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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기본법｣ 의의 및 법적 성격

Ⅰ.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
1. 대한민국 법제사(法制史)에서 차지하는 의미
1948년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된 이래 「민법」, 「형법」, 「상법」 등과는 달리 행
정법 영역에서는 행정 분야 전체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성문의 행정법전이 없는 상
태에서 개별행정 분야에 필요한 법률들을 마련하여 규율하는 법제시스템이 오랫
동안 유지되어왔다. 행정의 실체법을 형성하는 임무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진 채로
20세기가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행정법제의 역사와 거의 유사하다.1)
이는 법치주의와 성문법주의의 이념에 따른 기본권 지향적인 행정법 체계 형성을
경시해 왔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정법 현실은 행정의 비민주성
과 결합되고, 행정의 법전문가 배출을 가로막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으로도 이어졌
다.2) 또한 행정공무원들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험 부담이 있는 결정을 주저하게
되어 특히 재량행정에 대한 소극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에 도
움이 되지 못하였다.3)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실체법에 관한 일반 성문법전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러한 염원을 담아 2021년 「행정기본법」이 마련되었다. 행정
법 일반원칙 등 학설과 판례에 인정되었던 불문의 행정법이 성문의 규정으로 대체
되고, 적극행정 의무, 행정처분의 기준 등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기준이 제시
1) 김중권,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Ⅰ - 처분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22
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9면(일본식 행정법으로부터 벗어날 출발점으로서의 의의). 또한 「행정기본
법」과 관련하여 논의된 우리나라의 행정법제 역사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김남철,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
후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2회 학술대회 발제문(“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적 쟁점”), 2021. 5. 7., 85면;
정남철, 행정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법제, 법제처, 2021. 6., 46면 참고
2) 정남철, 앞의 논문, 46면
3) 박정훈, 적극행정 실현의 법적 과제 - ‘적극행정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 ｢공법연구｣ 제38권 제1
호, 한국공법학회, 2009, 329-3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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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를 통해 행정법제 역사에서 「행정기본법」은 민주적 법치행정으로의 전
환점 혹은 출발점 기능을 할 것이다.

2.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
(1) 행정실체법의 법전화 및 통일적 행정법제에 기여
민사든 형사든 어떠한 법 영역에서도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 및 소
멸, 법의 내용, 법률행위의 효과, 한계 등에 관한 ‘실체법’이 먼저이고 그것을 현실
에 구현하는 것이 ‘절차법’이나 ‘소송법’이다. 「민법」에서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민사실체법이 정해지면, 「민사소송법」이 그 권리의무 실현의 과정을 정하게
된다.
그런데 오히려 「행정절차법」이 행정실체법 일부만을 담은 상태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 먼저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고,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
판법」과 「행정소송법」도 성문 실체법 없이 학설ㆍ판례에 의지해서 적용되어 왔다.
「행정기본법」은 이러한 공백에 있던 행정실체법을 마련하여 법제시스템을 구축하
였고, 그 결과 개별법에 맡겨져 있던 실체적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따른 개념과
원칙으로 통일되는 효과가 있다.4)

(2) 국민의 권익보호 및 기업활동의 편의 제고
행정법 집행을 위한 일반원칙과 기준의 결여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는 행정법 관계에 대한 잦은 다툼을 일으키고 국민과 기업에
시간과 비용을 들게 하여 행정목적인 공익실현을 저해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실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행정기본법」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행정법의
기본원칙,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행정법 관계에 대한 이해를 쉽
게 하고5) 제척기간, 이의신청 등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에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김남철, 앞의 발제문, 81면
5) 홍정선, 행정기본법 해설, 박영사, 2021년,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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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행정 및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동력
적극행정의 명문화는 그 동안 법집행의 일반적 원칙과 기준의 부재로 인한 행정
기관과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집행가능성을 줄이고 재량권의 남용ㆍ일탈 또는 불행
사 사례를 줄여나가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어려운 법적 개념들로 이루어진 규
정들을 일선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여지를 없앨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이다.6)
또 행정 분야에서의 일관된 법원칙과 개념들의 사용은 행정법규의 복잡성을 해
소시켜 줄 수 있고 행정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행정과정의 구조와 전체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 행정활동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7)

(4) 규제혁신의 효율적 추진
지금까지는 법적 쟁점이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법령의 제정ㆍ개
정으로 해결하다 보니 유사한 법령정비를 위해서 일일이 개별 법령을 정비해야 하
는 불편과 비효율성이 있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행정법상 주요 공
통제도들이나 법원칙과 기준에 관한 규정들이 마련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을 개
정ㆍ보완하는 것만으로 종전과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제개혁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
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규제완화를 위해서 법령상 신고제를 정비하려면 종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법령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규정이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신고규정을 직접 보완하여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행정규제가 본래 갖고 있는 강도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원
인은 행정법의 기초가 되는 각종 원칙과 개념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에서도
발생하는데, 「행정기본법」은 이런 문제를 줄이는 행정법의 교과서8) 역할도 할 것
이다.9)
6) 이진수, 앞의 논문, 17-18면
7) 행정법의 법전화가 갖는 이러한 의의에 대해서는 김남진, 행정법의 법전화, 법제 특별기고논문, 법제처, 2020.
12., 14면 참고
8) 김남철, 행정기본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 법률신문, 2020. 12. 21. 참조
9) 그 외에도 「행정기본법」은 행정입법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역할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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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정 의의10)
「행정기본법」 제정은 사인(개인)에게는 법적 지위의 강화를, 행정기관에는 행정법령의 적극적
집행을, 법원에 대해서는 재판상 부담의 완화를, 입법자에게는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
한 입법상 부담의 완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은 행정법의 총칙이고, 국민의 권익보호법이며, 적극적 행정법령 집행의
근거이고, 재판규범이며, 입법기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Ⅱ. 「행정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기능11)
1. 기본법으로서 「행정기본법」
국회는 기본법, 조직법, 규제법, 진흥법, 재정법, 특별법 여섯 가지를 입법모델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기본법’이란 특정 분야에서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 원칙, 기본방침, 내용의 대강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모법이나 지침
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이라고 한다.12) 또는 기본법을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원칙이나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13) 대표적인 예로, 「환경정책기본법」을 들 수 있다.

입법을 위한 일반법리가 없어, 일본, 독일, 미국 등 외국의 법령이나 그 법리를 우리 법제에 그대로 모방하거나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우리의 법제상황에 맞게 수준 높게 형성된 행정법의 법리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법령은 많지 않게 되었다. 또한 법률의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해석하여 행정사안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러한 사안들의 해결을 위해 법해석이 아니라 행정입법으로 나아가다 보니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정입법도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입법을 포함한 행정작용의 통칙
과 법리 발전을 위한 과제를 행정법학자들에게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행정법학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관해서는 정남철, 앞의 논문, 63면, 김남철, 앞의 발제문, 84면 및 김남진, 앞의 논문(행정법의 법전
화), 10면 참조
10)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에 대해 다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관해서는 홍정선, 앞의 책, 3-4면
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1) 「행정기본법」의 주요 특징으로, ①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성문화, ② 기본권의 존중과 제한의 최소화, ③ 행정법
상 통일적 기준의 체계화, ④ 개별 행정작용의 합리성 제고, ⑤ 행정의 입법활동의 체계화를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홍정선, 앞의 책, 9-10면 참조
12)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년 전면개정판, 786면
13)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기준, 2020, 663면. 채향석, 하명호,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 6

제1장 행정기본법의 의의

기본법의 구성요소나 특징은 주로 일본 행정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결과14)
에 따라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따른 기본법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15)

① 계몽적 특질
② 비완결적･방침적･프로그램적 성격
③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실시됨.
④ 부처 횡단적 추진본부를 두는 경우가 많음.
⑤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율로서의 성격이 약함.
⑥ 벌칙규정을 두는 예는 거의 없다는 특징

위의 기본법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기본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① 특정 분야에
서 제도ㆍ정책에 관한 이념, 원칙, 기본방침, 내용의 대강을 제시하거나, ② 다른 법
률의 모법이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이면 기본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16)
결론적으로 「행정기본법」은 행정 ‘실체’에 대한 통칙법으로서 개별 법률들과 정
합성을 유지하면서 행정법 통칙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점과 장래 통합행정법전
으로의 확장성을 가지는 법률이므로 ‘기본법’이다.17) 「행정기본법」은 제1장의 목
적, 정의, 책무, 적극행정 추진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기
간의 계산과 같은 행정법 전체의 기술적 통칙규정, 제2장의 행정의 법원칙 규정들,
제3장의 행정작용이라는 행위형식에 관한 방향을 지정하는 규정들, 제4장의 행정
의 입법활동 등에 관한 원칙적 규정들을 볼 때, 행정의 이념, 원칙, 정책방향 등에
관한 ‘본보기’가 되는 법이므로 ‘기본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제60호, 한국법제연구원, 2021, 12면 참조
14) 대표적으로 박정훈, “입법체계상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 법조 통권 제639
호, 2009, 272면 이하를 들 수 있다. 일본식 기본법상 계몽적ㆍ프로그램적 규정에 대해서는 채향석, 하명호,
앞의 논문, 11면 참조
15) 김현준, 기본법의 정체성 문제와 이른바 행정기본법 명명의 오류, 법조 제68권 제4호, 법조협회, 2019, 12-13
면 및 이진수, 앞의 논문, 12면 참조
16) 「환경정책기본법」은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5조의 방침을 정하는 법
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도 아래의 기본법의 요소를 완전히 갖추고 있지 않다. 기본법의
요소들은 기본법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일 뿐이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7) 채향석, 하명호, 앞의 논문, 1면, 11면 이하, 특히 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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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법으로서 「행정기본법」
행정법 영역에서 민법, 형법, 상법 등과 달리 행정 실체법과 기간 계산 등 통칙적
성격의 성문법률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 있다.18) 따라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실체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19)
일반법이란 적용범위와 대상이 상대적으로 특정된 ‘특별법’과는 달리 관련된 적
용범위와 대상 모두에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작용과 행정법상 법률관계 전체에 적용되고 구속력을 가지는 법이다. 일반법은 개
별영역에 적용되는 특별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범
으로서 의의를 가지지만, 더 나아가 개별법 영역의 특수한 원칙과 행정작용 형성의
출발점으로서 개별법령의 법적 규율의 방향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개
별행정 분야에서 법원칙의 형성, 처분ㆍ공법상 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규율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기초규범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 행정상 강제, 신고, 수수료, 사용료 등도 일반
통칙적 규정이 없이 다수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있었으나, 「행정
기본법」 제정으로 그 개념, 내용과 기준 및 입법지침 등에 있어 통일적 법제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도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에 따르는 것이다.20)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
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 일반법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는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합적

18) 이에 대해서는 이진수, 앞의 논문, 5면
19) 김남철, 앞의 발제문, 81면
20) 김남철, 앞의 발제문, 82면. 행정실체에 관한 통칙법의 완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있으나, 앞으로 행정실
체에 관한 일반적 규정들이 계속적으로 담겨져 나가야 하며, 이는 이러한 중ㆍ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법
이라는 평가를 한다(동인, 앞의 발제문, 83면). 행정법 도그마틱의 부재와 흠결로 말미암아 빈번한 법령 개정과
법률명의 변경 등으로 인해 개별 분야의 법령 체계나 규범구조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법의 통칙과 기본원리를 확립하고 행정작용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행
정에 관한 일반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행정기본법」이고 그런 법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정남철, 앞
의 논문, 63면)도 위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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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규정이라고 한다.21)
즉 「행정기본법」에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처분,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등에 관하여 일반규정들은 그것이 흠결된 개별법령의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
을 수행하는 상호 보완관계이며, 개별 행정법령에서 내용상 모순이 있거나 혼란이
발생하여 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반대로 「행정기본법」에 통일적 규정을 마
련하도록 하는 피드백 기능도 하는 관계에 있다.22)

3. 행정법 총론으로서 「행정기본법」23)
(1) 행정법 실무의 부담경감기능
「행정기본법」은 그 동안 학설과 판례로 형성된 행정법 총론의 내용 중 핵심을 성
문화하였다. 이런 통칙 규정들은 행정과 사법(司法)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다수의
유사한 문제에 대해 법치행정에 적합한 해결 원칙과 개념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
기 때문에, 행정과 사법 실무에 있어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해결책을 찾는 부
담을 줄여준다.24)

공무원 甲이 ①소속 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러서 소속 기관장 A는 징계
위원회에서의 절차를 거쳐 해당 기관의 ②징계양정규칙(훈령)에 따라 ③징계처분 중 하나인 정
직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에 소청심사청구를 거쳐 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서 ④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담당판사는 B이다.
소속 기관장 A가 위 처분을 하는 경우, ①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에는 근거법률이 있
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쟁점이 해결되는데 이는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이며, ②와 관련해서는 제2조(정의)제1호의 ‘법령등’과 관련하여 훈령인 행정규칙
임이 밝혀질 것이고 또한 그 행정규칙이 동일한 다른 사안에서 적용된 바와 같이 이 훈령인 징계

21) 김용섭, 앞의 논문, 76면
22) 정남철, 앞의 논문, 49면
23) 「행정기본법」의 기능과 관련하여 김남진, 행정법총론의 기능과 관련문제, 학술원통신 제334호, 대한민국학술
원, 2021. 5., 5면 이하; 정남철, 앞의 논문, 49면 이하 참고
24) 김남진, 앞의 논문(행정법총론의 기능과 관련문제), 6면; 동인, 행정상의 법적 형식ㆍ작용형식ㆍ실현형식의 구
별, 학술원통신 제323호, 대한민국학술원, 2020. 6., 2면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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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제9조(평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③과 관련하여 징계
처분 중 ‘정직처분’을 ‘선택’한 기관장의 결정은 ‘재량권’에 따른 것이고 이는 한계가 있다는 정
보는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에 따른 것이며, 그것은 다시 제8조(평등의 원칙), 제10조(비례
의 원칙) 위배가 없이 결정을 해야 함을 알게 된다.
위와 같은 사안을 행정소송 사안으로 만나는 판사 B는 A의 정직처분이 「행정소송법」의 ‘처분’
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행정기본법」의 제2조제4호의 ‘처분’ 개념을 통해 알게 되고, 앞에서 본
제9조(평등의 원칙), 제10조(비례의 원칙) 위배에 따른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위반으로 재
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는지를 바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2) 행정법의 체계형성기능
「행정기본법」은 행정 실체법의 ‘창구’로서 어떤 행정사안이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어떤 원칙에 따라야 하는지, ‘처분’에 해당하는지, ‘처분’이라면 ‘재량처분’인
지,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지 그 조건이 허용되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 등 행정
법상 쟁점 해결의 길로 연결해주는 문이 된다. 「행정기본법」은 특히 실체법 부분에
서 그 책임을 맡은 것이고, 행정법총론의 다른 영역인 절차, 구제, 개별행정법(경찰ㆍ
건축ㆍ환경행정법 등)으로 가도록 이어주는 첫 번째 이정표이다. 이것이 「행정기
본법」이 수행하는 행정법 체계형성기능이다.25) 이러한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
면 개별행정법 분야에서의 일관성 있는 법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행정기본
법」은 체계를 지향함으로써 행정작용을 투명하게 하고 행정수요자인 국민들에게
행정법을 쉽게 수용하도록 해준다.26) 행정사건을 맡은 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명확성을 제공한다.27) 이러한 체계형성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통해 사후 피드백으로 수정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체계가 계속 발전되어
야 한다. 이런 일은 행정공무원, 판사 및 행정법학자들 모두에게 맡겨진 공통의 임
무이다.

25) 김남진, 앞의 논문(행정법총론의 기능과 관련문제), 5면 참조
26) 김남진, 앞의 논문(행정법총론의 기능과 관련문제), 6면
27) 이를 행정실체법을 포함한 독일행정절차법과 관련하여 그 법의 제정동기 중 하나가 통일된 규율을 통해 판례에
대해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정남철, 앞의 논문,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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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 권익구제기능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에 따른 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확보
는 결국 국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행정을 함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를 깊이 새기고, 소극적 행정을 지양하며, 행정 법원칙을 고려한 행
정 결정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향후 행정쟁송 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 행정 법원칙을 고려하고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없도록 하며, 부
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피며, 수익적 처분의 취소나 철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4) 입안 및 법령정비의 모델 기능
「행정기본법」에 담긴 행정법의 주요 제도들의 공통적인 규정들은, 해당 제도들
을 개별법에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 마련을 위한 입안기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개별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행정
기본법과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정비할 필
요가 있다. 이처럼 「행정기본법」은 개별법에 제도를 입안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주
요한 법제도들을 정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즉 개별 법령의 통일적 정비와 같은
입법사업을 위한 입법모델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28)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외국법제의 현황
□일본
행정 실체법에 관한 성문의 통칙법 마련의 움직임은 아직 공식적으로 없는 상황이다.2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반적 행정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행정불복
심사법」, 「행정사건소송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행정절차법(行政手続法)」이 1993년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 「행정기본법」 제정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일본 「행정절차법」은 행정실체에 관한 일반성문법이라고 할 수 없다.

28) ‘법령 정비의 향도적 기능’ 정남철, 앞의 논문, 52면 참조
29) 김남진, 앞의 논문(행정법의 법전화), 10면. 일본 행정법학자 山本隆司 교수의 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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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976년 제정되고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독일 「행정절차법(Verwaltungs verfahrensgesetz,
약어로 VwVfG)」30)은 현재 총 103개 조항(폐지조항 포함)으로, 그 안에 행정행위(Verwaltungsakt)
나 공법상 계약(Öffentlichrechtlicher Vertrag) 등에 관한 행정실체법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
다. 제3장 행정행위와 제4장 공법상 계약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27개 조항).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의 절차나 형식에 관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형식인 ‘행정행위’ 즉 우리 행정실무상 ‘처분’에 관한 제3장의 제1
절(행정행위의 성립)에서 행정행위의 개념(제35조), 행정행위의 자동화결정(제35a조), 행정
행위의 부관(제36조), 확약(제38조), 재량(제40조), 행정행위의 명백한 부당성(제42조), 허가
의제(제42a조), 더 나아가 제2절(행정행위의 존속력)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제43조), 행정행위
의 무효(제44조), 절차ㆍ형식상 하자의 치유(제45조), 그 하자의 결과(Folgen)(제46조)31), 그
하자의 전환(제47조), 위법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제48조),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제49
조), 취소ㆍ철회 이후 지급된 급부의 상환과 그 이자반환의무(제49a조), 행정쟁송절차에서 취
소와 철회규정의 부적용(제50조), 절차의 재심사(Wiederaufgreifen)(제51조), 문서 및 물건
의 반환요구(제52조), 그리고 제3절(행정행위의 시효)에서 행정행위의 시효의 중단(제53조)
등이 규정되고 있다.32) 제4장 공법상 계약은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제54조), 화해계약(제55
조), 교환계약(제56조), 제3자와 행정관청의 동의(제58조), 공법상 계약의 무효(제59조), 특별
사안에서 적응과 고지(제60조), 즉시집행 하에서 수락(제61조), 규정들의 보충적 적용과 민법
의 유추적용(제62조)3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행정절차법」의 특징은 행정의 절차, 실체, 행정심판과 같은 권리구제절차까지 모두 담고
있다는 점이다. 그와 비교해서 우리 「행정기본법」은 독일 「행정절차법」에는 없는 행정법의 일
반원칙, 행정입법 규정들을 두고 있다.

30) 독일의 성문행정법으로는 근대 이후로만 보면 19세기 프로이센왕국과 바덴왕국에서 제정되어 시행되었었고,
1926년 튀링엔과 1931년 뷔르템베르크 행정절차법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일반행정
법 같은 주법은 현재도 거의 완비된 일반행정법 통칙법이라고 평가되는 법률로 동독에서 1968년 제정되었다.
31) 이 조항은 절차, 형식, 장소관할 위반 하에서 행정행위가 행해졌다고 하여도 그것이 행정행위 결정에 실체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면 그 하자를 이유로 한 행정행위의 폐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32) 행정행위의 명확성과 형식 특히 권리구제의 고지의무(제37조), 이유제시(제39조), 통지(제41조) 등은 비실체
법 조항으로서 배제한다.
33) 계약서식(제57조)과 같은 조항은 형식적 내용이므로 실체법 내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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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946년 제정된 미국의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약어로 APA)」34)은
2016년 6월 30일자 최근 개정법률에 따르면 정의(제551조)35), 정보공개와 이에 관련된 행정기
관 규칙, 견해, 명령, 기록 및 심의록(제552조), 개인이 관리하는 기록물(제552a조), 공개 회의(제
552b조), 규칙제정(Rulemaking)(제553조), 재결(Adjudication)(제554조), 부속 문제(제
555조), 청문 등(제556조), 결정(Decision) 및 재심 등(제557조), 제재 부과, 허가 신청 및 결정,
취소, 철회, 허가의 만료 등(제55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559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및 「행정기본법」의 내용 일부들이 미국 「행정절차법」 안
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 「행정절차법」의 특징은 행정절차에 관한 법적 규율 이외에 정보공개법
의 내용과 행정실체법 특히 행정행위와 행정입법에 관한 실체적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다. 독일과 우리나라가 대륙법계 행정법의 특징처럼 행정행위 혹은 처분 중심이라면 미국은
행정입법(rulemaking) 규정들이 행정법에서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 네덜란드
「행정기본법」의 도입과정에 큰 영향을 준 네덜란드 「일반행정법(Allgemene wet Bestruursrecht,
약어로 Awb)」은 1992년 제정되어 1994년 시행되고 있다.36) 이 법은 우리 행정법제의 핵심
인 처분이나 독일의 행정행위 개념보다 포괄적인 ‘행정결정(besluiten)’ 개념을 중심으로 하
고, 이는 행정입법, 행정계획, 정책방침규정 및 개별결정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위 법률은 이를
“행정기관에 의한 공법상 법률행위를 담은 서면결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7)
네덜란드 일반행정법은 개별행정결정이라는 우리의 처분과 일반적 효력 있는 행정결정(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 정책방침규칙,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타 일반적 효력 있는 행정결
정(예: 교통표지판의 설치) 등 행정입법 혹은 일반처분 등을 실체법적으로 규율하면서, 이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38)

34) 미국 행정절차법에 대해서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관한 https://world.moleg.go.kr/
lgslInfoReadPage.do?CTS_SEQ=2853&AST_SEQ=1061&nationReadYn=Y&ETC=1&searchNtnl=
US에서의 정보를 참고하여 인용한 것임(2021. 8. 8. 방문검색)을 밝혀둔다.
35) 행정기관(agency), 인(person), 당사자(party), 규칙(rule), 행정입법(rulemaking), 명령(order), 재결
(adjudication), 인허가(license), 인허가행위(licensing), 금지, 조건, 제한 등(A), 구제의 철회(B), 벌칙이나
벌금의 부과(C), 압수 등(D), 보상 등(E), 인허가의 필요조건 및 철회ㆍ유보(F), 기타 필수제한조치를 포함하는
제재조치(sanction), 구제방법(relief), 행정기관 절차(agency proceeding), 행정기관 조치(agency
action), 일방적 의사소통(ex parte communication) 개념들이 정의되어 있다.
36) 네덜란드 일반행정법에 대해서는 윤강욱, 박훈민, 네덜란드 「일반행정법전」(Algemene wet bestuursrecht)
상 행정절차에 관한 소고, 행정법연구 제50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109면 이하; 김대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법제연구 제59호, 한국법제연구원, 2020, 14면. 참고로 북유럽의 행정법과
관련하여 스웨덴 행정절차법(Forvaltningslag)이 1971년, 덴마크 행정법(Forvaltningslov)이 제정된 바 있
다고 한다. 김대인, 앞의 논문, 12면 참고
37) 윤강욱, 박훈민, 앞의 논문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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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일반행정법」 역시 위 독일 「행정절차법」, 미국 「행정절차법」과 같이 세부적 구성은
다르지만 실체법과 절차법, 구제법 관련 규정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 이 법률이 우리 「행정기본법」 제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이유로 첫째, 그 제정과정부
터 향후 단계적 개정절차를 통한 보완과 확충을 예상하고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1983년 구성된 ‘행정법 일반규율의 입법화를 위한 위원회’를 통해 행정관련 법령들의 통일성,
체계성, 단순성을 추구했고 축적된 행정판례법을 성문화하고자 시도한 점 등39)에서 우리 「행
정기본법」 제정 및 준비과정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행정절차법」과 병존 상태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점에서 네덜란드 「일
반행정법」과 다르고, 「행정심판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우리와 달리 네덜란드 「일반행정법」은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 점, 우리는 네덜란드와 달리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점
등에 차이점이 있다.40)
□대만
1999년 1월 15일 「행정절차법(行政程序法)」을 제정하였고, 2020년 12월 30일 개정되어
2021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 「행정기본법」과 비교될 수 있는 대표조문으로 입
법목적(제1조)41), 일반법률원칙(一般法律原則)(제4조)42), 행정행위의 내용(제5조), 행정행
위의 평등원칙(제6조), 행정행위의 비례원칙(제7조), 신의성실의 원칙(제8조), 행정재량의 한
계(제10조), 당사자의 범위(제20조), 기간의 계산(제48조) 등 총칙규정이 있다.
그리고 제2장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처분과 일반처분의 정의(제92조), 행정처분부관의 허
용성과 종류(제93조), 행정처분부관의 한계(제94조), 행정처분의 효력(제110조), 행정처분 무
효의 판단기준(제111조), 행정처분 일부가 무효인 경우 효력의 범위(제112조), 위법한 행정처
분의 전환(제116조), 행정처분의 철회 및 철회 제한(제117조), 행정처분 철회의 효력(제118
조), 신뢰보호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19조), 위법한 수익적 처분의 철회 후 신뢰보호에
대한 보상(제120조), 철회 권한의 제척기간과 수혜자의 신뢰보호 보상청구권의 시효(제121
조), 비수익적 처분의 폐지(제122조), 수익적 처분의 폐지(제123조), 수익적 처분을 폐지하는

38) 윤강욱, 박훈민, 앞의 논문, 네덜란드 전체 행정작용의 분류에 대해서는 114면, 기타 일반적 효력 있는 행정결
정에 대해서는 117면, 특히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118면 이하 참고
39) 윤강욱, 박훈민, 앞의 논문, 111-112면; 김대인, 앞의 논문, 34면
40) 김대인, 앞의 논문, 37면
41) 제1조(입법 목적) 행정행위가 공정･공개 및 민주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법에 따른 행정 원칙을 확보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인민에 대한 행정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為使行政行為遵循公正、公開與民主之程序，確保依法行政之原則，以保障人民權益，提高行政效能，增進人民
對行政之信賴，特制定本法).
42) 제4조(법률상 일반원칙) 행정행위는 법률 및 법률상 일반원칙에 따라 제한된다(行政行為應受法律及一般法律原
則之拘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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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제척기간(제124조), 행정처분 폐지의 효력(제125조), 수익적 처분의 폐지에 대한 신뢰
보호 보상(제126조),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제127조), 처분의 철회ㆍ폐지ㆍ변경을 구하는
신청의 요건 및 기간(제128조), 처분의 철회･폐지･변경을 구하는 신청의 처리(제129조), 문서
와 물건의 반환(제130조), 공법상 청구권의 시효와 중단(제131조) 등 시효규정(제134조까지)
등이 있다.
또한 제3장 행정계약에 관하여 행정계약의 허용성(제135조), 화해체결에 관한 특별요건(제
136조), 쌍무계약의 특별요건(제137조), 행정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특별요건(제140조), 행
정계약이 무효가 되는 원인(제141조),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행정계약이 무효가 되는 원인에 관
한 특별규정(제142조), 행정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제143조), 계약 사항 외의 공권력 행사
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제145조), 행정계약의 당사자 한쪽인 행정기관이 그 계약을 일방적
으로 조정하거나 종료할 권리(제146조), 계약 후 외부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계약을 조정하
거나 종료하는 경우(제147조), 행정계약에서 자발적으로 집행을 수용하도록 약정하는 경우(제
148조), 행정계약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제149조)의 규정들이 있다.43)
그밖에 제4장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하에서 법규명령의 정의(제150조), 법규명령이 무효가 되
는 사유 및 법규명령이 일부 무효인 경우 처리 원칙(제158조), 행정규칙의 정의(제159조), 행
정규칙의 효력(제161조), 행정규칙의 폐지(제162조) 등이 실체법규정으로 있고, 그 외에 법규
명령 입안의 처리원칙(제153조) 등 157조까지 행정입법 절차규정들이 함께 들어있다. 더 나아
가 제5장 행정계획,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청원, 제8장 부칙 제163조 등은 우리 「행정기본
법」에는 없거나 「행정절차법」에 있는 조항들이다.
대만 「행정절차법」의 특징은 ① 독일 「행정절차법」과 학설ㆍ판례에 따른 법리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성문법전으로 구현한 점, ② 독일 「행정절차법」보다 훨씬 완비된 일반행정법전의 모습
을 띄고 있는 점, ③ 특히 행정처분, 행정계약,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행정계획, 행정
지도의 주요 행정작용을 모두 규정해놓고 있는 점, ④ ‘절차’법이지만 ‘실체’의 행정법전 내용을
결합시키는 행정작용에 관한 통일행정법전인 점 등을 들 수 있다.

43) 대만 「행정절차법」의 2015년 개정법은 세계법령정보센터 번역본 참고(https://world.moleg.go.kr/web/
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4129&AST_S
EQ=1284&searchNtnl=TW&searchLgsl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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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

「행정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 실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안이 1987년 7
월 「행정절차법안」으로 입법예고까지 된 일이 있었다. 지금의 「행정절차법」의 중
심인 행정처분 절차 외에 처분의 취소 및 철회의 제한 등과 같은 실체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고, 행정강제, 행정조사,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임
사항까지 담은 법안이었다. 그러나 국회 제출이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996년 12월 31일 「행정절차법」이 처분 ‘절차’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행정의 법
원칙, 권리의무에 대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작용 등에 관한 실체법적 내용의
법제화는 뒤로 미루어져 왔고, 학계는 그 필요성을 계속 촉구해왔다.44)
2019년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이에 관한 논의가 시작
되어,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제에 관한 TF 및 연구회 활동을 개시하였고, 그 해 7월
2일 「행정기본법」의 제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7월 3일 법제처
가 주관하고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등이 공동 참여한 행정법학자대회45)
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합치가 이루어지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처와 행정법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시작되었다.46)
그 이후 법제처는 2019년 9월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44) 대표적 문헌으로 김중권,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4078호,
2012. 11. 8.; 김중권/김영수,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행정법과 행정법제의
개혁, 공법연구 제41집 제3호, 2013. 2., 29-49면. 또한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 개요에 대해서는 김남철,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2회 학술대회 발제문(“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적 쟁점”), 2021. 5. 7., 79면 이하; 채향석, 하명호,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제60
호, 한국법제연구원, 2021, 4면 이하 참고
45)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행정법 – 행정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라는 대주제로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
회･행정법이론실무학회가 참여한 대회였으며,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홍
준형 교수가 발표하고 나서, 홍정선 교수의 주재로 많은 행정법학자들의 참석 아래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대회의가 이루어졌다.
46) 이 대회에서 같은 법의 제정을 위한 신중한 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적 행정법으로의 발전이 갖는 공법적 가치가 수용되어 학계는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에 적극 참여하
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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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조직으로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고, 그와 함께 행정법제에 관련
된 교수나 행정법학자 및 입법ㆍ사법ㆍ행정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법제 혁
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47) 해당 자문위원회의 참여 하에 법제처가 초안을
제시하였고, 자문위원회의 검토 등 의견수렴과정을 3차례 거친 후 자문위원회 초
안이 2020년 2월 마련되었다. 자문위원회는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1분과
위원회는 총칙, 행정법 일반원칙, 정부입법활동 분야를 맡았고, 2분과위원회는 처
분 분야를 담당하였으며, 3분과위원회는 처분 이외의 행정활동에 관한 영역을 맡
았다. 각 분과위원회의 논의 대상 주제는 아래 표와 같다.

□ 1분과 논의 대상 주제(20개)
1) 제명, 2) 목적, 3) 정의, 4) 행정의 기본 이념,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행정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7) 법치행정의 원칙, 8) 신뢰보호의 원칙, 9) 평등의 원칙, 10) 비
례의 원칙,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2)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13) 적극행정의 원칙, 14)
적용범위, 1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 행정의 기간 계산, 17) 정부입법(행정입법), 18) 입
법영향평가, 19) 행정부 법령해석, 20)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2분과 논의 대상 주제(16개)
1) 법 적용의 기준, 2) 처분의 효력, 3) 처분의 전환ㆍ치유, 4) 국민편익 중심 규제 운영, 5)
자동적 행정행위, 6) 결격사유, 7) 조건(부관) 부과, 8) 신고의 효력, 9) 인허가 의제, 10) 처
분의 직권취소, 11) 처분의 철회, 12) 공표, 13) 대행, 14)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5) 처분
의 재심사, 16) 처분의 재량행사의 기준
□ 3분과 논의 대상 주제(13개)
1) 영업자 지위 승계, 2) 제재처분의 원칙 및 기준, 3)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4) 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5) 행정계획, 6) 행정계약, 7) 확약, 8) 수수료 및 사용료, 9) 행정강제(대집행, 직접
강제 등)의 원칙, 10) 이행강제금, 11) 과징금, 12) 행정법제개선, 13)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이 초안을 가지고 3차례의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공청회가 열렸고, 16개 기관
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 법률안을 2020년 6월 다시 입
47)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과 자문위원회는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09
호, 2019. 9. 4. 제정)을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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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하였다. 그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2020년 7월 7일)을 거쳐 국
회에 제출(2020년 7월 8일)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본법안」은 총 4개의 장
43개 조문으로 최종 확정48)되었고, 이 「행정기본법안」 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
사를 거쳐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49)하였으며, 2021년 3월 16일 정
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3월 23일 공포되었다.

48) 초안에서 논의되었던 영업자 지위승계, 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법위반 사실의 공표, 하자있는 처분의 전환, 하
자있는 처분의 치유, 확약 등의 규정은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를 거쳐 「행정기본
법」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관해서는 홍정선, 앞의 책, 10면 참조
49) 국회 심사과정에서, 적극행정의 추진(제4조)이 ‘행정의 적극적 추진’으로 변경되었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2개
조문이 계약체결에 관한 1개 조문으로 축소되어 과징금 조항과 순서를 바꾸었고,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관한 조문이 ‘입법활동에 관한 제38조제4항’으로 삽입되면서 행정입
법 활동 관련 2개 조문이 삭제되어 43개 조문이 40개 조문으로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김남철,
앞의 발제문, 80-81면; 채향석, 하명호, 앞의 논문, 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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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 입법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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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은 본문 제4장 40조, 부칙 7조로 구성됨.

Ⅰ. 제1장 총칙(제1조 ~ 제7조)
1. 제1절 – 목적 및 정의 등(제1조 ~ 제5조)
□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행정의 적극
적 추진(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2. 제2절 – 기간의 계산(제6조 ~ 제7조)
□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제6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제7조)

Ⅱ. 제2장 행정의 법 원칙(제8조 ~ 제13조)
□ 법치행정의 원칙(제8조), 평등의 원칙(제9조), 비례의 원칙(제10조), 성실의
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1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 부당결부금
지의 원칙(제13조)

Ⅲ. 제3장 행정작용(제14조 ~ 제37조)
1. 제1절 – 처분(제14조 ~ 제23조)
□ 법 적용의 기준(제14조), 처분의 효력(제15조), 결격사유(제16조), 부관(제17
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제18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제19조), 자
동적 처분(제20조), 재량행사의 기준(제21조), 제재처분의 기준(제22조), 제
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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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절 인허가의제(제24조 ~ 제26조)
□ 인허가의제의 기준(제24조), 인허가의제의 효과(제25조), 인허가의제의 사후
관리(제26조)

3. 제3절 공법상 계약(제27조)
□ 공법상 계약의 체결(제27조)

4. 제4절 과징금(제28조 ~ 제29조)
□ 과징금의 기준(제28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29조)

5. 제5절 행정상 강제(제30조 ~ 제33조)
□ 행정상 강제(제3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제31조), 직접강제(제32조), 즉시
강제(제33조)

6.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제34조 ~ 제35조)
□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제34조), 수수료 및 사용료(제35조)

7.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제36조 ~ 제37조)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 처분의 재심사(제37조)

Ⅳ.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제38조 ~ 제40조)
□ 행정의 입법활동(제38조), 행정법제의 개선(제39조), 법령해석(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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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칙(제1조 ~ 제7조)
□ 시행일 규정(제1조)
① 공포일(2021. 3. 23.) 시행규정: ②와 ③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
② 2021. 9. 24. 시행규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
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제40조(법령해석)
③ 2023. 3. 24. 시행규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4조(인허가의제
의 기준),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제30조(행정상 강제),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2조(직접강제), 제33
조(즉시강제),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처분의 재심사)

□ 적용례 규정(제2조 ~ 제7조)
①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제2조): 2021. 3. 23. 이후 제재
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
②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제3조): 2023. 3. 24. 이후 발생하는 위
반행위부터 적용
③ 공법상 계약에 관한 적용례(제4조): 2021. 3. 23. 이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부터 적용
④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한 적용례(제5조): 2023. 3. 24.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3. 3. 24. 이후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
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제6조): 2023. 3. 24. 이후에 하는 처분
부터 적용
⑥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제7조): 2023. 3. 24.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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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Ⅰ.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1996년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 시행되어 현재 제8장 64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독일 「행정절차법」, 미국 「행정절차법」, 네덜란드 「일반행정
법」과 달리 우리 「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ㆍ신뢰보호원칙, ‘처분’, ‘행정지도’의
일부에 실체법적 내용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행정작용의 사전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50)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의 체계를 외국법제와 비교해 보면, ① 「행정절차
법」과 별도의 입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② 외국법제는 「행정심판법」도 실체법을
포함하는 법률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행정기본법」 과 「행정심판법」
두 법률이 병존하고 있다는 점, ③ 공법상 계약에 관한 조항을 「행정기본법」에 최초
로 도입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행정기본법」은 「행정절차법」과 통합된 하나의 일반행정법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는 나오고 있다.51) 그러나 행정법은 개별분야에서 너무나
다양하고 일반 행정법 안에서도 절차법, 쟁송법 등이 별도의 광범위한 실무 및 연
구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행정법의 기초적 실체를 담고 있는 「행정기본
법」의 독자적 의의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50)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김대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
한 고찰, 법제연구 제59호, 한국법제연구원, 2020, 27면 이하 참조
51) 김남철, 앞의 발제문, 11면; 김대인, 앞의 논문, 30면(초록부분);김용섭,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경희법학,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제56권 제1호, 2021, 69면, 75면(행정통칙법의 제
정 필요성)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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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법」 등 행정쟁송법
국민의 권리구제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정 내부의 쟁송법인 「행정심판법」과
법원에 적용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쟁송절차적 목적
의 법률들이다. 그런데 이 쟁송법들의 전제가 되는 법원칙, 처분의 효력, 재량행위
성 등에 대한 표준이 될 기초 실체법규가 결여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행정기본법」이 공무원들에 대한 행위규범성을 갖는다는 점에 의문이 없겠지
만, 행정 상대방인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침해 문제의 해결근거가 될 법원칙, 부
관, 처분의 기준 등 구체적 효력을 가지는 다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의 재판규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Ⅲ. 「행정기본법」과 「행정대집행법」 등 행정상 강제집행법52)
행정상 강제집행(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로
통상 구분되는 행정상 강제는 개별법을 통해 인정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행정상 강
제를 아우르는 일반법은 없었는바, 통일적 기준 없이 각 개별법 규정이 적용되어
왔다.
특히 행정상 강제는 법률에 따른 명령의 불이행이나 위법사항에 대해 공권력을
통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 유형이나 수단에 따라 일반적 법
률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행정강제에 관한 별
도의 법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에 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개별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에 관련된 학
설과 판례의 내용이 「행정기본법」의 일반규정들을 통해 통일적으로 제도화됨에 따
라 행정상 강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52) 이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재입법예고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2020. 6., 90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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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Ⅰ. 국민의 법집행 예측가능성 제고에 관한 규정
1. 행정의 법원칙 명문화
「행정기본법」 제2장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제8조), 평등의 원칙(제9조), 비례의
원칙(제10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1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2
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3조) 등 법원칙을 명문화한 것이 「행정기본법」의 목
적을 가장 대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8조의 법치행정의 원칙을 통해 법률
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이 선언되어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강화하
고, 민주적 법치국가라는 지향 목표를 분명하게 하였다. 법 집행의 근거법률이 명
확해짐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처분의 취소 및 철회 근거 마련
행정처분이 침익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 그 처분이 원시적 하자를 가지고 있을 때
에는 처분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하여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경우에 따라
행정실무상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처분 철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어떠
한 이유에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나 철회는 일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신뢰보호원칙
에 따른 이익형량 등 법원칙에 맞게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적안정성
측면에서도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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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규정
1.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의 도입
영업정지처분, 운전면허처분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행정
청이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큰 법적 불안정 상태에 빠
지게 된다. 따라서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제재처분의 행사기한으로서
제척기간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종전처럼 학설ㆍ판례에 의존하여 국민이 실권
의 법리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상 쉽지 않고 그런 사례도 많지 않았다. 또한 제재처
분의 제척기간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
하도록 촉구하는 기능도 가진다.

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확대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
는, 국민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전에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필요하나, 현행 개별법에는 이의신청, 불복, 재심 등 다양한 용어와 형
태로 규정되어 있거나 이의신청 기간 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제소기간이 정지
되는지가 불명확하여 그에 따른 혼란이 있었으며, 이의신청 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행정
기본법」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법적인 혼
란을 줄이고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처분의 재심사 제도의 도입
행정쟁송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변경되어 당초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사회적 관념이나 헌법질서와 충돌하는 때에는 처분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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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처분의 재심사를 허용하는 제도를 새로 도
입하였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법원의 확정판
결에 대해서도 재심이 인정되는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
장하는 것이 정당하고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4. 법령해석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대한 1차적인 해석기관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을 규정하고, 그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내
법령해석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령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
우 법령해석제도를 통해 그 의문을 미리 해소함으로써 국민이나 행정청과의 불필
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거나 잘못된 처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Ⅲ.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을 위한 규정
1. 적극행정 의무의 명시
적극행정에 관한 논의53)가 2009년부터 시작된 이래로, 감사원 훈령(「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련 규정이 도입된 후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
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감
사원 규칙인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적극행정’(또는
소극행정)이 규정되어 있었다.54)
「행정기본법」의 적극행정 규정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

53) 박정훈, 적극행정 실현의 법적 과제 - ‘적극행정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공법연구｣ 제38권 제1
호, 한국공법학회, 2009, 329-353면 참조
54) 이진수, 앞의 논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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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있다.

2.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시점의 명확화
현행법상 신고 규정은 1천개가 넘는데,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
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
는 신고’로 구분된다. 그러나 개별법상 신고 규정만으로는 국민이나 일선공무원이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
는 신고에 대해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행정청
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리를 요하는 신고’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신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
고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Ⅳ.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를 위한 규정
1. 신법ㆍ구법의 적용기준의 명확화
행정법령은 그 개정 빈도가 잦은 특징이 있어 법령의 개정 시 구법 또는 신법의
적용관계에 대한 부칙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구법 또는 신법 중 어느 법령
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행정기본법」 제14조
는 그러한 경우에 대한 법 적용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2. 유사ㆍ공통제도의 체계화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
으로 보는 제도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각각 받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비
용을 줄임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1973년 「산업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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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법」에 도입된 이후에 현재 100개가 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허가의제를 둔 개별법의 내용이 조금씩 달리 규정되어 있고, 관련 인허
가의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사후 관리･감독 등에 관한 명확한 원칙･기준이 없어
국민과 일선 공무원들이 법 집행상 혼란이 있었던바, 이에 관한 공통 절차와 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행정기본법」은 인허가의제의 기준(제24조),
효과(제25조), 사후관리(제26조)라는 일반적 규정을 두어, 위와 같은 혼란을 해소함
으로써 이와 관련된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 집행상 통
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허가의제 외에도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강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효력 등의 공통제도도 같은 효과를 가진다.

3.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마련
현대 행정체계는 일방적ㆍ공권력적 성격의 처분보다는 협력적ㆍ비권력적 성격
의 공법상 계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에 「행정기본법」은 공법상 계약이라는
법형식의 성문화, 서면계약이라는 공법상 계약의 형식, 공법적 효과 발생에 관련된
공공성 및 제3자 이해관계의 고려의무(제27조)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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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목적 및 정의
행정기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
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
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 규정은 법령의 개별 조문
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목적 규
정은 그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그 법령의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
능을 한다.55)
「행정기본법」은 그 목적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에 있고, 이를 위해 행정
의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및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내세운다.56) 목적
은 ‘국민의 권익 보호’이고, 그 목표는 ‘행정의 민주성’, ‘행정의 적법성’, ‘행정의
적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이다. 행정법제의 근간이 되는 주요 법률인 「행정소송
법」은 1951. 8. 24., 「행정심판법」은 1984. 12. 15., 「행정절차법」은 1996. 12. 31.,

55)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2020, 47면
56) 「행정기본법」의 명칭이 처음 등장한 문헌으로 김중권/김영수,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
정을 통한 행정법과 행정법제의 개혁, 공법연구 제41집 제3호, 2013. 2. 28., 2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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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1996. 12. 31., 「행정조사기본법」은 2007.
5. 17.,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 3. 29.에 제정되었는데, 2021. 3. 23.에 제정
된 「행정기본법」이 이들 법률과 목적의 차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행정
의 민주성’에 관한 부분이다. 가령 대표적인 국민권익 보호 장치인 「행정절차법」의
경우 적법절차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
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행정기본법」이 행정법을 넘어 공법 전반을 현대화하고 개혁하는 플랫폼이 된다
는 점에서, 「행정기본법」이 ‘행정의 민주성’을 제1차 목표로 설정한 것은 행정법제
전반을 민주성의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함을 표방한 것이다.

목적 규정이 법 해석에서 차지하는 의의
(1) 법해석의 목표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
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
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
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57)
(2) 목적론적 해석을 위한 착안점으로서의 목적 규정
법해석은 문언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및 체계적 해석의 방법이 강구된다. 목적론
적 입장에 따르면, 해석자는 법문의 상호관계, 법문에 규정된 사안과 정상 및 기타 법문의 의미
중에서 중요한 증표로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의미 내용을 선택해야 한
다.58) 그리하여 입법자 등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벗
어나는 객관적인 규범목적에 바탕을 두고서 법률을 해석하고자 한다. 문언적 해석과 역사적 해
석은 기본적으로 법적용의 현재 시점이 아니라 법 제정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시대
와 유리되거나 부조화된 상황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결함을 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
적론적 해석이다.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목적론적 해석을 위한 결정적인 착안점이 된다.
(3) 법제도 혁신을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목적규정
법해석에서 목적론적 해석 및 체계적 해석을 통해 법 적용의 시점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해결방
안은 모색하더라도 그것은 기왕의 전체 법질서를 넘어설 수 없다. 엄연히 법해석의 차원(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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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 lata)과 입법정책의 차원(de lege ferenda)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적론적 해석은
단지 목적론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입법(법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
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입법은 돌아서면 곧바로 개정의 수요가 생긴다. 입법 그 자체가 개정
의 시작이다.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입각하여 개별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함으
로써 현행법의 문제 상황을 알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히 법 개정의 필요가 생성된다. 법률
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법해석의 차원을 넘어 해당 법률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4) 법해석･집행자의 자세
법해석에 있어서 법관은 입법자가 확정한 법률의 의미와 목적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입법자의 근본결단을 존중하고, 입법자의 의사를 변화된 조건 하에 가능한 신뢰성 있게 통용되
게 해야 한다.59) 현재 법률을 해석하는 자는 자신의 시대의 물음에 대한 답을 법률에서 찾는
다.60) 일찍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그 법률의 아버지보다 훨씬 똑똑할 수 있다고 강
조하며,61) 같은 맥락에서 라트부르크 교수는 “해석자는 법률의 창조자보다 법률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다. 법률은 그 제정자보다 더 똑똑할 수 있는데, 심지어 더 똑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
다.62) 이는 제정 당시의 법률의 취지에 사로 잡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행정기본법」이 행정법을 넘어 공법 전반을 현대화하고 개혁하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행
정기본법」 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이 이상에서 본 법관의 법해석의 경우보다 더 적극적으
로 「행정기본법」의 목적 및 개별 조항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실정법을 포함한 전
체 법질서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 한, 국민의 권익보호가 실현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개별 실정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57)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58) 김형배, 법률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고대 법률행정논집 제15집(1977), 13면
59) BVerfGE 128, 193(210).
60) Larenz/Canaris, Methodenlehre d. Rechtswissenschaft, 1995, S. 139.
61) BVerfGE 36, 342 (362).
62) Radbruch, Rechtsphilosophie, 8. Aufl. 1973,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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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문의 내용 및 해설
1. 행정의 민주성의 확보
행정작용의 기본 매뉴얼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이 그 1차적 목표로 ‘행정의 민
주성’을 규정한 것처럼, 행정법제 전반을 민주성의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국가권력행사의 단순한 대상이
자 객체로 접근해서는 아니 되고,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
즉 국민을 행정의 협력자로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자칫 민주성을 내세워 일부 국민
의 사사로운 이익에 유리하게 법집행이 행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적법성 요청이다. 그릇된 민주성의 실현에 대한 제어장치가
법치국가원리이다. 즉 행정의 민주성은 행정의 적법성의 요청과 함께해야 한다.

2. 행정의 적법성의 확보
법치국가는 법과 합리성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사전엔(ex ante) 예상가능하
게, 사후엔(ex post) 통제가능하게 만든다. 그렇게 규율될 때, 법치국가는 적법하
게 통제된 상태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게 하며, 개인에게 유리한
보호권력, 즉 개인적 인간존엄성, 자유, 재산권 그리고 주관적 권리를 위한 보증인
이기도 하다. 행정법은 권력분립, 법원의 독립성, 행정의 법률적합성, 행정조치에
대한 사법구제, 국가책임법의 여러 원칙과 같은 다섯 가지를 기본요소로 하여 구축
되었다. 행정법은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로서 생겨났으며, 그것은 현재에도 변함
이 없다. 행정의 적법성의 확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당연한 요청이다(「행정기
본법」 제8조). 행정의 적법성의 확보는 공익실현과 같은 실체적 정당성에까지 확
대된다. 나아가 ‘헌법의 구체화’와 동반하여 또는 그에 갈음하여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로 행정법을 새롭게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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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의 적정성의 향상
‘행정의 적정성’은 행정작용이 국민을 상대로 적정하고 알맞아야 한다는 것인
데,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같은 법 제13조)을 망라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의 적정
성의 정도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별하느냐 하는 것인데, 목적이 국민의 권익보호인
이상, 당연히 국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행정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특히 행정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행정은
적정성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행정기본법」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에 따른 성실
한 형량의 자세를 늘 견지해야 한다.

4. 행정의 효율성의 향상
법은 정책 형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적하기보다는 그것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다. 정책과 정치가 결코 사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들을
오로지 규범적 잣대로만 가늠하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한다. 헌법은 공적 임무를 효
과적으로 수행하는 유능한 국가를 전제로 한다. 이 점은 행정주체는 물론 입법과
사법에도 마찬가지로 통용된다.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한 행정활동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정당화된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 되
어야 한다.
‘행정의 효율성’ 목표는 앞의 다른 목표와는 다른 방향성을 가진다. ‘행정의 민주
성’ 등 다른 목표들은 그 주된 방향성이 국민이어서 대국민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지만, ‘행정의 효율성’ 목표는 그 주된 방향성이 행정 자체이어서 대국가 시각에
서 바라보아야 한다.63) 다만, 효율성 개념이 법률유보원칙을 대체할 수는 없다.

63)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한 판례로는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반대의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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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판례
① 행정개입규정의 성격: 대법원 1990. 12. 7. 선고 97누17568판결
“구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나 준공
검사의 취소 또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
이 없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은 각 조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내
지 권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
니므로 위 조항들도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행정의 민주화의 확보: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1164판결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
고･열람하도록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
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
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Ⅳ. 관련 법령
법률

조문

행정
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
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
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
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
정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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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외국 입법례64)
법률

조문
제1조 이 법률은 처분, 행정지도 및 신고에 관한 절차와 명령 등을 정하는 절차에

일본 행정절차법

관하여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입법 목적) 행정행위가 공정･공개 및 민주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법에 따른

대만 행정절차법

행정 원칙을 확보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인민에
대한 행정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법의 범위 내에서 국민 및 법인에 대해 행정행위를 하고 법

몽골 행정절차법

규명령을 내리고 행정계약을 체결할 때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4) 이 해설서에서의 관련 외국 입법례는 해당국의 법률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
하는 것이며,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몽골 및 대만의 법률은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된 내
용을 가져온 것이고 독일과 프랑스의 법률은 참고용으로 번역된 자료를 활용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보다 정
확한 법률과 관련 규정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국의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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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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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
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
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
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행정기본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개별 조문
의 해석에서 생길 수 있는 개념적 모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본
법」 제2조에서 규정한 ‘행정청’과 ‘처분’에 대한 정의는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
법」 등에 규정된 개념 정의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된 ‘법령등’, ‘제재처분’ 등의
용어는 이 법 안에서 규정상 편의와 명확성을 위한 것이며, 다른 법령에서는 이 법의
정의를 따로 인용하지 않는 이상 이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안은 “법령등”을 법률,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 및 규
칙)로 정의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령등의 개념을 법령과 자치법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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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법령에는 i)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ii)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
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iii) i), ii)의 위임을 받아 중앙
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함)의 장
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65)

Ⅱ. 조문의 내용
1. 법령등의 의미(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1) 법령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먼저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 및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제40조, 제75조, 제95조). 대통
령령, 총리령, 부령은 강학상 법규명령으로 법률의 한계 내에서 입법되고 법률 하
위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말한다. 강학상 법규명령은 수권의 근거를 기준으로 위임
65) 국회 심의과정에서 「행정심판법」은 국회･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행정청으로 보고 있고(제6조제1항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역시 이
들 기관을 “행정기관”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는 점(제2조제3호가목), 제정안은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기본
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령등”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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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되며,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
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명령으로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입법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집행명령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을 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명령으로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
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하는 명령으로(헌법 제75조)
일반적으로 시행령이라고 한다. 총리령과 부령은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관
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
으로(헌법 제95조)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
칙은 법규명령의 다른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과 감사원규칙은 행정입법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밖의 규칙들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입법에 해당한다. 또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은 모두 헌법상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제64조제1항, 제108조, 제113조,
제114조),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인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감사원규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인 것이라고 이해하였고,66) 따라서 감사원규칙의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
서의 성격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바, 「행정기본법」은 이를 법령에 포함하였다.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
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기본법」은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
또한 법령의 개념에 포함하였다. 강학상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상급기관이나 상급자가 하급기관이나 하급자에게 행하

66) 헌법재판소 2004. 10. 28. 99헌바9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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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의 수권없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행정 내부의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
지만,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기본법」이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행정규칙을 법
령에 포함시킴으로서 오랜 기간 학설과 판례를 통해 논의되었던 이른바 ‘법령보충
적 행정규칙’의 법령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상위법령을 보충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으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으로도 일컬어진다.67) 학설과 판례는 이러한 행정규칙
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68) 여기에
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의 제2조제1호가목1) 및 2)의 규정내용과의 관계를 고
려할 때, 헌법기관 및 독립행정위원회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
는 것이 체계적일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규제법정주의)에서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
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
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
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
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임을 통해 행정규칙에 근거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또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법령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행정규칙
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2) 자치법규
자치법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해당한다. 그 법적 근거는 헌법 제
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69) 제28조 및 제29조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67) 그 예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고시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
는 감염병의 종류’를 들 수 있다.
68)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
69)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은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공포, 2022. 1. 13. 시행 예정인 법률을 기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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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
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
치법」 제28조제1항). 즉, 조례는 법률우위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주민의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제정할 때에는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한다.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치행정의 원칙이 조례 입법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다만, 판례는 조례가 갖는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하여 포괄위임입법 금지원
칙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70)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데, 이
때의 사무에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포함된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
하는 범위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7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9조).

2. 행정청의 개념(제2조제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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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

다. 이하 아래에서 같다.
70)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71)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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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으로 정의하여,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과 같은 개념이다.72)

(1)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행정청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소속기
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이 포함된다.

(2)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에는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
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이 포함된다. 이 때의 공공단체에 대한 법적 정의규정을 찾아보기 어려
우나,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사단과 재단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ⅰ)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조례 등에 의해 설립된 사업
기관(예: 한국도로공사 등), 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단체(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ⅲ)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감독기관(예: 금융감독원), ⅳ) 특별
법, 「지방공기업법」, 조례 등에 의해 설립된 관리기관(예: 한국항만공사 등), ⅴ) 특
별법에 의해 설립된 시험연구기관(예: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등이
이에 포함된다.
판례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독립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
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 등이 이

72) 제2호가목의 행정청은 행정조직법상 행정청으로 전통적 의미에서 행정주체를 위해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
기관이다. 같은 호 나목의 행정청은 기능상 의미의 행정청으로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
시하는 권한을 부여받거나 그러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다. 이에 관해서는 홍정선, 앞의 책,
34-38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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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고 보았다.73) 또한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행정처분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74)
사인에는 자연인과 사법상 법인이 해당하는데, 행정청으로서의 사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자(예: 공익사업 시행자)를 말하며, 강학상으로는 이를 공무수탁사인이라 한다.

3. 당사자의 개념(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행정기본법」은 당사자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의 직
접 상대방이 아닌 처분과 이해관계 있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기본법」
은 당사자라는 개념을 제재처분의 정의(제2조제5호), 법 적용의 기준(제14조), 부
관(제17조제3항제2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제18조제2항), 적법한 처
분의 철회(제19조제2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제2항제2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제1항), 처분의 재심사(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쓰고 있
으며, 이 규정들에서 당사자의 의미는 처분의 상대방이 된다.75)

7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74) 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7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3조)과 공법상 계약의 체결(제27조)에서는 상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
한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제1항제2항), 공법상 계약의 체결(제27조), 행정상 강제(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는 제3자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제3자의 의미는 학설과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나, 행정작용
의 상대방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기보다는 이해관계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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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의 개념(제2조제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기본법」은 처분 개념을 「행정절차법」(제2조제2호), 「행정심판법」(제2조
제1호) 및 「행정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 개념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
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역시 종래의 판례를 통해 축적되어 온 처분성에 관한 내
용들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판례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
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
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
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원리와 해당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
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76)

(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가. 행정청에 의한 행위
처분은 행정청에 의한 행위여야 하며, 이 때 행정청은 제2조제2호의 행정청을
뜻한다.
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은 개별적･구체적인 법 집행행위이어야 한다는 의미
76)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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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반적･추상적 규율성을 갖는 행정작용(행정입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성･구체성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
우로는 일반처분,77) 처분적 법령78)을 들 수 있다. 또한 처분 개념에 강학상 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
정하고 있다.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과 같이 대
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판례는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다.80)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
이다.81) 따라서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관계, 당사자의 의사합치를 통해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법관계 등에서는 처분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판
례는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82)

(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법 제2조제4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행위가 해당할 것이나, 앞으로도 어떠한 행정작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학설과 판
례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77)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8964 판결
78)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7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마398 결정
80)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8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8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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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재처분의 개념(제2조제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행정기본법」은 일반적인 처분과 다른 제재처분만의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여 이
법에서 사용할 제재처분의 용어를 따로 정한 것이다. 제재처분에 대해 법 적용의
기준에 대한 예외(제14조제3항), 제재처분의 기준(제22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3조), 처분의 재심사에서 제재처분의 배제(제37조제1항)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 강제 중 즉시강제를 제외한 행
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는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
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나,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에서는 제외함으로써 행정상
강제에는 제재처분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상 강제는 제재로서의
의미보다는 의무이행의 확보라는 측면에 보다 주안점을 둔 제도로서 「행정기본법」
에서 별도의 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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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판례
1. 법령등
① 헌법이 인정한 위임입법의 형식: 헌법재판소 2004. 10. 28. 99헌바91 결정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
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
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
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
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
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
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
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헌법재판소 2004. 10. 28. 99헌바91 결정
“고시는 그 성질이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
마다 달리 결정되는 것으로(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506 참조), 그
내용 속에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갖는 것과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그 성격상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특별
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는 우리 재판소가 이미
선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

| 52

제2조(정의)

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 또는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였을 때,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훈령･예규 등과 같은 행
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헌재 1992. 6. 26. 91헌마
25, 판례집 4, 444, 449)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규칙, 특히 후자와 같은 이른바 법령보충
적 행정규칙이라도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즉, 상위법령
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되는 것
일 뿐 그 행정규칙 자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③ 조례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므로, 구 하천
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4항이 부당이득금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위 법률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부당이득금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하여, 위 법률규정이 포괄위
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조례의 대상사무: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
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
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
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
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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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청

①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제
기할 수 있고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
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독립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주택공사의 설립목적, 취급업무의 성질, 권한과 의무 및 택지개발사업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
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대법원 2010. 11. 26. 자 2010무137 결정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
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갑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
자, 갑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거나 그로부터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가 한 위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갑을 자신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갑이 수도권매립
지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함에도 그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
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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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3. 처분
① 처분 개념: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
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
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
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
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
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
고 법치행정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② 일반처분: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8964 판결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사
항에 대하여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
처분이다.”
③ 처분적 법령: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마398 결정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
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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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⑤ 구속적 계획의 처분성: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현행법상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특정 개인
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⑥ 거부처분과 신청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
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
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Ⅳ. 관련 법령
법률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정
절차법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행정
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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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2조(정의)

법률

조문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
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

행정
소송법

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

헌법

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
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4조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
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정부
조직법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
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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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
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
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
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
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지방
자치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
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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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질의 ･ 답변

행정청에 지방의회도 포함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로 구성
되는데, 지방의회는 i) 주민의 대표기관, ii) 의결기관, iii) 집행기관의 통제기관, iv) 행정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갖습니다. 즉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직접선
거에 의해 선출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지
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결정하여 표시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칙이
나,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처분의 상대방을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국가와 사인 간 행위에만 적용되고 기관 간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당사자는 처분의 상대방을 뜻하고,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당사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
니다. 또한 공법상 계약을 행정주체 간 체결하거나 행정청과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경우에
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처분과 제재처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과 ‘제재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개념이 아니며, ‘처분’의 범위에는 ‘제재처분’과 ‘수
익처분’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제재처분’은 이 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
므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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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등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책무를 진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민주국가원리ㆍ법치국가원리･사회국가원리
등의 헌법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이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목적 규정에
서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 확보’로 이를 표현하고 있다.
제3조제1항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공
익의 실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실현
하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83)
제3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법령･제도의 개선 책무를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단순히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법령들이 「행정기본법」에 부
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규정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Ⅱ. 조문의 내용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은 행정에 관한 법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입법례이다.84) 주로 총칙편에서 규정되고 있다. 이는 행정주체로서 국가

83)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법절차에 따라”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데, 행정작용의 적법요건으로서 절차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4) 다른 기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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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책임
과 임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인데,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
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행정에 관한 기본법, 일반법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공익, 나아가 헌법원리의 실현) 달성을 위한 책무
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1. 선언적 규정인지 여부
제3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85) 제3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로서 행정의 적법
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행정수행의 기본적 이
념과 방향을 정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한 선언적 성격을 가진다. 다만, 제3조제
2항에 따른 법령등의 정비･개선 책무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는 점에서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86)

2.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
제3조제1항은 행정작용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를 것’, ‘적법
하고 타당할 것(공정하고 합리적일 것)’을 행정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제2장의 행정의 법 원칙’으로 구체화되어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3조제
1항은 행정의 기본원칙을, 제2장은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물관리기본법」 제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 「근
로복지기본법」 제4조 등을 들 수 있다.
85) 홍정선, 앞의 책, 44면
86)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질 높은
행정 운영의 기반 내지 여건을 조성하는 의미도 갖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홍정선, 앞의 책,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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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등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할 책무
법령등이나 행정제도들은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위임의 범위
를 벗어나지 않는 등 그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제3조제2항은 법제의 정비와 개선
이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천명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책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행정기본법」 제39조에서 정부에 법제
개선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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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4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
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공무
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
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상의 직
접적인 근거가 없었는바, 「행정기본법」 제4조는 적극행정이 행정의 법률상 의무임
을 선언하고 행정의 전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려고 한 것이다.87)
참고로 적극행정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88) 및 「지방

87) 2009년부터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시행되어 왔고, 무엇보다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
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및 시행되어 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들어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적극행정의 원칙’으로 규정할 경우 자칫 다른 행정법의 일
반원칙과 유사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적극행정의 추진’으로 수정하였다.
88)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
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
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
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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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75조의289)에서도 마련되었다.

Ⅱ. 조문의 내용
1. 행정의 적극적 추진(제4조제1항)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적극행정
촉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90) 적극행정 추진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결국 공무원을 통해 수
행되고 집행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추진 주체와 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은
아니나,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소극
행정(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
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89)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
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
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할 경우 그 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국가배상 문제
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국민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 책무로 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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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과
그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령」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되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91)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위한 여건 조성(제4조제2항)
적극행정의 추진 주체에서 공무원 개인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공무원이 공익
을 위해 적극행정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과
조치로는 입법과 행정의 각 측면에서 다양한 수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와 관련
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앞에서 소개한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지
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적극행정의 인사상 우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적극행
정에 대한 징계책임 면책 등이 마련되었다. 「감사원법」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
람이 적극행정의 경우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의 위임(제4조제3항)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기존에 마련되
어 있었던 적극행정에 관한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
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제2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
진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1) 같은 취지로 정관영, 박병엽, 박보영, 이세호, 최명지 공저,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기본법 실무해설, 신조사,
20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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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법령
법령명
대한민국
헌법

규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
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국가
공무원법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을 하지 아니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
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12. 9.]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
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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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규정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
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
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
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
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
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감사원법

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
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
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적극행정면책 등

1. “적극행정”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

감사소명제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
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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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규정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
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
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
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
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
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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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1. 적극행정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선언적 의미 외에 실효성이 있을까요?
법에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는 없을까요?
「행정기본법」 제4조는 적극행정이 행정의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적극행정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
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적극행정의 인사상 우대, 면책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국
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감사원법」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러 규정을 종
합하면 적극행정 규정의 실효성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2.「행정기본법」 제4조가 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제4조의 적극행정 규정은 개별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
므로,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 제4조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바로 국가배상책임
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극행정을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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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
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법 또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다른 법률과 규율내용이 중첩될 수 있는바, 제5조는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과
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는 「행정기본법」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구체적 사
안에서 있어 법률 적용의 문제(제1항)와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의 문제(제2항)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1항은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같은 조
제2항은 「행정기본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점과 관련된다.
「행정기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며, 「행정기본법」이 다른
법률보다 실체법적으로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법에 다른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행정에 관
한 일반적인 원칙과 개별 행정 작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으로서 개별법의 총칙 규정으로 기능하는 점에서, 개별법이 「행정기본법」의 원
칙 및 기준과 조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92)

92) 국회 심의과정에서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에서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법체계상의 모순이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규정을 「행정기본법」에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기본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적용 제외의 방식 보다는 각 개
별 조문별로 적용 제외를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과 같이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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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문의 내용
1.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제1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1항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기본
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행정기본법」의 일반적 성격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즉 「행정기본법」에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행정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였다. 개별 행정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법에 의해 「행정기본법」과 다른
내용의 규율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
정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참고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실체적 규정을 중심으로 한 「행정기본법」과는 그
규율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법률간 특별한 모순과 충돌은 있는 것은 아니다.93) 다
만,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을 규율하는 법인데 비해,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
에 관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행정기본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나, 향후 두 법의 통합에 대해 검토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94)

93) 실제 입법과정에서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행정절차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중복 소지가 있는
쟁점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
94) 행정법상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은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에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
법」 은 자기완결적 신고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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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법의 「행정기본법」에의 부합(제5조제2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은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에 있어 기본적 지도원리
가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기본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밝히고
있다.
제5조제1항이 개별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기본법」에 대한 개별법의 우
선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개별 행정작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으로서 개별
법에 대한 총칙 규정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는바,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적 성격과
기본법적 성격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제5조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별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
을 때에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둘 수는 있되, 그러한 특별규정은 폭넓게 인
정할 것이 아니라 자제될 필요가 있다.95) 또한 개별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행
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르면 되는
사항 등은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개선 또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96) 다시 말해서,
개별법에서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
면 되고, 통일적인 규정은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개별
법에 불필요한 규정 등은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전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
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95) 같은 취지로 홍정선, 앞의 책, 52면 참고
96) 다만, 제정 또는 개정된 개별법 내용이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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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1. 「행정기본법」이 정한 기준이나 절차와는 다른 내용의 개별법 규정이 있는 경우 어
느 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요?
「행정기본법」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이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 개별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행정기본법」제5조제2항에 반하여 「행정기본법」의 목적
과 원칙, 기준 및 취지 등에 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법률로서 「행정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비해 실체법적으로 우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5조제2항은 선
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행정기본법」 제5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의 효력
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로 보아 개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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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간의 계산
행정기본법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
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행정 영역에서 기간 계산에 관해 「민법」을 준용하는 등의 일반적 규정을 둔 법률
이 없었고, 개별 법률에서 「민법」을 준용하거나 개별적으로 규정하다보니 일반국
민이나 공무원에게 혼란이 있어왔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관계에 적용되는 기
간의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기간 계산에 관한 혼
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이 국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제6조는 행정법 관계에서도 「민법」의 기간 계산규정이 준용됨을 명시하면서도,
행정법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은 행정법 관계에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므로, 이 법과 개별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간 계산의
방식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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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문의 내용
1.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의 「민법」 준용 원칙(제6조제1항)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이 준용되므로 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97)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가. 기간 첫날의 산입 여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첫날)은 산입하지 않는
다. 그러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157
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8조).
나. 기간의 만료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59조). 즉 기간 말일 24시가 도래하면 기간이 만료한다.

다. 역에 의한 계산98)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제

97)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
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을, ‘기일’은 “시간
의 경과에 있어서 어느 특정의 시점”을 말한다. 기한이 기일 또는 기간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그 기일의 도래나
기간의 경과로 기한이 도래한다. 이에 관해서는 곽윤직 편, 「민법」주해[Ⅲ]-총칙(3), 박영사, 1997, 334면,
377면 및 368면 참조
98) 기간의 계산방법에는 “자연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순간에서 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자연적 계산법’과 역
법에 따르는 ‘역법적 계산법’이 있다. 곽윤직 편, 위의 책, 3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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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역에 의한 계산이란 기간의 시작점과 만료점을 순간에서 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
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
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
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라.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① 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99) 제2조에 공휴일을 열거하고 있다.100) 같은 법 제3조에
서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의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는,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의 내용(재외공관의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
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고, 지방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
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작용에 관하여는 「민법」 제161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포함된다.

99) 법률 제18291호, 2021. 7. 7. 공포, 2022. 1. 1. 시행 예정이다.
100)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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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일에의 준용101)
「민법」 제161조는 기일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나, 기간의 말일과 기일의 말
일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같은 조는 기일에도 준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02) 대법원 판례 중에는 변제기를 특정일로 정한 경우에 해당 변제기가 공휴
일이라면 그 다음 날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기한 내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
다는 판례가 있다.103)
행정법 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제161조가 기일에도 준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없다. 그러나 토요일과 공휴일이 말일인 경우의
특례를 둔 「민법」 제161조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1조는 당사자가 해당 기
일까지 일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준용된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일 것이다.

(2)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6조).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 자연적 계산법에 따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자연적 계산법을
따르게 된다.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은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만 적용되므로,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이 적용
될 여지는 없다.

101) 독일민법전 제193조는 특정 기일에,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거나 행위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
그 기일이나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영업일이 기일이나 기간의 말일
이 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독일 행정절차법 제31조 (5)항은 관청에 의해 설정된 일정(기일)은 그 일
정이 일요일, 법적인 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2) 곽윤직편, 앞의 책, 385면 참조(채무불변제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에 있어 변제기가 공휴일인 경우 특
약이 없는 이상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변제기가 익일까지 연장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1980. 12. 9.
선고 80다1717, 1718, 대법원판례요지집 민소 258)를 소개하고 있다.
10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카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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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사례
가.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기간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
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2020. 11. 25.(수요일) 처분을 받은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여 30일
이 되는 날은 2020. 12. 25.(공휴일, 금요일)이나,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2020.
12. 28.(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기간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
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
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
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청문을 위한 사전통지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청문일이 2021. 7. 5.(월요일)이라면 늦어도 2021. 6. 24.(목요일) 자정까지 당사자등에
게 사전통지서가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기간의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021. 7. 4.부터 계산하여 10일째인 2021. 6. 24. 자
정까지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에 해당한다.
☞ 의견제출기한(「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
의견제출기한은 사전통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의견제출에 필요한 10일 이상의 기
간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의견제출기한은 “2021. 3. 26.까지” 등 그 기일을 특정하는

| 78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것이 일반적이다. 의견제출기한을 정하는 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있으므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기일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행정기본법」의 인허가의제 협의기간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
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2021. 7. 5. 주된 인허가 행정청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라
면 2021. 7. 26.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기간 계산 예시
ㆍ협의를 요청받은 날: 2021. 7. 5.(협의서가 도달한 날을 의미)
ㆍ기산일: 2021. 7. 6. ← 첫날을 산입하지 않음
ㆍ기간만료일: 2021. 7. 26. ← 기산일부터 20일째 되는 날인 2021. 7. 25.은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21. 7. 26. 기간 만료
ㆍ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가 없을 경우 2021. 7. 26.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함

라. 인허가 등의 신청기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단서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법 제13조제5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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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 7.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승인신청 기간의 말일은 2021. 2. 8.이다.

기간 계산 예시
ㆍ기산일: 2020. 2. 8. ← 첫날을 산입하지 않음
ㆍ기간만료일: 2021. 2. 8.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최후의 연(2021)에서 그 기산일(2. 8.)
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1. 2. 7.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21. 2. 8. 기간이 만료함.
ㆍ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2021. 2. 8.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함.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
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2019. 7. 26.부터 2019. 11. 30.(토요일)까지인 경우 유효기
간 말일은 2019. 11. 30. 토요일이나,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출기한은 「민법」 제161조
를 준용하여 2019. 12. 2.(월요일)까지다.

마.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도로교통법」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①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
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
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 2. <생 략>
3.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
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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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17. 8. 29.부터 2017. 10. 7.(토요일)까지인 경우 위 증
명서의 유효기간이 2017. 10. 9.까지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40일 이내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그 유효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
하더라도, 특정된 날까지 일정한 의사표시나 의무 이행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민법」 제161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시운전증명서에 기재된 기
일인 2017. 10. 7.까지만 유효하다.

2. 국민의 권익 제한이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제6조제2항)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
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되도록 하였다. 다만, 이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 이 준용되도록 하였다.
즉 제6조제2항은 제6조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국민에게 침익적인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한다.104) 이 규정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을 줄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105)

(1) 기간 계산의 특례(제6조제2항 본문)
가. 법령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란 법령 또는 자
치법규에서 별도의 집행조치 없이 직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제한
104) 홍정선, 앞의 책, 56면
105) 정관영 등 5인 공저, 앞의 책,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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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예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
유 규정을 들 수 있다.106)
나.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란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를 말
한다.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제재처
분의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며, 공휴일 등 여부와 관계없이 말
일에 기간이 만료되도록 한 것이다.107)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2021. 6. 11.이 첫날이고 그 말일이 2021. 9. 17. 토요일인 경우에도 그 말일로 운
전면허정기기간이 만료된다.
또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본안판
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선언하는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대
법원의 판례108)이므로, 정지기간 중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나머지 기간 진
행의 계산에는 판결선고일(초일)을 산입해야 한다.
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계산
행정법관계에서 제척기간은 「행정기본법」 제23조에서와 같이 주로 행정청이 제
재처분 등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처분권한의 존속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행정청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

106)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 (생 략)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7) 실무상 제재처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특정할 것이므로 기간 계산에 관하여 문제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
인다.
108)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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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척기
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산입하고,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날로 만료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제척기간을 “권익이 제
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앞서 살펴본 「행정기본법」 초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이란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법령등 또는 처분에 정한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지속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척기간은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기간일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이 아니다.
또한 아직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 동안 국민의 권익이 제
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고 지속되는 상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이 아니라 같은 조 제1
항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 기간이
만료하도록 해야 한다.
소멸시효기간도 제척기간과 마찬가지로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을 적용
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하지만, 그 기간이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법령등 또는 처분에 정한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지속 기간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소멸시효기간도 제척기간
과 마찬가지로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09)

(2) 기간 계산의 특례 적용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제6조제2항 단서)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 규정은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
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기간 계산의 특례를 둔 것인
109) 향후 「행정기본법」 개정 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논란이 없도록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
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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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특례 적용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이 적용
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침익적 처분에 대한 기간 계산 특례가 국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불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 등이면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기간 계산의 특례 적용이 국민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해당
법령등이나 처분의 내용과 성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개별 사안에서 행정
의 상대방인 국민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의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건물에서 퇴거하는 기간이 길수록 국민에게 유리하므로
초일을 불산입하는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단서를 적용한다. 또 금전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계산은 국민의 기한의 이익을 위해 공휴일 등이 만료일인
경우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될 것이다.110)

Ⅲ. 관련 법령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서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등에 따른다. 「행정기본법」과 다른 규정
을 두고 있는 법령의 예는 아래와 같다.

법률

조문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
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
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10) 세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처분이나 시정명령이나 이행명령의 기간도 납기일이나 기간의
말일을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히 기간 계산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다만, 해당 기
간이 끝나더라도 의무 부과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점에서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견
해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행정기본법 해설서 연구, 2021, 법제처, 1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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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회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92조(기간 계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
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8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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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외국 입법례
법률

조문
제31조 기한 및 일정
⑴ 기한의 산정과 일정의 결정에는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의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민법」전 제187조에서 제193조가 준용된다.
⑵ 당사자에게 다른 것이 통지되지 않은 한, 관청이 정하는 기한의 진행은 기한을
공표한 다음날과 함께 시작한다.
⑶ 기한의 종료가 일요일, 법적인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되면, 그 기한은 다
음의 근무일이 경과함과 함께 종료된다. 당사자에게 이 규정을 지적하면서 특정

독일
행정절차법

한 날을 기한의 종료일로 통지한 경우에는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⑷ 관청이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수행을 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이 일요일, 법적인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되면, 그 기간은 그 마지막 날이 경과함과 함께 종료된다.
⑸ 관청에 의해 설정된 일정은 그 일정이 일요일, 법적인 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
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⑹ 기한이 시간 별로 정해져 있으면 일요일, 법적인 휴일 또는 토요일도 산정된다.
⑺ 관청에 의해 정해진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그러한 기한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특히 기한 종료로 발생한 법적 결과를 존속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소급해
서 연장할 수 있다. 관청은 제36조에 따른 기한 연장을 부칙과 결부시킬 수 있다.
제48조(기간의 계산) 기간을 시간으로 정하는 때에는 즉시로부터 계산한다.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하는 때에는 첫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하여 첫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경우 해당 기
간의 마지막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을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다만, 기간을 월･연으로 정하는 때에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마지막날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한다.

대만
행정절차법

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공휴일･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한다. 기간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월요일 오전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한다.
인민을 처벌하거나 그 밖에 인민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관련한
기간의 첫날은 시각에 관계없이 1일로 본다. 마지막 날이 일요일･공휴일･그 밖
의 휴무일인 경우 계산대로 그 날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계산이 인민에게 유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우편배달 기간의 공제) 법규에 기초한 신청을 등기우편 방식으로 행정기관
에 제출하는 경우 우편으로 부치는 때에 소인으로 표시된 날짜를 신청 제출 기준
으로 한다.

| 86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질의 ･ 답변

1. 행정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나요?
행정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먼저, 문제된 행정작용의 근
거 법령에 기간 계산에 관한 특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특칙이 없는 경우는 「행정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특히 첫날을 산입하지 않도록 한 「민법」 제157조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특칙을 정한 민법 제161조가 중요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행정
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법」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습
니다. 마지막으로,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
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
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 본문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으로 돌아가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청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 몇 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가요?
「청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은, 행정기관이 접수한 청원에 대한 내부 심
사기간, 즉 행정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이 적용되는 국민의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청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행정기본법」 제6조제1
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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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7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
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법령등의 시행일에 관한 기간의 계산은 실무상 집행 실태와 「민법」에 따른 기간
계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실무상 관행을 반영하여 법령등의 시행일의 기
간 계산에 관한 특례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기간 계산에 관한 혼란을 없애고
자 한 것이다.
제7조는 행정의 기간 계산에 관한 제6조제1항에 대한 특칙이다. 헌법 제53조제
7항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법령등의 시행일(효력발생일)을 정한
것이라면, 제7조는 헌법 제53조제7항,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별
법령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을 계산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규정은 법령등
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르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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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문의 내용
제7조는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자치법규에 적용되며, 훈령･
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의 시행일과 그 계산에도 적용된다. 다만, 행정규칙과
관련해서는 발령된 행정규칙의 시행일을 계산할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 규정
이 행정규칙의 공포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근거로 볼 것은 아니다. 제7조는 기간 계
산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행정규칙의 공포 의무가 새로이 발
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규칙은 관보에 게재되거나 공고 등 기타의 방식으로
공표 또는 발령된다. 이 경우 그 공표일 또는 발령일을 ‘공포일’에 준하여 시행일의
계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111)
헌법 제5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법률안은 대통령의 공포로 법률로서 성
립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ㆍ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官報)112)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하고, 법
령의 공포일은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이며,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
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 따라 그

11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 법령등에서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면서 수임기관이 해당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
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밖에 행정규칙 중 다수가 고시 기타의 형식으로 공표된다.
대통령훈령은 주관기관의 장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법제처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관보게재를 의뢰한다(「대통령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제1항). 그러나 비밀유
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령을 관보에 게재하지 않는다(제7조제2항). 국무총리훈령도 마찬가
지로 관보에 게재된다(「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을 제외한 기타의 행정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해야 한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
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을 발령한 경우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조제3항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112) 관보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두 가지가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
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전자관보의 발행은 해당
관보의 발행일에 전자관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의하므로(「관보규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발행일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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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은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이에 따라 개별 법령과
자치법규의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113)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행정규칙이 발령되면 그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바, 일반적
으로 부칙 시행일 규정을 두고 있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별법령, 자치법규 등의 부칙 시행일 규정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경
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즉 초일 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포
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않고 다
음 날을 기산일로 하고, 그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되도록 하여 「민법」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114) 법령 등의 부칙에
서 그 시행일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특정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기본법」
부칙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
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
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한 날: 2021. 3. 23.
☞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의 시행일: 2021. 9. 24.
☞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의 시행일: 2023.
3. 24.

113)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
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하위법령의
제정･개정 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
1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법령명 아래에 법령 번호와 제정(개정)일, 시행일을 함께 표시
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도 법률 번호와 법률제정(개정)일을 함께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법령의 공포일
과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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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법령
법률

조문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
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
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

대한민국헌법

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
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
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
을 발생한다.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
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2조(공포일･공고일)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
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
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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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게재 의뢰) ① 헌법･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국무총
리훈령을 발령하기 위해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
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8조(관보의 발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보규정

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발행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관
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관
리･운영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이관보의 열람 및 보존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기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이관보의 발행･보급 및 전자
관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행정 효율과

3. 공고문서: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협업 촉진에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관한 규정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
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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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
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
력이 발생한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
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
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
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
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
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

지방
자치법

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
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
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
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
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
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
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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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
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
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지방자치법

게시판에 게시한다.

시행령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

(2021년 기준)

하되,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공포일) 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
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9조(훈령･예규등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예고, 법제처장과의 협
의 등 훈령･예규등의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훈령･예규등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을 발령하고 이를 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발령한 경우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거나, 「법
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그 제명과 비공
개사유를 통보하고 법제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또는 부속기관 소관의 훈령･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라 발령･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훈령번호부여 및 관보게재 등) ①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훈령

대통령

안에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기타 특별한

훈령의 발령 및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제처의 심의 필증을 첨

관리 등에 관한

부하여 당해 훈령안의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규정

② 법제처장은 비밀유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령이
발령된 후 지체없이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훈령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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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제7조(훈령번호 부여 및 관보 게재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
은 훈령안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따른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비밀유지나 그 밖의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제처의 심사확인
증을 첨부하여 해당 훈령안의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비밀유지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령이 발령된 후 지체 없이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훈령의 내용을 공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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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행정의 법원칙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제2장에 규정된 원칙들은 강학상 행정법의 일
반원칙으로 불렸고, 일반적으로는 성문의 법규는 아니나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 적
용되는 기본적인 법규범으로 학설과 판례를 통해 발전되었다.115) 그러나 이제는
「행정기본법」에 그 원칙들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법률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성문
법상 법 원칙이 되었음을 의미한다.116) 따라서 제2장 행정의 법원칙은 행정과 재
판에 바로 적용되는 성문법상 법 원칙이므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
법한 행정작용이 된다.117) 이 경우 무효 또는 취소 쟁송의 대상이 되거나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36조 또는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행정기본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야 한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행정작용은 법률에 합치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 원칙을
법치행정의 원칙이라 한다.118) 그동안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법의 당연한 원리로

115) 홍정선, 앞의 책, 59면 참조
116) 홍정선, 앞의 책, 59면
117) 홍정선, 앞의 책,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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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해되어 왔으며, 일부 개별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행정
기본법」은 이를 행정법의 일반적 원칙으로서 명문화한 점에 의미가 있다.
「행정기본법」 제8조는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제목 하에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
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우위원칙과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하
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담고 있다.

Ⅱ. 조문의 내용
1. 법률우위의 원칙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 규정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성
문화한 것이다. 행정작용이 기속되는 것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하위의 법규범(법규
명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조례 등)도 포함된다고 본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침해
행정이든 수익행정이든, 권력행정이든 비권력행정이든 묻지 않고 행정의 모든 영
역에 적용된다.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 사건: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대법원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5. 1. 1.부터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
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
(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118) 강학상 법치행정이란 “행정은 법률의 근거 하에서 법률의 기속을 받으면서 행해져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개인에게 피해가 생기면 그 피해는 구제되어야 한다”는 법 원칙을 말한다. 이에 관해서는
홍정선, 앞의 책,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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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AGP'라 한다)은 1997. 1. 3. 공포ㆍ시행된 조약(조약 1363호,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으
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나 AG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성문의 법규이므로 국가의 모든 기관과 공무원들은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
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무효 또는 취소쟁송의 대상이 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119) 또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①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②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
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구술로 고지한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
적으로 무효이다.”

2. 법률유보의 원칙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
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119) 홍정선, 앞의 책,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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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이 규정은 ‘행정작용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
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률유
보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도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기본법」 제8조는 규제를 포함한 모
든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다르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
나,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조
례 등을 포함한다. 다만,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매우 본질적인 사항은 형식적 의미
의 법률에서 직접 규율해야 하며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적용 범위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지만,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행정기본법」 제8조에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해 “국
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즉, 침해행정의 경우)에는 침해유보설의 입장
을,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본질사항유보설(중요사
항유보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세부
적인 판단기준으로는 ① 규율대상의 기본권적 중요성, ② 이해관계의 충돌가능성,
③ 사안의 일반성(전문적 특별한 분야인지 보편적 일반적 규율 분야인지의 기준)이
있다.120)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입법절차에 따른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 클수
록 법률에서 직접 규율될 필요가 있다.121)
한편, 법률유보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인허가 법령의 요건이 아닌 중대한 공익상
120) 홍정선, 앞의 책, 26면
121) 홍정선, 앞의 책,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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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를 이유로 들어 인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122) 「행정
기본법」 제8조에서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123) 개별법에 법
적 근거가 없음에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들어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
은 법률유보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인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
하다는 입장이 있다.124)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학설
① 침해유보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침해행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
거가 필요하지만, 수익적 행정작용이나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는 행정작용이 주로 질서행정(경
찰행정)에 머무르던 19세기 입헌군주제하의 독일에서 성립된 이론으로서, 법률유보에 관한 가
장 고전적인 학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침해유보설에 대해서는, 행정의 주안점이 소극적인 질서유지작용에서 적극적으로 복
리증진을 위한 급부행정으로 옮아 온 현대복리국가에 있어서는 침해행정의 경우에만 법률의 근
거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보호에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침해행정의 경우에만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다툼이 있지만, 적어도 침
해행정의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② 전부유보설
국민주권주의ㆍ의회민주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행정작
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다는 견해이
다. 이 학설은 침해유보설을 입헌군주정의 유물로 규정짓고, 오늘날의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은 인정될 수 없으며 모든 행정작용은 의회의 통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7043 판결(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에서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123)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은 후 사후적으로 행정청이 인허가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19조제2
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사유로 들어 철회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가 마련되
어 있다.
124) 홍정선, 앞의 책, 29-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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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부유보설에 대해서는, i) 오늘날 행정부도 나름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가목적 실현을
위한 독자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유보설에 의하면 행정부를 입법부의 단순한
명령집행자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으며, ii)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복잡하고 유동적인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정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행정작용을 하
는 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③ 사회유보설(급부행정유보설)
전통적인 침해행정 이외에 공정한 급부가 요구되는 행정의 영역에도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
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국민생활의 상당부분이 국가로부터의 급부나 배려에 의존해
야 하는 현대 복리국가에서는 ‘국가로부터의 공정한 급부나 배려의 확보’가 ‘침해의 방지’ 만큼
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유보설에 대해서는, i)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급부행정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 ii)
국민생활에 필요한 급부작용도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불
이익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사회유보설은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국민
에게 유익한 행정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꾸로 국민에게 불이익하게 기능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영역을 침해행정 이외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의 법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④ 본질사항(중요사항)유보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이론으로, 국가공동체와 국민에게 있어 본질적
사항(중요사항)은 법률로 규율하여야 하지만, 비본질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도 행정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본질사항유보설에 따르면 행정작용의 본질성의 정도는 스펙트럼처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
문에 법률유보의 정도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즉, 국가공동체와 국민에게 본질적이지 않
은 사항은 법률의 근거 없이도 행정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데 대해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의 근거
를 요하며, 나아가 매우 본질적인 사항은 단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의회가
직접 법률로 규율해야 하고 하위 법령(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본질사항유보설에 대해서는 본질적 사항과 비본질적 사항의 구별기준이 구체적으로 제
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에 관한 학설로는 공허한 이론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
으나, 본질적 사항의 개념이 일의적ㆍ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변화가 심한 오늘날의 사
회에서 개별적인 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이나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을 할 때에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특히 ‘국민생활에 매우 본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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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직
접 규율해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9헌바128 결정 등 참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① 대법원의 입장
헌법상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
청된다는 원칙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
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
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
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
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
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1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조치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 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임
을 통보한 사안에서,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
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
런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
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며, 따라서 그에
기초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126)

② 헌법재판소의 입장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
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
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125)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126)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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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유보원칙).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127)
(사례 1) TV방송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구 한
국방송공사법 제36조 규정의 위헌성이 문제된 사건128)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
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
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129)
(사례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토
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정관등에 정하도록 위임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규정
의 위헌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
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로
서 그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
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
를 정관등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130)
(사례 3)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
도록 한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이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전기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전기의 사용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
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조세 내지 부담금과는
구분된다. 즉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
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131)

127) 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9헌바128 결정
128) (구)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36조제1항은 수신료의 금액
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심의ㆍ결정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위 사항은 현행 방송법
제64조와 제65조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다만 방송수신료는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받음으로 인해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129) 헌법재판소 1999. 5. 27.자 98헌바70 결정
130) 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9헌바128 결정
131) 헌법재판소 2021. 4. 29.자 2017헌가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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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치행정의 원칙과 조례 제정권의 한계
1. 문제의 소재
법치행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
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된다.

2. 법률우위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22조로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이며,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표
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
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추94 판결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조례
가 법령에 위배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
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법률유보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
으면 법령의 근거(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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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는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한 조례는 무효이
다.132)
한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조례를 제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지역
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
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포괄적
인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133)

①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
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
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
는 효력이 없다.”
구 주차장법(2010. 3. 22.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0. 10. 2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
호가 일정한 경우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13조 제2항(이
하 ‘이 사건 조례 규정’이라 한다)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례 규정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정한 것
은 법 제1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와는 무관
한 사항이고, 나아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
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32)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133)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자 2017헌마135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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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②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
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다.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Ⅳ. 관련 법령
법률

조문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
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행정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

규제

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

기본법

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행정
조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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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
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Ⅴ. 관련 외국 입법례
법률
대만 행정절차법

조문
제4조(일반 법률 원칙) 행정행위는 법률 및 일반 법률 원칙의 구속을 받는다.
제4조(행정작용의 원칙) ① 몽골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행정작용의 최고 원칙
은 이 법이 규정하는 행정작용에 적용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원칙은 이 법이 규정하는 행정작용에 적용되어야 한다.
1. 법에 기초해야 한다.
2. 신속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3. 법에 따른 신뢰성 이외의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공개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몽골 일반행정법

4. 효과적이어야 한다.
5. 목적과 실질적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결정은 명백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6. 타인의 권리와 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작용인 경우, 미리
통지하고 당사자의 법적 이해관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7.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행정작용을 잘 해결하고, 그 행정작용의 원만한 해결
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8. 법적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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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1.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행정작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8조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례(헌법재판소 2011. 8. 30. 2009헌바128 결정 등)
와 대법원 판례(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등)로 정립된 ‘중요사항 유보
설’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중요성 여부의 판단이 다소 불명확해 보일 수 있으나, 판단 기준은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
정도로서 입법자가 그 내용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 행정이 가능하
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의 사항은 법률에 규율할 수 없나요?
급부행정ㆍ자치사무행정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행정기본법」 제8조는 법률에 근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
로, 그 외의 사항은 법률에 규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작용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행정작용을 할 수 있지만(법률유보원칙의 미적용), 만일 그러한 행정
작용에 관해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해당 법률에 위반해서 그 행정
작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법률우위원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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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규칙을 준수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이 되고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
법한 것이 되나요?
행정규칙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실질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
로, 이를 준수하면 적법한 처분이 되고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행정조직 내부업무처리기준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
에 대한 구속력은 가지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준수하여 처분을 내렸다 하더라
도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행정규칙을 위반하여 처분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처분의 적법 여부
는 행정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
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134)
한편, 판례는 보충적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
정규칙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
만, 행정규칙이 정한 기준 자체가 법령에 합치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관계 법령
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
리 위 기준에 따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으며,135) 행정규
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행정처분이 행정규칙(특히
재량준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재량준칙이 정
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되므로, 만일 행정청이 재량
준칙에 위반하여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법한 처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136)

13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135)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13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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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판례
①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
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
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
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
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
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③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
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
고,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
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
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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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9조 (평등의 원칙)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 및 의의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평등”은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
쳐 적용되어야 하는 헌법적 가치이다. 「행정기본법」 제9조는 이를 행정의 영역에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헌법상 기본권을 「행정기본법」에서 다시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행정실무 담당자 및 행정의 상대방에게 평등의 원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137)

Ⅱ. 조문의 내용
1. 평등의 원칙의 의미
행정법에서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9조에
서 수범자를 행정청으로 규정한 것은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이 성문화된 행정의 법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청은 처분 등을 할 때에 평등의
원칙을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138)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기관도
헌법에 따라 당연히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137)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법에서
평등원칙 또는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차별금지 규정은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
도 적용된다고 본 판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가 있다. 정관영 등 5인 공저, 앞의 책,
39면 참조
138) 홍정선, 앞의 책, 7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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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등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
(1) 상대적 평등
평등의 의미에 관해서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평등이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적 평등이란 각 사람의
차이를 고려하여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9조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설명한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것이다. 사정이 다
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 자체가 불평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
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
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적용 범위
평등의 원칙은 침해행정과 급부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의 영역에 적용된다. 따
라서 행정청은 제재적 처분 등과 같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때에도, 보조
금 지급 등 수익적 조치를 할 때에도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평등의 원칙은 법 적용의 평등뿐만 아니라 법 제정의 평등도 요구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법령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때에도, 행정입법을 제정할 때에도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평등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
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법령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입법을 할 때에도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하
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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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행위의 효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입법은 무효이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139) 그리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에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종가제 방식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사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산
출기준을 정하면서 국내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종량제 방식(從量制: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합성
수지의 양을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종가제 방식(從價制: 제품의 수입가
를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플라스틱제품이 폐기물관리법상 문제를 초래하는 주된 원인은 그 원료인 합성수지
에 있으므로 플라스틱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은 그 원료인 합성수지의 투입량에 따라 산
출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위 시행령이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국내제조업자와는 달리 제품의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
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으로서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140)

3.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할 때에 같은 종류의 사안에
대한 이전의 결정과 같은 결정을 하도록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한다. 그 근거를 평
등의 원칙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떠한 행정결정이 반복되어 행해짐으로써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
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수익적 행위와 침익적 행위에 적용되며, 그 적용요건으로 ①
행정청이 한 선례와 새로운 결정이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 동일할 것, ② 선례(관행)
139) 「행정기본법」 제9조에서 평등의 원칙을 명시함에 따라 평등원칙의 세부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더 세밀해지고 법리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관해서는 정관영 등 5인 공저, 앞
의 책, 47면
140)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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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것, ③ 행정관행이 적법할 것 등이 요구된다.141)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법리로 작용한다. 즉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행정규
칙을 위반하였다 해서 곧 위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행정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른
처분이 반복되어 행해짐으로써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그 행정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만일 행정기관이 특정인에 대하여 행정
규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하는 평
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본다.14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
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
고,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
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
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Ⅲ. 관련 판례
①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
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
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141) 홍정선, 앞의 책, 76면 및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
13132 판결 참조
14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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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법령이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허가제로, 정신과
의원 개설에 관하여는 신고제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의료기관의 개설 목적 및 규모 등 차이
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판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는 공익시설 중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
설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 다른 공익시설들(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공익시설은 제외)에 대하여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고 있
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전기공급시설 등은 모두 다수의 사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생활
의 편의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익시설들로서 에너지를 수송하는 시설들이 그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들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주위를 둘러싸고 띠 형태로 지정되어 있
어서 도시지역 밖에서 안으로 혹은 그 반대방향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제한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입지 선택이 가능한 학교 등 다른
공익시설들과는 그 사정이 다르며, 위와 같은 시설들의 설치는 주로 배관을 지중에 매설한 후 그
지표면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익시설들에 비해 개발제
한구역에 대한 훼손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제도적 취지상 다른
공익시설들보다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낮게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점에서는 집단에너지공급
시설과 전기공급시설 등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전기공급시설 등은 공급하는 물질(에너지)만 다를 뿐, 그 설치공사의 내용과 방법이나 그에 관한
기술적 측면의 규제 내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외 도로법 등 다른 각종 행정법규에서도
점용료나 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부과 및 감면 등에서 같게 취급하고 있는 등 사실상의 차이도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
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법령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입법을 할 때에도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하
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바,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공급시설 등에 대한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인 100분의 20의 다섯 배에 이르는 100분의 100으로 정한 것은, 피고들이 상고이유에
서 주장하는 것처럼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전기공급시설 등의 사이에 그 공급받는 수요자가 다
소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부과율에 과도한 차등을 둔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
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관한 부분은 헌
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러한 이상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훼손부담금
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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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외국 입법례
법률
대만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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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조(행정행위의 평등원칙) 행정행위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평등의 원칙)

질의 ･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
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영종도ㆍ용유도ㆍ실미도 등 특정지역 주민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고
속도로 통행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 혁
신도시 및 기업도시 주민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원주 혁
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143)

14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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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헌법 제37조제2항을 비례원칙의 헌법적 근거로 보고 있다.144) 이러한 비례원칙
을 「행정기본법」에 명시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
확히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45)
「행정절차법」이나 「행정규제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같이 비례의 원칙
을 규정한 개별법도 있지만, 「행정기본법」에 비례원칙을 규정하여 성문 법규가 되
었으므로 개별법에 비례의 원칙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
되는 일반법 역할을 하게 된다.

144)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13
145) 입법과정에서 비례원칙의 요소를 어느 범위까지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비례원칙은 초
기에는 경찰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리로 등장하였으나, 현대에는 행정의 전 영역, 즉 침익적 행정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급부행정)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며, 수익적 행정작용(급
부행정)의 영역에서, ‘필요성의 원칙’은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
419, 423, 436 병합 결정)의 의미로 전환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설과 판례를 통해 정립된
비례원칙의 요소, 즉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모두 명시하는 안으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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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문의 내용
1. 비례원칙의 의의
비례원칙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존재하도록 해
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적 영역에서 비례의 원칙은 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
력의 정당성 심사기준으로 적용되며, 행정법적 차원에서는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146)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
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여 행정
작용이 광의의 비례의 원칙의 요소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준수해야 함을 명
시하였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단계적 심사과정을 거친다. 적합성 원칙에 반하는 행
정작용은 위법하고,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더라도 필요성 원칙에 반하면 위법하게
되며, 적합성과 필요성 원칙에 부합하더라도 상당성 원칙에 반하면 위법하다는 것
이다.

2. 비례원칙의 요소
(1) 적합성(제10조제1호)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비례원칙의 요소 중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위해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10조제1호는 이를 명시한 것이다.

146) 홍종현, 행정기본법 제정의 헌법적 의미와 발전방안: 헌법 원칙의 행정법을 통한 구체화의 체계, 공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2021,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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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제10조제2호)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필요성 원칙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선택 가능한 많은 수단들 중에서 당사자
의 권리나 자유를 가장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라는 요청이다. 최소침
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필요성 원칙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
합적으로 반영하여 심사한다.

(3) 상당성(제10조제3호)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상당성의 원칙은 행정작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익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당성 원칙을 협
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행정작용에 관련
되는 당사자의 불이익의 정도, 이를 통해 달성되는 이익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비례원칙의 적용영역
비례의 원칙은 재량행위 성격을 갖는 경찰행정 영역에서 비롯되었으나, 현재는
재량행위의 남용 여부의 심사기준,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
소나 철회의 제한 기준, 행정강제 사용의 한계, 행정지도의 한계 등 행정의 전 영역
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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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비례원칙은 행정의 재량권 행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그
위반의 하자는 주로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나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
하여 무효사유로 인정한 판례도 찾아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행정청이 명예퇴직한 교사를 재임용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에 있어, 명예퇴직시부터 재
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Ⅲ. 관련 판례
1. 헌법재판소 결정
비례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위헌심사기준으로도 적용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이라고 하며,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며, 헌법재판에서 비례의
원칙은 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심사기준으로 적용
된다.

① 비례의 원칙의 헌법상 근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
“직업의 자유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한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기한 기본
권제한의 입법적 한계 심사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② 과잉금지원칙의 의의와 요소: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
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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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조세의 소급우선)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담보물권의 기능상실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
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
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헌법재판소 위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국가의 입법작
용에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수인(受忍)의무가 생겨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요구는 오늘날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추출되는 확고한 원칙으로서 부동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대법원 판례
판례는 비례원칙의 요소를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세 가지 내용으로 보고 이
를 적용하거나, 입법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네 가지 요소로 판시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① 비례의 원칙의 요소: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
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
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② 비례의 원칙의 요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16001 판결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제121조제1항 소정의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거래 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 상대방
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
성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가산세의 부과로 법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
하여 현저하게 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누락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
도록 규정된 위 가산세율에 관한 법률규정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
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은 적절하며 법익침해의 최소성
과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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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적용받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비례의 원칙 위반의 판단: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2조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
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
고 규정하여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
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
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침익적
성격이 크다.
한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제2
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구 의료법은 제30조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비의료인 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제69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
위를 한 자’로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위 각 법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
할 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
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
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
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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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법령
법률

조문
제37조 ① (생 략)

대한민국헌법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
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행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절차법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

행정
규제
기본법

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
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
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

경찰관
직무
집행법

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
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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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외국 입법례
법률

조문
제52조 1. 이 헌장에서 인정된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대한 모든 제한은 미리 법률에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존중된다. 기본권의 제한
은 필요할 경우에만, 그리고 연합에 의하여 인정된 공익 목적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에 실제로 부응하는 경우에만 기본권의 제한은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8조(행정행위에 대한 비례 원칙) 행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
다.
1. 채택된 방법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대만 행정절차법

2.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같은 기능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 경우 인민
의 권익에 끼치는 손해가 최소인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3. 행정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을 채택된 방법이 조성하는 손해와 동등하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
제4조(행정작용의 원칙) ① 몽골 헌법 제1조제2항에 명시된 행정작용의 최고 원칙
은 이 법이 규정하는 행정작용에 적용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원칙은 이 법이 규정하는 행정작용에 적용되어야 한다.
1. 법에 기초해야 한다.
2. 신속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3. 법에 따른 신뢰성 이외의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공개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몽골 일반행정법

4. 효과적이어야 한다.
5. 목적과 실질적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결정은 명백한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6. 타인의 권리와 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작용인 경우, 미리 통
지하고 당사자의 법적 이해관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7.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행정작용을 잘 해결하고, 그 행정작용의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8. 법적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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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비례의 원칙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비례의 원칙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포함하여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됩니다. 행정지도의
예를 들면, 행정지도는 행정청이 자신의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인에게 지도, 권고, 조언하는 행위로서 구속력은 없지만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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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는 행정법의 일반원
칙으로 강조된 것은 아니었으나, 제11조 규정에 따라 성문의 일반적 법 원칙이 되
었다.147) 공무원은 행정법령을 집행할 때에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은 「민법」 제2조에 규정된 사법(私法)상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
칙”을 행정청의 성실의무로 명문화하여 행정의 법 원칙 중 하나로 선언하는 의미를
갖는다. 같은 조 제2항은 행정청의 권한남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권한
남용금지의 원칙을 행정의 법 원칙의 한 내용으로 명시하는 의미를 갖는다.148)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의 영역에서 「행정절차법」, 「국세기본법」 및 「경찰법」
등 개별법에 규정을 둔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됨으로써 행
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법 원칙임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권한남용금지의 원
칙은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한 근거 조문으로 기능하며, 다른 행정의 법 원칙 조항
들과 병렬적으로 적용된다. 권한남용금지 원칙을 통해 행정권한의 남용 금지에 대
한 행정청의 인식을 높이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법치주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47) 홍정선, 앞의 책, 87면
148) 대법원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법치국가원리 내지 법치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보면서 민법상 권리남용금지
원칙과 구별되는 국가권력의 통제원리로 인정한 바 있고, 「행정기본법」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반영하는 의
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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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문의 내용
1. 성실의무의 원칙(제11조제1항)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성실의무의 원칙은 행정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
자이므로 행정청은 신의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
다.149) 여기에서 행정청은 「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행정청을 말하
며,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된다.
성실의무의 원칙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오고, 「행정절차법」이나 「국세
기본법」상 규정되어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私法)상 원칙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성실의무의 원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행정기본법」에 도입하였다.
사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
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뜻하나,150) 「행정기본법」상 성실의무는
법률관계의 특정 상대방이 아닌 국민이나 주민과의 관련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성
실이라는 용어는 불확정개념이므로 앞으로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151)
이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하며,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행정
작용이 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쟁송 대상이 되며, 「행정기본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149) 홍정선, 앞의 책, 88면
150)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151)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한 판례로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및 대법원 1997. 2. 11. 선
고 96누212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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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1조제2항)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
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그 권한이 부여된 목
적에 어긋나게 행사해서는 안되고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행사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행정청은 「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행정청을 말하며,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된다.152) 특히 재량권 행사의 한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재량의 남용 및 일탈과 관련된다. 재량의 남용은 행정청에 의한 재량의 내부적인
고려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해 재량행사가 잘못된 경우를 뜻하며, 재량의 수권목적
에 위반되게 재량이 행사되는 경우, 헌법원칙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한 경우,
잘못된 사실의 토대 위에서 재량을 발동하거나 중요한 관점을 빠트리고 재량을 발
동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153) 재량의 일탈은 재량의 외부적 한계를 위반한
경우, 구체적으로는 행정청이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재량을 발동한 경우가 이
에 해당한다.154) 그러나 판례는 재량의 남용과 일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고,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를 함께 심사한다. 재량의 불행사는 행정기관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복수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고 기속행위로 발령한 경
우를 말하며, 재량의 남용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행정권한은 행정청이 행정주체를 위하여, 또 행정주체의 행위로써 유효하게 사무
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사무의 범위를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행정권
한은 일반적으로 그 행정청을 설치하는 근거법령에서 정하며, 행정권한을 규정하는
목적은 i) 행정의 중복과 모순 방지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 ii) 행정의 전문성 도모,
iii) 행정임무 수행에 있어 외부적 영향력 배제, iv) 권리구제에의 기여에 있다.155)
152) 개별법상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법」 등을 들 수 있다.
153)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2021, 87면
154)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2021, 88면
155)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2021, 7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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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효과는 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에게 귀속된다.
행정권한은 그 권한이 부여된 행정청만이 행사할 수 있고(사항적 한계), 중앙행
정청은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치나, 지방행정청은 지방에 한정되며(지역적 한계), 권
한이 미치는 범위는 소관 인적 범위로 한정되고(대인적 한계), 행정권한의 행사에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을 따라야 한다(형식적 한계).156)
권한남용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① 행정법상 독자적인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
로 명확히 인정한 견해, ②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는 견해, ③ 권한남
용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면 행정법 전 영역에서 권한남용금지 원칙을 규범화하
는 입법적 의도는 달성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일반･추상적이어서 입법적 확인 이
상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
는 견해 등이 있었다.157) 대법원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법치국가 원리 내지 법
치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보면서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원칙과 구별하여 행정법상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인정한 바 있다.158)
권한남용의 일반적 의미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학설과 판례의 충분한 논의가 이
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설상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권한 행사 시 법령
을 통해 규정된 공익목적에 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으
로 정의하는 견해159)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을 행사한 경우에는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만, 공익 달성을 이유로
법령에서 의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권한남용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한남용
금지에 대한 판례에서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권한남용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160)

156) 김남철, 행정법강론, 2021, 985면
157) 학설상 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균성, 권한남용금지의 원칙과 그 한계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법조 제723호, 2017, 636면
158)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159) 박균성, 권한남용금지의 원칙과 그 한계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법조 제723호,
2017, 637면
160)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이 판례에서는 외관상으로는 세무조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행정권한을 남용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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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하며,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신
청할 수도 있다.

Ⅳ. 관련 판례
①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
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
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
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
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② 공법상 신의성칠 원칙: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
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
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③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의 의의: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법치국가원리는 국가권력의 행사가 법의 지배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구속을 받는 것을 뜻한
다. 법치주의는 원래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한 데서 출발한 것이다. 국가권력의 행사
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하
여 좌우된다면 권력의 남용과 오용이 발생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쉽사리 침해되어 힘에 의한
지배가 되고 만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
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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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법령
1. 성실의무의 원칙
법률
민법

조문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
실히 하여야 한다.

행정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

절차법

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세
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
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
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경찰법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경비법

제8조(권한남용의 금지)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
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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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
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
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국세기본법

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
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
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
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Ⅵ. 관련 외국 입법례
법률

조문
제10조(행정재량의 한계) 행정기관이 행사하는 재량권은 법으로 정하여진 재량

대만 행정절차법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법규를 통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목적
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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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재량행위 외에 기속행위, 적극적 권한행사 외에 권한의 불행
사에도 적용되나요?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주로 재량권 행사의 한계 원리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겠으나, 행정
의 법 원칙으로 재량행위 외에 기속행위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권한행사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의무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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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행정기본법」 제12조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어오
던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두 원칙은 성문의 법 원칙이 되
었다. 「행정절차법」이나 「국세기본법」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한 개별법
도 있으나, 개별법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은 행정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일반법적 근거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다. 이를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하며, 국가배상책임이나 손실보상책임을 발생시
킬 수 있다. 또한 행정권한의 행사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제12조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조 제1항은 신뢰보호의 원칙
을, 같은 조 제2항은 실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실권의 원칙도 넓은 의미의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161)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
칙은 국민이나 주민의 보호 관점에서 그 준수 여부를 판단하나, 성실의무의 원칙은
행정청의 자세나 태도 관점에서 그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
나,162)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앞으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161) 홍정선, 앞의 책, 94면
162) 홍정선, 앞의 책,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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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문의 내용
1.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제1항)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
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원칙이다. 신뢰보호는 행정의 적
법성의 원칙과 갈등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행정의 적법성 원칙을 배제할 만한
우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뢰보호 원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163) 즉 형식적
적법성을 희생하더라도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정의의 이념,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할 때 인정될 것이다.164)
신뢰보호의 내용으로는, 존속보호는 상대방이 신뢰한 종전의 법 상태를 보호해
주는 존속보호와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으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보호가
더 우월한 경우 보상으로 신뢰보호를 인정하는 보상보호가 있다.165)

(2) 인정 근거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법치국가원리에 뿌리를 둔 당사자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의 필요성에서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66)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는 견해도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 간의 일정한 법률관
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정될 수 없
는 한계가 있었다.167)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신뢰보호 원칙은 일반적인

163)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2021, 156-157면
164) 김남철, 행정법강론, 2021, 49면
165) 김남철, 행정법강론, 2021, 54면
166)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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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의 행정의 법 원칙이 되었다.

(3) 성립요건
판례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ii)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
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iii)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
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며, iv)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
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v)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않아야 할 것을
판시하였다.168) 학설의 논의 역시 같은 체계를 취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이러한 판례상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중 위 v)에 해당하
는 내용을 제12조제1항에 명시하였고, 위 i)~iv)의 요건은 결국 제12조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내지
기준(적극적 요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 행정청의 선행행위의 존재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일정한 선행행위가 존재해야 한
다. 판례에서는 이를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때의 선행행위에는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정작용이 포함되며, 작위뿐만 아니라 비과세관행과 같은
부작위도 포함된다. 다만, 행정기관의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
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169)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의
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170) 또한 공
167)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2021, 157면
168)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169)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170)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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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견해표명은 구체적인 행정권한 행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추상적인 질의에 대
한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171)
나. 행정청의 선행행위에 근거한 상대방의 행위의 존재
행정청의 선행행위에 근거한 상대방의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즉 아직 행정청의
선행행위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대이익이나 예
상이익의 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172) 이 때의 상대방의 행위란 행정청의 선행행
위를 이유로 하여 개인이 행한, 자신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의
미한다.
다. 선행행위에 대한 신뢰와 상대방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상대방이 행정청의 선행행위의 적법성 또는 유효성을 신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했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행정청의 선행행위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행
정작용이 사후변경의 유보 하에 행해진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173)
라.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
보호가치 유무의 판단은 신뢰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귀책사유 있는
행위를 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즉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예컨대 사기･강박･뇌물제공･신청서의 허위기재 등에 의해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할 수 없다.174) 또한 상대방이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알
았거나 알아야 했을 경우나 행정작용의 위법성이 자신의 책임영역에 속할 경우에
도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175)

171)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홍준형, 행정법, 2011, 40면
172)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2021, 159면
173) 홍준형, 행정법, 2011, 43면
174)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175)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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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행정청이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정작용을 함으로써 선행작용을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4) 신뢰보호의 한계
신뢰보호는 법치국가원리 중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원리
의 다른 내용인 법률적합성과 이익형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
다.176) 대법원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아니어야 함’을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신뢰
보호원칙의 (소극적)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다.177) 이는 성립요건으로 논의하기보
다는 이익형량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은 신뢰보호
의 원칙의 소극적 요건이자 이익형량 및 한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법 원칙으로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178) 신뢰보
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주요 영역은 다음 사항들이다.

가.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사유로 신뢰보호가 적용될 수 있다. 「행
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에서도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할

176) 홍준형, 행정법, 2011, 46면;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2021, 160-161면; 김남철, 행정법강론, 2021,
52-53면.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마611 결정에서도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
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177)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178) 판례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라고 판단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해 왔으나, 「행정기본법」 제12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명문
화된 이상 기존 판례 법리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관영 등 5인 공저, 앞의 책,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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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나. 행정계획의 변경
사인이 행정계획을 신뢰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였으나, 해당 행정
계획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계획의 변경이나 폐지에 대한 계획보장청구권은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계획의
특성상 인정되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
다.179)
다. 확약
확약은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행정청은 불
가항력 등 특별한 사유나 법령의 변경이 없는 한 확약내용에 구속된다. 행정기본법
안의 마련 과정에서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최종 입법안에
반영되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다.
라. 소급입법
소급입법은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나뉘는데, 진정 소급입법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입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치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헌법 제13조 참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
할 수 있었던 경우,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어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
의 요청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180)
부진정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이 있기 전에 시작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이
지만 현재에도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입법을

179)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2021, 162면
180) 헌법재판소 1999. 7 22. 97헌바76, 98헌바50･51･52･ 54･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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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간의 형량을 통해 신뢰보호의 요청이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한할
수 있다.181)

2. 실권의 원칙(제12조제2항)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
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
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실권의 원칙은 행정청이 위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정청이
권한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나중에 행정
청이 위법성을 이유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실권
의 법리는 신의성실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 보고 있다.182) 이처럼 제12조
제2항은 학설과 판례로 인정되어 왔던 실권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제23조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도 신뢰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점에
서 실권의 법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처분이 특정되어 있고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의 기간이 있은 반면, 실권의
원칙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재처분
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실권의 원칙에 관한 제12조제2항에 대한 특별규정으
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실권의 원칙의 적용요건은, ①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을 것, ② 장기간 권한의 불
행사가 있을 것, ③ 권한의 불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을 것, ④ 공익이나 제3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이 된다. ‘장기간 권한의 불행사’에서 얼

18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류
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2021, 162면
182)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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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안의 기간이 장기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183) 실권의 원칙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위반된 행정작용은 위
법하며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또는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을 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관련 판례
①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
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
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과 한계: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
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
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③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비과세관행: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
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

183)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147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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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
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
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④ 공적 견해의 표명의 판단: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
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가'항의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
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
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공적 견해의 표명과 사정변경: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
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
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
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재건축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
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신
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내부 규범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객
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내부 규범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침해받은 이익은 어느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으며 침해 정도는 어떠한
지, 조합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
을 기울였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
⑥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판단: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수익적 처분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게 되는 것
이므로,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
는 것이나,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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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실권의 법리의 의의: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
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⑧ 실권의 법리의 적용: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택시운전사가 1983.4.5.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7.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
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
익에 견줄 바 못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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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법령
법률

조문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행정
절차법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
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세
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
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Ⅴ. 관련 외국 입법례
법령명

몽골
일반행정법

규정
제4조(행정작용의 원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원칙은 이 법이 규정하는 행정작용에 적용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8. 법적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제48조 (2) 일회적 또는 계속적인 금전급부 또는 가분적인 현물급부를 보장하거나 이
를 전제로 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하거나 그의 신
뢰를 취소로 인한 공익과 형량하여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수익자
가 보장된 급부를 사용하였거나 이미 처분하여 이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거나 기대

독일연방
행정절차법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되돌릴 수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신뢰는 보호가치
가 있다. 수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주장할 수 없다.
1. 수익자가 사기, 강박 또는 수뢰를 통해 행정행위를 발급받은 경우
2. 수익자가 본질적으로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행위를 발급받은
경우
3.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3호의 경우에는 행정행위는 통상 소급하여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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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보다 넓은 개념인가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행정작용에 대
해 적용됩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급입법의 문제도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계를 준
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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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제13조는 행정의 법 원칙으로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학설과 판
례에 의해 인정되어 오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성문의 법 원칙이 되었다.184) 부
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모든 행정에 적용되며 행정법령을 집행할 때에 이 원칙을 준
수해야 하므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주택법」185)과 같이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을 개별법에 둔 사례도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제13조는 부
당결부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법적 근거 역할을 한다.

Ⅱ. 조문의 내용
1. 의의와 근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할 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186) 이 원칙의 근거는 헌법상 법
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이를 법률 차원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184) 입법과정에서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으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외에 처분을 갈음하는 행정
계약을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85) 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
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8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147 |

제3편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모든 행정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하
며,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행정권한의 행사가 처분에 해당하는 경
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36조 또는 제37조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2. 내용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내용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나, 인과관계 면에
서의 관련성(원인적 관련성)과 목적 면에서의 관련성(목적적 관련성)을 요구한다
고 할 수 있다.187) 원인적 관련성은 수익적 내용의 주된 행정작용과 불이익한 의무
부과(주로 수익적 처분과 부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원
인적 관련성의 요청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작용의 발령권한을 이용하여 당사자
에게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188)
목적적 관련성은 행정청이 근거법령 및 소관 권한에 따라 허용되는 특정 목적에
따라 행정작용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부관부 처분을 발령함에 있어
행정청은 주된 행정작용인 수익적 처분의 발령권한 뿐만 아니라 부관의 발령권한
도 동시에 있어야 함을 뜻한다. 목적적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행정청의 권한 유
무’가 1차적인 판단기준이 되며, 행정청이 권한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권규범인 ‘법
령의 수권목적의 해석’이 필요하다. 즉 주된 행정작용인 수익적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수권목적은 부관의 부과에 있어서도 수권의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189) 부당
결부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인 ‘실질적인 관련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설과 판례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187)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2021, 174면
188)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2021, 174면
189)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2021,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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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영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의 법 원칙으로서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며, 주로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190)

(1) 부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주된 적용영역으로 학설과 판례191)는 수익적 처분에 대
한 부관의 문제를 논의하여 왔다. 「행정기본법」 제17조는 부관의 요건으로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제17조제4항
제2호).

(2) 공법상 계약
「행정기본법」의 입법과정에서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적용 역시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처분을 갈음하는 행정계약의 체결의 경우에
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준수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므로
공법상 계약의 체결 시에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한다.

(3) 관허사업의 제한
「국세징수법」 제112조192)와 「건축법」 제79조제2항ㆍ제3항193)에서는 관허사

190)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여부 문제가 제기되었던 공급거부 규정(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에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이
에 관해서는 하명호, 행정법 제3판, 박영사, 2021, 41면 참조
19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192)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
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
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
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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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별법상의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이
「행정기본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충돌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나, 「행정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법률 간 충
돌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원칙에서
도출되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서 볼 때, 이러한 개별법 규정이 바람직한지에 대
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94)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93)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
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
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94) 「건축법」은 허가권자에게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9조제2항, 제3항). 이러한 「건축법」의 규정은 대집행을 통한
강제집행 실행의 현실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관허사업의 제한을 통해 의무이행을 간접
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미를 갖는다(김남철, 행정법강론, 2021, 507면).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은 위법한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서의 영업 간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
다는 점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나아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김남철, 행정법강론, 2021, 508면).
「국세징수법」 제112조는 과거에는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허가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부당결부금
지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2019년의 개정을 통해 체납의 원인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허가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종래보다는 부당결부금지의 문제가 다소 해소되었다. 그러나 국세체납과 그
원인이 되는 사업의 제한 간의 실질적 관련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김남
철, 행정법강론, 2021, 508면). 다만 이러한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이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고 이해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합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홍정선, 앞의 책,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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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판례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의의: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
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
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
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
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② 부관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
을 붙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
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
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업자의 주택사업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한
데다가, 사업자가 그 동안 그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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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외국 입법례
법령명

규정
제36조 행정행위의 부관
(1) 청구권이 성립하는 행정행위에는 법령을 통해 허용되거나 행정행위의 법률상
요건의 충족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만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량행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함께 발령될 수 있다.
1. 이익 또는 부담이 특정한 시점에 개시, 종료되거나 특정한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는 결정(기한)
2. 이익 또는 부담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사건의 불확실한 발생에 의존하
는 결정(조건)
3. 철회권의 유보
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결합될 수 있다.
4. 수익자에게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가하는 결정(부담)

독일 연방

5. 부담의 사후 부가, 변경 또는 보충의 유보

행정절차법

(3) 부관은 행정행위의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
제54조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
공법 영역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
하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공법상 계약). 특히,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발
급을 갈음하여 행정행위가 발령되었을 경우의 상대방과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6조 교환계약
(1) 계약의 상대방이 행정청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제54조제2항에서 정
한 공법상 계약은 반대급부가 계약의 목적에 합치되고, 행정청의 공법상 임무
수행에 기여할 때 체결될 수 있다. 반대급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상
당하고 행정청의 계약상 급부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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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행정기본법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
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
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시행일 : 2021. 3. 23.]
부칙 제2조(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행정법령은 변화하는 행정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
사법령이나 형사법령에 비하여 그 개정 빈도가 잦은 편이다. 이렇게 법령이 개정될
때에 개정되기 전의 구법과 개정된 신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매우 중요하
다. 개정되는 내용이 신청에 따른 처분인지, 제재처분인지 또는 개정 법령의 부칙
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가 있는지 등에 따라 구법이 적용될 수도, 신법이 적용될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해 판례와 학설에 따라왔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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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그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없었다.
제14조는 행정 전반에 대한 법 적용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법령등의 적용
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행정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일반적 기준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이
아니면 별도 부칙을 둘 필요가 없게 되므로 입법의 경제성이나 효율성도 커질 것으
로 기대된다.196)

Ⅱ. 조문의 내용
1.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제14조제1항)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
니한다.

(1)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새로운 법령등은 그 효력 발생 이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
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
여 인정되는 헌법적 효력을 지니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제14조제1항은 이를 확
인한 것이다.
195)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
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196) 행정기본법안 마련과정에서 ① 법 적용의 시간적 기준을 일반적 기준으로 법제화할 것인지, ②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③ 처분시법주의의 적용대상인 처분의 범위를 어디까지 획정할 것인지, ④
인허가처분의 경우 처분시법주의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문화할 것인지, ⑤ 제재처분의 경우 행위시
법주의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의 경우를 명시할 것인지, ⑥ 행위시법주의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⑦ 처분시법주의와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는 각 규정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라는 예외사유에 대한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등과 같은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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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
소급입법은 종래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구분해 왔다. 진정 소급
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입법을 말
하고, 부진정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입법을 말한다.197)
이 중 소급입법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진정 소급입법이다. 즉 진정 소급입법은
기존의 법에 따라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해 박탈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
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이다.198)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법적 상태
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
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또는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
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
로 진정 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199)
부진정 소급입법은 엄밀한 의미의 소급입법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렇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
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
다.200)
제14조제1항은 진정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종래 판례가 진정 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는 예외로서 인정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규정에서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대해서
는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는바, 종래와 같이 판례와 이론에 따라야 할 것이다.

197) 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전원재판부
198) 헌법재판소ﾠ1998. 9. 30.ﾠ선고ﾠ97헌바38ﾠ전원재판부 등
199) 헌법재판소ﾠ1998. 9. 30.ﾠ선고ﾠ97헌바38ﾠ전원재판부 등
200) 헌법재판소ﾠ1999. 7. 22.ﾠ선고ﾠ97헌바76,98헌바50･51･52･54･55(병합)ﾠ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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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시법주의(제14조제2항)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
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1) 처분시법주의의 의의
인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시점과 행정청
의 처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신청 시점과 처분 시점 사이에 처분의 근
거가 되는 법령등이 개정되는 경우, 행정청은 개정 전 법령등과 개정 후 법령등 중
어느 것에 근거하여 처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을 다
투려는 경우에도 어느 법령에 기초하여 위법성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제14조제2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이 적용된다는 처분시법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2) 처분시법주의의 내용 및 예외
처분시법주의가 적용되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주로 신청에 따른 인허가 등을
말한다. 인허가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신법)을 적용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서는 이러한 처분시법주의의 예외로, ①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①의 경우에 해당하려면 법령등을 개정하면서 부칙 규정에
종전의 법령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②의 경우로는 신청
이후 예기치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나 행정청의 고의･중과실 등의 이유로 신청에
대한 업무 처리가 현저히 지연되는 사이에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이 개정된 경
우를 들 수 있다. 판례201)는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201) 대법원ﾠ2005. 7. 29.ﾠ선고ﾠ2003두3550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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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
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처분
시법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②의 경우에서 특별한 사정은
불확정개념으로 그 의미를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바, 특별한 사정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202)
처분시법주의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당사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이 이를 확인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처분시법주의
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의 법적 성격, 관련 법령등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법」과 관련한 판
례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
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여 처분 시가 아닌 법률관계의 확정 시 법령을 적용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203) 이처럼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처분에 대
해서는 처분시법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고,204) 「국민연금법」 제67
조에서 장애인의 수급에 관한 장애결정 기준일을 명시하고 있어 그에 따른 것이라
고 볼 수도 있다. 후자로 볼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시법
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행위시법주의와 그에 대한 예외(제14조제3항)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
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202) 홍정선, 앞의 책, 114면
203) 대법원ﾠ2014. 10. 15.ﾠ선고ﾠ2012두15135ﾠ판결
204) 박균성, 행정법론(상), 2021, 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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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시법주의의 의의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법령등을 위반한
시점과 제재처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령등의 위반행위
이후 해당 제재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근거가 되는 법령등이 개정될 경우, 개
정 전 행위 시 법령등을 적용할 것인지, 개정 후 처분 시 법령등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제14조제3항 본문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
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한다는 행위시법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13조, 「형법」 제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등에서 행위시
법주의를 밝히고 있는 것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 판례 역시 종래 제재처분에 대해
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신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
는 등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헌법 제13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205)

(2)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특별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처분시법주
의의 예외규정과는 달리,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예외를 둔 점
에 유의해야 한다.
또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까지 행위시법주의를 고수하
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형법」 제1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경우에는 신법 또는 변경된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제
14조제3항 단서도 동일하게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변경된 법령등을 적
용할 것을 밝히고 있다. 다만, 법령등이 변경되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
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위반 당시 법령등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205) 대법원ﾠ2002. 12. 10.ﾠ선고ﾠ2001두3228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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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문제는 행위시법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법령등의 변경’에 제재처분
기준의 적용 원인이 되는 의무규정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어 과거 위반행
위였던 행위가 개정법령에 따르면 더 이상 위반행위가 아니게 된 경우까지 포함되
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
조제2항의 해석과의 균형성 및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206)를 고려할 때, 행위자 보
호의 차원에서 의무규정의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따라서 여기서 ‘법령의 변경’은 해당 제재처분 기준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처분 기준의 적용 원인이 되는 의무규정의 변경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무규정의 변경 시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부칙에 특별한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행정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
라 2021. 3. 23.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
에 유의해야 한다.

Ⅲ. 관련 판례
①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 헌법재판소ﾠ1989. 3. 17.ﾠ선고 88헌마 1ﾠ전원재판부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
정소급효의 입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보다도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 입법을 하는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는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안 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6) 대법원ﾠ2003. 10. 10.ﾠ선고ﾠ2003도2770ﾠ판결, 대법원ﾠ2020. 11. 3.자ﾠ2020마5594ﾠ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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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인정: 헌법재판소ﾠ1998. 9. 30.ﾠ선고ﾠ97헌바38 전원재판부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을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
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
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③ 부진정소급입법의 제한: 헌법재판소ﾠ1999. 7. 22.ﾠ선고ﾠ97헌바76, 98헌바50･51･52･5
4･55(병합)ﾠ전원재판부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에 대한 처분시법주의의 적용: 대법원ﾠ2020. 1. 16. 선고ﾠ2019다264700ﾠ판결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⑤ 신청에 따른 처분에 대한 처분시법주의의 예외: 대법원ﾠ2005. 7. 29. 선고ﾠ2003두3550ﾠ판결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
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
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⑥ 제재처분에 대한 행위시법주의의 적용: 대법원ﾠ2002. 12. 10.ﾠ선고ﾠ2001두3228ﾠ판결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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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법령
법률

조문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

형법

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질서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위반

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

행위

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규제법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Ⅴ. 관련 외국 입법례
법령명

규정
제5편 집행
제5.1장 총칙

네덜란드
일반행정법

제5:4조
1. 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행정상 제재를 가할 권한이 발생한다.
2. 법을 위반하기 전에 시행된 법령에 그 위반과 제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 제재를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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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5조 (처분의 효력)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제15조는 행정행위에 대해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공정력을 명문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력이란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그 행정행위에 하
자207)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어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에 대
한 실정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종래에는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및 집행부정지
원칙에 관한 규정이 공정력의 묵시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제는 제15조
가 공정력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같은 조 단
서의 규정은 무효인 처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08) 하
자 있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효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관계에서의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207) 법령에서 요구하는 적법요건을 완전하게 구비하지 않은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 하고, 적법요건을 구비하였
으나 비합목적적인 재량행사가 있는 처분을 부당한 처분이라 한다. 위법과 부당을 하자라 한다. 이에 관해서
는 홍정선, 앞의 책, 120면
208) 참고로 공권력과 국민 사이의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향후 판례와 이론의 발전방향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력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의견(이현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행정기본법의 역
할”, 행정법 혁신과 나아갈 미래: 2020 행정법포럼 자료집, 2020, 102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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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문의 내용
1.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의 실정법적 근거 마련
일단 처분이 행하여지면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전
통적인 공정력 이론에 대해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을 구속
하는 효력인 반면, 구성요건적 효력은 제3의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으로 설명한다.
즉 공정력은 행정의 안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근거로 하지만,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
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존중 원칙을 근거로 한다. 다만, 제15조에서는 그 처분의 효력
의 실질이 공정력인지 구성요건적 효력인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
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2. 무효인 처분의 효력 명확화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규정하였다. 행정행위의 무
효는 행정행위가 외관상 성립하였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아
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누구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종래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 학설은 중대설, 중대명
백설, 명백성보충요건설, 객관적 명백설, 구체적 가치형량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중대설은 행정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고 명백성은 요건이 아니라
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구제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중대명
백설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때에는 행정
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견해이다. 여기에서 명백성이란 하자가 일반인의 인식능력
을 기준으로 할 때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는 것을 말한다. 명백성보충요건설은 하자
의 중대성은 항상 요건이 되지만 하자의 명백성은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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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과 권리구제의 요청을 비교하여 요구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객관적 명백설
은 명백성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당연히 요구되는 정도의 조사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누구에 의
해서도 객관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명백성을 인정할 수 있
다는 견해이다.209) 구체적 가치형량설은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이
익형량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통설과 판례는 중대명백설의 입장에서,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
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15조에서는 무효인 처분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무
효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구
분하는 기준은 종래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르게 될 것이다.

Ⅲ. 관련 문제
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판단
행정행위의 위법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니거나 권한 있
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해당 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후속처분을 진행
해야 한다. 해당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처분의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정력을 근거로 후속 절차로 나아갈 때에는 직권취소의 가능성을 다
시 검토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2.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조세 등 금전부과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니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
기 전이라면 그 납부액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
결문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관계없이 위법 여부를 판단
209) 박균성, 앞의 책, 422-4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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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선결문제인
경우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하자를 심사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
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

3. 그 밖의 문제
처분의 공정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는 적법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
증책임의 분배와는 관련이 없다. 또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도 무효이거나 취소
되지 않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그 행정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집행력이 인정되므로
행정기관은 집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이 없는 한, 집행부정지원칙(「행정소송법」 제23조제
1항)에 따라 해당 행정행위의 효력은 인정되고 집행도 가능하다.

Ⅳ. 관련 판례
① 공정력의 개념과 효력: 대법원ﾠ1994. 4. 12.ﾠ선고ﾠ93누21088ﾠ판결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
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바, 행정청의 후행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현존하는 법률
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
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선행
거부처분보다 뒤에 된 동일한 내용의 후행거부처분 때문에 선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②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및 불복 절차에 관한 규정 내용에 의하면,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
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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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
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ﾠ2017. 9. 21.ﾠ선고ﾠ2017도7321ﾠ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제
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
역법 제32조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제2호 위반죄가 성
립될 수 없다.”
③ 행정행위의 무효: 대법원ﾠ1995. 7. 11.ﾠ선고ﾠ94누4615ﾠ전원합의체 판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
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
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Ⅴ. 관련 법령
법률
행정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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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5조 (처분의 효력)

Ⅵ. 관련 외국 입법례
법령명

규정
제43조 행정행위의 효력(Wirksamkeit des Verwaltungsaktes)
① 행정행위는 그것에서 정해져 있거나 관련되는 자에 대하여 통지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행위는 통지된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② 행정행위는 취소･철회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폐지되거나, 기간만료나 다른 방
법으로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③ 무효인 행정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4조 행정행위의 무효
① 행정행위에 특히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② 제1항의 전제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행정행위
는 무효이다.
1. 서면이나 전자식으로 발령되었으나 처분청을 알 수가 없는 행정행위
2. 법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문서를 제출해야만 발령될 수 있으나 이 형식을 충족시

독일 연방
행정절차법

키지 못하는 행정행위
3. 관청이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해 입증된 관할권 밖에서 그에 대한 권한 없이 발
령한 행정행위
4. 실제적인 이유에서 아무도 시행할 수 없는 행정행위
5. 범죄행위 또는 벌금행위의 구성요소를 구현하는 위법적인 행위를 행하도록 요
구하는 행정행위
6. 선량한 풍습을 위반하는 행정행위
③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1. 제2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관할권에 대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2. 제20조제1항제1문제2호에서 제6호까지에 따라 제척된 인원이 참여하였다는
이유
3. 법규정에 의해 참여하도록 임명된 위원회가 행정행위의 발령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의결을 하지 않았거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4.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다른 관청의 협력이 이루지지 않았다는 이유
④ 행정행위의 일부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그 무효에 해당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
여 이 부분이 없었더라면 관청이 그 행정행위를 발령하지 않았을 수 있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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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규정
그 행정행위는 전체가 무효이다.
⑤ 관청은 언제라도 직권으로 무효를 확정할 수 있다. 신청이 있으면 신청자가 정당
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무효는 확정될 수 있다.
제110조 행정처분의 효력
서면으로 작성한 행정처분은 당사자･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서면이 아닌 형식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그가 알도록 하게 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만
행정절차법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공고일 또는 공보･신문에 게재하는 마지막 날부터 효력이 발
생한다. 다만, 처분에 별도로 효력 발생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행정처분이 철회･폐지･그 밖의 사유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효
력은 지속된다.
무효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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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6조 (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
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
(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건강⋅안전⋅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성ㆍ
윤리성ㆍ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나 영업에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그 자격을 갖
추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이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결격사유
규정은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제16조는 개별 법률에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결격사유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결
격사유 법정주의)하고, 개별법에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 따라야 기준을 규정함으로
써 향후 결격사유에 관한 개별입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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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문의 내용
결격사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결격사유의 유형으
로는,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는 사유,210) ② 인가, 허가, 지
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211)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제16조제2항에서는 개별 법률에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삼아
야 할 사항 4가지를 제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는 진입규제로 작용하므로, 해당 법령에 따른 자격 또는
인허가 영업의 성질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격이나 영업을 하는 데에 결격사유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에도 비례원칙을 고려하여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관련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필
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해야 한다. 또한 결격사유와 대상 자격이나 영업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를 정할 때에 자격이나
영업에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해당 법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을 위반
한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면 부당결
부금지 원칙이나 비례원칙의 적합성 원칙에 반하게 될 것이다.212) 그리고 결격사
유가 다른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균형을 이룰 것을 요구한다. 유사한 제도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다.213) 앞으로 개별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 규정을 이 조에서 제시된 결격사유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기
준에 맞는 않는 결격사유 규정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210)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해당한다.
211) 「관광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해당한다.
212) 홍정선, 앞의 책, 128면
213) 홍정선, 앞의 책,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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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판례
①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바94 결정
“입법자가 일정한 자격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자격제도를 둔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단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제도에 포섭된 자일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
하게 됨으로써 당해 자격제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 이 법률조항과 같이 필요적으로 그 자격
을 취소, 박탈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설정한 자격제도 자체에서 유래
하는 본질적인 한계에 속하고, 단지 그 결과만을 두고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5헌가21 결정 중 <소수의견>
“복잡다기한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파산이라는 경제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할 수 있
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무절제한 소비생활이나 모험적인 투자 등 파산자에게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이나, 자연적 재해 또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고용불안, 정의(情
誼)관계에 기한 불가피한 채무보증, 소비자금융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과잉여신, 정부의 부적절
한 경제정책 등의 여파로 인하여 이른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파산이 채무자의 부도덕 또는 불성실을 징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립
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원인 여하에 따라 국민의 교직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그렇다면 입법자로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경우
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할 것이 아니라,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범
위에서 파산의 원인별 유형을 한정하거나, 파산선고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를 제외하는 등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거나, (중략) 별도의 제도로써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시켜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③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25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가 건설업과 관련이 있
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
고 있다. ‘건설업 등록 말소’라는 제재의 위하효과를 통하여 법인 및 그 임원으로 하여금 건설업
에 관련된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려면, 건설업에 관련된 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건설업의 등
록을 말소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가 임원으로 있다
는 이유로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
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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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제도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유형이
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해서 동
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

Ⅳ. 관련 법령
법률

조문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
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감정평가 및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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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격사유)

법률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조문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
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다.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
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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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1.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 규정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입법
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은?
제16조제2항은 결격사유 규정을 두는 경우에 지켜야 할 입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헌
법재판소에 의해 해당 결격사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를 위반
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개별 법률에 정한 결격사유가 사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당연히 그 자격이 박탈되
는지?
개별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취득한 후,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
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자격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252 결정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내지 결격사유를 어떻게 설정할 것
인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기는 하나, 일단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자격
을 부여받았다면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설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해당자가 잃는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그러한 자격을 일단 취득하여 직업활동을 영위해
오고 있는 자의 자격을 상실시킬 경우 장기간 쌓아온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불이익이 중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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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관)

행정기본법 제17조 (부관)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부관은 처분의 효력범위를 자세히 정하기 위해 주된 처분에 부가하는 규율로, 처
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있다.214) 부관
은 주된 처분에 종속된다는 것이 본질적인 특징으로, 주된 처분이 소멸하면 부관도
소멸한다.215) 부관은 다양한 행정상황의 특수성에 맞추어 보다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합리성, 신축성, 탄력성 및 경제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
다.216) 이러한 이유로 종래 개별 법률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규정217)하
는 경우는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부관의 가능성에 관하여 규정한 실정법적 근거는
없었다.
214) 홍정선, 앞의 책, 131면
215) 홍정선, 앞의 책, 132면
216) 홍정선, 앞의 책, 130면
217) 개별 법률에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거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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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17조에서 처분의 부관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개별 법률에
부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제17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제17조는 행정행위(처
분)의 부관에 관하여, 부관의 가능성, 사후부관, 부관의 사후변경, 부관의 한계 등
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부관은 행정의 탄력성을 높이고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공익에 기여
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실정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일선행정에서는 부관의 활용
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부관은 재량행위인 수익적 행정행위
에 부가되는 것이 원칙이고, 재량행위에 붙이는 부관은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거부처분을 하는 대신에 일정한 부관을 붙여 허가처분을 함으로써 이해관
계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제17조
에 부관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부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탄력성 있고 유연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부관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효과를 가지
므로 행정청이 부관을 남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관의 남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함께 신설하여 국
민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부관이 위법한 경우 부관만 독립적 쟁송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외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
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218)

218) 정관영 등 5인 공저, 앞의 책, 160면.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대법원
1992. 1. 31. 선고 91누1264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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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문의 내용
1. 부관의 종류와 가능성(제17조제1항)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1) 부관의 종류 예시
부관이란 행정청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 그 종류로는 조
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이 있다.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지조건(시
설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학교법인설립인가)과 해제조건(일정 기간내에 공사에 착
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이 있다.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력
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여
기에는 시기(2022년 1월 5일부로 허가한다.)와 종기(2022년 12월 31일까지 허가
한다.)가 있다.

(2) 부관의 가능성
통설과 판례는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
다고 보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제17조제1항은 재량
행위의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이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확
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행정의 현실에서는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섣불리 부관을 붙인 유보부 승낙을 하는 대신에
거부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는 특혜 시비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거부처분을 하는 현상이 있었다. 부관은 그 자체가 법률효과 제한적 부관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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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인･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대신에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의무
를 부과하는 등의 제한적인 인허가처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는 수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관은 거부처분과 인용처분 사이에
서 중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 완전한 허가를 내주기에는 다소 문제
가 있더라도 허가신청을 거부하지 않고 그 대신 일정한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인허
가를 내줌으로써 법 목적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하며, 공익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통해 종래 특혜 의
혹 등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거부처분을 했던 관행을 개선하고 부관의 순기능을 활
용하여 행정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제17조제2항)
제17조(부관)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기속행위란 행정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가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청이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지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청은 기속행위의 경
우 그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이
신청한 인허가가 기속행위이고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
허가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 법률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이면 그러한 부관은
위법하고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
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참조).
그러나 기속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
다는 점을 제17조제2항은 명확히 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순서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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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허가신청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부관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행
정기관은 기속행위이거나 재량행위이거나 관계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개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관은 해당 인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
량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통설과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해당 처
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
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반면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부관을 붙여서는 안된다.

3. 사후부관 및 부관의 사후변경의 명문화(제17조제3항)
제17조(부관)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부관이란 행정행위를 한 후에 부가하는 부관을 말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법
령에 근거가 있거나 사후부관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및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부관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관
의 사후변경이란 이미 부관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후에 종전의 부관을 변경
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사후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
고, 예외적으로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에 부관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입장이었다.
제17조제3항은 이러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1) 법률에 근거가 있
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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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사후부관 또는 부관의 사후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의 취지는 사후부관 또는 부관의 사후변경을 적극적으로 허용하
려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부관을 붙이는 경우 가급적 주된
행정행위 시에 부가하여야 할 것이고, 사후부관이나 부관의 사후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219)도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
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는 입장인데, 이는 사후부관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다는 것
이 아니라 사후부관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부관의 내용상 한계(제17조제4항)
제17조(부관)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도 부관은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주된 행정
행위의 목적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는 제한을 받는다. 또한,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의 법 원칙에 따른 제한도 받는다.
제17조제4항은 부관의 내용적 한계로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그리고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을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부관에도 이른바 부당
결부금지원칙과 비례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행정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어서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에 해당함
에도 부당결부금지 원칙, 비례원칙 등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
219) 대법원ﾠ2016. 11. 24.ﾠ선고ﾠ2016두45028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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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부관을 부가하였다면 이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220)

Ⅲ. 관련 판례
①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
도 무효이다.”
② 대법원ﾠ2009. 2. 12.ﾠ선고ﾠ2005다65500ﾠ판결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
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③ 대법원ﾠ2016. 11. 24.ﾠ선고ﾠ2016두45028ﾠ판결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④ 대법원ﾠ2009. 12. 10.ﾠ선고ﾠ2007다63966ﾠ판결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부관
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
한 것인바,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2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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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
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
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
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Ⅳ. 관련 외국 입법례
법률

조문
제36조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
① 그에 관한 청구권이 존재하는 행정행위(기속행위)에 대하여는, (부관이) 법규
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경우나 행정행위의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확고히
할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행정행위는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관과 함께 발해질 수 있다.
1. 수익･부담(불이익, Belastung)이 일정 시점에 시작하거나, 종료하거나 일정

독일 연방
행정절차법

기간에 통용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기한, Befristung);
2. 수익･부담의 발생･소멸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건발생에 의하도록 정하는 것
(조건, Bedingung);
3. 철회권의 유보(Vorbehalt des Widerrufs);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관과 결합될 수 있다.
4. 수익자에게 작위(Tun), 수인(Dulden) 또는 부작위(Unterlassen)가 지시되
도록 정하는 것(부담, Auflage);
5. 부담의 추후 채택･변경･보충의 유보.
③ 부관은 행정행위의 목적에 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3조(행정처분 부관의 허가적 성질 및 종류) 행정기관이 재량권이 있는 행정처
분을 하는 경우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재량권이 없는 경우 법률이 명확하게

대만 행정절차법

규정하거나 행정처분이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부
관을 붙일 수 있다. 앞 항의 부관이란 다음 각 관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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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관)

법률

조문
2. 조건
3. 부담
4. 행정처분 철회권의 유보
5. 부담의 사후 추가･변경의 유보
제94조(행정처분 부관의 제한) 앞 조의 부관은 행정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
니 되며 해당 행정처분 목적과의 연관성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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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1. 일정한 부관을 부가하려는 경우에 어떤 부관을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요?

이런 문제는 주로 조건을 부가하거나 부담을 부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건
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합
니다. 조건의 성취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것을 정지조건이라 하고, 조건의
성취가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요건이 되는 것을 해제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실
제에 있어서 부담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관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여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를 그 조건의 성취에 의존
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의 경우에는 그 성취 여
부와 관계없이 일단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은 부담에 따른 작위, 부작
위, 급부, 수인의 의무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의 경우가 상대방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부관의 부가 시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에, 철회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 철회권 유보사유가 발생하면 철회사유가 발생한 것이어
서 행정청은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아무런 제한 없이
곧바로 철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철회의 제한이론인 이익
형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221) 따라서 철회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
이의 이익형량이 필요합니다.

221) 박균성, 행정법론(상), 2021, 3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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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
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
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제18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관한 직권취소에 적용되는 일반조항이다. 개
별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제18조가 적용된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란 －비록 위법
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나 감독청222)이 성립 당시의 위
법을 이유로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223) 이러한 점에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이후의 사실･법상황의 변화 등을 이유로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인
행정행위의 철회와 구별된다. 두 제도는 성립 당시의 하자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정
의 발생인지에 관한 제도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취소의 효과가 미래효적일 수
있는 등 다른 차이점은 상대적이다.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를 포괄(광의의 취소)
하는 상위개념으로 행정행위의 폐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제18조의 취소는 행정청에 의한 직권취소로서 법원에 의한 쟁송취소(판결)와는
구별된다. 쟁송절차의 결과물인 쟁송취소에서는 적법성(또는 합목적성) 회복만이

222) 「행정기본법」에 감독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종래 학설은 감독청은 취소를
명할 수만 있다는 소극설과 감독의 목적달성을 위해 취소권을 갖는다는 적극설로 나뉘고 있으나 「정부조직
법」과 「지방자치법」에 감독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
기 때문에 그 논의 실익은 없다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홍정선, 앞의 책, 143면
223) 행정청에 직권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여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 직권취소신청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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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점이 되기에, 주장된 위법사유(또는 부당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이 판단기
준이 된다. 즉, 사정판결(재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익형량의 관점이 배제되어
야 한다.224) 반면 직권취소의 경우 또 하나의 행정행위로서 당연히 행정목적을 함
께 포함시켜야 하므로 이익형량의 관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는 개념과 그 실행구조가 분명히 구별됨에도 불
구하고 현실의 실정법제도에선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현행
입법례는 철회를 포함한 폐지의 의미에서 (광의의) 취소를 규정한 경우가 많은바,
그 법적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본법」은 취소와 철회를 구별하고 있는
데, 이를 계기로 앞으로 개별법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련 용어에 대한 정비
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Ⅱ. 조문의 내용
1. ‘취소사유’
(1) 취소사유로서의 위법성
취소는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전제로 한다. 위법성은 주체상의 하자, 절
차상의 하자, 형식상의 하자 그리고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에 관한 학
설과 판례상 논의가 그대로 통용된다.225)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18조제1항은 이를 명시한 것
이다. 개별법상에 취소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또한 개별법상의 취소사유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립 당시에 위법하면 직권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직권취소는 전부취소 또는 일부취소도 인정하고 있는데,
일부취소는 발령된 처분이 분리가능하고, 취소 후 남는 부분이 적법하며, 취소 후

224)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225) 독일 행정절차법 제44조는 행정행위가 어떠한 경우에 단순위법이고, 어떠한 경우에 무효인지에 관한 구체적
인 모습을 성문화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에서도 우리 판례의 정리된 내용만이라도 반영하는 등의 과제는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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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부분을 행정청의 의사로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226)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보호규범설의 차원에서는 권리침해와 행정처
분의 위법성간에 견련관계(관련성)가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직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주관적 권리침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행
정처분이 위법하지만 그 위법성이 상대방의 권리침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즉, 행정
처분의 상대방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
청은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성립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의 의미에서 철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만, 성립 당시에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하자 없는 다른 행정행위로 전환된 때에는 위
법성이 없어지므로,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지 않는다. 계속효(繼續效)를
가지는 처분이 성립 이후에 법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위법하게 된 경우에 취소의 차
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철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는데, 계속
효(繼續效)를 가지는 처분의 경우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은 소송경제적 이유에서 판
결시설을 취하는 견해도 있지만,227) 그에 관계없이 철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인허가의 의제와 관련하여 의제된 인허가가－ 주된 인허
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위법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취소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취소사유로서의 부당성
취소사유에는 위법성 외에 부당성이 있다. 독일 행정절차법의 취소규정(제48조
제1항)은 ‘위법성’만을 문제 삼는데, 우리는 부당성을 취소사유로 추가하였다. 여
기서의 부당성은 행정심판에서 다투어지는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기본적으로 같
다. 부당성의 문제는 합목적성의 문제로 재량 차원에서 제기된다.
합목적성이란 궁극적으로 실체적 합당성인데, 여기에는 경제성, 대민접근성, 수
용성, 효과성, 능률성, 신빙성, 실용성, 친환경성과 같은 비법적인 타당성이 고려될
226) 홍정선, 앞의 책, 145면
227) 정하중, 행정법개론, 789면; 김중권, 행정법, 2021, 7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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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법적인 고려사항이 자칫 -이익형량의 요청으로 어느 정
도 억제되기는 하겠지만－ 취소권의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
히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분명한 위법성이 아닌 부당성을 이유로 그것이 취소되면
취소의 상대방은 자신의 초기 투자에 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취소사유로서의 부당성은 위법성에 견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228)

2. ‘이익형량의 요청’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재량(취소자유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에 대한 고려가 중
요해지면서 제18조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이익형량(신뢰보호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대한 이익형량)이 필
요함을 명시하였다. 다만, 신뢰보호 가치가 없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제18
조제2항 단서)에는 이익형량의 요청은 배제된다.
한편 제18조제2항은 이익형량의 요청만을 의무화한 것일 뿐, 어떠한 상황에서
취소권이 행사되어야 할지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
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
이다.229) 여기서 중요한 잣대가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의 신뢰보호 원칙이다.

3. ‘취소권 행사의 절차와 그 효과’
(1) 취소권 행사와 그 절차
법원에 의한 쟁송취소는 소극적 형태(가령 일부취소로서의 소극적 변경)를 띄는
반면, 직권취소는 취소의 효과가 고정되지 않으며, 일부취소는 물론, 적극적 형태
(가령 적극적 변경)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의 범위는 쟁송취소에서는
일부취소판결처럼 취소범위가 위법의 범위에 의해 정해지는 반면, 직권취소에서

228) 이러한 제한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성이라는 취소사유가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29)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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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행위가 어느 정도로 취소될는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취소가 독
립적이며 부담적 행정행위인 이상, 행정절차법에서 요구되는 절차규정(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취소가 소극적 변경이든, 적극적 변
경이든 같다.

(2) 취소의 효과
취소의 효과는 원래 소급효가 원칙이다. ‘소급하여’는 처음부터 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즉 처분의 발령시점부터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230) 독일과는 달리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의 효과(소급효나 미래효)를 선택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견해는 취소의 효과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이익형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행정청이 나름의 판단에
따라 취소의 효과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의 당부는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될 수
있다.231) 물론 취소결정에서 효과 발생시점을 특별히 정해 놓지 않으면 소급효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판례에서 취소와 철회의 효과를 소급효와 미래효로 대비
시킨 것232)에서 취소의 경우에만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8조제1항은 명문으로 취소의 소급효와 미래효의 가능성을 모두 규
정하였다. 다만, 미래효는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수익적 행정행위가 소급하여 취소되더라도 형법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에 따라 처벌가능한 행위의 가벌성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직권취소로 인해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행
정청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설과 판례로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다.233)

230) 홍정선, 앞의 책, 145면
231) 기본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취소의 효과를 미래효로 보되, 신뢰가 보호가치
가 없거나 과거에 완결한 법률관계 또는 법률사실을 제거하지 않으면 취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 2021, 360면).
23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 등
233) 홍정선, 앞의 책,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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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문제
1. 취소의 대상 및 불가쟁력과의 관계
취소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즉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고려된다.
행정행위가 무효이면 행정청이나 법원에 의한 무효 확인만으로 충분하고, 행정행
위의 실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행정청은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의 의미
에서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를 할 때에는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제기 가능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불가쟁력은 직접적으로 수범자 등에게만 미치며 처분청
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감독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새로운 행정행위를 발한다는 차원에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취소권 행사의 주체 문제
종래 처분청과 감독청이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취소에 관한 법
령상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와 결부하여 － 특히 직권취소와 관련해서 － 여러 의
견이 있다.234) 행정행위의 취소는 처분청이 자신이 행한 행정행위를 스스로 부정
하는 것이어서,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의문이 없다. 판례 역시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235) 감독청의 취소의 경우 법
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에 그
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234) ⅰ) 처분청과 감독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근거가 요구된다는 입장, ⅱ) 모두 근거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입장,
ⅲ) 처분청과 감독청을 구분하여 전자에서는 근거가 불필요하지만, 후자에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23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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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에서의 시간적 제한의 문제
취소는 법적 효과의 소멸이어서 실권의 법리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시간적 제한
이 있다고 할 것이다.236)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237)에 따른 실권의 법리를 고려
해야 한다.238) 다만,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언제까지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는 있지 않은바, 이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다.

4. 손실보상의 문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및 철회)가 수범자(수익자)에게 책임 없는 하자에 기인
한 것일 때에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실보상이 문제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상대
적으로 강하게 통용되는 철회의 경우 여러 개별법239)에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
다.240) 수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철회권 유보 사유의 발생이나 부담 불이행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지만, 행정행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 상황의 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 가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손실보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241)

236) 독일 행정절차법에서는 실권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제48조 ④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정당화하는 사실(취소사유)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취소는 알게
된 후 1년 이내에만 허용된다. 이것은 제2항제3문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용되지 아니한다.
237)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
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38)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판결을 고려하여 3년 정도를 시한으로 보는 경향인데, 그 판결이 30년 훨씬
전에 나온 것인 점에서 시한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1987년에 입법예고 되었던 행정절차법안
은 행정청이 위법한 수익처분을 안 날로부터 1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내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하면서도 사기, 강박, 증･수뢰 기타 당사자 등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
었다.
239) 「도로법」 제99조, 「하천법」 제77조, 「수산업법」 제81조 등

240) 여기서 실현방법이 문제되는데,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면 손실보상청구권은 당연히 공법적 절차(행정소송)가
적용되나, 그렇지 않으면 가령 수산업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실현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2478 판결).
241) 과거 1987년의 행정절차법안에서 명문규정을 두었는데, 「행정기본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행정
기본법」에서 개선ㆍ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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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 행정행위의 취소 문제
제3자효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래의 수범자를 기준으로 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같이 이익형량의 요청
에 따라 수범자를 상대로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제한이 가해진다. 이익형량
에서는 수범자의 이익과 공익만이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대개의 주민민원 건이 보여주듯이, 제3자의 이익이 수범자의 이익을 압도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제3자의 이익은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이익형량을 할
때에는 공익의 차원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수범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이러한 3자관계에서도
통상적인 양자관계와 마찬가지 정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립된 사익의
충돌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양자관계에서보다 －상대적으
로－ 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제3자효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하
면 수범자와 관련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강하게 미칠 수 있다.242)

6. 행정처분의 취소의 취소･철회 문제
행정행위의 취소가 독립된 행정행위인 이상, 이들에 대한 취소나 철회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원래의 취소처분의 취소･철회를 계속 허용할 것인지 여부
와, 취소처분을 취소･철회하였을 때 원래의 행정행위가 그대로 복귀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행정행위를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처분의 취소의 취소ㆍ철회는 행정법 관계의 명확화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1
회적으로만 허용하고 2회 이상의 취소나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판례는 처분의 취소가 취소ㆍ철회되면 당초 행정행위 및 그에 따른
행정법관계가 도로 소생하는 것으로 보거나,243) 그렇지 않고 처음의 취소나 철회
로 기왕의 행정행위가 소멸된 이상 새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
다.244) 판례상의 차이점은 사안의 다름에서 비롯되는데, 전자의 경우 원래의 행정
242) 김중권, 앞의 책, 806면
24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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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수익적 행정행위(이사취임승인처분)인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부담적 행정
행위(병역처분, 과세처분)이다.

Ⅳ. 관련 판례
① 직권취소의 법리와 쟁송취소의 법리의 관계: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처분청이 수
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② 직권취소의 법리: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
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
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
청행위 때문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
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
고 2009두14934 판결 등 참조).”
③ 직권취소에서 전부취소의 위법성: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정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도로관리청
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하는 것
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
이러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위와 같은 흠이 있다는 이유로 유효하게 성립한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이 경우

244)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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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소급적 직권취소를 하려면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및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
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Ⅴ. 관련 외국 입법례
법률

조문
제48조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Rücknahme eines rechtswidrigen Verwaltungsaktes) ① 위법한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도, 장래효적으로 또
는 소급효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 권리 또는 법적으로 중요한 이익
을 성립시켰거나 확인한 행정행위(수익적 행정행위, begünstigender
Verwaltungsakt)는 제2항부터 제4항의 제한에 따라서만 취소될 수 있다.
② 1회적･계속적 금전급부 또는 가분적 물적 급부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요건이 되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하고 있고, 그
의 신뢰가 취소의 공익과 형량해서 보호가치가 있으면,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익자가 제공받은 급부를 사용했거나, 수익자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또는 수
인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고서만 되돌릴 수 있게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는, 신뢰에

독일 행정절차법

원칙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다. 수익자는 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주장할 수 없다.
1. 악의적인 사기 또는 강박이나 뇌물에 의하여 행정행위를 얻은 경우;
2. 중요한 관계에서 틀리거나 불비한 기재에 의하여 행정행위를 얻은 경우;
3.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알고 있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3문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효적으로 취소된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관계
인이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하여서 입은 재산상 불이익에 대하여 그의 신뢰가 공
익과 비교해서 보호가치가 있으면, 신청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제
2항제3문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의 불이익은 관계인이 행정행위의 존
속으로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될 수 없다. 보전되어야 할 재산
의 불이익은 행정청에 의하여 확정된다. 청구권은 1년 이내에만 주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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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그 기간은 행정청이 관계인에게 이에 관하여 지적한 때부터 즉시 진행된다.
④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정당화하는 사실(취소사유)을 알게 된 경우
에, 그 취소는 알게 된 후 1년 이내에만 허용된다. 이것은 제2항제3문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통용되지 아니한다.
⑤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행정청이
취소에 관해 결정을 한다; 이것은 취소되어야 할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청에 의하여
발해진 경우에도 통용된다.
제117조(행정처분의 철회 및 철회 제한) 위법한 행정처분은 법정 구제기간이 지난
뒤 기존의 처분을 한 기관이 직권으로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
다.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 기관도 처분의 철회에 대하여 같은 권한이 있다. 다만,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처분의 철회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대만행정 절차법

2. 수혜자가 제119조에 열거된 신뢰보호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에 따라 보장하는 이익이 행정처분의 철회로 수
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큰 경우
제118조(행정처분 철회의 효력) 위법한 행정처분은 처분이 철회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공익의 수호 및 수혜자의 재산상 손실 방지를 위하여 처분
을 철회하는 기관이 별도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날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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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1. 실정법을 보면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를 구별하여 규정한 법률보다는 그렇지 않은
즉, 취소만으로 규정한 법률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취소는 행정처분이 발해진 당시부터 즉, 행정처분의 성립 당시부터 위법한 경우를 대상
으로 하고, 철회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행정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령 취소는 자격이 없는 자가 허위서류와 같은 부정
한 방법으로 허가를 얻은 경우에 그 허가의 효력을 성립 당시로 돌아가서, 즉 소급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반면 철회는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음주운
전과 같은 법 위반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이제부터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취소는 수익
적 행정처분이 발해져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발해진 상황에 해당하므로, 취소의 경
우에는 철회보다는 이익형량에서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취소를 통해 얻을 이익(공익)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즉, 사안이 취소인지 철회인지에 따라 이익형량의 모습이 달라
져야 합니다.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나 철회를 언제까지나 할 수 있나요?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사유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취소와 철회는 시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에 취소와 철
회의 시간적 제한을 두는 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실권의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법 위반이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
의 일환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이 철회될 경우에는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행정기본
법」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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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한 다음에 이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원래의 수익적 행정처분이 그대로 부활하는지, 아니면 새로이 그 수익적 행
정처분을 공식적으로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 문제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
서 이러한 취소의 취소는 1회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침익적 행정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왜냐하
면 판례에 의하면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새로이 해당 행정처분이 발해질 필요 없이
그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가 취소되면 그 즉시 원래의 수익적 행정처분이 발해진 상황이
회복됩니다. 반면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새로이 그 행정
처분이 발해지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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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처분의 취소와는 달리 행정행위(행정처분)의 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
를 성립 이후의 사실･법상황의 변화 등을 이유로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취소가 하자의 시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행정행위의 철회는 변화
된 사정에 맞춰 행정행위를 변경(폐지를 포함한다)하는 것이다. 처분을 발령할 당
시에는 적법ㆍ타당한 행위였을지라도 현재의 법이나 사실관계와 모순관계에 놓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모순을 시정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245) 제19조는 적
법한 처분의 철회에 관한 일반규정이다. 따라서 개별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고, 개별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제19조가 적용될
것이다. 종래 법적인 근거가 없이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
려할 때, 제19조는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관계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
다.246)

245) 홍정선, 앞의 책, 149면
246) 홍정선, 앞의 책,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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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문의 내용
1. 철회 사유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247) 일반적으로 철회 사유로는, ⅰ) 행
정행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ⅱ) 행정행위의 기초가 된 법 상황의 변경,
ⅲ) 철회권 유보사유의 발생, ⅳ) 부담 불이행, ⅴ) 법령상의 의무 위반, ⅵ) 그 밖에
우월한 공익상의 필요를 드는데, 이러한 철회 사유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
우248)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철회사유만으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었고, 판례는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었다.249)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에 철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
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은 없을 것이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되
지 않은 일반적인 철회 사유로 드는 철회권 유보 사유의 발생과 부담 불이행의 경우
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철회 사유가 된다.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다른 철회사유가 동원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포괄
적 철회 사유로 볼 수 있으나, 적극적인 공익 실현 차원에서 접근하여 철회를 남용
할 경우 신뢰보호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제
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250)

2. 철회에서의 이익형량의 요청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도 취소의 경우처럼 제한을 받는다. 판례는 취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익형량의 요청을 요구하고 철회의 공익이 우월한 경우 철회권의 행
사를 정당하다고 본다.251) 제19조제2항은 취소에서와 같이 이익형량의 요청을 명

247) 따라서 적법한데 부당하다 하여 행하는 철회는 그 자체로 문제되지 않는다.
248) 그 예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들 수 있다.
24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250) 철회의 남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독일 행정절차법 제49조제2항제5호(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
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경우)와 같은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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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하였지만, 원칙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보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의 경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신뢰보호 원칙이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처음부터 충돌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취소에서의 이익형량적 접근을 철회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
리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비록 제19조제2항이 취소의 경우와 같다고 하더라도 개
개의 철회 사유에 비추어 구체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의 목적과
는 달리- 제19조제2항이 행정청이 이익형량을 내세워 철회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행정행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법 상
황의 변경의 경우, 사후에 발생한 사실이나 변경된 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
정행위를 발하지 않았을 것이며, 철회하지 않으면 공익이 위태롭게 되어야 그 철회
가 정당화될 수 있다.
철회권 유보의 경우 그 철회권유보가 적법하고, 철회 자체가 실체적 근거에 비추
어 정당화되어야 비로소 철회가 행해질 수 있다. 부담 불이행의 경우에는 필요성
(최소개입)의 원칙과 상당성의 원칙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중요하
지 않은 부담의 불이행만으로 기존의 허가를 철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법
령상의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철회권 행사의 절차와 그 효과
철회 시에도 「행정절차법」상 절차규정(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이 적용된
다. 철회의 효과는 철회 시점부터 앞으로 발생(미래효)한다.252)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상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와 연계되듯이- 실

251)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등: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
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
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252) 다만, 보조금 지급의 철회 등의 경우처럼 철회의 미래효를 예외 없는 원칙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법령의 사후변경이나 우월한 공익상의 필요와 같은 철회 사유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철회의 미래효
를 수정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수범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법령상의 의무 위반, 부담 불이행이나 철
회권 유보사유의 발생의 경우에는 철회의 미래효를 수정하는 것이 과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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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상으로 상관관계에 있는 다수의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하나의 취소나 철회가
있으면 그 효과는 직접적 대상에만 미치고, 상관관계에 있는 다수의 행정행위에 대
해서는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53) 당연히 –상관관계에 있는 행정
행위를 별도로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듯이- 간접적인 차원에서는 효과를 발생시
킬 수 있다.
철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즉 철회의 의미가 무의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철
회의 소급효를 긍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판례는 철회의 소급효에 대해 매
우 엄격한 입장에 있다.254)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제19조제1항은 장래를 향하
여 철회할 수 있다는 미래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개별법 규정이 없
으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철회의 효과를 소급시킬 수는 없다.

Ⅲ. 적법한 처분의 철회 관련 문제
1.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문제
「행정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은 취소와 철회의 대상을 수익적 행
정행위에 국한하지 않았기에,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는 재량사항(취소･철
회의 자유의 원칙)이다. 재량권 행사는 이익형량을 전제로 하므로, 취소권 및 철회
권의 행사는 수익적 행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이익형량을 거쳐야 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서와는 달리, 부담부 행정행위의 취소에서 국민은 행
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취소를, 행정청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처분
의 유효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적
합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역시 재량사항(철회자유의 원칙)이다.255) 그러나 부담
253)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25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이에 대한 비판으로 김중권, 2018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
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58호, 2019. 5. 30., 1-43면
255)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ⅰ) 동일한 내용의 부담적 행정행위를 새로이 발할 수밖에 없는, 즉 그 부담적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이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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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정행위의 취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철회자유의 원칙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
되어 철회 의무를 성립시킬 수 있다. 특히 계속효를 갖는 부담적 행정행위에서 기
초가 되는 사실과 법 상황이 바뀌었을 때 철회가 고려된다. 즉, 사실적 법적 관계가
바뀌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 행정행위의 발함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철회가
행해져야 한다. 특히 행정행위가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고 사실과 법 상황의 변경으
로 기본권 제한의 요건이 소멸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은 그런 ‘위법하게 된’ 행정행위의 철회를 요구하며, 여기서 법적 안정성의 원칙은
그 반대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변
경에 관해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는 데 극히 소극적인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256)
아직은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를 신청한 것을 거부한 것(또는 부작위)을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이다.257)

2. －특히 운전면허에서의－ 일괄철회의 문제
기본내용이 동일한 허가나 면허를 법률이 허용된 범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종류
로 나누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운전면허인데, 판례상 운전면허의 일괄철회가 다투
어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면허의 발급, 취소나 철회 등의 법적 취급은 개별적 접근
이 원칙이다. 판례 역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취득한 경우 철회(취소)권 행
사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철회(취소)사유가 공통되면 여러 면

의 요건이 충족한 경우
ⅱ) 행정선례에 의한 행정의 자기구속,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 행정행위의 특성, 일반적 법원칙 등에 배치될
경우
256) 이례적으로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938 판결은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비용의 산정 메커
니즘의 흠결에 따른 권리보호의 공백과 같은 문제상황을 지적한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한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였다.
257)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문제는 행정청의 취소･철회 의무의 문제인데, 독일의 경우 소송요건상의
문제(재량축소에 관한 상론 김중권, 행정재량의 축소에 관한 고찰, 현대공법학의 재조명(김남진 교수 정년기
념논문문집), 법학논집(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호, 1997. 8., 57-107면)가 없다. 우리도 조리상의 신청
권을 인정하여 소송요건의 차원에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본안의 차원에서 그 당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소송요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떠한 경우에 ‘재량의 영으로의 축소’가 성립(행정청의 취소 또는 철회 의무 발
생)하는지가 문제된다.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성만으로는 기존의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할 의무를 성립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 당초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적으로 수인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 202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허를 전부 철회(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258).
운전면허의 일괄철회는 철회사유의 공통성을 전제로 한다. 오토바이를 훔쳤다
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는 공통성을 지
닌 음주운전에서의 일괄 철회이다. 특히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음주운전을 이유
로 생업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제1종의 대형면허 등을 철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다. 개개의 운전면허의 독립성에서 가분적 접근이 가능한지가 핵심이다. 종래 판례
는 －이륜자동차를 위한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별도로 가진 자의 경우－ 이륜자동
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철회(취소)나 정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59) 그런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은
별도의 제2종 소형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제1종 모든 면허 및 제2종 보통･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만으로도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25cc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한 데 대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운전
면허까지 철회(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Ⅳ. 관련 판례
① 비교형량의 실례-운전면허철회: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
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
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
7606 판결 등 참조).

25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259)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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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
제37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1조제1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
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
의 처분을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별표 3]에서는 일반적 감경 규정
을 두어,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
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개인택시운
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필요적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대법
원 2012. 7. 26. 선고 2011두28431 판결 참조).”
② 철회효과의 소급효 문제: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1]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의미함이 원칙이다. 반면,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원
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취소는 평가인증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법적 성격은 평가인증의 ‘철회’에 해당한다. 그런데 행정청이 평가인증을 철회하면서 그 효
력을 철회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소급하게 하면, 철회 이전의 기간에 평가인증을 전제로 지급
한 보조금 등의 지원이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가 예정한 법적 불이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청이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
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
요하다.”
③ 운전면허철회에서의 일괄철회의 문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
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
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
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갑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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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갑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며,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갑이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
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Ⅴ. 관련 외국 입법례
법률

조문
제49조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Widerruf eines rechtmäßigen Verwaltungs
-aktes) ①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도, 적법한 침익적 행정행위는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장래효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행정행위가 새로이 발해질 수밖에
없거나 또는 다른 이유에서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도,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효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
1. 철회가 법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거나 또는 행정행위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
2. 행정행위에 부담이 부가되어 있고, 수익자가 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독일
행정절차법

에게 과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행정청이 추후에 발생한 사실에 의거하면 행정행위를 발급하지 아니할 법한 경
우 또는 (사실변경과 관련해서)260) 철회가 없으면 공익이 위태롭게 될 경우;
4. 행정청이 바뀐 법규정에 의거하면 행정행위를 발급하지 아니할 법한 경우(이 경
우 수익자가 받은 이익을 아직 사용하지 않거나 행정행위에 의거하여 급부를 아
직 받지 않아야 한다) 또는 (법변경과 관련해서) 철회가 없으면 공익이 위태롭게
될 경우;
5.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경우. 제48조제4
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③ 1회적･계속적 금전급부 또는 특정목적 이행을 위한 가분적 물적 급부를 제공하

260) 이것은 행정절차법 본문에는 없지만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Stelkens/Bonk/Sach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9. Aufl. 2018, § 49 Rn.71. 제4호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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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거나 또는 그것을 위한 요건이 되는 적법한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급적으로도 철회
될 수 있다.
1. 급부가 사용되지 않거나, 제공된 직후 바로 사용되지 않거나, 행정행위상의 특
정목적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2. 행정행위에 부담이 부가되어 있고, 수익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에게 설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8조제4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④ 행정청이 다른 시점을 정하지 않는 한, 철회된 행정행위는 철회가 효력을 발생하
면서 동시에 실효하게 된다.
⑤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행정청이 철
회에 관해 결정을 한다; 철회되어야 할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청에 의하여 발해진 경
우에도 또한 그러하다.
⑥ 제2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수익적 행정행위가 철회되는 경우에, 행정청은
관계인이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하여서 입은 재산상 불이익에 대하여 그의 신뢰
가 공익과 비교해서 보호가치가 있으면, 신청에 기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48조
제3항제3문부터 제5문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손실보상에 관한 쟁송을 위해서는
통상의 권리구제절차가 주어진다.

대만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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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비수익적 처분의 폐지) 비수익적이며 합법적인 행정처분은 기존의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그 행정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다만, 해
당 처분의 폐지 후에도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거나 법에 따라 해당 처분을 폐지해서
는 아니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3조(수익적 처분의 폐지) 수익적이며 합법적인 처분이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처분을 한 행정기관은 직권으로 해당 처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폐지할 수 있다.
1. 법규에서 처분의 폐지를 허용하는 경우
2. 기존의 처분을 한 기관이 행정처분 폐지의 권한을 보류하는 경우
3. 행정기관이 부담을 부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으나 수혜자가 해당 부담을 지
지 아니하는 경우
4.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규 또는 사실이 처분 뒤에 변경되어서 해당 처분
을 폐지하지 아니하면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경우
제124조(수익적 처분을 폐지하는 권한의 제척기간)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폐지 권
한은 그 처분을 폐지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뒤 2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25조(행정처분 폐지의 효력) 합법적인 행정처분은 해당 처분의 폐지가 확정되면
폐지하는 때부터 또는 처분을 폐지하는 기관이 지정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고 본다.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질의 ･ 답변

1. 개별법에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수익적 행정처
분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상황인 경우 행정청은 그 수익적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있나요?
판례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에,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행정기본법」 제19조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에 더 이상 법적 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법률적 근거가 문제되지 않더라도 철회의 법리에 따른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철
회하였다면 그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에는 이익형량의 요청이 따르고,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이 내려지는데, 이익형량의 요청을 제대로 하였
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철회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즉 철회가 기속행위가 아닌 한, 철회는 행정청의 재량사
항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1조가 분명히 하듯이, 행정청은 재량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 즉 저울질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바르게 재량행사를 하였다
면 그 사실을 처분서에 나타내야 합니다. 즉 수익적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사실을 알리
면서, 즉 행정절차에서 사전통지하면서 그 서류에 수익적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상실할 이
익(즉, 철회로 인한 불이익)과 철회를 통해 행정이 얻을 이익(철회로 인한 공익)을 나름 최
선의 다해 저울질했다는 것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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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행정 내부 조사수단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행정과 국민 간의 의사소
통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
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능형 횡단보도용 교통안전 시스템’은 전혀 다른 상황을 낳게
될 것이다.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직접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
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리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자연인에 의한 지배를 바탕으
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의 행사에서의 인공지능의 도입은 특히 민주적 정당성
의 차원에서 문제를 당연히 야기한다. 사람의 통제 가능성이 배제된 채 순전히 기
술적으로 생성된 행정결정은 사람에 대해 곧바로 적합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인공
지능 기반의 처분의 경우 사람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결정단계(시스템의 자기학습
단계)가 민주적 정당성에서 문제될 수 있다. 행정청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 행정처분을 자신이 발하는 경우처럼, 행정처분의 형성과정의 일부 단
계를 자동화하는 것(부분 자동행정행위)은 그 자체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민
주적 정당성 및 법률유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단계가 아니라 행
정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경
우에는 민주적 정당성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제20조는 이러한 민주적 정당
성 및 법률유보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소한 것이다.261) 기능적 측면에서 행정은
“국가공동체라는 범주내의 거대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일종이다. 완전자동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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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입법화는 비단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을 넘어 행정의 자동화의 차원에서 새
로운 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과 기계, 양자의 공생
(Symbiose)의 차원에서 행정법의 체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제20조는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적 처분에 관한 입법적 기준을 마
련한 것이다.262) 또한 기속행위에 대해 자동적 처분을 도입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자동적 처분이 도입되어 국민의 기본권
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Ⅱ. 조문의 내용
1.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행정처분
제20조 본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이 발
령될 수 있다는 점을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지능형 교통신호, 과세부과, 자동차등
록결정 등이 도입 가능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에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컴퓨터와 같은 자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완결적으로
만들어진 이상, 최종적으로 사람이 행정처분을 행하거나 자동장치가 직접 행정처
분을 행하거나 법적 평가에서 다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의 ‘완전히 자
동화된 시스템’은 단지 행정처분의 발급의 모든 단계가 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경
우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기계의 자기학습을 상정하여 행정처분의 발
급단계가 프로그래밍된 경우를 포함한다.

261) 국회 심사과정에서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으로도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자동적 처분은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정리되었다.
262) 홍정선, 앞의 책, 1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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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상 근거 필요
제20조에 근거하여 자동적 처분의 발급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자
동적 처분에 관해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허용된다.263) 자동적 처분을 법률
에 도입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264)

3. 자동적 처분의 한계(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제20조 단서에서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자동적 처분의 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하나의 바른 결정만이 고려될 수 있어 자동적 처
분을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
한 처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265)

263) 독일 「행정절차법」 제35조의a가 법률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는 법규정에 의한 허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문
헌들은 본질성 이론의 차원에서 법률에 의해 허용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264) 홍정선, 앞의 책, 156면 및 159면 참조. 이 글에서는 자동적 처분에 관한 법률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① 당사자의 절차법적 권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할 것, ② 개별 사안의 특수성 반영이 이루어질 것, ③ 재량행위
에 자동적 처분이 도입되지 않도록 할 것, ④ 알고리즘의 안정성과 적법성이 보장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265) 참고로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학습농력에 따라서는 완전자동화가 가능할 수 있음에도
재량행위의 경우 제외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법에 자동적 처분을 도입하려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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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적 처분 규정 도입 시 고려사항266)
제20조에 자동적 처분을 도입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서 자동적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절차적 권리가 약해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거
나 다른 절차적 보완 방안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
다. 또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자동적 처분이 반영할 것인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자동적 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손해배상책임 원칙이 그대로 적
용되기에 한계(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의 인정 등)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에 대한 보완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관련 외국 입법례
법령명

규정
제24조(직권조사원칙) ① 행정청은 직권으로 사안(사실관계)를 조사한다. 행정청
은 조사의 방법 및 범위를 정한다 ; 행정청은 참여자의 제시와 증거신청에 구속되
지 아니한다.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급하기 위하여 자동장치(automatische
Einrichtungen)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별경우를 위하여 행정청은 자동절차에서
조사되지 않은, 참여자의 중요한 사실진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5a조(행정행위의 완전히 자동화된 발급) 법규정에 의해 허용되고, 재량이나 판

독일 행정절차법

단여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행정행위는 자동장치에 의해 완전히 발해질 수 있다.
제41조(행정행위의 통지) 제2항의a 전자적 행정행위는 참여자의 동의와 함께, 참
여자나 그의 수임자에 의해 공공용네트워크를 통해 호출됨으로써 통지된 것으로
될 수 있다. 행정청은 호출이 정당한 사람의 신분확인 이후에만 가능하고 전자적
행정행위는 그것에 의해 저장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여야 한다. 행정행위는 호
출된 날에 통지된 것으로 여겨진다. 행정행위가 준비에 관한 통보를 발송한 이후
에 10일 이내에 호출되지 않으면, 그 준비는 종료된다. 이 경우에 통지는 실현되

266) 제20조에 자동적 처분 도입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인공지능을 활요한 자동적 처분에 대한 연구와 검토
를 지속하여 학계, 법조계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행정기본법」 제20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211 |

제3편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

법령명

규정
지 않는다; 호출을 위한 새로운 준비나 다른 방식의 통지의 가능성은 이와 무관하
게 인정된다.

독일 사회행정

제31a조(전적으로 자동화된 행정행위의 발령) 직무담당자에 의해 개별 사건이 처

절차법

리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행위는 완전히 자동화된 설비에 의해 발령될 수 있

(연방사회법전

다. 행정청이 행정행위 발령을 위해 자동화설비를 활용하는 경우 자동화 절차를

제10권)

통해 조사되지 않을 수 있는 당사자의 중요한 사실적 사항을 고려해야만 한다.
제31a조(전적으로 자동화된 행정행위의 발령) 직무담당자에 의해 개별 사건이 처
리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행위는 완전히 자동화된 설비에 의해 발령될 수 있
다. 행정청이 행정행위 발령을 위해 자동화설비를 활용하는 경우 자동화 절차를
통해 조사되지 않을 수 있는 당사자의 중요한 사실적 사항을 고려해야만 한다.
제150조 ⑦ 공적 서식 또는 데이터전송을 통해 전송되는 공적 데이터세트를 통한
신고에 의해 제155조제4항제1문에 따른 전적으로 자동화에 기반한 세액확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는 서식의 관련 부분 또는 신고를
위한 데이터필드에 직무담당자가 처리해야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사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여야 한다.
제155조 ④ 직무담당자에 의해 개별 사건이 처리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과세관청

독일 조세기본법

은 갖고 있는 정보와 납세의무자의 제출내역을 근거로 전적으로 자동화에 기반하
여 세액확정･조세공제액 산정･사전예납 산정 및 이에 대한 수정･취소･철회･폐
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도 그러하다.
1. 세액확정･조세공제액 산정･사전예납 산정에 결부된 행정행위의 발령･수정･
취소･철회･폐지･변경
2. 연방재무부 또는 최상위 주 재무관청의 일반적 명령이 있는 경우 법 제120조에
따라 부관부로 세액확정･조세공제액 산정･사전예납 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무담당자에 의한 처리는 특히 납세의무자가 서식의 관련 부분 또는 신고를 위
한 데이터필드에 법 제150조제7항에 따른 사항제출을 하는 경우에 이루어진
다. 전적으로 자동화에 기반한 행정행위의 발령의 경우 행정행위의 발령 및 통
지에 관한 의사표시는 기계적 처리가 종료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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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1. 법률적 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완전 자동적으로 발한
경우, 그 행정행위는 무효인지 단순 위법인지요?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그 행정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행정기본법」
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법률적 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완전 자동적으로 발한
경우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능형 횡단보도용 교통안전 시스템’에 원인불명의 장애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경
우에,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요?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은 집행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인
공지능 시스템의 장애와 관련해서 원인이 확인될 수 없으면, 엄격히 말하면 현행법상으로
는 국가배상책임 인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에 자동적 처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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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1조 (재량행사의 기준)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제21조는 행정청에 재량이 있는 처분, 즉 재량행위인 처분을 할 때에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여 재량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행정
의 재량행사에 대한 일반규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행정 실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행정의 재량행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이다.
다만, 재량과 관련된 학설상 논의 양상이 다양하고, 종래 행정행위, 행정계획, 공
법상 계약, 행정입법 등 여러 행정작용의 형식별로 재량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처분에 한정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한 일반규
정을 도입하였다.

Ⅱ. 조문의 내용
1. ‘재량이 있는 처분’의 의미
(1) 재량행위의 의미
행정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법 효과의 선택과
결정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를 ‘재량행위’라 한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개념으로 법 효과에 대한 재량과 구별하여 법령 요건 부분의
불확정개념을 해석･적용할 때 행정청이 지니는 판단의 자유영역을 ‘판단여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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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① 시험･인사평정과 같은 ‘비대체적 결정’, ②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전문
가로 구성된 독립된 합의제기관이 내리는 ‘구속적 평가결정’, ③ 환경행정･경제행
정 등의 영역에서 장래의 발생할 위험 등의 사태를 예상하여 내리는 ‘예측결정’, ④
경제･사회･문화 등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형성적 결정’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재량과 판단여지의 성질을 같은 것으로 파악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나, 판례는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성질의 것으로 파악한다.267)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대해서 종래 이른바, 요건재량설과 효과재
량설 등이 제시되어 왔으나, 현재는 법률규정의 형식, 취지･목적, 행정행위의 성
질, 기본권 관련성, 공익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
반적이다. 판례 역시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
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
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파악하여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268)
즉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우선 법규의 체재･형식 및 문언에 따라서 처
분의 근거규정이 ‘… 하여야 한다. / …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파악할 수 있고,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 경우와 같이 법문의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법문의 표현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처분의 성질(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 기본권 관련
성 및 공익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267) 대법원ﾠ2008. 12. 24.ﾠ선고ﾠ2008두8970ﾠ판결(공무원임용의 경우); 대법원ﾠ1992. 4. 24.ﾠ선고ﾠ91누6634
판결(교과서검정의 경우) 등
268) 대법원ﾠ2001. 2. 9.ﾠ선고ﾠ98두17593ﾠ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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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구별에 대한 대략적인 경향성은 다음과 같
다. 우선 전통적으로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침익적 처분은 기속행위로,
수익적 처분은 재량행위로 보아 왔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
는 차원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등은 재량행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
기도 하다. 수익적 처분과 관련해서도 강학상 허가는 기속행위로, 강학상 특허는
재량행위로 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정의 자의적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속행위로, 공익 관련성이 큰 경우에는 행
정의 탄력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량행위로 볼 가능성이 크다.
한편 판례는 ‘기속재량행위’라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중간영역을 인정하고 있
다. 다만, 이에 대해 학설의 주류적인 입장은 기속재량행위를 재량행위에 대한 재판
통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된 과도기적인 관념으로 파악해 왔다.
따라서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통제의 대상이 되고,
기속재량행위는 그 성격상 사실상 기속행위와 구별할 이유가 없음을 들어 별도로
기속재량행위를 인정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판례가 아직까지 기속재량행위라는 별도의 영역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행정현실에서도 이에 대한 개념과 주요한 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 할 것
이다. 기속재량행위는 원칙상 기속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인
허가나 신고의 수리 등을 거부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채광계획인가,269)
불법전용산림신고지산림형질변경허가처분,270) 사설납골당설치허가,271) 사설납
골시설설치신고 수리,272) 주유소등록273) 등이 판례상 기속재량행위로 제시된 바
있다.

269) 대법원ﾠ2002. 10. 11.ﾠ선고ﾠ2001두151ﾠ판결
270) 대법원ﾠ1998. 9. 25.ﾠ선고ﾠ97누19564ﾠ판결
271) 대법원ﾠ1994. 9. 13.ﾠ선고ﾠ94누3544ﾠ판결
272) 대법원ﾠ2010. 9. 9.ﾠ선고ﾠ2008두22631ﾠ판결
273) 대법원ﾠ1998. 9. 25.ﾠ선고ﾠ98두7503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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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법원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법심사의 방식 및 범위와 관련하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할 실익이 있으나,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특히 부관의 부가와 관련
하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
우선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도 재량권의 범위에서 처분
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이나 처분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요하는 부관, 즉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기속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그에 대응
하여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행위를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없
는 이상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 부분에서 기속행위와 재량
행위를 구별할 실익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효과 제
한적 부관이 아니라 철회권의 유보는 붙일 수 있고, 별도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에는 효과 제한적 부관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2항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 ‘관련 이익의 정당한 형량’의 의미 - 재량권 행사의 기준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고, 그 재
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전자의 위반을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넘은 재
량권의 남용이라 하고, 후자의 위반을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은 재량권의 일탈로
구분한다. 이를 재량권의 일탈･남용 혹은 재량하자로 통칭할 수 있다. 그에는 명확
한 법 규정의 위반, 사실오인, 행정의 법 원칙 위반, 절차 위반, 재량권의 불행사･해
태, 목적 위반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
행정청은 처분과 관련하여 재량을 행사할 때 관련되는 다양한 유형의 이익을 정
당하게 형량해야 한다. 이러한 이익에는 처분의 상대방인 사인과 관련된 이익뿐 아
니라, 처분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이익과 처분을 통해서 추구될 공익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이 포함된다. 그리고 관련 이익의 정당한 형량을 그르친 것에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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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경우인 재량권의 불행사도 포함한다.274)

3. 재량하자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청이 제21조에 따른 재량행사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 재량의 일탈･남용
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은 제36조(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37조(처분의 재심사)를 통한 구제절차를 추가적으로 새
롭게 마련하였다. 그리고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쟁송취소의 대상
이 된다.

Ⅲ. 관련 판례
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대법원ﾠ2018. 10. 4.ﾠ선고ﾠ2014두37702 판결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
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
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
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기속재량행위: 대법원ﾠ2002. 10. 11.ﾠ선고ﾠ2001두151ﾠ판결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재량권의 불행사: 대법원ﾠ2019. 7. 11.ﾠ선고ﾠ2017두38874ﾠ판결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
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
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
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

274) 대법원ﾠ2019. 7. 11.ﾠ선고ﾠ2017두38874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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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법령
법률

조문

행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

소송법

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Ⅴ. 관련 외국 입법례
법령명

규정
제10조(행정재량의 한계) 행정기관이 행사하는 재량권은 법으로 정하여진 재량범

대만 행정절차법

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법규를 통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목적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제40조 재량

독일 행정절차법

재량에 따라 활동하도록 행정청에 수권이 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재량을 수권
의 목적에 상응하게 행사하여야 하고, 재량의 법률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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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법률에서 ‘…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상 기속행위로 볼 수 있나
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으로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은 법규의 체재･형
식 및 문언입니다. 다만, 여기서 법규의 형식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그 행위의 주체는 마
땅히 ‘행정청’일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예컨대, 「건축법」 제11조제1항이나 「식품위생
법」 제37조제1항과 같이 ‘… 하려는 자는 … 허가를 받아야 한다.’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즉 행정청이 아니라 사인(私人)이 주체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설령 ‘…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형식을 근거로 곧바로 기속행위로 파
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
업 영업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행위로 판단되기는 합니다만, 이는 처분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고, 법규의 형식만을 근거로 한 판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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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
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 2021. 9. 24.]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제2조제5호). 제
재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에 해당하므
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한 요건에 따라 행하여질 것이 요청된
다. 제22조는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할 사항과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275)

275) 법안 논의과정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상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에 대해 제재처분의 원칙을 규정할 필요
가 있으며, 이는 제재처분의 명확성 요청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다른 행정법령
에 대한 규범적 척도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재처분시 고려할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산정 시 고려사항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종
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시행규칙(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종래 판례는 그 법
적 성질이 행정규칙(재량준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
명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음을 들어 하위법령에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들을
「행정기본법」에 직접 규정하기로 하였다.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는 대법원ﾠ1993. 6. 29.ﾠ선고ﾠ
93누5635ﾠ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이와 비교할 때, 제재처분의 기준이 시행
령(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판례는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파악하여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ﾠ1997. 12. 26.ﾠ선고ﾠ97누15418ﾠ판결, 대법원ﾠ2001. 3. 9.ﾠ선고ﾠ99두5207ﾠ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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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문의 내용
1. 제재처분의 입법사항(제22조제1항)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재처분 법정주의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서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22조제1항은 이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은 제재처
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입법적 기준으
로서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행사의 기준과는 구별된다. 제재처분의
입법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처분의
근거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76)

(2) 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제재처분의 주체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닌 행정청’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재처분의 주체인 행정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제재처
분의 사유는 ‘법령등에 따른 의무의 위반이나 불이행’을 말하는데(제2조제5호), 법
률에서 모든 것을 다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근거 규정만 두는 경우도 있다. 제재처분의 상한 역시 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규
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대상인 의무의 성질이 유사하면 그
276)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제재처분의 사유가 되는 경우(영업정지처분과 과태료,
과징금과 과태료)에 중복적으로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에 대한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행정기본법」을 보완하는
것 또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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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제재처분의 유형과 상한 역시 유사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 사이에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제재처분 시 고려사항(제22조제2항)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1) 적용대상
제22조제2항은 제재처분 중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 필수적으로 고려
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기속행위인 제재처분을 할 경우에
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고려사항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①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② 위반행위의 결과, ③ 위반행위의 횟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도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④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 및 그 정도, ⑤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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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판례
1. 제재처분의 근거에서 규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
헌법재판소ﾠ2016. 6. 30.ﾠ선고ﾠ2015헌바125, 290(병합)ﾠ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제재처분의 본질적인 사항인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기간, 방법을 직접 규정
하고 있으므로, 제재처분의 본질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인 제재처분의 기준이 하위법령에 위임된 경우의 법규성(구속력)
구체적인 제재처분의 기준이 하위법령에 위임된 경우, 판례는 시행규칙(부령)에 위임된 경우와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된 경우의 법규성을 달리 파악하고 있다. 판례는 ① 제재처분의 기준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기준을 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규칙(재량준칙)의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
는 것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② 제재처분의 기준이 시행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파악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절
대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대법원ﾠ1997. 12. 26.ﾠ선고ﾠ97누15418ﾠ판결), ③ 현재
는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인정되는 처분기준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으로 그 태도가 완화되었다.
① 제재처분의 기준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대법원ﾠ1993. 6. 29.ﾠ선고ﾠ93누
5635ﾠ판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
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
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제재처분의 기준이 시행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대법원ﾠ1997. 12. 26.ﾠ선고ﾠ97누
15418ﾠ판결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은 법 제7조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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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법원ﾠ2001. 3. 9.ﾠ선고ﾠ99두5207ﾠ판결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 제2항에 따
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
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
이다.”

Ⅳ. 관련 법령
법률

조문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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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
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
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 2023. 3. 24.]
부칙 제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Ⅰ. 조문의 취지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이는 법
률관계의 불안정한 상태를 조속하게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척기간
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영속적
인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하고자 하는 제도인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판례는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중
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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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추
상적 권리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권리행사 태만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
며, 또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추상적 권리가 실현되므로 기간 진행의 중단ㆍ정지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고 하였다.277)
법령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장기간 제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간 제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재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를 형성한 상태에서 뒤늦게 제재처분이 부과되면
기존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침해될 수도 있다. 그런데 형사소추권
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에 반하여, 행정의 제재처분에 대
해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시간적 제한을 두는 제도가 없었다. 종래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등 일부 법률에서 제재처분(과태료 등)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예는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적 근거 규정은 없었다. 판례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
거한 ‘실권의 법리’에 따라 이 문제를 규율해 왔다.
제23조는 법적 안정성의 보장과 신속한 제재처분 집행의 유도라는 차원에서 제
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278) 향후에는
개별법에 제척기간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
는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행정청은
제척기간이 지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없으면
해당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제제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처분권자인 행정청이 그 권한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
률관계의 불안정한 상태를 신속히 확정시키고, 당사자의 신뢰보호 및 행정의 법적

277)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278) 법안 논의과정에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되, 그 적용대상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뚜렷한 것으로서 기존에 제척기간을 규정한 다수의 입법례에서 채택한 ‘제재처분’만으로 한정
함으로써 전면적 도입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발생일, 위
반행위 종료일, 처분가능일, 조사개시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날 등을 두고 논의한 결과, ‘위반행위 종료일’
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판결 후 재처분을 할 경우의 제척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는데, 단기간의 제척기간으로 인한 행정청의 부담이 가중되고 규범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
하여 그 제척기간을 연장하였고, 합의제행정기관은 독임제 행정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처분에 걸리는 시간
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2년의 재처분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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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279)
또한 개별 법률에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기간
과 기산점, 제척기간 적용 제외 사유, 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 등에
관해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취지와 맞는지 또는 같은 법 제23조와 달리 규율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법률을 보완ㆍ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조문의 내용
1. 제척기간의 적용대상 및 기간(제23조제1항)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1) 제척기간의 적용대상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은 ‘법령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다. 여기서 ‘법
령등’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제재처분’(제2조제5호) 중
에서도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
징금 부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였다. 제재처분 중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적 성격이 뚜렷한 것으로서 기존의 다른 입법례에서 제척기간 제도를 채택하고 있
는 처분들이다. 따라서 적용대상으로 특정된 제재처분이 아니면 제23조의 제척기
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23조제1항은 제척기간을 도입하더라도 제
척기간의 적용대상을 제재의 성격이 뚜렷한 처분에 한정함으로써 제척기간을 전
면적 도입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280)
279) 홍정선, 앞의 책, 173면
280) 「행정기본법」에의 제척기간의 전면적 도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및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재처분의 종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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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산일 및 기간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그 기간은 기산일부
터 ‘5년’이다. 5년의 제척기간에 대한 계산은 행정의 기간 계산에 관한 「행정기본
법」 제6조의 설명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종래 판례가 인정해 왔던 “실권의 법리”는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
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
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
미한다.281) 즉 실권의 법리는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기준일은 ‘행정청이 제재처분
을 할 수 있는 날’이 된다.
그런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
고, 그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경우 처분 상대방의 권리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제23조제1항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 규
정하여 제척기간을 행정청의 인식 여부에 연동시키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처분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82)

다양하면서도 그 경중에 차이가 있고, 제척기간 도입 시 법령등의 위반행위의 적발 가능성에 따라 법 규범력의
유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제척기간을 도입한 입법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81)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282) 독일 ‘행정절차법’은 수익적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의 취소 및 적법한 경우의 철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해
당 취소 및 철회의 제척기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행정청은 행정청이 ‘위법한 수익적 행정
행위의 직권취소･철회를 정당화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8조제2항, 제
4항, 제49조제4항). 이와 같은 1년의 제척기간은 양 법제의 기산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기간에
비추어 일견 다소 짧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독일 법원은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해야
하고,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을 완전히, 제한 없이, 그리고 의
심의 여지없이 알아야 해당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그 기산점 및 제척기간의 완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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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척기간 적용의 효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청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제1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
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따른다.
그리고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 상대
방이 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제척기간의 경과 여
부를 조사해야 한다.

2. 제척기간의 적용 제외 사유(제23조제2항)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3조제1항에서 법적 안정성 및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제재처분의 제척기
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였으나,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혹은 공익
상 제재처분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제척기간의 적용
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제23조제2항은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
사유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위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부당한 업무방해의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경우 등 4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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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결･판결 후 새로운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제3항)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
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
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재결 및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 특례
행정심판의 경우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
을 기속하며(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이른바 취소재결 및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다. 이러한
기속력은 행정청에 대해 재결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쟁송의 당사자인 행정
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일단 이루어진 제재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면 행정청은 제재처분을 취소한 재
결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제재처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취소재결이나 취소판결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
한 후이면 행정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문
제가 있다. 따라서 제23조제3항은 제척기간과 재결ㆍ판결에 따른 재처분 간의 모
순을 해소하기 위해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새로운 제재처분
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제재처분의 기간
행정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
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
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당 행정청
이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독임제 행정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처분에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재처분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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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제척기간 규정과의 관계(제23조제4항)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
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별 법률에서 제척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과 관련하여 적용상 우선순위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제23조
제4항은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의 규정과 다른 제척기간, 즉 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283) 다른 법률
에서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행정기본법」 제23조를 적용
한다.

Ⅲ. 관련 판례(실권의 법리)
①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원고는 1983. 4. 5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
어 당시 형사처벌(벌금)을 받았으나 피고로부터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
업무(영업용택시)에 종사하여 왔음을 엿볼 수 있는 바, 피고가 원고의 판시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 7. 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 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은즉 이
는 원고가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원고에게 매우 가혹하다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판시 위반행위가 판시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원고가 입게
될 위 불이익에 견줄 바 못된다 할 것이다.”

283)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항을 고려하여, 제23조와 다른 제척기간을 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면 「행정기본법」 제23조의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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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283 판결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위 교통사고로 말미암
아 위 사고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터이니, 자신이 별
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가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
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면,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라고
하여, 피고가 바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위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들고 있는 당원 1987.9.8. 선고 87누373판결은 이 사건과는
면허의 대상, 위반행위 후 취소처분시까지의 기간, 취소가능성 예상의 정도 등을 달리하는 사안
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③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
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
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허가 받은 때로부터 20년이 다되어 피고가 그 허가를
취소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취소사유를 알고서도 그렇게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1985. 9. 중순에 비로소 위에서 본 취소사유를 알고 그에 관한 법적 처리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연구검토가 행해졌고 그러한 사정은 원고도 알고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로써 본
다면 상대방인 원고에게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심어준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니
피고의 처분이 실권의 법리에 저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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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법령
법률

조문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
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의2(제척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82
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
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건설산업

1.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 위반의 경우 해

기본법

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2. 제82조(제1항제1호･제8호･제9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제10호는 제외한다)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3. 제8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
제18조(자격정지처분) ① 특허청장은 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제5조의3제
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변리사법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
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

공인중개사법

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14.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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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외국 입법례
법령명

규정
제48조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
(2) 1회적･계속적 금전급부 또는 가분적 물적 급부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요
건이 되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하고 있고, 그의 신
뢰가 취소의 공익과 형량해서 보호가치가 있으면,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익자
가 제공받은 급부를 사용했거나, 수익자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또는 수인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고서만 되돌릴 수 있게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는, 신뢰가 원칙적으
로 보호 가치가 있다. 수익자는 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주장할 수 없다.
1. 악의적인 사기 또는 강박이나 뇌물에 의하여 행정행위를 얻은 경우;
2. 중요한 관계에서 틀리거나 불비한 진술에 의하여 행정행위를 얻은 경우;

독일
행정절차법

3.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알고 있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3문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효적으로 취소된다.
(4)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Rücknahme)를 정당화하는 사실을 인
지한 때에는 그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만 직권취소가 허용된다. 제2항제3문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
(2) 행정청은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 철회가 법령에 의해 인정되거나 행정행위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
2. 주된 행정행위에 부담이 부가되어 수익자가 이 부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설정
된 기한 내에 이행해내지 못한 경우, [중략]
5. 공익을 위해 중대한 손실을 예방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경우, 장래를 향해 전부 또
는 일부 철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제4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7조(행정처분의 취소 및 취소 제한) 위법한 행정처분은 법정 구제기간이 지난 뒤
기존의 처분을 한 기관이 직권으로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중
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만
행정절차법

1. 처분의 취소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2. 제119조에 열거된 신뢰보호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혜자가 해당하지 아
니하며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에 따라 보장하는 이익이 행정처분의 취소로 수호하
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큰 경우
제121조(취소 권한의 제척기간)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취소의 제척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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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규정
기존의 처분을 한 기관 또는 그 상급 기관이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
부터 2년까지이다. (생략)
제123조(수익적 처분의 폐지) 수익적이며 합법적인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처분을 한 행정기관은 직권으로 해당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폐지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124조(수익적 처분을 폐지하는 권한의 제척기간)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폐지 권
한은 그 처분을 폐지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뒤 2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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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질의 ･ 답변

1.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있은 후 그 위반상태, 즉 그 위반상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나요?

위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계속적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위법건축물에 대
한 시정명령 등과 같이 행정청으로부터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자가 이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면, 위법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건축법」의 위반행위는 종료되었지만 「건축법」의 위반상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설령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법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판례가 형법상 계속범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
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
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판단284)하거나, 민법상 계속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
서 민법 제76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285)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시 마찬가지의 취
지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2.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 제재처분은 법 제23조제1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에 한정
되나요, 예컨대 과태료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법 제23조제1항은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 제재처분을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척기간 제도의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그 외의 제재처분은 설령 그 성질상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하더라
도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84) 대법원ﾠ2006. 9. 22.ﾠ선고ﾠ2004도4751ﾠ판결
285)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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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태료는 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행정기본법」상 제척기간의 적용대상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서 별도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와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여기
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결국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19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3. 제척기간의 적용대상과 기간에 대한 제1항과 행정쟁송 종료 후 재결･판결에 따른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상충되지 않나요? 조문 간 상호 관계
가 궁금합니다.
제재처분에 대한 쟁송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판결이나 재결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3조제3항은 위의 상황에서 판결 등의 기속력으로 인한 행정청의 재처분의무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결이나 판결의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행
정기관은 2년) 이내에는 취소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이므로 제1항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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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제2절 인허가의제
행정기본법 제24조 (인허가의제의 기준)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
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
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
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
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시행일 : 2023. 3. 24.]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인허가의제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된 여러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인허가에 대한 국민 편익과 권리 제고에 그 취
지가 있다.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임으로
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1973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도입된 이후 100개가 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의제에 관한 내
용과 방식이 통일적이지 않았다.286)

286) 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2021. 4.),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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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허가의제에 관한 공통적이고 표준적인 규정은 없었다. 인허가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규정 방식･내용 등이 다르고, 관련 인허가의 절차적 요
건 준수, 사후 관리･감독 등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 국민과 일선 공무
원에 법 적용상 혼란이 있었다. 따라서 인허가의제에 대한 공통적인 절차와 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의
제 규정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의제 시 필요한 서류 제출(제2항), 관련 기
관과의 사전 협의(제3항),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 규정(제4항) 등 인허가의제에 필
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제24조는 인허가의제의 기준에 관한 일반규정이다. 개별 법률에 인허가의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개별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만약 개별 법률
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인허가의제의 기준에 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한다.
이번 「행정기본법」에서는 다수의 법률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
차를 우선 규정하였고, 개별 법률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이 필요한 부분 인허가의
제, 관련 인허가 근거 법률의 의무 부과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은 향후 입법과
제로 남았다.287) 또한 제24조에서 인허가의제에 관한 일반규정이 도입됨으로써
개별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의제 규정 중 제24조의 내용과 동일한 중복적인 사항은
삭제하고 제24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관계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기간,
협의간주규정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거나, 인허가의제 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
록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등 개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87) 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2021. 4.),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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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문의 내용
1. 인허가의제의 의의(제24조제1항)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
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은 인허가의제의 개념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즉 인허가의제란 “하
나의 인허가(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
허가(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인허가로 복수의 인허
가를 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 인허가의제인 만큼 엄격한 법정주의를 취하는 것은 당
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하천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하천점
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건축허가는 ‘주된 인허가’가 되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은 ‘관련 인허가’
가 된다.
이러한 인허가의제제도는 주된 인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
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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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 2011. 1. 209.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
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
하려는 것이다.”
②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제1항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
을 개시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2. 인허가의제 서류의 동시 제출(제24조제2항)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
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을 통한
인허가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는 주된 인허가 시에 의제를 받기를 원하는 관련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도 함께 제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
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지정한 날
짜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불가피한 경우’는 선행하
는 절차 또는 처분을 거치고 있거나 거치지 않은 등으로 사실상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88)

2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
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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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제24조제3항)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
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
(이하 “주된인허가”라 한다) 행정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
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
(이하 “관련인허가”라 한다) 행정청과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
정청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필요적 규정이며
강제규정으로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따라서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
의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도시개발법」 제
19조).289)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인허가의제에
관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의견제출(제24조제4항)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
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출할 수 있다.
289) 제19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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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제출 의무와 의견제출 기한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으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의견제출은 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인허가
의제 시 거쳐야 하는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한 것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아무런 의견을 제출
하지 않은 상태로 협의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협의기간이 지나면 협
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인허가의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
허가의제 제도를 두는 이유가 절차적 간소화에 있으므로,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의 난항으로 인한 관련 인허가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의견 미제출 시 협의간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의견을 제출해야 할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
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290))까지 협의 여부에 관
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인허가가 의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협의가 지연되어 인허가의제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할 경우
를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다.291)

29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부서의 민원 처리기간 회신기간에 관한 규정을 고려한
것이다.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①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
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ㆍ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
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ㆍ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
야 한다.
291) 만약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제 규정에서 협의간주 규정을 두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법에 그에
관한 사항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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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 협의의무의 한계(제25조제5항)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
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
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①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
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련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이하 이 조에서 “관련인
허가절차”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주
된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1. 관련인허가절차의 내용
2. 관련인허가절차에 걸리는 기간
3. 그 밖에 관련인허가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주된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된인허가를 하거나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주된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주된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
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 의의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으로부터 요청받은 협의사항에 대해
협의를 할 때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제5항은 이에 관한 명
시적인 규정을 둔 것이다.

(2)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주된 인허가 행정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
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협의를 해주도록 한 것이다.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입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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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에 대한 의제효과가 부여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에서, 판례(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는 “인허가 의제제도를
둔 취지는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지,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의제될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인허가에 대한 의제효과가 부여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
하였다.292)
다음으로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주체에 대해 「행정기본법」에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인허가의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된 인허
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에 대한 권한 행정청으로 볼 것이므로, 주된 인허가 행정청
이 관련 인허가 요건을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293)가 있으며, 다음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 의제 협의 시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에 따라 협의
를 해야 한다. 해당 법령에 따른다는 것은, 결국 해당 법령에 따른 실체적 심사를 하
여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더불어 관련 인허가
행정청도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실체적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제1항, 제57조제1
항, 제58조제1항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고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건축법 제
11조제1항, 제5항제3호, 제12조제1항의 규정 체제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292) 해당 판례는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
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
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293) 홍정선, 앞의 책,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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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
치･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
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
는 건축법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②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
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
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
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
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
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
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
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
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
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
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
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
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
는 것이 옳다.”

(3) 관련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
개별 법률에서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절차
를 거쳐야만 인허가의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그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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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요건 긍정 입장

절차적 요건 부정 입장

해석례 06-0390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116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시관리계획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정이 의제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 시 필요

의제되는 경우 도시계획 결정 시 필요한 중앙

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함.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해석례 11-0760

해석례 07-0360

사업 시행승인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의제

관광시설 조성계획 승인으로 도시관리계획 결

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도시계

정이 의제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한 주민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반드
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해석례 09-017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
업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되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등의 절차를 반드
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해석례 16-071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필요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제24조제5항 단서의 규정은 인허가의제 시 법률에서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거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인허가의제 시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관련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은 거치지 않아도 되고, 법률에서 특별히 인허가의제 시
에 심의･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294)에만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법률’은 주된 인허가를 규정하는 법

294) 그 예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4항을 들 수 있다.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
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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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과 관련 인허가를 규정하는 법률 중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
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내용, 절차에 걸리는 시간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하여, 인허가의제와 관련
한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였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인허가의제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변경이 있었던 때에도 또한 같다.

Ⅳ. 관련 판례
① 인허가의제가 동반되는 건축법상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
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
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
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
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
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
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
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
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
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
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
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
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
는 것이 옳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의 반대의견]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론을 택할 경우 헌법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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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중 하나인 국민의 자유권 보장에 문제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수리가 있어야만
적법한 신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예측 가능성 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형사처벌의 대상
이 불필요하게 확대됨에 따른 죄형법정주의 등의 훼손 가능성은 없는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그 원칙이 손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신고제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론을 통하여 여러 개
별법에 산재한 각종 신고 제도에 관한 행정법 이론 구성에 난맥상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의 측
면 등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다수의견의 입장을 따르기에는 그와
관련하여 해소하기 어려운 여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여러 기본적인 법원칙의 근간 및 신
고제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축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의 범위 등을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입법적 해결책을 통하여 현행 건축
법에 규정된 건축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종래 견해(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누12 판결,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468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908 판결 등 참조)를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② 관련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한 협의의 범위: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16305 판결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0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지원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데, 만일 사업시행승인 전에 반드시 사
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면
일부의 인허가의제 효력만을 먼저 얻고자 하는 사업시행승인 신청인의 의사와 맞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사업시행승인 신청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취지에 반하는 점, 주한미군 공
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43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제1항
에서 인허가의제 사항 중 일부만에 대하여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인허가의제 효
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 구 지원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제29조제1항,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원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하
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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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법령
법률명

조문

비고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
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
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서류 제출
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예외 인정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
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⑥ 시장･군수등은 제4항 및 제5
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

도시 및

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

주거환경

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

정비법

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분
인허가의제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
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④ 제3항에
주택법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
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
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충족

관련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
충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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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관련 외국 입법례295)
국가 (제명)

조문

비고

제42a조 허가 간주
(1) 허가가 신청되면 그것이 법규정에 의해 명령되어 있고 신청 기간 경과적
이 명백할 경우 결정을 위해 정해져 있는 기한의 경과로써 허가 의제효과 방식
된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행위의 존속력 및 법적 구제절차에 관
한 규정은 준용한다.
(2) 제1항제1문에 따른 기한은 법규정에 의해 상치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3개월이다. 그 기한은 완전한 서류가 접
독일
행정절차법

수됨과 동시에 시작된다. 기한은 사안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당
화되는 한에서 1회 적절히 연장될 수 있다. 기한연장에 대해서
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적시에 통지되어야 한다.
제75조 계획확정의 법적 효력
(1) 계획에 관련된 모든 공익을 고려하고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대규모 사업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포함하여 계획의 허용성이 확정된다. 계획 의 계획이 확정
확정에 부가하여 다른 행정청의 결정, 특히 공법상의 허가･인 되면 관련 허가･
가･승인･동의 및 계획확정은 필요하지 않다. 계획확정으로 인 인가 등 불필요
하여 계획의 주체와 계획에 관련된 당사자간의 모든 공법상의 (집중효)
관계는 법형성적으로 규율된다.

295)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독일의 입법례가 보이긴 하나,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인허가의제
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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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1. 인허가의제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주된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가요?

주된 인허가를 통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관련 인허가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상의 요청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의제 제도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을
통한 인허가 관련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의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주된 인허가 제출서류와 함께 관련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제24조제2항). 다만,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지정한 날짜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
니다(제24조제2항 단서).

2.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협의를 요청해 왔을 때 반드시 협의를
하여야만 하는가요? 그리고 협의가 지연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의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이 반드
시 인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인허가를 해줄 수 없
다면 그 사실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허가의제는 관
련 인허가를 면제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인허가 행정
청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 후 주된 인허가를 해야 합니다(제24조제3항).
행정절차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고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이 인허가의제 제도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협의절차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의 진행을 위해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의견제출 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제24조제4항). 만약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제24조제5항에 따
른 심의, 의견 청취 등 별도의 절차 진행이 있거나,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 연장
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협의에 20일 이상 걸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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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의 협의 요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인가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 법령을 위반하는 형태로 협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
24조제5항). 즉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반하여 협의
를 해 줘서는 안 됩니다. 관련 인허가의 경우도 해당 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은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 근거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의제는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만, 관련 인허가의 근거 법률이나 주된 인허가 법률에서 관련 인허가에 대한 일정한 절차
를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24조제5항 단
서). 그동안 관련 인허가 절차를 둘러싼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를 거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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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5조 (인허가의제의 효과)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
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시행일 : 2023. 3. 24.]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제25조는 인허가의제의 효력 발생 시점 및 인허가의제 효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25조는 인허가의제의 효과에 관한 일반법이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이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허가의제 효과에 관해서는 제25조가 적용된다.
주된 인허가와 관련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의제 효과의
범위를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되었거나 협의가 간주된 사항으로 명확히 하려
는 규정이다.

Ⅱ. 조문의 내용
1. 인허가의제 효과의 발생(제25조제1항)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
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항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사이에 관련 인허가에 관한 협의가 이
루어졌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된 사항에 한하여 인허가의제의 효과가 발생한
다. 협의가 누락되거나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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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데(제5조제1항), 「건
축법」은 인허가의제가 되는 사항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건축법」 제
11조제5항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제6항은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
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축허가(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의
제 협의를 하도록 하고,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가 발급되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한 관련 인허가에 대해 의제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2) 인허가 효과의 발생 시점
「행정기본법」은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허가에 대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래의 판례의 입장도 이와 같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구 항공법(2002. 2. 4. 선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1항, 제3항은 건설교통
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법령상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승
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제9호에서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
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내용, 형식에다가 인허가 의제 제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목적사업이 관계 법령상 인허가
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
면,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승인처
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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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 인허가 의제의 허용 여부
제25조제1항은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
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사이에 협의가 된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의제효과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의 입장 또한 같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16305 판결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0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지원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데, 만일 사업시행승인 전에 반드시 사
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면
일부의 인허가의제 효력만을 먼저 얻고자 하는 사업시행승인 신청인의 의사와 맞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사업시행승인 신청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취지에 반하는 점, 주한미군 공
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43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제1항
에서 인허가의제 사항 중 일부만에 대하여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인허가의제 효
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 구 지원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제29조제1항,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원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하
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위에서 인허가의제 협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과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는 비록 건축허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련 인허가 중 어느 하나의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발급하면서 해당 관련 인허가
에 대해서만 의제효과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아예 건축허가
의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고 본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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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5항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주가 건축
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각
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건축주는 건축행정청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 심사에도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침으
로써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할 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가 의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을 충족하였는지가 함께 심사되어야 한다.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건축법상 건축허가기준을 충족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은 법
질서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건축행정청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가 의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되고, 건축법상 건축허
가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
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누락된 채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발급된 경우에는 그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위법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건축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건축법상 건축허가 발
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2. 인허가의제 효과의 발생 범위(제25조제2항)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
허가에 한정된다.

제25조제2항은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명시된 관련
인허가’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제효과가 발생하는 범위에 관해 명
확히 규정하였다. 주된 인허가로 인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
에, 관련 인허가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효과에 한하는지 아

| 258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니면 관련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효과에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종래 판
례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효과에 한하여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하
였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
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
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25조제2항은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만
의제효과가 미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따른 재
의제는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즉, 인허가의제의 의제를 원칙적으로 인정
하지 않음으로써 인허가의제의 남용･오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조항이다.

Ⅲ. 관련 문제
1. 의제가 거부되거나 또는 의제된 관련 인허가에 대한 쟁송제기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하면서 특정 관련 인허가에 대한 의제효과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은 해당 관련 인허가에 대해 직접 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또한
의제효과가 부여된 관련 인허가 중 어느 것에 대해 다툼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관련 인허가에 대해 직접 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는 협
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제효과가 부여되는 경우와 일괄하여 의제효과가 부여되
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296)

296) 주된 인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규정하는 개별 법률도 있는데, 그 예로는 「문학
진흥법」 제23조제2항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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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제효과가 부여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사이에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제
효과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만일 행정청이 특정한 관련 인허가에 대한 의제효과를
부여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해당 관련 인허가에 대해 직접 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리고 의제효과가 부여된 특정한 관련 인허가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
은 해당 관련 인허가를 대상으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고, 각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
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의제
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직권 취소･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된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
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
당한다.”

(2) 일괄하여 의제효과가 부여되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건축법 제11조제5항은 건축허가가 발급되면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관련 인허가에 대해 일괄하여 의제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인허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발급하면서 해당 인
허가의 의제효과만을 배제해서는 안 되고 건축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을 내려야 한
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의 입장이다.
행정청이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관련 인허가(예: 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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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지 못함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건축불허가처분을 대상
으로 쟁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련 인허가(예: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이다.

대법원 2001.1.16. 선고 99두10988 판결
“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
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
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
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건축허가의 발급에 의해 일괄적으로 인허가의제 효과가 발생한 경
우에 의제된 특정 인허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인허가가 아니라
주된 인허가인 건축허가에 대해 쟁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2.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면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효력도 상실되는지 여부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면 의제효과가 부여된 관련 인허가도 모두 효력을 상실하
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행정기본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학설은 ①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면 의제된 인허가도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는
견해,297) ②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어도 의제된 인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
요한 경우에는 의제된 인허가는 효력을 유지한다는 견해298)가 대립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계획이 당연 무효이거나 법원
의 확정판결로 취소된다면 그로 인하여 의제된 사업인정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
았다.
297) 김중권, 앞의 책, 229면
298) 홍정선, 앞의 책,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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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
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대상 토지에서의 개발과 건축을 승
인하여 주고, 덧붙여 의제조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용 권한 부여와 관련한 사업인정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
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다면, 그로 인하여 의제된 사업인정도 효력을 상실한다.”

3. 관련 인허가의 의제효과 발생 후 의제된 인허가에 취소･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주된 인허가에 따라 관련 인허가에 대한 의제효과가 발생한 후 관련 인허가에 취
소･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그 인허가만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지가 문
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적어도 협의된 관련 인허가만 의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
련 인허가에 취소･철회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관련 인허가에 대한 취소･철회가 가
능하고, 이러한 직권 취소･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된다고 한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고, 각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
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의제
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직권 취소･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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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소위 말하는 ‘인허가의제의 의제(재의제)’는 허용되지 않는가요?

주된 인허가의 의제적 효력이 미치는 관련 인허가의 범위는 주된 인허가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된 인허가를 다시
관련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따라 의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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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6조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
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시행일 : 2023. 3. 24.]

Ⅰ. 조문의 의의
제26조는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주된 인허가 변경의 경우 관련 인허가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26조는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일반법으
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6조가 적용된다.
관련 인허가의 경우 누가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제26조제1항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
으로 보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Ⅱ. 조문의 내용
1.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필요 조치(제26조제1항)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허가의제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신속하고 빠른 인허
가 행정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관련 인허가로서 주된 인허가를 통해 인허가의제
가 이루어진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소관 업무인 관련 인허가 관
| 264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실체적 심사
및 협의를 거쳐 의제된 관련 인허가는 관련 인허가를 관리ㆍ감독할 권한을 갖는 행
정청이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
의제된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와 별도의 처분으로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의제된
인허가를 어느 행정청이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의제된
인허가와 관련된 사무는 원래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관할사무이기 때문에 관련 인허
가 행정청이 보다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인허가 행
정청은 해당 인허가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주된 인허가 후 변경의 경우(제26조제2항)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②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은 주된 인허가의 변경은 관련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
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허가의제에 관한 제24조, 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에 대해 변경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주된 인허가가 변경되면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변경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경과
관련하여 다시 인허가의제 당시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299)
주된 인허가의 변경은 관련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된 인허
가의 변경으로 관련 인허가에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
허가 변경에 대해 인허가의제 절차를 준용하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를 하도
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에서는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변
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으로부터
299) 예를 들어, 주된 인허가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후 집행과정에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변경
될 경우 의제된 농지전용허가(관련 인허가)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주된 인허가 변경으로 의제된 관련 인허
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인허가의 변경 등에 대해 다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홍정
선, 앞의 책, 1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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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인허가에 관한 변경 사실을 통보받으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인허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3. 세부사항의 하위법령 위임근거 마련(제26조제3항)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② 주된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
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된인허가를 하거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된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주된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
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인허가의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에 따라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 및 조정에 필요
한 경우 신속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필요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관
련 인허가 행정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내용 등을 주된 인
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인허가의 관리와 감독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하면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행
정청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의제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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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1.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할 때,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만 하는가요?
「행정기본법」 제26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했습니
다. 특히 관련 인허가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
는 행정청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주된 인허가가 변경되면 다시 인허가의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주된 인허가의 변경으로 관련 인허가
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다시 인허가의제 변경 관련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때 주된 인허가 변경도 “주된 인허가의 발급을 위해 거쳤던 절차”와 동일하게 거쳐야 하
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
라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267 |

제3편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

제3절 공법상 계약
행정기본법 제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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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
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공법상 계약) 행정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거쳐야 한다.
[시행일 : 2021. 3. 23.]
부칙 제4조(공법상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7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공법상 계약은 학설과 판례로 인정되
어 왔지만, 그 개념이 명확히 확립된 것은 아니었다. 학문적으로 공법상 계약 외에
행정계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행정계약은 ‘행정주체 상호간 또는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 행정목적
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계약’으로 정의되고 있었다. 행정계약 개념은 행정주
체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라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맺는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사법을 이원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은 적용 법리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소
송유형도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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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행위형식에 사법상 계약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제27조에서
는 ‘공법상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대체로 공법상 계약이라는 개념
은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54조에 따른 공법상 계약의 개념을 참고한 것이라고 이
해할 수 있다.

한편 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중 사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관련된 일반규정이 있지만,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규정은 그동안 없었다. 공
법관계에서도 계약이라는 행위형식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논의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권력관계가 행정법 관계의 중심이었던 때에는 행정주체의 우위성과
종속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법 관계에서 계약의 성립가능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부행정과 같은 비권력행정이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가지게 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를 부인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로 공법상 계약은 오늘날 경제행정, 특히 급부행정, 경제촉진 및 조성행정의 수단
으로서 활용가치가 높고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오늘날 공법상 계약의 유
용성으로 ① 경제행정상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②
사인을 행정의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합의에 의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으며, ③ 사
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불분명할 때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행정기본법」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은 이런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300)

300)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와 재논의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정을 거듭하였다. 다음으로 ‘행정행위에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의 경우는 개념이 이
론상 정립된 개념이라 보기 어렵고, 실무적으로 구체적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 조문화로 인하여 처분보다
절차나 통제 수단이 약한 행정계약으로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이론, 행정실무 및 판례
가 충분히 형성된 후 다시 입법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판례와 학설상 개념이 아직 확립
되지 않은 공법상 계약의 변경, 해지 및 무효를 규정하는 것은 계약 체결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안겨줄 우려가 제기되고 향후 공법상 계약에 관한 판례 및 행정실무의 축적과 이론적 발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아래의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및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비권력적 행정의 대표적인 행위형식인 공법상 계약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등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내용을 제정안에서 규율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39조(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및 무효) ①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은 공법상 계약이 체결된 후 중대한 사
정이 변경되어 계속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
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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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제27조는 「행정기본법」에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행정의 행위형식을 공식
적으로 규정한 점, 공법상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체결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으로 그 개념을 정의한 점에 큰 의의가 있
다. 제27조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법으로, 공법상 계약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개별 법률에 없으면 제27조가 적용된다. 제27조에 규정되지 않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301) 또한 제27조는 단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고 효력규
정이다.302)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청과 상대방은 제27조를 준수해야 한다.

Ⅱ. 조문의 내용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공법상 계약은 공 ･ 사법의 이원적
구분 및 독립된 행정재판소를 가진 독일에서 성립된 개념이다. 공법상 계약은 계약
이라는 점에서는 형식상 사법상 계약과 유사하나,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
고 공익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법상 계약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실제로 구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더욱 구별이 어렵다. 예를 들어 국가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시 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게 매우 불공정할 경우
2. 공법상 계약을 이행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③ 공법상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미리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
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법상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공법상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공법상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공법상 계
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301) 홍정선, 앞의 책, 195면. 또한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02) 홍정선, 앞의 책,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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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수반하는 매매, 임대차,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
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므로 예산에 의
한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
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자체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둘러싼 법적 분
쟁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른다.

①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하 ‘국가 등’)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
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
를 바가 없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
여야 하는 등(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
칙적으로 적용된다.”
②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
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
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
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
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
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 행정사건의 심리절차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특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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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면 심리절차 면에서 민사소송 절차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
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이유는 없
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관련 법령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그
러한 계약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 .”
④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시설 위탁운영협약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이 사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사인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위탁운영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으로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대판 2017. 1. 25. 2015다205796 등 참조).
…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위탁운영비용 정산의무의 존부는 민사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송
물로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소송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
하였더라도, 행정사건의 심리절차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절차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공법상 계약의 유형
당사자를 기준으로 공법상 계약에 따른 유형은 크게 행정주체 간 공법상 계약,
행정주체와 사인 간 공법상 계약, 공무수탁사인과 사인 간 공법상 계약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행정주체 간 공법상 계약
국가와 공공단체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에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체결되
는 계약이다. 하천이나 도로와 같은 공물의 관리나 경비의 부담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이에 해당한다(예: 「도로법」 제24조, 「하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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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주체와 사인 간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빈번한 형태는 행정주체와 사인 간 공법상 계
약이다. 영조물의 이용관계 중에서도 이용관계가 강제되고 이용의 대가를 사용료
의 형태로서 부과하여 체납 시에는 국세징수법 등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
에는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유형에 해당하는 공법상 계약의 예로
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
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협약,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 환경
관리협약 등을 들 수 있다.

(3) 공무수탁사인과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
공무수탁사인과 사인 간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의 예는 그리 많지 않다. 토지보
상에 관련된 법에 따른 협의취득 및 보상 협의와 관련하여, 이는 토지수용의 전 단
계이고 사업시행자는 순수한 사인이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이기 때문에 학설은 공
법상 계약으로 보기도 하나, 판례는 이를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협의취득의 성질: 대법원 2004. 9. 24. 선
고 2001다68713 판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의 협의취득 및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으로서, 이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3.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
「행정기본법」 제27조제1항은 공법관계에서도 오늘날에는 권력행정 못지않게
비권력행정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법상 계약을 허용하는 일반적 규정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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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관점에서 공법상 계약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데, ① 공법상 계약은 근거법규에 의하여 그 체결과 성립이 명시적으로 수권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부정설도 있지만, ②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과 마찬
가지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이러한 긍정설에 따르더라도, 모든 행정영역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공법상 계약
이 가능하다고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행정행위에 갈음하기 위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며, 침익적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공법상 계약의 한계
공법상 계약은 법령 등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법률우위의 원칙, 제27조제1
항). 공법상 계약의 대상이 기속행위인 경우 계약 당사자는 법에 규정된 대로 합의
를 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며,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 법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공법상 계약의 한계와 관련하여, 제27조제1항 후단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문서의 형식이라는 형식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법상
계약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요건
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법상 계약이 ‘공법적’이라는 점에서 계약 내용의 공익 적
합성 및 계약의 투명성 등을 준수할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5.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공법상 계약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적 자치에 기반한 사
법상 계약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공법상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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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체결 및 절차
공법상 계약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행정주체가 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일
방적으로 정하고 상대방은 계약의 체결 여부만을 정하는 부합계약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이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강제될 수
도 있다.
공법상 계약은 법률에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
에서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다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승인 또는 협
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거치도록 하였다.

(2) 계약의 변경 및 해제
공법상 계약의 경우 그 계약 내용이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주체가 일방적
으로 공법상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상대방의 경우는 공익
상의 사유가 아닌 한 계약 해제권이 제한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303) 참
고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304)은 계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시 계약당
사자 어느 한쪽에게 매우 불공정할 경우는 행정청이 아닌 계약상대방에게도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되, 공익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권은 행정청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아직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학설이나 판례가 확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

303) 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안과 관련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행정청 및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 변경권을 부여하면서 행정청의 계약 해지권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 상대방의 계약 해지권이 인
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공법상 계약의 대상이 공공재화나 서비스 생산인 만큼 사인의 해지권
을 인정할 경우 공공이익을 저해할 수 있으나, 계약의 본질은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전제로 한
다는 점에서, 계약 상대방에게는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청에게만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견이 있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공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법률
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개념이 확립되
지 않은 ‘공법상 계약’의 방식이나 변경, 해지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이 있었다.
304)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60조(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조정과 해지) ① 계약내용의 확정에 중요하였던 관계들
이 계약체결 이후 일방 계약 당사자가 원래의 계약 내용 확정시 예측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본질적으로 변경되
었다면,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변경된 관계들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거나,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조정을 승낙하
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청은 또한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법령이 다른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한다. 계약의 해지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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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므로, 그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에 대해서도 학설과 판례를 통해 더 보완될 필
요가 있다.

(3) 행정쟁송절차
공법상 계약에 관한 쟁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인 당사자소송에 따라
야 할 것이다. 판례도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전에는 공법상 계약을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기
한 경우 각하하였으나, 지금은 행정법원에 이송하여 당사자소송으로 계속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어서 계약의 성격을 잘못 판단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이유
로 소가 각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①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한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법원 1995.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
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 단원의 복
무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정년제가 인정되고,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등 서
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
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의 법적성질과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쟁송방법: 대법원 1996.5.31. 선
고 95누10617 판결
“현행 실정법이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관할 도지사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
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
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
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
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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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은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행정청으로서 공권
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광주광역
시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Ⅲ. 관련 문제 :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의 구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공법상 계약은 의사의 대등성을 전제로 복수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
로 성립하는 쌍방행위인데 반해서, 행정행위는 행정주체의 우월한 일방적 의사결
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예: 공물사용
의 특허･공무원의 임명)는 표면적으로는 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이나 동의는 행정행위의 요건에 불과할 뿐 신청이나 동의에 따르는
행정행위는 행정주체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므로 그 법적 성질은 행정행위
이다(쌍방적 단독행위).
판례는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인지 계약상 행위인지는
관계 법령의 구체적 규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
체로 판례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법률관계 종료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는 처
분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계약에 근거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행위로 보고 있다. 다
만, 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
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
여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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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판례
①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의사표시가
처분인지 또는 공법상 계약관계의 의사표시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
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
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
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1] 공공기관운영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1]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2항과 그 하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구체적 사
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
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제5조), 그중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2]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제재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
리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공기관과 그 거래상대방이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
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여러 거래업체들과의 계약에 적용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특
수조건 등의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방에게 그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
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③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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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이때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해당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
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
여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함이 타당하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
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를 향후 일정 기간 입
찰에서 배제하는 조항으로서, 공적 계약의 보호라는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해당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부정당행위는 공기업･준정
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정당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87. 1. 20. 선고 89누63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판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
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를 향후 일정 기간 입찰에서 배제하는
조항으로서, 공적 계약의 보호라는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해당 부정당업자를 제재
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려면 그 부정당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
⑤ [1]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
[2] 준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 업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9433 판결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2] …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
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여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私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
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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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특히 요청조달계약에 있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으려면 그에 관한 수권의 근거 또는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
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제2항은 국가계약법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수권 취지가 포
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준정부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 업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구 국가계약법 제27
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
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
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수권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규
정을 두고 있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의 수권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의하여서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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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외국 입법례
법령명

규정
제4장 공법상 계약 (Teil Ⅳ. Öffentlich-rechtlicher Vertrag)
제54조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Zulässigkeit des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es)
공법영역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계약에 의하여 성
립･변경･폐지될 수 있다(공법상 계약). 특히, 행정행위의 발급에 갈음하여 행정청은
행정행위가 발해졌을 수범자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5조 화해계약(Vergleichsvertrag)
사안이나 법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상호 양보를 통해
제거시키는 제54조제2문상의 공법상 계약(화해)은, 행정청이 의무에 적합한 재량
에 따른 불확실성제거를 위한 화해체결이 합목적적이라고 보는 경우에, 체결될 수
있다.
제56조 교환계약(Austauschvertrag)
① 계약의 상대방이 행정청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제54조제2
문상의 공법상 계약은, 반대급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계약에서 체결되어 있고 행
정청의 공적 임무의 이행을 위하여 행정청에 이바지하는 경우에, 체결될 수 있다. 반

독일 연방행정
절차법

대급부는 전체 사정에 비추어 상당하여야 하고, 또한 행정청의 계약상의 급부와 실
체적인 상관관계에 있어야 한다.
② 행정청의 급부에 관한 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발급함에 있어
제36조에 따른 부관의 내용이 될 수 있는 반대급부만이 합의될 수 있다.
제57조 서면형식(Schriftform)
공법상 계약은 법규정에 의해 다른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체결
하여야 한다.
제58조제3자･행정청의 동의(Zustimmung von Dritten und Behörden)
① 제3자의 권리에 개입(제약)하는 공법상 계약은 제3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에,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② 법규정에 따라 그 발급에 있어서 다른 행정청의 인가(추인)･동의･합의가 요구되
는 행정행위에 갈음하여 공법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이 계약은 다른 행정청이
법규정에 규정된 형식으로 협력한 이후에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제59조 공법상 계약의 무효(Nichtigkeit des öffentlich-rechtlichen Vertrages)
① 민법규정이 준용되어 무효라고 해석될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② 또한 제54조제2문상의 공법상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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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규정
1. 상응하는 내용의 행정행위가 무효일 경우;
2. 상응하는 내용의 행정행위가 제46조의 절차･형식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위법하
지는 않고 이를 계약당사자가 알았던 경우;
3. 화해계약의 체결을 위한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응되는 내용의 행정
행위가 제46조의 절차･형식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위법하지는 않을 경우;
4. 행정청이 제56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반대급부를 약속하게 한 경우.
③ 계약의 일부만이 무효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없는 때에는, 그 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제60조 특수한 경우의 계약의 조정과 해지(Anpassung und Kündigung in
besonderen Fällen)
① 계약내용의 확정에 기준이 되었던 관계가 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원래 계약상의 규율의 고수가 기대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던 경우에
는, 이 계약당사자는 계약내용을 변경된 관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Anpassung)
을 청구할 수 있거나,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다른) 계약당사자에게 기대될 수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청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
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법규정에 의해 다른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해지는 서면형식을 필요로
한다. 해지에 대해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61조 즉시집행을 따르는 것(Unterwerfung unter die sofortige Vollstreckung)
① 모든 계약체결자는 제54조제2문상의 공법상 계약으로부터의 즉시집행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에 행정청은 행정청의 장, 그의 일반적 대리인 또는 (법관자격이 있거
나 독일 법관법 제110조제1문의 요건을 충족한) 공직자에 의하여 대리되어야 한다.
② 계약체결자가 제1조제1항제1호상의 행정청인 경우에는, 제1항제1문상의 공법
상 계약에 대하여 연방행정집행법(Verwaltungsvollstreckungs- gesetz)이 준
용되어야 한다. 자연인이나 사법상의 법인 또는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가 금전채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법원법 제170조제1항부터 제3항
의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강제함으로 인한 강제집행이
제1조제1항상의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법원법 제172조의 규정이 준
용되어야 한다.
제62조 규정의 보충적 적용(Ergänzende Anwendung von Vorschriften)
① 제54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으로부터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면, 이 법의 그 밖
의 규정이 통용된다. 민법규정이 보충적으로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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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1. 행정청이 계약의 일반 당사자가 되는 모든 경우를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요건이 있어야 하는지요?

행정주체가 일방 당사자인 계약은 공법 또는 사법상 효과 발생에 따라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으로 구분됩니다.
공법상 계약이란 통상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공법행위’로 정의되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사경제주체로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경우는 사
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의 ‘대상’, 즉 계약으로 인하여 부여된 의무나 계약의 규율대상이 되는 활동
이 공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면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시 참조)
※ 예시
공행정 집행과 밀접하게 연결된 계약[공행정의 집행을 위탁하는 계약이나 공행정 수행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계약(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등)]은 공법상 계약이나,
채용된 자가 공행정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보조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채용계약[행정보
조자 채용계약(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237748 판결 등)]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2. 공법상 계약의 범위에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이 포함되나요?

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의 개념에 포함되는 기관, 단체 등은 행정 목적 달
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주체, 계약의 대상, 내용, 효과 등에 대한 개별적 검토 후 판단하
여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물품조달계약이나 건설도급계약 등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국가계약법 등에 의하여 공법적인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성질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체결한 것이라고 해도 사법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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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과징금
행정기본법 제28조 (과징금의 기준)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과징금 제도는 현행법상 다양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크게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
다.305) 과징금 제도가 1980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
된 후 다수의 법률에 규정되었는데, 그 규정 방식과 내용, 그 성격 등이 달랐다. 이
러한 과징금 제도에 대해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과징금 제도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306)
제28조는 행정법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고 있는 과징금 제도와 관련하여, 법률
유보의 관점에서 과징금 부과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에는 부과ㆍ징수주체, 부과 사

305)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법제처, 2020, 184면
306) 홍정선, 앞의 책,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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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상한액, 가산금, 강제징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통일성, 투명성, 적정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과징금을 도입하고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
지 않거나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개별 법률을 정비해서 보
완해야 할 것이다.

Ⅱ. 조문의 내용307)
1. 과징금의 의의
과징금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판례도 과징금을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혹
은 당해 법규상의 일정한 행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징
수하는 금전(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결정)”으로 보고 있다.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하다. 그러나 과
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점에서 사법기관이 결정해서 부과하는 벌금과 구별된
다. 과태료가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는 반면,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
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징금과 형벌은 그 목적 및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병과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과징금과 형벌을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중 처벌이 아니라고 결정(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
25 결정)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과태료 규정이 있다 하여 과징금 부과의 규정을 배
제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고 한 바 있다.
307)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법제처, 2020, 제2장 실체 규정 중 과징금 부분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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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의 금전제재를 중복적으
로 부과하는 입법은,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처벌로 받아
들여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 벌
금, 과징금을 부과하여 대상자가 거듭 처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면 그러한
중복적인 제재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헌법재판
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결정,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의 반대의견).

과징금부과에 관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에 비추어 행정청이 명의신탁행
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위 법률에 따른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일 뿐 그것이 헌법 제13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
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과태료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로 각각 규
정하면서 해당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
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법제처 해석례 10-0142)한 바 있다. 또 법제처는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정
비(2009 ~ 2010)를 추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과징금과 벌금이 중복되지 않도
록 원칙적으로 경미한 영업수행상의 의무와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은 과태료를 부
과하고, 부당이득의 환수가 강조되는 영업수행상의 의무위반과 부과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협력적 의무위반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행정협력적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영업수행상의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벌
을 폐지하도록 하되, 의무 위반행위가 중대한 의무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형벌을 존치하도록 정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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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령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규정하면서,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
해 행정벌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중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로 양자는 모두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는
점, 그리고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재를 통한 의무이행확
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2. 과징금의 유형
과징금의 유형은 크게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구분하고 있다.308)

(1)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
도이다. 이 유형의 과징금은 부당 또는 불법의 이득을 환수 내지 박탈한다는 측면
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를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제7호, 같은 법 제24조의2 소정의 부당지원행위를 한 지원주체에 대한 과징금은 그 취지
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기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
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 .”

308) 헌법재판소는 부과금도 과징금과 유사한 유형으로 파악(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결정)하고
있지만, 입법적으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려면 그 용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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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는 – 문언대로라면 - 과징금의 ‘불법행위의 억제’를 기본적 기능으로, ‘불
법적 이익의 환수’를 부가적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의무 위반행위의 억
제’는 모든 제재처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경제적 이
익 환수 과징금의 특징은 ‘불법적 이익의 환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불법이익의 환
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형법」상의 몰수ㆍ추징 제도 등이 엄격한 형사
절차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경제사범의 제재에 요구되는 융통성이 제약을 받는다
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2)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수단으로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서 영업정지처분이 강력한 수단이나,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공공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익적 관점에서 사업자에게 사업을 계속하게
하고 그에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309) 이것이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이고, 과징금 중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
는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과징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사업의 공
익적 성격 때문에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를 ‘변
형된 과징금’으로 부르기도 한다.310)
개별법에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둔 경우에는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또는 개별법에 따른 사전 의견청취 절차(청문, 사전의견제출)를 통해 당사자의 의
사, 법 원칙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지 과징금으로 갈음할지 여부를 판단

309) 1981. 12. 31. 개정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이 시초이다.
310)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가 아닌 비공익적 성격의 영업의 경우에도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
는 것과 관련하여, 제28조가 이러한 과징금 도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
설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긍정설은 영업정지가 사업자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어 행정청이 이를 엄격히 집행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점을
해결하고, 행정청도 과징금 수입을 특정한 행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
정지를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정설은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의 취지는 그 사업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공익성이 약한 사업 분야까지 확대하면 영업정지처분의 제재 효과를 충분
히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은 이용자의 편의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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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될 것이다.311)

(3)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입법례가 그리
많지는 않다.312) 이 유형은 과징금이 위반행위로 얻게 된 이익과 직결되어 있지 않
고 영업정지처분과 연계되어 있지도 않는 점에서 앞의 두 유형과 다르다.313) 다만,
이러한 유형의 과징금은 그 도입이 남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314)

3. 과징금 부과의 법률적 근거와 법률사항
과징금은 의무 불이행을 한 상대방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전형적인 침익
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유보(침해유보, 의회유보)의 관점에서 반드시 법률에 근
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률로 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법령등에 따른 의
무 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점에서 의무 위반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
311) 위반행위자에게 처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둘 것인지를 논의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① 행정처분의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
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하는바,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집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행정실무에서는 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
으로, 과징금을 영업정지처분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집행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사자
의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등가관계로 본다면, 이론적으로는 선택가능
하다는 긍정설과, ②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과징금으로써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어떠한 처분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위반행위자의 개인 사정이나 집행 가능성이 아니라, 해당 업무영역의 공익성 여부, 영업정지 시 일반국민에
미칠 부정적 영향, 영업정지 처분의 제재효과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하는 견해가 있
었다.
312) 과징금 부과액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2013. 11. 법제처 연구용역), 1면에 따르면 과징금에 관한 약
130개 정도의 입법례 중 약 20개 정도라고 한다. 1995년에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서 도입되었다.
313) 이 유형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제재라면 개념적으로는 ‘과태료’와 실질적으로 별도 다를 바
가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런 유형의 과징금의 제3유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314) 「행정기본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과징금을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 등에서
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번 「행정기본법」에는 그 유형까지 자세히 규정하지 않았다. 다양한 유형의 과징금이
허용되게 되면 행정청의 금전적 제재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바, 향후 과징금의 개념과 유형을 「행정기본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징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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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과징금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부과ㆍ징수주체, 부
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 및 강제징수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처
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각 개별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기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
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 과징금의 부과는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그에 대해 가산금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 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금전 채무에 대해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지
연이자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
성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징금
에 대해 가산금 규정을 둘 수 있다.315) 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을 체납한 경우 그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두어야 한다. 강
제징수 주체가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지
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하되, 같은 법에 따른 강력한 수단(과세자료의 이용,
관허사업제한, 명단공표 등)이 없어도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한다”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3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
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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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법령
법률

조문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
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
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전기
사업법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유형,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
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
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기환경
보전법

1. ~ 7.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
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 4.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
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
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
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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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⑥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
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34조(과징금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3조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
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 받
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
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인
회계사법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
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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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징금의 기준)

법률

조문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
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
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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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등)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
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법 제
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
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
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
는 것으로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사
유를 말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과징금의 분
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과
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
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일 : 2021. 9. 24.]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그 액수가 큰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징금이 행정법상의 의
무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금전부담이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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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징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이를 일괄 납부하기
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제29조는 개별법에 산재하고 있는 과징금 납부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과징금 납부제도의 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29조에서는 과징금
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
를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규정된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에 관한
불필요한 중복적인 규정은 삭제하거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자체를 금지하
고 있거나 그 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규정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
는지를 검토하여 개별법상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316)

Ⅱ. 조문의 내용
제29조 본문에서는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과징금 납부 의무자에게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괄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29조 단서에서는, ①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
은 경우(제1호), ②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제2호), ③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제3호),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 납부가 필요
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서는 과징금 납무 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316) 「행정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행정기본법」 제29조에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6개 대통령령을 「행정기본법」의 입
법 취지에 맞게 이미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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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서에 위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처
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현저한’, ‘사업 여건의 악화’, ‘중대한 위기’, ‘준하는 경우’가 불확정
개념이므로 행정청의 요건판단 문제(판단여지, 재량문제)에 해당한다.
과징금 일괄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필요하
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는 비례원칙상 과
징금 납부를 담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는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
가 허용된 납부 의무자가 ①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
은 경우, ②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를 한 경우, ③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
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④ 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⑤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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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행정상 강제
행정기본법 제30조 (행정상 강제)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
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
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
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
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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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행정상 강제는 대표적인 권력적 행정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를
본질로 하는 점에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큰 동시에, 의무 위반의 유형에 따라 상
이한 강제집행 수단이 개별법을 통해 인정되어 왔다. 종래에도 여러 강제수단을 아
우르는 일반법은 없었고 학설과 판례를 통해 법리가 정리되어왔다.317) 행정대집행
에 대해서만 일반법이 있었으나, 이행강제금과 직접강제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왔다. 그런 점에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
반적인 규정의 마련 필요성이 더욱 큰 영역이었다. 이런 필요에 응하여 「행정기본
법」 제3장 제5절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제30조는 그동안 이론적
으로 논의되던 행정상 강제의 체계와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행정
상 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상 강제를 하려면 그에 대한 개별법상 근거
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318)
행정상 강제는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 불이행자에게 강제
력을 행사하는 것(행정상 강제집행)과 의무를 명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이 곧바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행정상 즉시
강제)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상 즉시강제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상 강제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
칙상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법적 근거는 행정상 강제에 대한 직접
적인 근거이어야 하며,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행정상 강제의 법

317) 홍정선, 앞의 책, 213면
318) 개별법의 입법 흠결에 따른 행정의 실효성 저해를 막을 수 있고,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행정기본법」에서 포
괄적･일반적으로 규정하면 여러 강제수단이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규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본법」을
통한 행정강제의 일반법적 근거화에 긍정하는 입장과,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를 일반법화하는 경우 행정청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행정강제가 남용될 우려가 있음을 근거로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 입법과정에서 대
립되었으나, 행정상 강제집행은 국민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의 확보를 본질로 하는 점에서 공익적 요청
의 필요성이 큰바, 법적 근거의 부재를 이유로 의무위반 상황이 용인되어서는 곤란하므로 일반법적 근거의 필
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강제력 행사의 남용 및 이를 통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우려
와 더불어 현행의 개별법제에 대한 급속한 변화를 통한 혼란 등의 우려로 우선적으로 개별법주의를 취하는 방
향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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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종래 행정상 강제는 개별법에 의해 규율됨에 따
라 행정상 강제의 개념이나 체계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었는바, 개별법에 따라 도
입된 행정상 강제의 각 개념 및 유형을 체계화하고, 법률유보원칙 및 최소 침해원
칙 등 행정상 강제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 제30조의 입법
취지이다.319)

Ⅱ. 조문의 내용
1. 행정상 강제의 기본 틀 마련(제30조제1항)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
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
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19) 종래 행정법 이론상 행정강제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
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권의 사실상의 작용’이라고 정의되고 있고, 행정강제는 다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즉
시강제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종래 학계의 일반적 견해에 따라 ‘행정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과, 행
정강제의 본질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작용이며, 비교법적으로도 독일은 행정강제에 관한 일반법
인 행정집행법을 두고 있고 강제수단으로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
강제’라는 용어 대신 ‘행정집행’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 ‘행정강
제’란 강제집행과 즉시강제가 포함되는 상위의 개념으로, 전통적인 행정작용의 체계상 분류인 점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행정상 강제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집행, 이행강제금 등 행정강제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 이론상 논란이 있는바, 가령 대체적 작위의무의
경우에는 대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이행강제금 허용 등 행정상 강제 상호 관계를 법제화할 것
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상 강제는 그 실시 영역 및 의무 위반의 양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집행되어
야 하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 상호관계를 일반법으로써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효율성 및 신축적 대응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바, 행정상 강제 수단의 상호관계는 개별법의 정비과정에
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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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
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1) 행정상 강제의 종류
제30조제1항은 행정상 강제의 법적 근거와 한계 및 행정상 강제수단의 내용 등
행정상 강제에 대한 기본적 틀을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행정상 강제의 수단으로,
ⅰ) 행정대집행, ⅱ) 이행강제금의 부과, ⅲ) 직접강제, ⅳ) 강제징수 및 ⅴ) 즉시강
제의 5가지 유형을 들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행정법 이론상으로 논의되는 행정
강제의 유형을 종합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의 수단에 관한 규정은 제한적 열
거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법에서 행정상 강제수단을 창설하
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히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
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의 경우에는 제3장 제5절을 적용하지 않고 그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규율되도록
하였다.
먼저 ‘행정대집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 중 ‘타인이 대
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이다.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대집행의 개념
역시 그와 동일하다. 행정대집행에 대한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규율은 「행정대집
행법」에 따른다.
또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전통적으로 집행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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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어 오던 것으로,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이를 강제하기 위해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이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정상 의무 불이행
의 유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통상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나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직접강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강제는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실제 행정대집행과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나, 행정대집행에 비해 행정청의 실력 행사의 직접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직접강제는 국민의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보다 큰 영역이므로 비례의
원칙상 예외적인 최후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일반적
인 행정상 강제수단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직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의무 불이행
의 유형에는 제한이 없는바, 비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
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현재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일반법은 없으며, 대표적인 예
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폐쇄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영
업소 봉인조치 등이 있다.
또한 ‘강제징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징수는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강제 수단이다. 강제징수에 대한 일반법은 없으나, 국세 납
부의무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지방세 납부의무의 경우에는 「지방세징수
법」에서 일반적으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고, 그 외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320)인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적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즉시강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
3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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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에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이거나 “그 성질상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인정되는 행정상 강제 수단이다. 즉시강제는 다른 행정상 강제조
치와 달리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행정상 강제수단인 점에서 국
민에 대한 권익침해의 가능성과 정도가 크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상 즉시강제의 발
동요건은 엄격하게 요구된다. 그 예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입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즉시강제가 국민의 신체에 대한 구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헌법상 영
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영장
주의가 적용되지만 긴급한 필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영장주
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절충설의 입장(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이다.
위에서 열거된 행정상 강제수단은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
으나, 특히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와 행정대집행,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사이에서 선택재량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선택재량이 인정된다.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
의 경우 행정대집행이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이행강제금의 부과도 가능하
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이다.321) 다만, 비례원칙에 따라 덜 침해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하므로 무제한적으로 선택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22) 또 직접
강제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보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선택재량을 갖지 않는
다.323) 법적 개념상 선택의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 불이
321) 헌법재판소 2004. 2. 26. 2001헌바80등, 2002헌바26(병합). 이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
여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제83조제1
항)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
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22) 홍정선, 앞의 책, 216면
323) 홍정선, 앞의 책,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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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전제로 하나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에서 선택의 문제
가 발생하지 않으며,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대집
행 등과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324)

(2) 행정상 강제의 법적 근거
제30조제1항은 행정상 강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행정상 강제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법치
행정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 조치
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행정상 강제와 비례원칙
제30조제1항은 행정상 강제의 한계로서 비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기본
법」 제10조에 따른 비례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행정상 강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따라서 어떠한
행정상 강제가 적정한지는 획일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 의무의 내용
및 위반 정도, 실효성 확보에 대한 공익상 필요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행정상 강제 법정주의(제30조제2항)
제30조(행정상 강제)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
로 법률로 정한다.

제30조제2항은 행정상 강제에 관한 「행정기본법」의 지위 및 행정상 강제에 대
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상 강제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
기 위해 개별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제30조제1항은 행정상 강제의 유형을 법률
324) 홍정선, 앞의 책,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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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행정상 강제의 세부적인 사항을 개
별법에 정하도록 한 것이다.

3 행정상 강제 적용 제외사항(제30조제3항)
제30조(행정상 강제)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
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3항은 제5절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
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
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있다.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은 그 본질이
형사적 처분인 점에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을 본질로 하는 행정상 강제에
부합하지 않는 등 일반적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Ⅲ. 관련 판례
① 강제집행의 한계: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
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
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
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
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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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②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 대법원 1996.06.28. 선고 96누4374 판결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
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계
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
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 즉 관계 법
령에 정하고 있는 절대적 금지나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
는 규정(예컨대, 건축법 제69조, 도로법 제74조, 하천법 제67조, 도시공원법 제20조, 옥외광고
물등관리법 제10조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
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으며, 또 위 금지규정(특히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도 아니다.”

Ⅳ. 관련 법령
법률

조문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행정
대집행법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
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
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
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
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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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

지방

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

행정제재･

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부과금의 징수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한 법률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Ⅴ. 외국 입법례
법령명

규정
제6조 행정강제의 허용성
①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즉시집행이 명하여졌거나 쟁송제기에 집행정지효가
수반되지 않으면, 물건의 인도,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
행위는 제9조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다.
② 형벌 또는 과태료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위를 저지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행정청에게 법률상 권한이 있다면, 행정강
제는 사전의 행정행위 없이 실행될 수 있다.
제9조 강제수단

독일 연방
행정집행법

① 강제수단에는
a) 대집행(제10조)
b) 이행강제금(제11조)
c) 직접강제(제12조)가 있다.
제10조 대집행
타인이 실행할 수 있는 작위(대체적 작위)를 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집
행청은 의무자의 비용으로 타인에게 그 행위의 실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이행강제금
① 어떠한 행위가 타인에 의해 실행될 수 없고 오로지 의무자의 의사에 달려 있
는 경우, 이행강제금으로 의무자가 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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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규정
한 행위의 경우, 대집행이 불가능하다면, 특히 의무자가 타인의 집행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의무자가 수인･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은 허용된다.
③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25,000유로 이하로 한다.
제12조 직접강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청은 의무자에 대하여 작위, 수인, 부작위를 강제하거나
그 행위를 스스로 실행할 수 있다.

307 |

제3편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

질의 ･ 답변

1.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에 근거하여 행정상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행정상 강제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인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
적 근거가 필요하며, 그러한 법적 근거는 행정작용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행정기본법」은 행정상 강제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개별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결과, 행
정상 강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행정기본법」
에 근거한 행정상 강제는 불가능합니다.

2.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모두 가능한
경우, 행정청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정상 강제로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안에 있어 의무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행정목적의 달성 성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양자 간의 선택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자 간의 선택은
행정청의 전적인 자유가 아니라 합리적인 재량의 행사에 따라야 합니다.

3. 행정청과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행정상 강제 조치를
사용할 수 있나요?

행정상 강제는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신
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공법적 관계에 있어 특유한 제도입니다. 따라
서 행정청과 사인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공법상의 관계가 아닌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
해서는 행정상 강제수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청과의 계약관계라고 하더라도
공법상 계약의 경우라면 행정상 강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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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
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
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
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
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
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5조(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이
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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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국한되는 행정대집행과는 달
리325) 행정상 의무의 유형에 제한되지 않으며 금전적 부담을 통한 간접적 강제수
단인 점에서 직접적 실력행사에 비해 제도적 유용성이 커서, 다수의 법률에서 채택
되고 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내용이 개별법마다 달라 이를 통일적으로 규
정326)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확보라는 제도의 본래적 의의를 극대화하는 한편,
국민에 대해 법적 안정성의 보장 및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제31조의
도입 취지이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체계에 있어 집행벌
로서 분류되어 온 제도로서, 행정상 강제의 전형적인 유형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행강제금의 부과는 권력적･침익적 행위인 점에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행정상 강제에 대해 개별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제30조와의 관계에서 볼 때,
제31조를 근거로 이행강제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개별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개별법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제31조가 적용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31조는 이행강제금을 규정하는 법률에 대한 지침 및 이행강제금 제
도의 운용에 대한 기본적 틀을 제공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327)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이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
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
325)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대체적 작위의무를 포함할 경우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사이에 강제수단의 선택에 대
한 재량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논의되었으며,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적의 수단의 선택에
대한 재량을 행정청에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한 강제수단
의 선택은 오히려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저해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논의 결과, 현재의 개별법주의 하에
서는 결국 개별법의 문제인 동시에, 대집행과의 선택재량에 대한 통제는 일반원칙인 비례원칙을 통해서도 통
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제수단간 선택재량의 문제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326)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율 내용은 법률마다 상이하여, 시정명령, 계고 절차,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을
전부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가 하면 그 중 일부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
법 적용 혼란 등의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통일적이고 일괄적인 규율의 필요성이 있었다.
327) 비대체적 의무에 대한 일반적 강제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의 일반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의 부
과의 일반법적 근거의 마련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선은 개별법주의를 취하되,
「행정기본법」에는 이행강제금의 입법화에 대한 지침 및 이행강제금의 집행에 관한 기본적 규율만 두는 형태
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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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재심사 대상은 아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비송사건
절차법」 에 따르도록 한 경우에는 개별 법률이 우선 적용될 것이다.328) 물론 행정
쟁송이 아닌 다른 불복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특별한 사유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조문의 내용
1.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입법사항(제31조제1항)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
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2. 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상한 등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328) 불복방법에 대해서도 행정쟁송으로 다투도록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개별법에
맡기기로 하여 「행정기본법」에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다. 향후 이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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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 근거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형적인 권력적･침익적 작용이다.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리 및 법률유보의 원칙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에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제30조제1항에서 이행강제금의 법적 근거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므로 제31조제1항에서 다시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입법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입법사항
제31조제1항은 이행강제금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
을 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법률에는 ⅰ) 이행강제금의 부과주체와 징수주체, ⅱ) 이
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ⅲ)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ⅳ)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산정
기준 및 ⅴ)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
다.329)
다만, 이행강제금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무 위반 내용 및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고려가 필요한바, ①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
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② 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상한 등 법 제31
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
였다.330)

329) 입법사항에 대해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명령의
규범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은 제31조제1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30)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과 같이 금액 산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제한할 경우 해당 개별법에서 이행강제금 규정을 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있
는 점을 고려하여, 그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단서와 같이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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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가중 및 감경(제31조제2항)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이행강제금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인 점에서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금액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적정한지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무 불이행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간접
적인 의무이행수단인 점에서, 그 부과 금액은 심리적 압박을 가할 정도의 금액으로
되므로, 법위반의 정도,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
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31조제2항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그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명시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가중이나 감경이 행정청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중 및 감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다.
이처럼 이행강제금 부과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가중ㆍ감경 시 자의를 방
지하기 위해 행정청은 ⅰ)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ⅱ) 의무 불이행의 정
도 및 상습성 및 ⅲ)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그 고려 사유들은 불확정 개념이고 특히 제3호는 개방적 사
유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행정청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이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가중･감경에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
며, 재량의 일탈･남용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당연히 재량의 한계 내에서, 즉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의 가감이 허용되는 것이다.331)

331) 현행법에서도 이미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상당수의 법령이 이행강제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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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에 의한 계고(제31조제3항)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戒告)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과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이행 기한은 행정상 의무의 성질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제31조는 개별법상 다양하게 규정된 이행강제금의 기준 및 부과절차 등을 통일적
으로 규율하여 국민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부여를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은 그러한 관점에서 계고를 이행강제금의 기본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제31조제3항은 계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내용상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인 의무자에게 일정한 기한
을 정하여 의무를 이행할 것(의무 이행의 독촉)과 그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문서로써 알려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
항은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을 위한 것이므로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고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이행강제
금의 부과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그러한
입장이다.332) 물론 계고 절차도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는바, 제31조제3항은 개별
있다. 대표적으로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
별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시행령」 등이 있다.
332) 대법원 2018. 11. 2.자 2018마560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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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로 그
침익적 성격에 비추어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행정
상 의무이행명령과 계고는 가급적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건축법」에
따른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
례333)는 있다.
계고 문서에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ⅰ) 의무자의 성명 및 주
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ⅱ)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ⅲ)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ⅳ)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 및 ⅴ) 이
의제기 방법 등 그 밖에 계고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은 행정상 의무의 성질 및 내용 등을 고려하
여 사회통념상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하
였다. 즉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고 문서에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이행 기간은 행정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확
보될 수 있어야 한다.

4. 이행강제금의 부과 통지(제31조제4항)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
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제4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의 일반적 절차로서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의무 이행의 기한까지 의무자가 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333)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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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처분에 해당하
며, 그 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지 규정이 필요하며, 그
통지 시 의무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사전의견청
취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5.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및 예외적 부과 중지(제31조제5항)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경제적인 부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31조제5항은 그러한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의 법적 근거를 둔 것이다.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지 여부는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므로, 의무 불이행
이 있다고 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무
이행을 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상실되므로, 행정청은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의무가 이행된 이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여부와 관련하여, 제31조제5항은 이미 부과된 이
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이 있었더라도 징수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법리
적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되
지 않는 한 당연히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더
라도, 행정청이 위법 상태의 해소 여부 및 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
려움이 있고, 시정명령 및 계고 등 절차를 거치면서 의무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
을 부여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야 비로소 의무 이
행을 한 자에 대해 특별한 배려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의무 이행 여부
와 무관하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는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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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이행강제금에 관한 개별법 대부분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6.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강제징수(제31조제6항)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
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인 동시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통해 부과대상자에게는 행정상 의
무와는 별도의 금전채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는 납부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금전납부의
무는 제31조제5항에서 본 것처럼 행정상 의무를 뒤늦게 이행하였다고 하여 소멸
되는 것이 아니다.
제31조제6항은 의무 불이행자가 납부할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경우 그에 대한
강제징수 근거를 둔 것이다.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강제징수는 징수주체가 중앙행
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
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개별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는데, 해당 개별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제31조제6항에 따른 강제징수와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 개별 법률을 정비할 필
요성이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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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문제
1. 이행강제금과 다른 강제수단의 관계
전통적으로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분류되는 것으로, 학문
상으로는 집행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
이면서도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데 반해,
이행강제금은 금전적인 부담의 부과를 통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서 간접적 의무
이행 확보수단인 점에서 다른 강제수단과 차이를 가진다.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이행강제
금은 부작의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고,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사이
에 선택재량이 인정되는지가 입법화 과정에서 논의되었고, 이에 대해 명문화하지
는 않았으나 제30조의 행정상 강제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기본법」은 양
자 사이의 선택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행강제금의 대표적 유형인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규정 역시 건축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을 인정하고 있다.

2. 이행강제금과 불복방법
이행강제금의 본질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금전납부의무의 부과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다. 다
만 성질상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서, 개별법상 이행강제금은 각각 그 지향 목적이나 법적 특성이 다양한바, 개별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농지법」 등 개별 법률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개별법에서 불복
방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건축법」 등) 이행강제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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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하자의 승계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된다. 그러
나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계고 등을 거쳐 이루어지
는바, 시정명령이나 계고가 위법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도 위법한 것인지 문제
된다.
이는 하자의 승계에 관한 일반적 법리에 의하여 판단될 것으로, 이행강제금의 부
과는 시정의무 불이행에 대한 집행행위로서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시
정명령의 하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의 계고가 위법한 경우 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위법한 것이 된다.

Ⅳ. 관련 판례
①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의 관계: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84, 102, 103,
2002헌바26(병합) 전원재판부334)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
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제83조제1항)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34) 이에 대한 반대의견에서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자가 이행강제금의 반복된 부과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
태를 시정하지 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바,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상태를 시정하는 행정강제의 수단으로서 그 적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중략) 대집행이 가능할 경우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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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8조에 의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의한 시정
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
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헌법 제13조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기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여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4항,
제6조제2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
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
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③ 의무 이행 이후 이행강제금의 부과 여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5750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24조의2 제5항335)이 이
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규
정한 것은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
우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부과가 중지되
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복 부과되는 이
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행명령
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④ 계고절차의 위법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여부: 대법원 2018. 11. 2.자 2018마5608 결정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
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알림으로써 의

고 하였다.
3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
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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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이므로(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참조), 농지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
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⑤ 이행강제금의 승계 가능성: 대법원 2006. 12. 8.자 2006마470 결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
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
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

Ⅴ. 관련 법령
법률

조문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
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
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의 지정 및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관리에 관한

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특별조치법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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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
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
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
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
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
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
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
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건축법

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
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
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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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
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
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
수한다.
제63조(이행강제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농지법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
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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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00조(이행강제금)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
1항･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
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
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
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
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

도로법

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
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
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
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8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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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
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
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
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
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
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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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Ⅵ. 관련 외국 입법례
법령명

규정
제9조(강제수단) ① 강제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대집행, b)강제금, c)직접강제
② 강제수단은 집행목적과의 적절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강제수단은 가능한
한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에게 최소한의 침해가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
제11조(강제금) ① 어떠한 행위가 타인에 의해 실행될 수 없고 오로지 의무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으로 의무자가 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대체가
능한 행위의 경우, 대집행이 불가능하다면, 특히 의무자가 타인의 집행으로 인하여

독일
행정집행법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의무자가 수인･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은 허용된다.
③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25,000유로 이하로 한다.
제13조(강제수단의 계고) ① 강제수단이 즉시 행해질 수 없는 경우에는(제6조제2항)
서면으로 강제수단이 계고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집행이
의무자에게 정당하게 기대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이 정해져야 한다.
② 계고는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와 결합될 수 있다. 즉시집행
이 명하여져 있거나 쟁송에 정지적 효력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 계고는 행정행위와
결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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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규정
③ 계고는 특정의 강제수단과 관련되어야 한다. 여러 강제수단에 대한 동시적인 계고
와 여러 강제수단중의 선택이 집행관청에 유보되어 있는 계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의무자의 비용으로 작위가 행해져야 하는 경우에는(대집행), 계고중에 비용액이
잠적적으로 추산되어야 한다. 대집행으로 인하여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추
가청구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⑤ 강제금은 액수가 특정되어 계고되어야 한다.
⑥ 강제금은 형벌이나 과태료와 병행하여 계고될 수 있으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계고가 반복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그 액수가 인상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새로운
계고는 계고된 강제수단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⑦ 계고는 송달되어야 한다. 계고가 그 근거인 행정행위와 결합되고 행정행위에 대하
여 송달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통용된다.
제16조(대체강제구금) ① 강제금이 징수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법원은, 강제금의 계
고시에 그 다음에 대체강제구금이 행해질 수 있음이 사전에 통고된 경우에 집행관청
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자의 청문을 거친 후에 결정으로 대체 강제구금을 명할 수 있
다. 기본법 제2조제2항제2문의 기본권은 이 한도에서 제한될 수 있다.
② 대체강제구금의 기간은 최저 1일, 최장 2주이다.
③ 대체강제구금은 집행관청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행정기관이 민사소송법 제802g
조, 제802h조 및 제802j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5조(강제벌) ① 수인 또는 부작위의무, 그리고 사건의 성질상 제3자가 실현할 수 없
는 의무에 대해서는 집행청은 의무자에게 금전 또는 구류의 제재를 부과하여 그 이행
을 강제한다.
② 전항의 집행은 위반 또는 해태시에 발생할 불이익을 계고하고 개시하여야 한다.

오스트리아
행정집행법

계고한 강제수단은 최초의 위반시 또는 행위의 착수에 대한 약정된 기간을 도과한 즉
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반을 반복하거나 계속하여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점
차 강화된 강제수단을 계고할 수 있다. 계고한 강제수단은 의무의 이행이 있으면 이
를 집행할 수 없다.
③ 강제수단으로 금전은 매회 10,000실링, 구류는 4주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강제수단으로서 금전형에 의한 집행은 사단 또는 기타 비자연인에 대해서도 적용
한다. 다만, 공법상의 사단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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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1.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으로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사이에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특별히 없다면 양자 간의 선택
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며,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행정상 강제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며, 현행 「행정기본법」
제31조는 이행강제금의 직접적인 부과 근거는 아니므로 별도의 개별 법률에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2.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행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나요?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서 상대방에게는 금전급부의무가 새롭게 발생한 것이므로, 불이행
된 행정상 의무의 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법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행정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이미 납부의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를 통해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이므로,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
람이 쟁송절차 등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다투고 있는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절차
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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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2조 (직접강제)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
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23. 3. 24.]
부칙 제5조(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한 적용례) ② 제32조 및 제3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직접강제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
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
현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인바, 직접강제를 하려
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점
에서 인권 보호의 견지에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직접강제는
다른 강제수단에 비하여 통상 권익 침해의 정도가 클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행정강
제 수단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최후에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등 비
례원칙에 따른 엄격한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직접강제의 법적 근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6002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와 제6조 및 제19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와 같은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직접 그 무등록 학원의 폐쇄를 위하
여 출입제한 시설물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달리 무등록 학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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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에 대하여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폐쇄조치
에 관한 규정이 그와 같은 폐쇄명령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법이 없었고 개별법에 따라 인정된 결과, 직접강
제의 대상과 절차 등에 있어 통일성이 없어 법집행상 문제는 물론, 국민에 대한 예
측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바, 직접강제에 공통되는 개념요소와 집행
절차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다. 직접강제의 권력적 성격을 고려
하여 국민에 대한 절차적 보호를 위해 직접강제 실시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의
무 및 사전절차(계고 및 통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이처럼 제32조는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상 강제의 유형 중 하나인 직접강제
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직접
강제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행정상 강제에 대해 개별법
주의를 취하고 있는 제30조와의 관계에서 볼 때, 다른 강제수단과 마찬가지로 제
32조는 직접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볼 수 없고, 직접강제를 위
해서는 별도의 개별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32조는 개별법에 직접강제 규정이 있
는 경우 직접강제의 일반적인 절차와 한계를 규율하는 의미를 갖는다.
「행정기본법」은 직접강제의 대상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일반
적으로 직접강제는 비대체적 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인정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대체적 작위의무의 경우에는 직접강제의 가능
성과 행정대집행의 가능성이 병존하는데, 행정 현실상 특히 행정대집행을 행정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결국 행정상 강
제수단을 선택할 때는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선택 재량이 인정되고, 재량의 일탈･
남용의 법리를 통한 사후적 통제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위법 또는 부당한 직접강제에 대한 불복과 관련해서는, 직접강제의 법적 성격은
통상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에 대한 권리구
제와 동일하게 행정쟁송, 국가배상 등의 제기 가능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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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문의 내용
1. 직접강제의 보충성(제32조제1항)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직접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강제로
서, 기본권 제약의 강도가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비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접강제에는 비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른 보다
엄격한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제32조제1항은 직접강제의 한계로서 그간 행정법이론상 논의되던 소위 보충성
의 원칙을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 조항은 직접강제에 대한 보충성의 한계를
창설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원칙의 적용을 확인적으
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같은 다른 형태의 행
정상 강제를 통해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허용
된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직접강제를 허용하고 있더라도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
우에는 비례의 원칙상 직접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통해 의
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 즉 비례
원칙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이익형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행정상 강제수단으로
서 직접강제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선택재량이 인정
된다. 다만,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을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
제32조제1항은 직접강제의 법적 근거 및 대상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지는 않으나,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직접강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행
정상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접강제는 비대체적
의무는 물론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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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책임자 제도(제32조제2항)
제32조(직접강제)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
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32조제2항 및 제
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2.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3.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집행책임자 제도
직접강제는 다른 행정상 강제수단에 비해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 큰 행정상
강제수단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직접강제는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본질로 하는 점에서 실력 행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의 우려가 있는바, 실력 행사의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제32조제2항은 그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직접강제를 할 때에 집행책임자를 두
도록 하고, 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임을 입증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여 원활
한 현장의 관리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강제가 실시되는
경우 집행책임자가 현장에 파견되어야 하며, 집행책임자는 본인이 집행책임자임
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 직접강제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당 직접강제의 권
한 여부와 책임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시행
령」 제10조에서는 해당 증표에 ⅰ)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ⅱ) 해당 직접강제
의 법적 근거 및 ⅲ) 그 밖에 직접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336)

336) 직접강제를 위한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취지가 영장주의에 준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직접강제로 인한 국민
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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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의 효과
제32조제2항의 집행책임자의 파견 및 증표제시의무는 같은 조 제3항과 함께 직
접강제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법
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직접강제를 실시하면서 집행책임자를 파견하지 않거나 집행책임자가 증
표를 제시하지 않는 직접강제는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이 된다.

3. 직접강제의 절차(제32조제3항)
제32조(직접강제)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9조(직접강제의 계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3
항에 따른 계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과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직접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를 본질로 하는 점에서
다른 행정상 강제수단에 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하게 제약하는 행정상 강제수
단이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권익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큰 바, 직접강제의 권력
적 사실행위로서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후적 구제는 본질적 한계가 있는바, 사전적
구제로서 절차적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제32조제3항은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직접강제를 할 때에 상대방에 대한
절차적 보호로서 사전 계고와 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상 강제수단의 다
양성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보장으로서 계고 및 통지의 제도적 내용이나 본질은 상
호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계고와 통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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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용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계
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직접강제의 대상자인 의무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의무를 이행할 것(의무 이행의 독촉)과 그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
접강제가 실시된다는 것을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 계
고에서 정한 의무 이행의 기한까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청은 직접강제의 실시방법과 그 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
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직접강제의 절차로서 계고와 통지는 제32조제2항과 함께 직접강제 시 상대방을
위한 특별한 절차적 권리 보장이므로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보아
야 한다. 따라서 계고 및 통지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직접강제의 실시
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계고 및 통지 절차와
관련하여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개별법에 없으면 제32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제32조제3항은 직접강제의 계고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계고 절차가 준용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직접강제의 계고에는
ⅰ)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
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ⅱ)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 및 법적 근
거, ⅲ)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ⅳ)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강제
를 실시한다는 뜻 및 ⅴ) 이의제기 방법 등 그 밖에 계고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강제의 절차적 규정은 국민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청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의무자에게는 집행책
임자의 직접강제를 수인해야 하는 일정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337)

337) 홍정선, 앞의 책,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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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법령338)
법률

조문
제79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

위생법

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
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
교통법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
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

338) 직접강제는 행정상 강제의 일종이면서도 다른 강제수단에 비해 권력적 성격을 갖는 점에서 직접강제를 도입
한 개별법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다만, 부작위의무 위반 등의 경우 행정벌의 부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
기 위해 직접강제의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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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② 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
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폐쇄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
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
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
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그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그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

먹는물
관리법

는 봉인(封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
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
킬 수 있다.

출입국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관리법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
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
거나 발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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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Ⅳ. 관련 외국 입법례
법령명

규정
제6조 행정강제의 허용성
①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즉시집행이 명하여졌거나 쟁송제기에 집행정지효가
수반되지 않으면, 물건의 인도,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
는 제9조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다.
② 형벌 또는 과태료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위를 저지하거나 급박한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행정청에게 법률상 권한이 있다면, 행정강제는
사전의 행정행위 없이 실행될 수 있다.

독일
연방행정집행법

제12조 직접강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청은 의무자에 대하여 작위, 수인, 부작위를 강제하거나 그
행위를 스스로 실행할 수 있다.
제15조 강제수단의 적용
(1) 강제수단은 확정에 의거하여 적용된다.
(2) 대집행이나 직접강제 시 의무자가 저항하는 경우에는, 권력으로 이것이 정지
될 수 있다.
경찰은 집행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직무지원을 행해야 한다.
(3) 집행은 그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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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한 행정상 강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과 직접강제
사이에 선택의 가능성이 있나요?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직접강제가 허용되므로, 직접강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
면 일단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2조제1항을 통해 직접강제에는
비례원칙에 따른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므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의무이행의 확보가 가능
하다면 직접강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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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3조 (즉시강제)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3. 3. 24.]
부칙 제5조(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한 적용례) ② 제32조 및 제3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
행일 이후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제33조는 즉시강제의 한계로서 보충성 및 비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즉시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 실력 행사인 점에서 권리 침해의 가능
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즉시강제는 엄격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며, 예외적이고 보
충적인 강제수단인 점에서 「행정기본법」에 의한 일반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에 의문
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함께 고려하여 제33조는 즉시강제의 한계 및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는 즉시강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규율을 목적으로 하기 보
다는 전통적인 행정상 강제집행과 더불어 즉시강제를 행정상 강제의 유형으로 포
섭하고, 이에 따라 즉시강제의 법적 속성 및 법적 한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
에 의미가 있다.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미리 행정
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시강제는 행정
청이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없는 급박한 공익상 장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행
정작용의 체계상 불가피한 수단인 반면, 그로 인해 다른 행정상 강제수단에 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우려가 매우 큰 점에서 그 기본원칙과 한계를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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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즉시강제는 다른 행정상 강제수단에 비해 예측불가성 및 급박성이라는 특
성을 갖는 점에서 「행정기본법」을 통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쉽지도 않고 제
도 목적에도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즉시강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법
률에 맡기되, 「행정기본법」은 즉시강제의 기본적 원리, 절차와 한계에 대한 선언
적 규정으로 한정하는 형태로 법제화되었다. 따라서 다른 행정상 강제수단과 마찬
가지로 즉시강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개별법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제33조를
즉시강제의 직접적인 근거로 할 수는 없다. 또한 즉시강제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
즉시강제의 절차와 한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3조가 적용될 것이다.

Ⅱ. 조문의 내용
1. 즉시강제의 보충성 및 한계(제33조제1항)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
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1) 즉시강제의 보충성
제33조제1항 전단은 즉시강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허용된다는 즉시강제의 보충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즉시강제는 다른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시강제는 다른 행정상 강제인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행
정상 강제와 구분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즉시강제는 의무의 명령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바(「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5호 참조), 본질적
으로 보충적 강제수단이다. 이러한 즉시강제의 보충성 규정은 즉시강제의 한계에
대한 창설적 의미의 규정이 아니라 즉시강제의 본질로부터 비롯되는 법적 한계를

| 340

제33조(즉시강제)

확인하는 확인적 의미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즉시강제와 비례원칙
즉시강제의 보충성과 더불어 즉시강제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
로만 실시해야 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 즉 비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제1항 후단은 비례원칙 중 최소침해의 원칙, 즉 필요성의 원칙만을 명시하
고 있으나, 그 외에도 비례원칙의 내용으로서 적합성의 원칙 및 협의의 비례원칙
역시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하며(적합성의 원칙), 상대방의 권익에 대
해 보다 적은 침해를 가져오는 다른 수단에 의해 행정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는 즉시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필요성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의 원칙). 그리고 즉
시강제의 목적과 침해되는 상대방의 권익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협의의 비례원칙).
즉시강제는 예외적인 강제수단으로서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
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상
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즉시강제의 본질로부터 비롯되는 규
범적 한계가 있다.

2. 즉시강제의 절차(제33조제2항)
제33조(즉시강제)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
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32조제2항 및 제
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2.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3.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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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는 별도의 행정상 의무의 부과 없이 즉각적으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즉시강제에 대한 사전적인 절차적 보호는 제
도적으로 곤란하다. 즉 즉시강제에 대한 절차적 보호는 즉시강제의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바, 이에 대한 절차적 규율이 제33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행책임자 제도이다. 집행책임자 제도는 직접강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도화
되어 있으나, 사전적 절차가 보장되지 못하는 즉시강제에 있어 제33조제2항이 가
지는 그 규범적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청은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집행책임자가 현장에 파견되어야 하며, 집
행책임자는 본인이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 즉시강제의 상대방
으로 하여금 해당 직접강제의 권한 여부와 책임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였는데, 즉시강제의 특성상
사전적 고지가 불가능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증표의 제시와 관련해서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증표에 ⅰ)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ⅱ) 해
당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및 ⅲ) 그 밖에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33조에 따른 즉시강제의 절차적 규정은
국민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청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의무자
에게는 집행책임자의 즉시강제를 수인해야 하는 일정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다.339)
제33조제2항에 따른 집행책임자의 파견과 증표제시의무 및 일정한 사항의 고지
의무는 즉시강제에 대한 절차적 보장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규정으로 보
아야 한다.340) 따라서 즉시강제를 하면서 집행책임자를 파견하지 않거나 집행책임
자가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및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실시된 즉시강제는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즉시강제가 된다.341)

339) 홍정선, 앞의 책, 235면
340) 즉시강제에 관한 제33조의 규정이 영장주의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나, 즉시강제가 인신 구속을 수반하는
경우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만, 긴급한 필요
등 영장 없는 즉시강제를 인정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절충
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기본적으로 절충설의 입장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341) 행정상 즉시강제를 규정하는 개별법에서는 즉시강제의 실시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따로 규율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나, 그 자체로 항상 「행정절차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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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판례
① 즉시강제의 요건 및 한계: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다수
의견]
“행정상 즉시강제란 행정강제의 일종으로서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적달
성이 곤란할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며,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
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인 행정상 즉시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강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
니라,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다시 행정상의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
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
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리상의 한계에 기속된다.”
②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헌법 제12조제3항은 현행법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인신의 체포, 구금에는 반드시 법
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이 제시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전영장주의원칙은 인신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모든 영역(예컨대,
행정상의 즉시강제)에서도 존중되어야 하고 다만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그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
다. 그런데,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도 증인의 신체의 자
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장
을 법관이 아닌 의장이 발부하고 이에 기하여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증인을 일정 장소
에 인치하도록 규정된 조례안 제6조는 영장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제3항에 위반한 것
이라고 할 것이다.”

즉시강제 등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물론 개별법상 절차와 「행정절차법」상 절차 사이에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상의 절차만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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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법령
법률

조문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사용
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

고압가스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

안전관리법

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해당 사업자에
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
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하 각 호 생략)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
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

소방기본법

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
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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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72조(폐기처분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

식품위생법

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① 이 법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자는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받
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
계 공무원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
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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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1.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행정상 즉시강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보충성 및 비례원칙에 의한 제한이 있는바, 보다 경미한 수단에 의
해 행정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강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행정상 강제
와 즉시강제 간에 침해의 정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즉시강제는 상
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통상 다른 행정상 강제 보다 상대방의 권익 침해
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강제가 긴급히 행해져야 할 급박한 필요
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행정상 강제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즉시강제 조치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즉시강제의 법적 성격은 통상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적법한 즉시강제 조치에 대해서는 손실보
상의 가능성이 인정되며,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와 동일하게 행정쟁송, 국가배상 등의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만
약 즉시강제가 인신구속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상의 구제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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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행정기본법 제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
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
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일 : 2023. 3. 24.]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현행법에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1천 건 이상이 있다. 이
런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혹은, 수리를 요
하지 아니하는 신고)’와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나뉘어져 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
하며, 신고와 별도로 행정청이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
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
한 후 수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처분성 인정 여부와 법적 효
력의 발생 시점이다.
문제는 개별 법률에 규정된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지, 수리가 필요
한 신고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예로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전입신고의 경우(아래 판례)에도 신고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
었고, 대법원은 이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았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
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
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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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서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신고
제도가 투명하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법제처는
2016년부터 개별법상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불필요한 신고를 전수조사하
고 이를 구분하는 신고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신고 수리규정 또는 신고 수리 간주규정
을 두도록 관련 법률을 다수 정비한 바가 있다. 제34조는 이를 통해 정비된 신고의
법적 성격이나 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히 하는 의미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342)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민등
록법의 입법 목적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
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제34조는 ①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개념이 법정화되었다는 점, ② 행정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었다는 점 등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
다. 다만, 수리가 필요 없는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따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343)
342) 총 218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지금까지 174개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21. 1. 기준)하여 수리 여부
가 명시되었다.「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에도 해당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경우, 정부의 ‘신고제 합리화’
사업을 통해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신고 수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2017. 4. 18. 일부개정)하여 현재는 건
축신고의 신고 수리 여부 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건축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한 논쟁은 입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48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Ⅱ. 조문의 내용
1. 신고 및 수리의 의의
(1) 신고의 현황
현행 법령상 신고에 관한 정의 규정은 따로 없다. 신고라는 용어를 개별법에서
다수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떤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자기완결
적 신고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사법부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인이나
일선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개별 법률상의 신고가 어떤 신고인지 판단하기는 사
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탑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시설
들은 신고한 납골탑을 실제로 설치･관리함에 있어 마련해야 하는 시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사항이 납골탑 설치신고의 신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종교단체
가 납골탑 설치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고를 이를(납골탑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한 사항) 일괄 반려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반려처분 중 위와 같은 시설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 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344)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
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므
로,” 행정청이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
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43) 두 가지 신고 제도가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각각 규율되고 있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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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가 필요한 신고
제34조에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에 의무적
으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신고를 대상으로 하며, 신고 여부가 상대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34조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권한 있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까지는 신고의 법적 효력이 발생
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한다.
수리란 행정청이 사인이 한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이
수리 시점에서 신고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 수리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2. 강학상 신고의 유형
제34조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
부 업무처리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에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실제 법률에서는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규
정되어 있지 않고 ‘수리 여부’나 ‘수리하여야’와 같은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만, 개별법에서 신고의 효력 발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345)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의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로 일단 분류된다.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
면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 외의 사
유로 신고서를 되돌려 보낼 수 없다(「행정절차법」 제40조).

344)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건축법」 신고에 대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았다.
3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제4항(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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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신고는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것이어서 신고서가 접수기관
에 도달한 때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제40조가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3. 7. 6.자 93마635 결정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
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
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
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
이고,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수리가 필요한 신고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하는 신고를 말한다.
아래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어업의 신고는 모두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서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는 ‘등록’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파악하고 있다.

①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
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
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②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어업의 신고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면서 그 기산점을 '수리한 날'로 규정하고, 나아가 필
요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44조제2항의 규정 취
지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한 행정청의 조치에 위반한 경우에 어업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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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수리한 때에 교부한 어업신고필증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산
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관할관청이 어업신고를 수리하면서 공유수면
매립구역을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외된 구역에 관하여 관할관청
의 적법한 수리가 없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그 구역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소정의 적법한
어업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2조제3호, 제3의2호, 제8조제1항,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 [별표
1], 제7조의2의 내용과 체계, 구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 등과 아울러,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은 기존의 대규모점포의 등록된 유형 구분을 전제로 ‘대형마트
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중략)”

3. 적용이 배제되는 신고
(1) 정보제공적 신고
제34조의 신고는 법적으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신고에 적용된다. 정보제공적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예로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를
들 수 있다.

제4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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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절차로서의 신고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수리가 행정기관
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3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 예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신고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내
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신고
를 도입하는 경우 수리를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

제21조(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
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
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Ⅲ. 관련 판례
1. 신고의 유형
①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의 성격: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4항에 의한 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
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중
략)... 공매 등의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유원시설업 시설의 전부 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지
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 유원시설업자
에 대한 허가는 효력을 잃고, 종전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 또는 구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유원시설
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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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정청이 그 신고
를 수리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서 정한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
정들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 같은 법 제15조
각 호에 정한 사설납골시설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의 [별표 3]에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
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숙박업자 영업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
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상 신고
① 구 「건축법」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아래 ②에 의해 판례변경): 대법원 1999. 10. 22. 선
고 98두18435 판결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
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므
로, 행정청이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② 건축신고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건축신고의 성격을 수정: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구 건축법(2008.3.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 중지 ･ 철거 ･ 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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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69조제2항), 그 요
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제69조제3항), 나아가 행정청은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69조
의2 제1항제1호), 또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
80조제1호, 제9조). 이와 같이 건축주 등은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
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
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
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
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
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③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
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
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
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 각의 인･허가 요건
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
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④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판단 범위: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
므로 신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
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
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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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법령
법률

조문

비고

제3장 신고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
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 1996.12.31.
행정
절차법

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내용상 개정은
없었음.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
야 한다.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건설기계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리법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
으로 본다.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입법례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은 사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
계량에 관한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
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입법례

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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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자기완결적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 신고를 규정한
와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입법례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률

조문

비고

다)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
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
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법률

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
고,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
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② 석유정제업자･석유수
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
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유･도선사업의 휴업･폐업 등) ① 유･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중단하려는 경우
2. 휴업기간 또는 운항중단기간 중 사업 또는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폐업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
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업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
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

항공사업법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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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비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후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사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
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Ⅴ. 관련 외국 입법례
일본이 행정절차법에서 우리 행정절차법과 같이 자기완결적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은 아직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관한 일반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

조문
제37조(신고)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불비가 없을 것, 신고서에 필

일본
행정절차법

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법령에 따라 그 신고의 제출처로 되어 있
는 기관의 사무소에 도달한 때에 그 신고를 해야 할 절차상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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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질의 ･ 답변

1. 행정기본법 제34조는 “법령에서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비되었거나 정비 중이며, 본 규
정의 적용은 2023년부터입니다. 신고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2. 이 조문은 강학상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학상의 ‘자기완결적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기존대로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여전히 해당
법령의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해당 법령 정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에 수리 여부를 명시하게 되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어 법 적용에
서 혼란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이 조문은 관련 법령상의 모든 신고에 해당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신고에 대해서만 적
용되며,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의 신고에 대한 수리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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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5조 (수수료 및 사용료)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
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시행일 : 2021. 3. 23.]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수수료 및 사용료는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
이다.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일반원칙이나 기준 없이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오다보니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통일성이나 형평성 등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통일성과 합리화를 도모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
치법」, 「국유재산법」 등 법령과 행정 실무상 수수료와 사용료를 구분하여 사용하
는 점을 고려하여 수수료와 사용료를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일반법이다.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
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으면 제35조가 적용된다.

| 360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Ⅱ. 조문의 내용
1. 수수료 법정주의(제35조제1항)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받는 금전상 대
가를 말한다.346) 제35조제1항은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도
록 하였다. 특히 행정서비스 이용이 법률상 강제되거나 행정서비스를 국가가 법적
으로 독점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도 법령에 수수료 부과에 대한 근거를 두어왔
다. 그 예로 「인감증명법」상 특정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
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들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그런데 행정청이 수수료를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수
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346) 참고로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수수료의 성질에 비추어 전기나 가스요금, TV 수신료 등이 수수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헌법재판소(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는 TV 수신료에 대해
서 수수료가 아니라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본 바가 있다.
“이 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수신료는 조세도 아니고 서비스의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수료도 아니다. (중략)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
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다. (중략)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
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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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료의 사전 공개(제35조제2항)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받는 금전을 말한다.
공공시설이나 재산 등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이용에 대한 대가로 행정청
이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 법령에서는 사용료, 이용료, 점용료, 입장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공시설이란 넓은 의미의 강학상의 공물(행정재산, 도로, 하천, 공원 등 공적 목
적에 제공된 물건)을 뜻하며,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불문한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
산 사용료, 일반재산 대부료, 관리위탁 시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행정재산 사용료,
각종 입장료, 이용료, 관람료 등이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종류
도로
하천

근거 법률
- 「도로법」 제66조(도로 점용료)
- 농어촌도로법 제19조(도로 점용료)
- 「하천법」 제37조(토지 점용료 및 기타 하천사용료)

공유수면 - 「공유수면법」 제13조(공유수면 점용･사용료)
-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제32조(행정재산 사용료) 및 제65조의9(지식재산
국유재산

사용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 「도서관법」 제33조(도서관 사용료)
- 공원녹지법 제40조(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 제41조(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료)
- 「자연공원법」 제37조(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

시설 등

- 해수욕장법 제21조(해수욕장 사용료)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관람･이용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근로복지기본법」 제30조(근로복지시설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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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2항은 행정청이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금액이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사용료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여 사용료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료에 대한 사전 통제 수단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35조에서는 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령상 근거
를 두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률유보 원칙상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및 사용료(제35조제3항)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지방자
치법」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
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용료와 수수료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
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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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금액347)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Ⅲ. 관련 법령
법률

조문

비고

제1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
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교통법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1.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2.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
를 신청하는 사람
(이하 생략)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
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

자연공원법

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
제할 수 있다.

347) 그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향후 개정 예정)이 따로 있으며, 해당 규정의 별표에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이 상세하게 규정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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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비고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
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
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
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
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수수료) ① 외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
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
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면제 기준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2조제1
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그 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348) 다만, 긴급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동안 예고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수수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
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
개하여야 한다.

348) 수수료 금액의 결정은 행정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수료 납부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수료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수수료 결정 시 국민 의견 반영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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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1.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지요?

행정기본법상 수수료는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2. 행정청은 사용료를 부과하려면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을 제시해야만
하나요?

법 제35조제2항에 사용료 금액이나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각 행정
청은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민들에게 그 금액과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3.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사무에 관한 수수료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따른 표준금액과 다
르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가?

「행정기본법」 제35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
에 따르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에 따릅니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
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표준금액과 달
리 정할 수 있습니다.

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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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
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
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시행일 : 2023. 3. 24.]
부칙 제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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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이의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한
다.349) 당사자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는,
국민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전에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필요하다. 종래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었고, 개별 법률에서 이의신
청, 불복, 재심 등 다양한 용어와 형태로 규정되어 왔다.350) 제36조는 이러한 이의
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그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에 제정 취지가 있
다. 다만, 인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351)
에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종래에는 이의신청 기간 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정지
되는지 불명확하여 이의신청 기간 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
나 오히려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보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없
애기 위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였다.
제36조는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의신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처분의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으
로서 개별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제36조가 적용되어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49) 박균성, 앞의 책, 1075면
350)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 제도를 두면서, 제36조의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 중에서 일부만 이의신청 대상으
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나머지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지
가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에 맞게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의신청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려는 「행정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시행일(2023. 3. 24.) 전까지 개별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351)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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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문의 내용
1. 이의신청의 도입 및 대상(제36조제1항)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
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생 략)
③ 행정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 처리 상
황 등 이의신청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
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6조제1항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
정의 기능을 한다. 즉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대상은 처분(「행정기본법」 제2조제4호)352) 중에서 「행정심판법」 제
3조353)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즉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지방행
352)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과 같은 개념이다.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쟁송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353)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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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한정된다. 따
라서 「행정심판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
대상이 되는 처분은 제외된다.354) 또 「행정심판법」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355)은 이
의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분의 상
대방을 말한다(행정기본법 제2조제3호).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행
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
해야 하고, 그 이의신청서에는 ①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
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②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③ 이의신청 이유를 적어
야 한다. 행정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
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처분을 받
은 날’은 해당 처분을 규정한 법률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
법」에 따른 송달 규정356)이 적용된다. 개별법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
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54)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개별법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별행정심판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광업조정위
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 선거소청, 소청심사위원회,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
노동위원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허심판원, 품종보
호심판위원회, 해양심판원 등이 있다.
355) 「행정심판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 「난민법」 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등이 있다.
356)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
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
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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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그 보다 짧거나 길게 정한 경우에는 개별법 규정에 따르
면 된다. 다만,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고려하여 제36조제1항보다 이의신청 기간
을 짧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짧게 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제3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제36조제2항)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제11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② 행정청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
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

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
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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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정청은 이의신
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적어야 한다.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 규정에 따르면 된다. 다만, 그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이 제36조제2항과 다른
경우에는 그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제
36조제2항에 따른 통지 기간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제36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
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당사자는 원처분
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처분의 상대방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이의
신청을 한 후에 그에 대한 결과 통지를 받기 전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를 받은 후에도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
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를 자체를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357)
35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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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의 관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
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를 통지받은 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행
정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즉 행
정심판 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행정기
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단축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그에 대한 결과 통
지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6조제5항)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청(이하 ‘민원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
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인 행정
심판과는 달리, 민원사무처리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를 거부한 처분청이 민원인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
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이다. 이에 따라,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대상인 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이의신
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이의신청
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 내지는 그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국 민원 이의신
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독자적
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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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의 일반법에 해당한다
는 점을 규정한 것이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가 보충
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이나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행정기본법」 제
36조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면
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
심판의 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이 적용된다. 그에 따라 이의신청
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명확하게 둔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의신청에 유사한 불복이나 재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준
하는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사
항이라고 할 것이다.

5. 적용제외(제36조제7항)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처분의 이의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기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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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적용 제외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련 처
분 등과 같이 특수성이 있거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과 같이 준사법적 성격이
있거나, 형사･행형･보안처분 관련 사항과 같이 사법작용으로서의 성격이 있거나,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외국인 관련 사항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한
것이다.

Ⅲ. 관련 판례
①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
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신청 대상자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
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인 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
정은 당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
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은 종전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도 최초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나 이
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마찬가지로 거치도록 규정된 절차인 점, 이의신청은 원결정에 대한 행
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
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②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거부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민원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
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
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민원사무처리법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거부한 처분청이 민원인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
록 한 절차이다. 이에 따라,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인 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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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 내지는 그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
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
지 못하므로, 결국 민원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
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
당하다.”
③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등 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신
청인으로서는 원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
심판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를 통보받은 자
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행정소송법 제18조 내지 제20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
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규정들과 그 취지
를 종합하여 보면, 민원사무처리법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민원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민원 이의신청은 민원사
무처리에 관하여 인정된 기본사항의 하나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
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
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 절차라 할 수도 없
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
로, 민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
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민원 이의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그 대상이 된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이상, 민원 이의신청 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권
익 보호가 소홀하게 된다거나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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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Ⅳ. 관련 법령
법률

조문

비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
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
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

거부처분에

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대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18(이의신청) ① 제74조의5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
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
가보훈처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국가유공자등

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예우 및 지원에

(중간 생략)

관한 법률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제소기간
특례가
규정된 예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

제소기간

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

특례가

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

규정되지

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

않은 예

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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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비고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
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
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
난민법

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

행정심판법

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

적용배제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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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질의 ･ 답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면 행정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지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전에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민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행정
청에 다소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행정청 중심’
이 아닌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혁신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이의신
청 제도는 현재에도 많은 법률에 이미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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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7조 (처분의 재심사)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
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
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
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
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
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 : 2023. 3. 24.]
부칙 제7조(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
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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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처분의 재심사)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는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처분이 다툴 수 없게
된 때에도 처분에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사회적 관념이나 헌법
질서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의 관념에 반
하므로, 종전의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
다.358) 그러한 필요를 반영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분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인정하는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도 일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처분에 대한 재심사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처분이 쟁송을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
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
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조문의 내용
1. 처분의 재심사 제도의 도입(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
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
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58) 홍정선, 앞의 책, 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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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 ⑦ (생 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민사소송
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3.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4.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제13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
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은 날
3. 재심사 신청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
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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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행정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로
서 처분이 있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제재처분, 행정상 강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1) 재심사의 요건
가. 대상
재심사의 대상은 ‘처분’이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
다(「행정기본법」 제2조제4호). 다만,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에 해당하는 처분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
분(행정상 강제 제외)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제5호). 행정상 강제란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를 의미한다(같은 법 제30조제1항). 따
라서 재심사의 대상인 처분은 주로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될 것이
다.359)
또한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 중에서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행정심판, 행정소
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을 말한다. 다만, 이미 처분에 대
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인
사 관계 법령, 노사관계, 외국인 관련 사항 등 처분에 특수성이 인정되거나 형사･행
형･보안처분 관련 사항의 사법작용으로서의 성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
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359)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반복적인 거부처분의 문제는 제37조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문제와는
별개 사항이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거절하는 의
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
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
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법령
이 없는 이상 거부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다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할 수 있
다. 행정청은 이 경우 신청에 대하여 다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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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처분의 당사자에 한정된다. 당사자는 처분의 상
대방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제3호).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만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없다. 재심사 신청의 상대
방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란 「행정소송법」 제13
조의 해석과의 균형상, 실제로 자기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행정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재심사의 사유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①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
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②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
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③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④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
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⑤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⑥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등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심사 신청인이 이러한 사유를 해당 처분의 절차, 행
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실관계의 변경’이란 처분의 결정에 객관적으로 중요하였던 사실이 없어지거
나 새로운 사실(과학적 지식 포함)이 추후에 발견되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법률관계의 변경’은 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된 법
령이 처분 이후에 새롭게 폐지되었거나 변경되어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로서
유리한 결정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360)
‘새로운 증거’는 독일의 학설에 따르면 처분의 발령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당사자를 통해 증명될 수 없었기 때문에 처분 당시
고려될 수 없었던 이전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말한다.36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
360) 김동균, 행정기본법상 재심사제도의 입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9집 제4호, 147-148면
361) 김동균, 앞의 글,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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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증거는 ① 처분의 절차나 쟁송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증거, ② 당사자의
과실 없이 처분 절차 진행 당시 제때 습득하지 못하거나 마련할 수 없었던 증거, ③
당사자의 과실 없이 당사자가 처분 당시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증거, ④ 처분
당시 제출되어 있었으나 행정청의 무지, 오판, 불충분한 고려가 있었던 경우 등을
말한다.

(3) 재심사의 신청 및 신청 기간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신청서에 ①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
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
의 성명)와 연락처, ②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은 날, ③ 재심
사 신청 사유를 적어서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재심사신청서와 함께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당사자가 재심사 신청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재심사 신청 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이 지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재심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보
완이 필요하면 보완할 내용을 명시하여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2. 재심사 절차 및 재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
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
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
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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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
지 아니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법 제
37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은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요건 심사
행정청은 처분의 재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우
선 판단해야 한다. 또 재심사 신청의 대상, 신청인, 상대방, 신청기간 등의 준수 여부
를 확인해야 한다. 재심사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심사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2) 재심사 사유의 유무 심사
행정청은 재심사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재심사 사유가 있으면 본안 판
단을 하게 되나, 재심사 사유가 없다면 재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재심사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

(3) 본안 판단
재심사 신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재심사한다. 새로운 사실
관계, 법률관계, 증거 등을 기반으로 하여 당초의 처분을 재심사한 후 그 처분을 유
지할 것인지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4) 재심사 결과의 통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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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범
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야 하고, 연장 통지서에 연장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였다.
또 행정청이 재심사 신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 그 보완 기
간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5) 재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행정청은 처분을 재심사하여, 기존의 처분을 유지하거나 기존의 처분을 취소･철
회･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
해서는 다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허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쟁송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이 재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거나, 기존의 처분을 취소･철회･
변경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은 금지되지 않는다. 재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에 대해 불
복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처분을 취소･철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은 재심사 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제3자의 이
해관계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
복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청은 처분에 대한 재심사와 관계없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 직권
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즉 재심사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 처분을 유지하
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행정청은 나중에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
권 취소･철회 규정에 따라 종전 처분을 직권 취소･철회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처분의 재심사 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재심사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과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한다.
먼저 제37조에 규정된 재심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재심사의 신청 대상,
신청인, 상대방, 신청 기간 등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재심사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하게 되나,
재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한다. 다만,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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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심사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처
분에 대한 직권 취소나 철회를 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직권 취소와
철회의 경우 제3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 다음 재심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 여부를 재심사하게
된다. 새로운 사실관계, 법률관계, 증거 등을 기반으로 하여 당초의 처분을 재심사
한 후 그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Ⅲ. 참고 판례
①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변경을 요구
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대법원ﾠ2005. 4. 14.ﾠ선고ﾠ2003두7590ﾠ판결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
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고, 상대방으
로부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
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
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③ 대법원ﾠ2007.5.11.ﾠ선고ﾠ2007두1811ﾠ판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
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
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
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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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④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
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
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위와 같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된다.”

Ⅳ. 관련 외국 입법례
법률

조문
제51조 절차의 재개(Wiederaufgreifen des Verfahrens)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신청에 기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
정행위의 폐지･변경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적･법적 상황이 추후에 관계인에게 유리하도록 바
뀐 경우;
2. 관계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독일 연방
행정절차법362)

3.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준하는 재심의 사유가 주어져 있는 경우.
② 관계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절차재개사유를 종전의 절차에서 특히, 권리구제에
의하여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재개)신청이 허용된다.
③ 신청은 3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관계인이 절차재개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④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행정청이 신청에 관해 결정을 한다; 그 폐지･변경이 강
구되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청에 의하여 발급되어진 경우에도 역시 그러하다.
⑤ 제48조제1항제1문과 제49조제1항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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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제128조(처분의 철회･폐지･변경을 구하는 신청의 요건 및 기간) ① 행정처분에 대
한 법정 구제기간이 지난 뒤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이해
관계인은 행정기관에 처분의 철회･폐지･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
사자･이해관계인에게 심각한 과실이 있거나 행정절차･구제절차 중에 그 사유를 주
장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지속적인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실이 처분 뒤에 당사자･이
해관계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경우
2. 당사자･이해관계인에게 비교적 유리한 사실이나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검토 사유가 있으면서 행정처분에 영향을 줄

대만
행정절차법

수 있는 사유도 충족하는 경우
앞 항의 신청은 법정 구제기간이 지난 뒤부터 3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이 결정된 뒤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사유를 알게 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
생하거나 그 사유를 알게 되는 때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 구
제기간이 지난 뒤 5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② 제1항의 새로운 증거는, 처분을 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거나 성립하였으나 아직
조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처분 후에 처음으로 존재하거나 성립한 증거를 말한다.
제129조(처분의 철회･폐지･변경을 구하는 신청의 처리) 행정기관이 제128조의 신
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의 처분을 철회･폐지･변경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해당 신청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거나 비록 이유가 있지만 행
정절차를 재개(再開)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 기존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362) 독일의 경우 신청 자격이 처분의 상대방에 한정되지 않고 관계인에게까지 인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인정
의 범위가 넓다. 또한 재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불복이 폭넓게 인정된
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신청의 대상이 행정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가 제외되는
우리의 경우보다 인정범위가 넓다. 이에 관한 사항은 김동균,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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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답변

1. 처분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면 행정에 큰 부담이 되진 않나요?

처분의 재심사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쟁송으로 다툴 수 없는 처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행
정청에 다소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행정청 중
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혁신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처분의 재심사 대상에서 제재처분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분의 재심사 제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는 처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심사하여 국민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최
소한의 범위(예: 신청에 따른 처분)에서 도입하고, 향후 그 실태와 효과를 분석한 후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가요?

처분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해당 처분의 적법성이 판결로 확정
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는 먼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재심사유가 있
고 그에 따라 판단한 결과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을 통하여 충분
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을 통한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따른 직권 취소와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구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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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이나 대만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처분의 재심사를 인정하는 범위가 좁은데 이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요?
처분의 재심사는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
서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바
람직할 수 있습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현재의 판례에 따라 조리
상 철회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행정청의 직권 취소나 철회도 제한되지 않으므
로, 이러한 방법에 따른 권리구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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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행정기본법 제38조 (행정의 입법활동)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
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
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④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4.]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정부는 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
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등의 입법활동을 한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에서 조례 등 자치법규로 정하도
록 하거나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입법활동을 한다. 제
38조는 이러한 행정의 입법활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에 「법
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조문이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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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헌법상 행정의 입법활동의 의의와 한계를 명확
히 하고, 정부입법계획 수립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입법계획의 절차
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입법 업무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행정기본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관계
「행정기본법」 제38조제4항은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이 바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다.
「행정기본법」은 정부입법계획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법제의 개선(제39조) 및 법령해석
(제40조)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사항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추가 반영할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을 추
진 중에 있다. 다만,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입법영향분석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Ⅱ. 조문의 내용
1. 행정의 입법활동 시 준수사항(제3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
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
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
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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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
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8조(행정의 입법활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부터 제
40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
선과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행정의 입법활동의 의미와 범위
“행정의 입법활동”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
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
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의 입법활동이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행하는 입법활동은 제3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입법부나 사법부 등 일부 헌법기관이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
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
우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과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행정의 입법활동 시 준수사항
행정의 입법활동은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행정의 입법활동이 헌법에 위반되면 헌법재판소의 심
판 대상이 되며, 하위법령은 법원의 명령ㆍ규칙심사 대상이 된다. 행정의 입법활동
절차에 관련된 법률로는 제38조 외에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입법예고), 각종 입법에 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 법률(「성별영향
평가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등이 있다. 하위법령으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국무회의 규정」 등이 있다. 특히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는 정부입법활동에 필요
한 정부입법계획 수립, 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행정의 입법활동 절
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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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의 입법활동의 기준
제38조제2항에서는 행정의 입법활동 시 따라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
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을 하려는 경우에
는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상 기준으로 강조한
것이다. 관계 기관 협의에 대해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연관법령 입법
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정부 간 이견 해소와 그를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는 법령은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을 해야 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및 법제처의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
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
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려
야 하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
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
비표 포함)을 게재해야 한다.
둘째는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
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 입법활동의 기준은 특
히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을 행정의 입법활동에서 관철하는 데
에서 나아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등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표
현을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기준은 법령등 주관기관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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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정･개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인 동시에, 법령안등을 심사하거나 법제
의 정비･개선 등을 시행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법제처장은 법령의 합헌성, 합법
성 및 통일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마
련하고, 이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입법과정에서 법령등과의 조화
를 꾀하고 모순이나 상충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알기 쉬운 법령
이 될 수 있도록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행정규칙 포함)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며, 법제처장은 알
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대상이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363)

명확성 원칙의 의미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
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
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
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
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결정; 헌법재
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바106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6헌마275
결정 등 참조).

363) 최근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24조의4(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
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알기 쉽도록 제정ㆍ
개정하거나 검토ㆍ정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대상ㆍ기준ㆍ방법ㆍ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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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제38조제3항 및 제4항)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③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
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입법계획은 정부입법을 총괄･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며, 정부의 입법활동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8조제3항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른 정
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사항은 「법제업
무 운영규정」 에 따르도록 하였다.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을 총괄ㆍ조정
하는바,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방법,
제출 시기,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인 부처입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처입법계획에는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부처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일정이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는 한편, 예산
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
어지도록 유의해야 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수립한 부처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알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고, 법제처장은 이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
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입법계획이 수립된 이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
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
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제처장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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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한 경
우 법제처장은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의 내용 또는 정부입법 추진상황을 국무회의
에 보고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ㆍ
장기 예측가능성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중ㆍ장기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정부입법계획 수립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 통보
(전년도 10. 31.까지)
법제업무 운영규정 §5

부처입법계획 법제처 제출
(전년도 11. 30.까지)
법제업무 운영규정 §8

‣ 해당 연도 부처입법계획 수립 기본 방향 안내
‣ 부처입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안내

‣ 국정과제, 법령정비과제 등 추진에 필요한 법률안들에 대한
제정ㆍ개정 계획 점검
‣ 입법을 추진하려는 법률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일정 등 검토 및 부처입법계획 수립

부처입법계획에 대한 법제처
예비검토
(전년도 말∼해당 연도 1월 초)

‣ 부처입법계획에 따른 법률안별로 입법 필요성, 주요 내용,

정부입법계획 수립
(해당 연도 1월 말)

‣ 예비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입법계획안 수립

국무회의 보고
(해당 연도 1월 말)

‣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 국회 통지(해당 연도 1. 31.까지, 「국

정부입법계획 관리(연중)

추진일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입법 추진일정, 중복·상
충되는 사항 등 조정

※ 수정 필요사항 부처 최종 확인(해당 연도 1월 초)

회법」 §5의3) 및 관보 게재

‣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법률인 추진현황 및 지연(또는 지연우
려) 법률안 점검(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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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9조 (행정법제의 개선)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
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
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9. 24.]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제39조는 정부는 행정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의 협의, 전문
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령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조문이다.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법
령을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것은 법치행정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정부에게
이러한 법적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제39조제2항에 근거하여 행정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해 법률 위임을 통해 국
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
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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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문의 내용
1. 행정법제의 개선 사항(제39조제1항)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8조(행정의 입법활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부터 제
40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
선과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행정법제의 개선 대상
「행정기본법」 제39조제1항에서 행정법제 개선을 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
에서는 법제정비를 추진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법령을 검토ㆍ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ㆍ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
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
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의3.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법령을 정
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령정비의 대상ㆍ기준ㆍ절
차ㆍ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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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
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면 해당 법령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
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ㆍ개선과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⑦ 법제처장은 법령 등의 정비ㆍ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학계ㆍ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법령정비 대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와 개선과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제처장은 법령정비를 위해 일반 국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법령 정비가 필요하면 법제처는 그 정비 대상, 기준,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된 대상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 필요성이 있으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장에
게 통보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여러 부처에 관련된 동일한 법령정비 사항
인 경우에는 법제처가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법령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법제개선이나 법령정비 대상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령이 헌법
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 것이다. “권한 있는 기관”이란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
다.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의미한다. 헌법
재판소는 법원의 제청 또는 당사자의 청구364)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364)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
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 402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법령365)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기본권 침해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36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또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으로 모든 국가기
관을 기속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 제75조제1항), 헌법재판소의 결정
으로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명령･규칙367)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제2항). 헌법재판소와 달리 명령･
규칙 자체를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선결
문제로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이 명령･규칙
을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결론은 판결의 이유에 기재될 뿐
주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단은 판결
주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판단에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다. 그러나 대법원이 권한 있는 기관으로서 최종적 판단을 내린 이상, 이로써 해당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다고 선언한 명령･규칙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은 당
연무효가 되며, 그와 같은 처분을 행한 공무원의 과실도 인정되어 국가가 배상책임
을 지게 될 수 있다.368)
하급심 법원에서 법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행정기본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령 개선 의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에 최종
적 심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급심 법원도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
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하급심 법원의 판결도 대법원
에 상고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
365)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3)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25 결정 등 참조).
366)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결정 등 참조
367)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령 중에서 1)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2) 국회규칙 등과 나목에 따른
자치법규가 포함된다. 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엄밀히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명령･규칙’에 해당하지 않
으나, 명령･규칙에 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368)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
원은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
다(「행정소송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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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다른 법원이나 대법원이 동일한 명령･규칙에 대해 반대
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반한다고 본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법령의 위헌･위
법성 문제를 제기한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의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행정기관 스
스로 법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정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부는 법령을 개선 또는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령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8조제2항제3호). 이에 맞지 않는 법령도 개선
또는 정비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법령과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
설하였다.

(2) 행정법령의 개선 주체
「행정기본법」 제39조제1항은 법령 개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였으나, 최종적인
개선 의무는 해당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할 권한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즉 법령 주
관기관의 장에게 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39조는 개별 법령의 개정을 넘어서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의 일괄정비도
염두에 둔 규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장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
하고, 법제처 또한 법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
하는 기관으로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고, 법령의 정비와 개선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는 그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법제업무 운영규정」 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 등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 중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
특히 제도개선사항을 총괄적으로 발굴ㆍ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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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ㆍ관리하고, 그 결
과 제도개선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
관 법령의 일괄정비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제처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규칙도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ㆍ유
지ㆍ관리되어야 하며, 규제가 포함된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처가 사전 검토를 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
도록 하고 있다.

2. 행정법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법령 분석(제39조제2항)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①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하 “입법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
2.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3.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한 분석
③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입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법
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그 조사ㆍ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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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하였다(「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이에 따라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는 행정 분
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해 법제처
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서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1)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법제처 소속으로 설치되는 행
정기관 소속 위원회이다.369) 이 위원회는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
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정부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즉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민관합동위원회에 해
당한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사항은, ① 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
입ㆍ개선에 관한 사항, ②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위원장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문사항에 대해
법령정비 등 법제개선 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36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참고하기 바란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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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
행정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ㆍ개선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
를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
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법제처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장”이라 한다)이 된
다. 이 경우 법제처장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인 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
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법무부
나. 행정안전부
다. 국무조정실
라. 인사혁신처
마. 법제처
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2. 위촉위원: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
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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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동으로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
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행정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영향분석 실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①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하 “입법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
2.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3.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한 분석
③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입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법
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그 조사ㆍ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현행 법령 분석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기본
법 시행령」 제17조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입법영향
분석 제도는 행정법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 법령을 대상370)으로 입
법의 효과성 및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이다. 법
| 408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제처가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법령정비 기능을 고유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하여, 법제처가 제3자적 입장에서 현행 법령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을 통해 현행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을 파악하고 현행 법령의 문제점이나 미흡점
등을 찾아내어 그 분석 결과를 법령정비나 법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의 자문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파악하려는 내용은, ①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 및 실효
성 분석, ②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③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한 분석 등이 있다. 이러한 입법영향분석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면 법
제처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을 세우거나 입법계획
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입법영향분석의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입법영향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대상
수요조사

분석 대상 확정

위탁계약
체결

입법영향분석
실시

국가행정법제
위윈회 심의

결과 활용 등
후속조치

부처 등,
전년도말

부처 협의 및
국가행정법제위
원회 심의

연초

실태분석 및
규범분석,
6개월 내외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법령정비 등

370) 실제 입법영향분석 대상은 분석가능성, 제도개선 활용가능성, 분석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법령 전체가
될 수도 있고, 현행 법령상 특정 제도가 될 수도 있으며, 법령상 주요 공통제도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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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40조 (법령해석)
제40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집행할 책임을 진다.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4.]

Ⅰ. 조문의 취지와 의의
제40조는 법령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의 해석에 대해 의문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의 주체, 법령소관기관의 법령해
석 책임,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절차를 규정하여 그 동안 「법제업무 운영규정」
에 따라 운영되던 법제처 법령해석제도 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내 법령
해석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제40조는 “누구든지”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령해석 요
청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
만, 법령해석제도는 국민이 법령의 의미에 대해 추상적 차원의 법령소관기관 또는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뿐,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과 같은 직접적인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
는 아니다.
한편 법령소관기관과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은 그 자체로 행정의 입법활동은
아니나, 해석 결과에 따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법제처 등의 법령정비 권고나 법령소관기
관의 판단에 따라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입법활동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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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해석 요청권 및 법령합치적 해석ㆍ집행 의무(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
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
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집행할 책임을 진다.

(1) 법령소관기관의 법령해석
누구든지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국민에게 법령해석 요청권을 부여
한 것이다. 또 법령소관기관은 소관 법령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집행할 책임을 진다.
가. 법령해석 요청 대상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법
령이다. 그 법령의 범위는 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② 그 위임을 받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즉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만
이 법령해석 요청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소관법령이 아니므로 법령해석 요
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법령소관기관
법령소관기관은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3)에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 즉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 법령해석 요청권자
제40조는 “누구든지” 법령소관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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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령소관기관의 법령해석 책임
제40조에서는 법령소관기관은 소관 법령을 해석･집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
여 법령해석의 1차적 권한과 책임은 법령소관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했고, 법령소관
기관은 법령해석을 할 때에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법령소관기관은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으면 법령해석기관
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민원인의 해석 요청에 답할 수도 있다.

(2) 자치법규의 해석
법령과 마찬가지로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집행할 책임을 지나, 법제
처장 등 법령해석기관에게 자치법규를 해석할 권한과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2.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40조제3항 및 제4항)
제40조(법령해석)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법령해석기관
법령소관기관 또는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령해석업무를 전
문으로 하는 기관(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제업
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371)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아

371)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
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
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민사ㆍ상사ㆍ
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
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
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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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이 구분된다.
●

법무부 :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

●

법제처 :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

(2) 법령해석 요청권자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령소관기관” 또는 “법령소
관기관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이다.
가. 법령소관기관
법령소관기관은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법령의 해석에 의문이 있
는 경우 법령해석기관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법령소관기관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
“법령소관기관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령소관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법령소관기관 이외
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또는 민원인은 법령소관기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을 거쳐,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법령해석 요청 대상
“법령소관기관”의 경우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② 소관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 모두 포함
되나, “법령소관기관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의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의2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법령해석기관에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규칙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
해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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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령해석 요청 절차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제업무 운영규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372)

1) 법령소관기관의 법령해석 요청
법령소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법령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민
원인으로부터 질의를 받았을 때 반드시 법령해석기관의 해석을 거쳐 소관 법령을
운영･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법령소관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령소관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소관기관
의 법령해석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해석기관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법
령소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소관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법령해석 요청을 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에 회신을 하지
않는다면 법령소관기관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않고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의견이 없는 법령소관기관의 회신 내용
을 첨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거나, 법령소관기관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법
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소관기관에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
청해야 하고, 그 요청을 받은 법령소관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에 법령해석기관에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해야 한다.

372)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법무부 소관 법령해석 절차
와 방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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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인
민원인은 법령소관기관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소
관기관에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법령소관기관의 법
령해석 의견을 첨부하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소
관기관은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
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
석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법령해석 사안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
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한편 법령해석기관
은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⑧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 질의
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
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
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
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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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할 때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를 통일하고 일관
성 있게 법령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해당 법령의 입법 배경・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
2.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확인할 것
3.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법령해석기관은 법령해석 요청이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정립된 판
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거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거나, 행
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등에는 법령해석 요청
을 반려하고 있다. 즉 법령해석 요청 내용에 대한 반려 사유는 법령소관기관이 민
원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
유와 동일하다.
법령해석기관의 해석 결과가 나오면 법령해석을 요청한 자와 법령소관기관에 그
결과를 회신한다. 법령소관기관이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
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라면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법령해석기관의 해
석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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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
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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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
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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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
등과 제도를 정비ㆍ개선할 책무를 진다.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
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기간의 계산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
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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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
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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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
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
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
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
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
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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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
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
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
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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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
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
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
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
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
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 2023. 3. 24.]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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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허가의제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
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
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
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
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에만 이를 거친다.
[시행일 : 2023. 3. 24.] 제24조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시행일 : 2023. 3. 24.] 제25조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ㆍ제25조 및 이 조 제1항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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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3. 3. 24.] 제26조

제3절 공법상 계약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
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절 과징금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
정하여야 한다.
1. 부과ㆍ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
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
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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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절 행정상 강제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
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
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
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
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
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
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
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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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시행일 : 2023. 3. 24.] 제30조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
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ㆍ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
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ㆍ사유ㆍ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
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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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
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시행일 : 2023. 3. 24.] 제31조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
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
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23. 3. 24.] 제32조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
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3. 3. 24.] 제33조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
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일 : 2023. 3. 24.] 제34조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
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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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
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시행일 : 2023. 3. 24.] 제36조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
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430

행정기본법

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
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
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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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 : 2023. 3. 24.] 제37조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
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
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
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
어져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
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
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
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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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ㆍ집행할 책임을 진다.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979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
행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법상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 및 제3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접강제나 즉시강제
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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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행정의 적
극적 추진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적극행
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행정작용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이하 “주된인
허가”라 한다) 행정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
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이하 “관련인허가”라 한다) 행정청과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3. 24.] 제4조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①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제5항 단
서에 따라 관련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이하 이 조에서 “관련인
허가절차”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주된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1. 관련인허가절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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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인허가절차에 걸리는 기간
3. 그 밖에 관련인허가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주된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된인허가를 하거나 법 제
26조제2항에 따라 주된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인
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주된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된인허가 또는 관련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
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시행일: 2023. 3. 24.] 제5조
제6조(공법상 계약) 행정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를 모두 거쳐야 한다.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
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
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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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2. 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상한 등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이행강
제금 부과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戒告)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과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이행 기한은 행정상 의무의 성질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
상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시행일: 2023. 3. 24.] 제8조
제9조(직접강제의 계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
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과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일: 2023. 3. 24.] 제9조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2.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3.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집행책임자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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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23. 3. 24.] 제10조
제11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행정청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
처리 상황 등 이의신청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3. 24.] 제11조
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3.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4.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시행일: 2023. 3. 24.] 제12조
제13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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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은 날
3. 재심사 신청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
함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은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
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시행일: 2023. 3. 24.] 제13조

제3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14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
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ㆍ개선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라 한다)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
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법제처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
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

| 438

행정기본법 시행령

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
명하는 사람
가. 법무부
나. 행정안전부
다. 국무조정실
라. 인사혁신처
마. 법제처
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2. 위촉위원: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처장인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동으로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과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
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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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①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
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하 “입법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
2.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3.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한 분석
③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입법계획에 반
영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그 조사ㆍ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의 입법활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서 규정한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과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통지서, 처리대장, 그 밖의 서식은 법제처
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
13조까지의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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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의7제5항을 삭제한다.
⑤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⑦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⑪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⑬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6항을 삭제한다.
⑭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⑮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⑯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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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⑲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5항 및 제26조의5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⑳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0제5항을 삭제한다.
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을 삭제한다.
㉒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㉓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㉖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삭제한다.
㉗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을 삭제한다.
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및 제14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㉙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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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㉚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㉛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㉜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㉝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㉞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삭제한다.
㉟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㊱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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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Enforcement Date 23. Mar, 2021.]
[Act No.17979, 23. Mar, 2021., New Enactment]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SECTION 1 Purpose and Definit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democracy in and legality of administration and to enhance the appropriateness and efficiency thereof by
prescribing principles and general matters regarding administr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The term "statutes or regulations, etc." means the following:
(a) Statutes or regulations: Any of the following:
(i) Statutes, Presidential Decrees,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 and
Ordinances of Ministries;
(ii) National Assembly Regulations, Supreme Court Regulations, Constitutional Court Regulation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gulations, and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gulations;
(iii) Directives and administrative rules, public notices, etc. prescribed
by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referring to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stablished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other statut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s mandated under subitems (i) and (ii);
(b) Municipal ordinances and rules: Ordinances and rules of a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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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2. The term "administrative authority" means any of following persons:
(a) Any agency of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that is authorized to
make and issue administrative decisions;
(b) Public organizations, their organs, as well as private persons, who have
or are delegated or entrusted with the authority to make and issue
administrative decisions under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etc.;
3. "Party" means a person on whom a disposition is imposed;
4. The term "disposition" means an exercise of public power, the refusal
of such exercise, or any other equivalent administrative action, which
is the execution of laws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with respect to
specific facts;
5. The term "sanction" means a disposition that imposes obligations on a
party or restricts his or her rights or interests on the grounds of a breach
of obligations or failure to fulfill obligations prescribed in statutes or
regulations, etc.: Provided, That herefrom is administrative compulsion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0 (1).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be responsible for conducting
fair and reasonable administration according to due process so a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be responsible for continuously
improving statutes or regulations, etc. and systems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rticle 4 (Implementation of Proactive Administration)
(1) Administration shall be proactively conducted for the public interest.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reate all the conditions to e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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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officials under their jurisdiction to proactively perform their
duties for the public interest, and shall promote policies and measures
related thereto.
(3) Specific details of policies for proactively implementing administration and facilitating active administr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other statutes, this Act shall apply to
administration.
(2) In enacting or amending other statutes on administration, efforts shall
be made to comply with the purpose, principles, standards, and
purport of this Act.

SECTION 2 Calculation of Period
Article 6 (Calculation of Period for Administration)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or any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etc.,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period for administration.
(2) Where any statute or regulation, etc. or disposition restrict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or imposes obligations on citizens, the period
during which the rights and interests are restricted or the obligations
continue to exist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following standard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standards would be disadvantageous to citizens:
1. Where the period is set to days, weeks, months, or years, the first day
of such period shall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period fo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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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ven where the last day of the period is a Saturday or a public holiday,
such period shall expire on that day.
Article 7 (Calculation of Period of Time from Enforcement Dates of
Statutes or Regulations)
The following standards shall apply to the determination or calculation of
the enforcement dates of statutes or regulations, etc. (including directives,
established rules, public notices, guidelines, and the like;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1. Where any statute or regulation, etc. enters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shall be the enforcement
date;
2. Where any statute or regulation, etc. enters into force after the lapse
of a certain period of time from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the date
on which the statute or regulation, etc. is promulgated shall not be
counted as the first day of such period;
3. Where any statute or regulation, etc. enters into force after the lapse
of a certain period of time from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if the last
day of such period is a Saturday or a public holiday, the period shall
expire on the last day.

CHAPTER II LEGAL PRINCIPLES OF ADMINISTRATION
Article 8 (Principle of Rule of Law in Administration)
Any administrative action shall not contravene a statute, and if it restricts
the rights of citizens, imposes obligations on citizens, or has material impacts
on the life of citizens, it shall have a statutory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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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Principle of Equality)
Administrative authorities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citizens without
reasonable grounds.
Article 10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y administrative action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1. It shall be effective and appropriate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2. It shall be taken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3. The infringement of citizens' interest due to an administrative action
shall not be greater than the public interest it intends to uphold.
Article 11 (Duty of Good Faith and Principles of Prohibition of Abuse of Authority)
(1) Each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perform its duties in good faith
under statutes or regulations, etc.
(2) No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abuse its administrative authority or
exceed the scope of its authority.
Article 12 (Principle of Protection of Trust)
(1)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protect a citizen’s legitimate and
reasonable trust in administration, except where the public interest
or a third party’s interest is likely to be significantly undermined.
(2) An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not exercise an authority if citizens
have good cause to believe that the authority would not be exercised
since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not exercised the authority for a
long time despite opportunity to do so: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public interest or a third party’s interest is likely to be
significantly und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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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Principle of Substantial Relations Between the Ends and the Means)
In taking an administrative action, an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not
impose on a party obligations unrelated in effect to the administrative action.

CHAPTER III ADMINISTRATIVE ACTION
SECTION 1 Dispositions
Article 14 (Standards for Application of Law)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tatutes or regulations, etc., a new
statue or regulation, etc. shall not apply to facts or legal relationships
that have been completed or terminated before the statute or
regulation, etc. enters into force.
(2) A disposition made at the request of a party shall comply with the statutes
or regulations, etc. as at the time the disposition is impose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tatutes or regulations, etc. or except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make it impracticable to apply
statues or regulations, etc. as at the time the disposition is imposed.
(3)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f an act violating a statute or
regulation, etc. and sanctions for such act, the statutes or regulations,
etc. as at the time such act is performed shall apply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tatutes or regulations, etc.: Provided, That if the act ceases
to be a violation under statutes or regulations, etc. due to an
amendment thereof after such act is committed or if the standards for
sanctions become lenient, the amended statutes or regulations, etc.
shall apply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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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Effects of Dispositions)
A disposition shall remain effective until a competent authority revokes
or withdraws the disposition or until said disposition ceases to exist after
the lapse of a certain period of time or the like: Provided, That an invalid
disposition shall never take effect.
Article 1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1) The grounds on which qualification, status, etc., shall not be granted
or obtained or the ground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n which a person must not conduct
operations, business, etc. that require authorization, permission,
designation, approval, registration, acceptance of reports, or the lik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hall be
prescribed by statutes.
(2) The following standards shall apply when providing for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1. There shall be clear necessity for such provisions;
2. The provisions shall consist only of minimum necessary items;
3.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s shall have de facto relationship to
qualifications, status, business or operations, etc. subject to the
provisions;
4.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s shall strike a balance with other
systems similar thereto.
Article 17 (Subordinate Clauses)
(1)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attach subordinate clauses (referring
to conditions, deadlines, encumbrances, reservation of the rights to
withdrawal, etc.;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where
it has discretion in imposing a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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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re it has no discretion in imposing a disposition,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attach subordinate clauses if there are grounds in
statutes.
(3) If a disposition to which subordinate clauses may be attached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attach new subordinate clauses or amend existing subordinate clauses
even after the disposition is imposed:
1. Where there are grounds in statutes;
2. Where the party consents;
3. Where the purpose of the disposition is deemed unattainable unless
new subordinate clauses are attached or previous additional clauses
are amended, due to changes in circumstances.
(4) Subordinate clauses shall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ey shall not be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disposition;
2. They shall be related in effect to the disposition;
3. They shall be prescribed to a minimum extent necessary to attain the
purpose of the disposition.
Article 18 (Revocation of Illegal or Unjust Dispositions)
(1)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retroactively revoke all or part of an
illegal or unjust disposition: Provided, That it may prospectively revoke
such disposition if there is good cause, such as that a party’s trust has
a value that deserves protection.
(2) Where an administrative authority intends to revoke a disposition that
grants rights or benefits to a party under paragraph (1), it shall compare
the disadvantages to the party resulting from the revocation and the
public interest attained by the revoc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balance of hardships between them: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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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re the disposition has been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The party was aware of the illegality or, due to gross negligence, was
not aware of it.
Article 19 (Withdrawal of Legitimate Dispositions)
(1) Where a legitimate disposi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prospectively withdraw all or part of the
disposition:
1. Where it is subject to any of the grounds for withdrawal set forth in
statutes;
2. Where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uphold a disposition due to an
amendment to a statute or regulation, etc. or changes in circumstances;
3. Where revocation is necessary for material public interest.
(2) Where an administrative authority intends to withdraw a disposition
under paragraph (1), it shall compare the disadvantages to the party
resulting from the withdrawal and the public interest attained by the
withdrawal, taking into account the balance of hardships between
them.
Article 20 (Automatic Disposition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impose a disposition using a fullyautomated system (including systems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re employed):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dispositions imposed at its discretion.
Article 21 (Standards for Exercising Discretion)
In imposing a disposition in its discretion, an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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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ly balance relevant interests, and shall not exceed the scope of its
discretionary authority.
Article 22 (Standards for Sanctions)
(1) Statutes that form the basis for sanctions shall clearly state the
competent authority of, reasons for, and the types and upper limits of
sanctions. In such cases, the specificity of the relevant violation, equity
with similar violations, and the like shall be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when determining the types and upper limits of sanctions.
(2) In imposing sanctions in its discretion, an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following:
1. Motives, purposes, and methods of a violation;
2. Results of a violation;
3. Number of violations;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equivalent to
those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Enforcement Date: Sep. 24, 2021] Article 22

Article 23 (Limitation Period for Sanctions)
(1)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not impose a sanction (referring to
suspension, revocation, or withdrawal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r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in lieu
of closure of a business office or suspension of business;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for a violation after five years from
when the violation of a statute or regulation, etc. ceases to occur.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Where the party has obtain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or filed
a report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Where the party was aware of the illegality in obtaining auth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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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permission or filing a report or, due to gross negligence, was not
aware of it;
3. Where the limitation period expires due to evasion, obstruction, or
refusal of an administrative authority’s investigation, entry, or
inspection without good cause;
4. Where a failure to impose a sanction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serious harm to the safety or life of citizens or to the environment.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sanction is revoked or
withdrawn on the grounds of a ruling on administrative appeal or a
court ruling,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impose a new sanction
in line with the purport of such ruling until one year (in the case of a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two years) elapses from the date the
ruling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4) Where other statutes provides for any shorter or longer period than
those referred to paragraphs (1) and (3), such statutes shall apply.
[Enforcement Date: Mar. 24, 2023] Article 23

SECTION 2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rticle 24 (Standards for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1) The term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n this Section means
that a person who has obtained an authorization or per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mary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various other authorization or permission
related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evant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s prescribed by statutes.
(2) Where a person intends to obtain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he or she shall also submit documents necessary for obtaining the
relevant authorization or permission when applying for the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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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ation or permission: Provided, That if it is impossible to submit
the documents simultaneously due to any unavoidable cause, the
documents may be submitted not later than the deadline separately
prescrib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uthorized to grant the
primary authorization or permission.
(3)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uthorized to grant the primary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hall consult with the relevant authorizing
or permitting administrative authority before granting the primary
authorization or permission.
(4)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3), the
relevant authorizing or permitting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submit its opinion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such
request (excluding the period required for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the proviso of paragraph (5)). In such cases, consultations shall be
deemed held if no opinion on consultations is submitted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in the former part (referring to the extended period
if the period for submitting an opinion is extend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s or regulations governing processing of civil petitions).
(5)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3), no
relevant authorizing or permitting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respond to such request for consultation in violation of the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Provided, That the procedures necessary for
relat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uch as deliberation and hearing
of opinions, shall be conducted only when it is expressly prescribed
by statute that the relevant procedures are required even in the case
of a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Enforcement Date: Mar. 24, 2023] Articl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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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Effect of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1) Matters consulted on pursuant to Article 24 (3) and (4)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relevant authorization or permission when the
primary authorization or permission has been obtained.
(2) The effects of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hall be limited to
the relevant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et forth in the statutes
governing the primary authorization or permission.
[Enforcement Date: Mar. 24, 2023] Article 25
Article 26 (Follow-Up Management of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1) In the case of a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he relevant
authorizing or permitting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be deemed to
have granted the relevant authorization or permission directly and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management and supervision,
pursuant to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2) Where a change in a primary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s made after
granting such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rticles 24 and 25 and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3) Except as provided in this Section, methods of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nd other necessary detail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nforcement Date: Mar. 24, 2023] Article 26

SECTION 3 Contracts under Public Law
Article 27 (Conclusion of Contracts under Public Law)
(1) Where it is necessary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to the extent
not violating statutes or regulations, etc., administrative authorities
may enter into a contract concerning legal relations under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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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act under public law"). In such cases,
a contract shall be prepared, clearly stating the purpose and details of
the contract.
(2) In selecting the other party to a contract under public law and
stipulating the contract,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ublic interest of a contract under public law and
the interests of any third party.

SECTION 4 Penalty Surcharges
Article 28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1)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impose a penalty surcharge on a person
who violates his or her obligation under statutes or regulations, etc.,
as a disciplinary measure for such violation, as prescribed by statutes.
(2) The following matters regarding penalty surcharges shall be clearly
prescribed in statutes that form the basis of penalty surcharges:
1. Persons imposing and collecting charges;
2. Grounds for imposition;
3. Upper limits;
4. In cases of collecting additional charges, matters relevant thereto;
5. Where default may result in compulsory collection of a penalty
surcharge or additional charge, matters relevant thereto.
Article 29 (Extensions of Payment Deadline for Penalty Surcharges and Payment
by Installment)
Penalty surcharges shall be paid in a lump sum, in principle: Provided, That
where an administrative authority deems that a person on whom a penalty
surcharge is imposed has difficulty in paying the penalty surcharge in a lump
sum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it may extend the payment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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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allow him or her to pay the penalty surcharge in installments. In such cases,
it may require him or her to provide security, if deemed necessary:
1. Where the person has sustained a substantial loss to his or her property
due to a disaster, etc.;
2. Where the person’s business is in a serious crisis due to a deterioration
in business conditions;
3. Where a lump sum payment of the penalty surcharge is likely to result
in considerable financial hardship;
4. If there exists any other reason equivalent to those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nforcement Date: Sep. 24, 2021] Article 29

SECTION 5 Administrative Compulsion
Article 30 (Administrative Compulsion)
(1) Where necessary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as prescribed by statutes:
1.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Where an obligor fails to
perform his or her administrative obligations (referring to
obligations that are directly imposed under statutes or regulations,
etc. or imposed b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under statutes or
regulations, etc.; hereafter in this Section the same shall apply)
performable by another person, if it is impracticable to secure
performance by other means prescribed by statutes and leaving the
obligations unperformed is deemed to seriously undermine the
public interest,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directly perform
the obligations or require another person to perform the obligations,
and collect the expenses from the obli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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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osit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Where an obligor
fails to perform his or her administrative obligation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give an appropriate period for performance
and where the obligor fails to perform his or her administrative
obligations by the deadline, monetary payment obligations may be
imposed.
3. Direct compulsion: Where an obligor fails to perform his or her
administrative obligation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use
force upon the obligor or the property of obligor, thereby achieving
the same state as if the administrative obligations had been
performed;
4. Compulsory collection: Where an obligor fails to perform the
monetary payment obligations out of his or her administrative
obligation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use force upon the
property of the obligor, thereby achieving the same state as if the
administrative obligations had been performed;
5. Immediate compulsion: Where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administrative difficultie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immediately use
force upon a citizen or the property of a citizen to attain administrative purpos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Where an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no time to order the
performance of administrative obligations in advance;
(b) Where it is impracticable to attain the administrative purposes
solely by ordering the fulfillment of the administrative obligations
in light of their nature;
(2)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matters necessary for administrative
compulsory measures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other statutes.
(3)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either to matters implemented under statues
or regulations on criminal affairs, criminal administ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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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ve orders or to matters pertaining to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the country, refugee recognition, naturalization, and reinstatement of nationality of aliens.
[Enforcement Date: Mar. 24, 2023] Article 30
Article 31 (Imposit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1) The following matters regarding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shall be clearly prescribed in statutes that form the basis for imposing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Provided, That excluded herefrom
are cases where the legislative purpose or legislative intent is deemed
highly likely to be impaired by stipulating matters stated in
subparagraph 4 or 5,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Persons imposing and collecting charges;
2. Requirements for imposition;
3. Amount to be imposed;
4. Standards for calculation of the amount to be imposed;
5. Number of impositions per year, or the upper limits thereof.
(2)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increase or reduce the amount of a
charge for compelling compliance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1. The motives, purposes, and results of the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s;
2. The degree and recidivism of the non-performance of any obligation;
3. Other grounds deemed necessary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3) An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issue a written warning to an obligor
for a specified appropriate period, to the effect that a charge for
compelling compliance will be imposed if the obligor fails to perform
administrative obligations by a set deadline, in advance of imposition
of the charge.
(4) Where an obligor fails to perform his or her administrative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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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deadline set forth in the warning under paragraph (3),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clearly notify the obligor of the amount
of, grounds for, and timing of, imposition of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in writing.
(5)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repeatedly impos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until an obligor performs his or her administrative obligations: Provided, That, when an obligor performs his or
her obligations, a new imposit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shall be immediately suspended, but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already imposed shall be collected.
(6) If a person on whom a charge for compelling compliance has been
imposed fails to pay it by the payment deadline,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collect the charge in the same manner as delinquent
national taxes, or pursuant to the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Administrative Penalty Charges.
[Enforcement Date: Mar. 24, 2023] Article 31
Article 32 (Direct Compulsion)
(1) Direct compulsion shall be enforced where it is impracticable to secure
the performance of an administrative obligation or where it is
impossible to realize such obligationby means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or the imposition of a charge for compelling
compliance.
(2) A person in charge of enforcement who is dispatched to the scene to
enforce direct compulsion shall present a certificate indicating that he
or she is in charge of enforcement.
(3) Article 31 (3)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warnings and
notices of direct compulsion.
[Enforcement Date: Mar. 24, 2023] Articl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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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 (Immediate Compulsion)
(1) Immediate compulsion shall be permitted only if no other means can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and even in such cases, it shall be
executed only to the minimum extent.
(2) A person in charge of enforcement who is dispatched to the scene to
enforce an immediate compulsion shall present a certificate indicating
that he or she is in charge of enforcement, and provide notice on the
grounds and details of the immediate compulsion.
[Enforcement Date: Mar. 24, 2023] Article 33

SECTION 6 Other Administrative Actions
Article 34 (Effects of Reports Depending on Acceptance)
In the case of a report that requires notification of specified matters to
an administrative agency as prescribed by a statute or regulation, etc., if a
statute expressly provides that such report requires acceptance (excluding
cases where acceptance is provided as an internal affairs process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uch report shall take effect only upon the
acceptance thereof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Enforcement Date: Mar. 24, 2023] Article 34
Article 35 (Fees and Usage Fees)
(1)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collect fees from a person who receives
administrative services for a certain person, as prescribed by statutes
or regulations.
(2) With respect to taking advantage of, or using public facilities, property,
etc.,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collect usage fees according to
the amount or standards disclosed in advance.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the Local Autonomy Act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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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o local governments.

SECTION 7 Raising Objections to Disposition and Reexamination
Article 36 (Raising Objections to Disposition)
(1) Any party who has an objection to a disposition imposed b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referring to a disposition subject to
administrative appeal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same Act;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may raise an objection with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receives such disposition.
(2) Where an administrative authority receives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it shall notify the person who has raised the objection
of the results thereof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it receives the
objection: Provided, That if it is impossible to give notice within 14 days
due to any unavoidable cause, the period may be extended once by up
to 10 days, being counted from the day following the expiration date,
and the objector shall be provided notice on the ground for such
extension.
(3) Even after raising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a person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gardless of raising the objection.
(4)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after receiving the results of an objection may do so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the results (referring
to the date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notification period under
paragraph (2), if there is no notice of the results within the notification
period under the same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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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ven where other statutes set forth procedures for raising objections
and other procedures equivalent thereto, matters that are not set forth
in those statutes shall be governed by this Article.
(6)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5),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raising objections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7)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Matters regarding dispositions such as a disciplinary action under
statutes or regulations on the personnel management of public
officials;
2. Decis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n
petitions under Article 30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3. Matters implemented subject to resolution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under Article 2-2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4. Matter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statutes and regulations on
criminal affairs, criminal administration, or preventive orders;
5. Matters regarding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the country, refugee
recognition, naturalization, and reinstatement of nationality of
aliens;
6. Matters regarding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Enforcement Date: Mar. 24, 2023] Article 36
Article 37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1) Even where a disposition (excluding sanctions and administrative
compulsion;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has become
uncontestable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 administrativ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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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any other litigation (excluding cases where a court rendered a final
decision), a party may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hat has imposed the disposition to revoke, withdraw, or
amend the disposi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the facts or legal relations that form the basis of the disposition
change to the advantage of the party;
2. Where there is new evidence that would have brought a decision more
favorable to the party;
3. Where there arise reasons equivalent to grounds for retrial referred
to in Article 45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may be filed only when the party
has failed to argue the ground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in the proceedings of the disposition, administrative
appeal, administrative litigation, or any other litigation without gross
negligence on his or her part.
(3)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the party has become aware of the ground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Provided, That no application may be
filed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date of disposition.
(4) An administrative authority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s of re-examination
of the disposition (including whether re-examination has been
conducted as well as decisions to uphold, revoke, withdraw, or amend
the disposition, or the like) within 90 days (180 days in the case of a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after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in the absence of special circumstances to the contrary: Provided, That
if such notice cannot be made within 90 days (180 days in the case of
a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due to any unavoidable cau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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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may be extended once by up to 90 days (180 days in the case
of a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being counted from the day
following the expiration date, and the grounds for extension shall be
notified to the applicant.
(5) A decision to uphold a disposition out of the results of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under paragraph (4) may not be appealed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 administrative litigation, or any other means of
litigation.
(6) No revocation under Article 18 and withdrawal under Article 19 b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be affected by re-examination of a
disposition.
(7)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6), matters regarding
methods and procedures for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8)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Matters regarding dispositions such as a disciplinary action under
statutes or regulations on the personnel management of public
officials;
2. Matters implemented subject to resolution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under Article 2-2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3. Matter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statutes and regulations on
criminal affairs, criminal administration, or preventive orders;
4. Matters regarding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the country, refugee
recognition, naturalization, and reinstatement of nationality of
aliens;
5. Matters regarding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6. Where the application is exempted by an individual statute.
[Enforcement Date: Mar. 24, 2023] Articl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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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LEGISLATIVE ACTIVITIES OF ADMINISTRATION
Article 38 (Legislative Activities of Administration)
(1) When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enact, amend, or
abolish a statute or regulation, etc. or to perform activities related
thereto (including the submission of a legislative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ubmission of a draft ordinance to a local council;
here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legislative activities of
administration"), it shall not contravene the Constitution and other
higher-level statutes or regulations, and shall comply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and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etc.
(2) Legislative activities of administration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standards:
1. They shall be responsibly conducted after gathering opinions of the
general public and interested persons and having a full consultation
with relevant agencies;
2. Details and provisions of statutes or regulations, etc. shall be in
harmony with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etc., and shall not overlap
or conflict with any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etc.;
3. Statutes or regulations, etc. shall be made readily understandable so
that the general public can easily and clearly understand the details
thereof.
(3)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 legislative plan for bil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egislative plan of the Government") to be promoted in
the relevant year on an annual basis.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legislative activities of
administration and the formulation of the legislative plan of the
Govern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gover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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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affairs of the Government.
[Enforcement Date: Sep. 24, 2021] Article 38
Article 39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1)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it is obvious
that a statute or regulation contravenes the Constitution or other
statutes according to a decision by a competent authority, the
Government shall improve the relevant statute or regulation.
(2) If necessary, among other thing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the field
of administration and to establish standards for consistent application
of law, the Government may take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consultation with relevant agencies and collection of opinions from
relevant exper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it may
analyze current statutes or regulations to this end.
[Enforcement Date: Sep. 24, 2021] Article 39
Article 40 (Interpretation of Statutes or Regulations)
(1) Anyone who has questions about the details of a statute or regulation,
etc. may request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statute or regulation,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etent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municipal ordinances and rules to issue an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or regulation.
(2) The head of a competent agency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municipal ordinances and rules shall be
responsible for interpreting and executing respective statutes or
regulations, etc.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in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purport of the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etc.
(3)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a competent agency or its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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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statute or regulation may request an agency specializing in
interpreting statutes or regulations to make an interpretation of a
statute or regul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interpreting statutes or
regula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nforcement Date: Sep. 24, 2021] Article 40

부칙 ADDENDA <Act No. 17979, Mar. 23, 2021>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s 22, 29, and 38 through 40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nd Articles 23
through 26, 30 through 34, 36, and 37 shall enter into force two year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o Amendments to Statutes or Regulations on Sanctions)
Proviso of Article 14 (3) shall begin to apply to cases where statutes or
regulations, etc. on sanctions are amend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Applicability to Limitation Period for Sanctions)
Article 23 shall begin to apply to violations occurring after the enforcement
date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 of the Addenda.
Article 4 (Applicability concerning Contracts under Public Law)
Article 27 shall begin to apply to the contracts concluded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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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Applicability to Administrative Compulsory Measures)
(1) Article 31 shall begin to apply to cases wher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are imposed after the enforcement date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 of the Addenda.
(2) Articles 32 and 33 shall begin to apply to cases where direct compulsion
or immediate compulsion is enforced after the enforcement date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 of the Addenda.
Article 6 (Applicability to Raising Objections to Dispositions)
Article 36 shall begin to apply to dispositions imposed after the enforcement date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 of the Addenda.
Article 7 (Applicability to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Article 37 shall begin to apply to dispositions imposed after the enforcement date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 of the Add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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