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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국 행정법의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점은 민법총칙이나 형법총칙에 해당하는 행
정법총칙의 부재에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법 총칙에 해당하는 행정법의 일반이론은 학
설과 판례에 맡겨져 왔는바, 이는 법실무에서 현저한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치행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적지 않은 장애가 되어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7년 7월에 입법예고 되었던 행정절차법안에는 확약, 행정처분의 취소 및
철회의 제한, 행정처분의 재심사 등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일부규정들이 포함되었으나
입법화 되지 못하였으며, 1996년 12월 31일에 제정된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작용에 대
한 순수한 절차법적 규정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에 들어와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속에서 전면적인 정부혁신, 법치행정
의 완성 및 국민의 권리보호의 강화를 목적으로 행정기본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동년 9
월에 행정법제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함)와 고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자
문위원회를 3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법안작업에 착수하였다. 2020년 3월에 행정기
본법 제정안이 마련되어 2020년 3월에 입법예고 되었으며, 3월 12일에는 온라인 공청회
를 거쳤다. 동 법안은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2020년 7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제21대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내용을 간략하
게 소개함과 더불어 동법안의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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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기본법의 내용
행정법의 일반법 원리와 중심적인 법제도를 규율하는 행정법총칙을 제정할 시, 행정
절차법에 포함시켜 함께 규율하는 방안과 행정기본법이라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을 마
련하는 방안을 두고 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다.1) 유력설은 행정실체법과 행정절차
법의 밀접한 관련성과 상호 분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독일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행정법
총칙을 규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자문위원회는 행정법의 다양한 법제도를 행
정절차법에 모두 포함시킬 경우에 발생되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행정기본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총 4장 51개 조문들로 구성되고 있는바, 제1장 총칙은 목적(제1
조), 정의(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기간의 계산(제4조ㆍ제5조)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행정의 원칙으로서 법치행정의 원칙(제6조), 평등의 원칙(제7조), 비례의
원칙(제8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0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1조)
들을 규정하고, 행정의 책무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제12조), 적극행정(제13조),
국민참여 보장(제14조), 행정서비스 혁신(제15조), 행정협업(제16조)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안 제3장은 행정작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1절 처분에서는 법 적용의 기준
(제17조), 처분의 효력(제18조), 결격사유(제19조), 부관(제20조), 처분의 취소(제21조),
처분의 철회(제22조), 자동적 처분(제23조), 재량행사의 기준(제24조), 제재처분의 기
준(제25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6조), 과징금(제27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2절은 인허가의제의 절차(법 28조), 기준(제29조), 효과(제30조), 통지 및 사후관리(제
31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절은 신고(제33조), 확약(제34조), 위반사실의 공
표(제35조), 수수료 및 사용료(제36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절은 행정계획
(제3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제38조), 공법상 계약의 변경ㆍ해지 및 무효(제39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절에서는 행정상의 강제(제40조), 이행강제금(제41조), 직
접강제(제42조), 즉시강제(제43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6절에서는 처분에 대한
1) 이에 대한 논의로는 김병기,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한 행정계약법 총론의 법제화 방안, 행정법학 제5호 2013. 9, 169면 이하 ; 김중
권, 행정절차법의 개혁을 위한 행정처분(행정행위) 규정의 정비, 행정법학 제5호 2013. 9, 211면 이하 ; 김병기/김중권/김종보/김
남철, 행정절차제도 개선방안연구, 안전행정부,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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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44조) 및 재심사(제45조)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행정의 입법활동(제46조), 인가ㆍ허가등의 규정방식(제47조), 규
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ㆍ정비 원칙(제48조), 행정법제의 개선(제49조), 법령해석(제
50조), 정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1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
제
Legislation

Ⅲ. 평가
한국 행정법은 해방이후 일제 식민지 지배를 통하여 계수된 서구행정법을 바탕으로
발전을 시작하였다. 그 동안 독일ㆍ프랑스 및 영국ㆍ미국 등 선진법제의 소개와 더불어
학자들의 활발한 연구 속에 우리 행정법학과 실무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의 일반법원리와 중심적인 법제도를 규율하는 행정법 총칙이
결여되어 법치행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보호에 큰 장애가 되어 왔다. 이제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마련되었는바,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행정법제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될 것으로 믿는다. 다음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체계와 그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체계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체계상으로 제1장에서 총칙, 제2장에서 행정의 원칙과 책무, 제
3장에서 행정작용, 제4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 행정작용에서 제1절 처분, 제2절 인허가의제, 제3절 신고 및 확약 등, 제4절 행정
계획 및 공법상 계약, 제5절 행정상 강제, 제6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규정
하고 제4장에서는 행정의 입법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3장 행정작용에서 규
정하고 있는 행정강제를 넓게 본다면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엄격하게 고찰한
다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의 입법
활동 등은 오히려 행정작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는 제4장의 “행정

2) 한국법제의 발전사에 대하여는 : 대한민국 법제 50년사(상ㆍ하), 199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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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법활동 등”을 제3장 행정작용편에서 규정하고, 제4장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의 제목하에 “행정상 강제”와 아울러 과징금(제25조)과 위반사실의 공표(제35조)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여 보인다.
아울러 현대행정이 일방적 고권적 행정작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간의 협력적 행정작
용으로 변모함에 따라 임의적이고 협력적인 행위형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행정
기본법 제정안은 그 동안 학계에서 일관되게 하여온 공법상 계약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우리 행정법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는 행위형식인 행정지도에 대한 실체법적ㆍ절차법적 규정들이 행정절차법에 규정되고
있는바(행정절차법 제48조-제51조), 이들을 모두 행정기본법 제정안 행정작용편에 옮
겨 규정한다면, 행정작용에 대한 기본법안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2.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내용적 검토
1) 행정기본법의 적용범위
행정기본법안 제3조 제1항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제2항은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법이 행정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기간의 계산
행정법상의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일반법적 규정이 없어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종래 학설과 판례3)의 입장이었는바, 행정기본법안 제4
조 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하여 이를 명문화 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2항
은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초일산입의 원칙을

3)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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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
이 만료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3. 행정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제2장에서 행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법치행정의

관련하여 침해유보설을 벗어나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포함시켜 중
요사항 유보설을 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4) 반영하고 있다. 제7조는 평등의 원
칙, 제8조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례의 원칙에서는 학설과 판례에서5) 비
례의 원칙의 3요소로 제시되는 적합성(제1호), 필요성(제2호), 상당성(제3호)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9조는 행정청의 성실의무(제1항)뿐만 아니라 권한남용 금지의무
(제2항)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의함과(제1항),
아울러 신뢰보호의 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실권의 법리를 명시 하고 있다(제2
항). 한편 제11조는 학설과 판례에6) 의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정립된 부당결부금
지의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관철된 이들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향후 행정
법 이론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4. 행정작용
1) 처분에 관한 규정
가) 처분의 정의 및 법 적용의 기준

행정기본법안 제2조 제4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
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명시하여 행정절차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의 개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종래의 실체
4) 헌재 1999. 5. 27. 선고 98헌바70결정.
5)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6)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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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처분의 개념과 쟁송법적 처분의 개념의 이원적 대립을 종식시키고 있다. 다만,
행정기본법상의 처분의 개념이 강학상 행정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지는 의문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나,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도 오늘날 그 외연이 확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예 : 일반처분), 양자를 상이하게 파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행정기본법안 제17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과 제재처분의 기준은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시로 하고 있어 학설과 판례의7)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도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될 것이다.

나) 공정력

제18조는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
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고 규정하여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처분
의 잠정적 유효성, 이른바 공정력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력은 행정소송법의 취소
소송 및 행정심판법의 취소심판에 관한 규정을 간접적인 근거로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
된 행정행위의 핵심적인 효력인바,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공정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를 실체법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다)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역시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어 왔으나 그 종류, 허용성 및 적법요건
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무상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하여 왔다. 행정기본
법 제정안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관의 종류를 예시하고 그 허용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부관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붙일 수 있으며 기속행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처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여 다수설을 따르고 있다.
한편, 제20조 제3항은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라 사후부관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
며, 제20조 제4항은 부관의 적법요건으로서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을 명시하여 부관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7)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 대법원 1993. 5. 27. 92누19033 판결.

1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소고(小考)

라) 처분의 취소

행정기본법안 제21조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급효를 내용으로 하는 쟁송
취소와는 달리 소급효 내지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 아울러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고려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취소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ㆍ형량 의무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 다만, 매우 안타까운 것은 공익과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공익이 우월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할 경우, 당사자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
뢰함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이다. 신뢰보호의 방식은 존속보호와 가치보호로 구분되며, 존속보호
가 기대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치보호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참고 : 1987년 행정절
차법안 제31조 제2항, 독일 행정절차법 제48조 제3항).
한편,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제26조에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
으나, 제재처분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
분으로서(법안 제2조 제5호),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시정하는
목적을 가진 직권취소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수익처분의 취소권의 실
효에 대하는 당사자의 보다 강력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제26조와 달리 별도의 단기의 제
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행정청은 위법한 수익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1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1987년 행정절차법안 제31조 제2항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마) 처분의 철회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2조는 처분의 철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철회
의 사유로 1. 법률에서 정한 철회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 또는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들을 규정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철회의 추가적인 사유로
“부담의 불이행 및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도 함께 규정하였으면 보다 바람직하였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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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항에서는 이들 철회의 사유들이 주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철회를 할 수 있기 위
해서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이
우월하여 철회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가
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1987년 행정절차법안 제32조, 독일행정절차법 제49조). 실정법상으로 철
회의 경우 보상규정을 두는 경우와(예 : 국유재산법 제36조 제3항) 두지 않는 경우도 있
어(예 : 식품위생법, 하천법 등), 국민의 권리보호에 적지 않은 법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
는바, 보상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를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철회는 부분적으로는 제재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법적ㆍ사실적 상황의 변경 등 후발적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행정의 공익타당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보다 더욱 당사자의 신뢰보호가 강조되고 있는바, 수익처분의 철회권의 제척기간은 직
권취소의 제척기간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보다 단기로 정하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이다.

바) 자동적 처분

오늘날 과학ㆍ기술의 발전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행정처분이 발하여지
는 경우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예 : 교통신호, 각종 공과금의 결정 등). 자동적 처분
이 재량행정 영역에서 허용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으나,8) 행정기본법안 제23조는 기속
행정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제재처분의 기준과 제척기간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5조는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
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명시하여, 제재처분에 있어서 강화된 법률유보
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모든 법률에 있어서
제재처분의 구체적 사유와 그 유형을 모두 법률에 세부적으로 망라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제재처분의 기본적 유형과 상한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사유는 하위법령
8) 이에 대하여는 정하중, 행정법개론, 2020,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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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6조 제1항은 “행정청은 법령 등의 의무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
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제재처
분의 일반적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은 사
유를 비교적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5년의 제척기간은 상대적으로 장기
의 기간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행정공무원의 직무태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사견으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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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3년의 기간이 오히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인허가의제에 관한 규정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8조는 인허가의제의 절차를 규정하고, 제29조는 인허가의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동안 학설에서는 인허가의제의 절차와 관련하여 주무행정청이
주된 인ㆍ허가에 요구되는 절차만 준수하면 되는지 또는 의제되는 인허가에 요구되는
절차를 아울러 준수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되어 왔는바,9) 제29조 단서는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
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한편 제30조 제1항은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
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관
청과 협의를 마치기 전이라도 주된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른바 선승인 후협의제
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치지 아니한 관련 인허가는 그 협의를 마칠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0조 제2항).
제31조는 인허가의제의 통지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주된 인허가 관
청이 주된 인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제1항), 통지를 받은 관련 인허가 관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행한 것으로 보아 법
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9) 정하중, 앞의 책, 3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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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기본법안 제33조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자체완성
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행정요건적 신고)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체완성
적 신고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도달할 때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
도록 하여 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34조는 그 동안 학설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확약의 형식, 효력,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확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제1항),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
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2항). 한편, 제3항은 학설
과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1.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2.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 확약의 실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35조는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한 자에 대한 공표의 법적 근거
(제1항), 의견제출절차(제3항), 공표의 정정(제5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공표와 관련된
법적 명확성과 관련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4) 행정계획 및 공법상 계약
가) 행정계획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37조는 그간 학설에서 논의되어 왔고 판례에서 반영된 행정계
획의 형량명령을 명문화 하였다. 제37조제2항은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이 다양하며,
이에 따른 절차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서 따로 행
정계획의 관한 절차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 보겠다. 행정기본법
제정과 아울러 행정절차법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바, 개정 행정절차법에서는
최소한도 처분의 성격을 갖는 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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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법상 계약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38조는 공법상 계약의 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제1항은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법상 계약을
체결 할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문서로 하되(제1항 후단), 계약의

제39조는 공법상 계약의 변경ㆍ해지 및 무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 또는
계약의 상대방은 공법상 계약이 체결된 후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어 계약 내용을 이행하
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제1항).
행정청은 1.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시 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 매우 불공정할 경우, 2. 계약을 이행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한편 공법상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효 부
분이 없더라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일부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제5항). 문제는 언제 공법상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향후 학설과 판례에 맡길 수밖
에 없다.10) 공법상 계약은 오늘날 협력적 행정국가 시대에 있어 중요한 행위형식으로 부
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법상 계약은 우리 실무상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
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 실정법적인 근거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완벽한 입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행정기본법안에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서 향후 공법상 계약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5) 행정상 강제
행정법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행정상 강제에 관한 일반법 제정을 주장하여 왔다.11)
그러나 현행법상 금전적 의무의 이행확보수단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10) 이에 관한 논쟁은 : 정하중, 법치행정의 원리와 공법상 계약, 서강법학연구 11집, 2009. 6. 173면 이하 : 김병기, 행정절차법 개
정을 통한 행정계약법 총론의 법제화 방향, 행정법학 제5호, 2013. 9, 170면 이하 ; 김해룡, 행정계약의 법리와 그 활용을 위한 법
제개선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8집, 2010. 2, 450면 이하.
11) 정하중,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개선방향, 공법연구 24집 3권, 1996. 6, 8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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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정할 때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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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이 규율하고 있으며, 여타의 공과금 징수는 이들 법률들을 준용하고 있다. 비금전적 의
무이행확보수단에는 행정대집행에 관하여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행정대집행법이
존재하고 있을 뿐,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는 개별법에 산재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에 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 규정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확보시킬 수가 없었다. 이번 행정기본법 제정안에서 행정상 강제수단과 그
절차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은 비록 만시지탄의 감은 적지 않으나 입법상 큰 진전이라
고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행정법 이론과 법실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기본법안 제40조는 행정상 강제수단으로 1. 행정대집행, 2. 이행강제금의 부과,
3. 직접강제, 4. 강제징수, 5. 즉시강제에 대하여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제41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은 이행강제금
의 근거 법률에 필수적인 명시사항으로 1. 부과ㆍ징수주체, 2. 부과요건, 3. 부과금액 및
산정기준, 4.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부과금액의 가
중ㆍ감경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은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의무자가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ㆍ사유ㆍ시기를 문서로 통지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제5항은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 가능성에 대하여 그리고 제6항은 이
행강제금의 강제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2조는 직접강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직접강제의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직접강제의 계고와 통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시키고 있다.
제43조는 즉시강제의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집
행책임자의 증표제시의무를 명시하고 있다(제2항).

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종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개인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청에 간편하게 불복을 제
기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진정)이 있는바, 개별법상 이의신청, 불복, 재심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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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어와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ㆍ국가유공자법
ㆍ민원사무처리법ㆍ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또한 이의신청은 법률에 따라서는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는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변호사법ㆍ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실무상으로는 개별법상 이의신청이 단
순히 진정의 성격을 갖는지 또는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지 불명확하여 혼란이 초
래되고 있다.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
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의신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개별법령
에 이의신청이 규정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있다.12)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1항), 처분청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
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3항). 당사자
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항).

7) 처분의 재심사
처분이 불가쟁력이 발생된 이후에 위법성이 확인되거나, 새로운 사정이 발생된 경우
에 처분청은 처분을 직권취소ㆍ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처분의 상대방은 이러한 시
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확정판결에도 재심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절차적 공정성과 신중성에 있어서 판결에 훨씬 못 미치는 처분에 있어서 재심사의
청구제도가 마련되고 있지 못함은 국민의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판례 또한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12) 법제처, 행정기본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2020. 3,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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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행정기본법안 제44조는 행정심판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이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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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고 하여 재심사
청구권의 인정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불가쟁력이
발생된 처분의 재심사 청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여 왔다.13) 행정기본법안 제45조는 처
분의 재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제재처분
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바, 제재처분이 국민의 불복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반감시키고 있다. 아마도 재심사 청구제도의 남
용의 우려에서 나온 발상처럼 보이나, 그 남용방지를 위하여 규정된 제45조 제2항 및 제
3항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입법절차에서 그 개선이
요구된다(참고 : 1987년 행정절차법안 제33조, 독일행정절차법 51조).
행정기본법안 제45조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 및 이해
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등에게 유리한 결
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당사자등은 처분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재심사의 신청은 당사자
등이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제1
항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제2항) 규정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재심사의 신청은 당사자등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3
항), 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5. 행정의 입법활동 등
행정의 입법활동 등에 대하여는 입법활동의 기준과 입법계획의 수립(제46조), 인ㆍ허
가등의 규정방식(제47조), 규제에 관한 법령등의 개정ㆍ폐지 시에 국민의 편익의 우선
적 고려(제48조), 행정법제의 개선(제50조)과 정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1조)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다.
13) 김남진, 행정법Ⅰ, 제7판, 2002, 267면 ;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1997, 411면 ; 정하중, 행정법개론, 14판, 2020, 243면 ; 김
중권, 행정절차법의 개혁을 위한 행정처분 규정의 정비, 행정법학, 제5호, 2013. 9, 22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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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어
한국행정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행정법의 일반 법원리와 중요한 법제도를 규정하
는 행정법총칙의 결여에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는
바,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였으며, 법치행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
리보호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며 자문위원회는 2020년 3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2020년 3월에 입법예고
된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제2장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제6조), 평등의 원칙(제7조), 비례
의 원칙(제8조), 성실의무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9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0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1조) 등 학설과 판례에서 발전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였다. 제3장 행정작용법에서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력(제18조), 부관(제20
조), 취소(제21조)와 철회(제22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6조), 확약(제33조), 불가
쟁력이 발생된 처분의 재심사를 도입하였다(제45조).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형량명령을
도입하였고(제37조),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 일반법적 근거를 두었다(제38조ㆍ제39조).
한편 행정상 강제와 관련하여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의 요건과 절
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으며(제40조∼제43조), 신고에 있어서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
정요건적 신고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다(제33조). 또한 인허가의제의 절차와 기준, 효과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제28조∼제32조) 그동안 실무적으로 발
생되는 문제점들을 제거하였다. 이들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그 입법화를 일관되게 주장하여온 행정법의 일반적인 법원리와 본질적인 법
제도들이며, 향후 입법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한국행정법제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이다.
끝으로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다음의 개선점들을 제시하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1. 체계상으로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은 행정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장 행정
작용편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4장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제목
으로 하고 여기에 “행정상 강제”, “공표”, “과징금”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법상 계약”과 함께 오늘날 협력적 행정시대에 중요한 행위형식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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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고 있는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실체적ㆍ절차적으로 규정되고 있는바, 이
들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행정작용편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행정기본법의 취
지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의 취소와 철회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형량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바, 수익적 처분의 경우 공익이 우월하다고 취소나 철회할 경우, 상대방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취소와 철회는 일반
적 제재처분과는 성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실효에 대하여는 제재처분의 제
척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87년 행정절차
법안 및 독일 행정절차법 제48조 제3항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3. 일반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제26조 제1항), 제2항에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
를 고려할 때 3년의 기간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불가쟁력이 발생된 처분의 재심사제도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요구하여온 제도이나,
제재처분을 그 대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그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그
남용방지를 위하여 규정된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할 때 향후 입법절차에서
그 삭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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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행정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행정법의 일반 법원리와 중요한 법제도를 규정하
는 행정법총칙의 결여에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는
바, 결과적으로 현저한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였으며, 법치행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적지 않은 장애를 초래하였다.
법제처는 2019년에 들어와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목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
며 자문위원회는 2020년 3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2020년 3월에 입법예고
된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제2장에서 법치행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
무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과 판례에서
발전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제3장 행정작용편에서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력, 부관, 취소와 철회,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확약, 불가쟁력이 발생된
처분의 재심사를 도입하였다.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형량명령을 도입하였고, 공법상 계
약에 대하여 일반법적 근거를 두었다. 한편 행정상 강제와 관련하여 행정대집행, 이행강
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의 요건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신고에 있어서 자
체완성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인허가의제의 절차와
기준, 효과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그동안 실무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제거하였다. 이들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
에서 그 입법화를 일관되게 주장하여온 행정법의 일반적인 법원리와 본질적인 법제도들
이며, 향후 입법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한국행정법제사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될 것
이다. 본 연구는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주제어: 행정기본법, 처분, 처분의 취소, 처분의 철회, 부관, 확약, 행정계획, 공법
상의 계약,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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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ine kleine Studie zum Entwurf des
Verwaltungsgrundgesetzes

Die ernsteste Problematik des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s ist das Fehlen des
allgemeinen Teils gewesen, der die allgemeinen Rechtsgrundsätze und wichtige
Institutionen des Verwaltungsrechts regelt. Diese sind der Literatur und der
Rechtsprechung anvertraut geworden. Dadurch ist eine erhebliche Rechtsunsicherheit
verursacht geworden. Außerdem sind die Gesetzmäßigkeit der Verwaltung und der
Rechtsschutz von Bürgerinnen und Bürgern ungewöhnlich beeinträchtigt geworden.
Im Jahre 2019 hat das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ine Kommission für die
Gesetzgebung des Verwaltungsgrundgesetzes begründet. Im März 2020 hat sie einen
Entwurf des Verwaltungsgrundgesetzes vorbereitet. Im Kapitel Ⅱ enthält er allgemeine
Rechtsgrundsätze(z.B. Gesetzmäßigkeit der Verwaltung, Gleicheitsgrundsatz,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Grundsatz der Treu und des Glaubens, Vertrauensschutz,
Grundsatz des Koppelungsvebotes), die von der Rechts sprechung und Literatur
entwickelt worden sind. Im Kapitel Ⅲ regelt er die Verbindlichkeit, Nebenbestimmung,
Widerruf und Rücknahme, Zusicherung, Wiederaufgreifen des Verfahrens in Bezug auf
den Verwaltungsakt. In Bezug auf den Verwaltungsgsplan einführt er das Abwägungsgebot
und bereitet die allgemeine Rechtsgrundlage für den öffentlichen Vertrag vor. Daneben
regelt er die konkreten Tatbestände und Verfahren der Ersatzvornahme, des
Zwangsgeldes, des umittelbaren Zwangs, des sofortigen Vollzuges hinsichtlich der
Verwaltungsvollstreckung einheitlich. Diese Inhälte des Verwaltungsgrundgesetzes sind die
allgemeinen Rechtsgrundsätze und wesentliche Institutionen des Verwaltungsrechts, die
von der Literatur und Rechtspraxis für die Gesetzgebung behauptet worden sind. We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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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Gesetzgebung des Verwaltungsgrundgesetzes erfolgreich wird, kann man sie als das
monumentale Ereignis in der koreanischen Rechtsgeschichte abschätzen. Dieser Aufsatz
prüft die Einzelheiten der Inhälte des Verwaltungrundgesetzes und beabsichtigt die
Verbesserungsvorschläge.

Key words: Verwaltungsgrundgesetz, Verfügung, Widerruf, Rücknahme, Nebenbestimmung,

Zusicherung,

Verwaltungsplan,

öffentlicher

Vertrag,

Ersatzvornahme, Zwangsgeld, unmittelbarer Zwang, sofortiger Vollz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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