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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임의규정과 효력규정’, ‘단순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인 단속

규정’을 구별하는 논증 과정을 ‘강행법규의 판단기준’이라 칭하고, 수범자

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법 문언 스스로가 강행법규임을 밝히고 있는 경우라면 판단에 큰 어려

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이 강행법규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령이 강행법규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된다.

지금까지 학설은, 강행법규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른바 ‘종합적 판단설’을 토대로 판례와 강행법규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뿐,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판례

는 이와 관련하여 공법과 사법을 넘나들며 꾸준히 판단해 왔다.

판례는 법 문언만을 단순히 제시하여 판단한 사안, 입법취지(입법목적)

를 검토한 일군의 사례, 이익형량에 따르는 경우 등으로 유형화 해볼 수

있다. 국가계약법 규정에 대한 지난 대법원(全) 2017. 12. 21. 선고 2012

다74076 판결 [공2018상,177]은 강행법규성 판단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나아가 ‘입법취지, 체계적 해석, 공공계약의 법

적성격’ 문제의 배후에서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수정 원리가 충

돌하는 양상 및 공·사법 이원론이 갖는 의미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눈여

겨 볼만하다.

그러나 판례는 구체적 타당성에 보다 집중하면서, 강행법규의 판단기준

이나 심사구조가 어떠한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례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도 다룰지도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법의 규범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문언이 강행법규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강행법규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문의 표현,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 강행법규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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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여러 가지 ‘이익

형량’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더하여 추가적인 심사 요소로

서, 입법목적과 법이 예정하거나 금지한 수단·행위 간의 ‘긴밀한 연관 관

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강행법규는 일정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수단을 예정’하는 유

형과 어떤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유형의 법령

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특정한 수단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강행법규

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특정한 수단을 합의로 배제하거나 우회하는 경우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행법규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법령이 금지한

행위를 통해 입법 목적이 회피하고자 하는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

거나 금지된 행위 자체가 곧 그 결과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적

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임의규정 내지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보기 위해

서는, ‘긴밀한 연관 관계’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거나 그 타당성을 감소시

킬 수 있어야 한다.

강행법규는 공법과 사법에 두루 걸쳐있고, 규율 영역에 따라 다양한 유

형이 존재하므로 획일적인 판단기준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점이

그간 학설과 판례가 일반론을 제시하며 구체적 타당성에 치중했던 이유

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행법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계약 환

경 조성이라는 법치주의적 요청 아래, 특정한 수단을 예정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 요소에 근거하여

판단기준을 마련해 보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의 규

범력을 강화하는 길이 되리라 생각한다.

주요어 : 강행법규, 효력규정, 단속규정, 목적의 적법성,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학 번 : 2016-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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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사법(私法)의 영역에서 법률 규정은 크게 임의규정(nachgiebiges

Recht/non-mandatory law)과 강행법규(zwingendes Recht/mandatory

law)로 나뉜다.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반

면 강행법규는 특정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그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

상(私法上) 효력을 무효화 하거나, 법이 예정한 그 외의 효력을 강제한

다.

법치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법령의 수가 증가하고,1) 법규의 과잉화

(Normenflut), 일상생활의 법화(Verrechtlichung der Lebenswelt), 조문

의 복잡화(Paragraphendickicht), 법률의 인플레(Gesetzesinflation)에 직

면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2) 우리의 경우 사적 영역에 입법적

개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맞물려 계약법의 영역에서 강행법규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법 문언 스스로가 강행법규임을 명시하거나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

력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법이 강행법규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령이 강행법규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된다.

지금까지 학설은 이른바 ‘종합적 판단설’을 취하였다. 판례는 이와 관련

1) 법제처(http://www.moleg.go.k)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15일 기준 현행

법령 수는 4,753건으로 2000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2)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71-72면; 홍완식, 『입법학

연구』, 피엔씨미디어, 2014, 373면.

3) 김상용, 『민법총칙(제3판)』, 화산미디어, 2014, 393면; 김증한/김학동, 『민

법총칙(제10판)』, 박영사, 2013, 362면; 이은영, 『민법총칙(제5판)』, 박영사,

2009, 388면; 홍완식(주2), 257-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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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법과 사법을 넘나들며 꾸준히 판단해 왔다. 판례는 법 문언만을

단순히 제시하여 판단한 사안, 입법목적(입법취지)을 검토한 일군의 사

례, 입법목적과 함께 이익형량을 고려하는 경우 등으로 유형화 해볼 수

있다. 그런데 판례가 각각의 판단기준을 어느 때에 사용한 것인지는 명

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뚜렷한 이유 없이 결론만 내린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계약법 규정에 대한 지난 대법원(全)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은 의미가 있다. 다수의견은 국가계약법 제19조를

‘행정부 내부의 지침’으로서,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이를 강행법규로 판단하여 ‘국가계약법령

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

력’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론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견은 입법취지를 주된 논거로 하였고, 반대의견은

보다 상세한 반박 논거를 밝히며 다수의견의 결론에 팽팽히 맞섰다. 이

판결은 강행법규성 판단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

고,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 ‘입법취지, 체계적 해석, 공공계약의 법적성격’

문제 배후에서 사적자치의 원리와 후견주의4)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준

다.5) 이 점은 분명 이전 판례들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위 판결은 강행법규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촉발시켰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상이하게 파악한 입법취지로부터, ‘국가계약법령

4)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자율과 후견의 관점에서 ―

”, 『저스티스』, 제124호, 한국법학원, 2011, 175-176면에서는 계약법에 있어

서, 강행법규를 통해 후견적 관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도

모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을 ‘후견패러다임’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러한 ‘후견적

개입’은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견패러다

임’이라는 용어는, 법률행위 당사자 쌍방을 모두 규율하는 ‘쌍방적 강행법규’

보다 특히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일방을 보호하려는 ‘편면적 강행법규’에

부합하는 표현인 듯하다. 넓게 보면 강행법규는 ‘계약자유 원칙의 수정원리’

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5) 권영준, “2017년 민법 판례 동향”, 『법학』, 서울대학교, 제59권 제1호, 2018,

4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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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회하는 수단’을 각각 허용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이러한 허용과 금지의 결론이 입법취지에

서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입법목적과 법이 예정한 수단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에 대한

이익형량6) 없이, 자율과 후견의 당위에서 바로 결론을 도출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따라서 강행법규 판단기준에 대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법원 기존 논의를 정리하여 어떤 합의점에 이른 것인지는 더 해명할

필요가 있다.

만약 법원이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을 ‘임의규정이나 단순한 단속규정’으

6) 이익형량의 의미는 크게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김도균,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 문제”, 『법학』, 제48권 제2호, 서울대학교,

2007, 31면에 의하면 이익형량은 넓게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호충돌하는

가치들과 규범들(이익들, 목표들, 의무들) 사이를 비교하여 그 중 어느 하나

가 해당 사안에서 기타의 대안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택하는

실천적 판단”을 의미한다고 한다.

반면 협의의 이익형량은 헌법적 개념이다. 장영수, 『헌법학(제10판)』, 홍

문사, 2017, 515면에 의하면 이익형량과 헌법 제37조 제2항 상의 비례성 원칙

을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익형량은 1차적으로 비례성 원칙의 제3

단계인 법익균형의 의미이다. 따라서 비례성 원칙 안에 이익형량이 포함되어

있다. 요컨대, 이익형량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 보호하려는 법익

과 제한하는 기본권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정리할 수 있다.(균형성; Proportionalität)

사법(私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익형량도 광의와 협의에 걸쳐 있다. 최

봉경, “不法原因給與 ― 민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중심으로

― ”, 『비교사법』, 제13권 3호(통권 제3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203-208면에서는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파격적’ 법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방

법론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불법

원인급여제도의 운용에 ‘비례원칙’을 적용코자 하는데, 사법의 적용에 있어서

도 이익형량(Proportionalität) 외에 적합성(Geeignetheit) 심사와 필요성

(Erforderlickkeit) 심사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후술

할 것이지만 강행법규성 판단과정에서 대법원은 이익형량의 맥락에서 비례심

사의 요소들을 논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강행법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는,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와 ‘법이 예정 또는 금지한 수단·행위’ 간의 상

관관계를 논증하는 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강행법

규 심사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익형량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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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7) 위반행위의 무효화를 본질로 하는 법규의 효

력을 부인함으로써 법원에 의해 법률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 반면 임의규정이나 단순한 단속규정을 효력규정으로 오판할 경우,

사법에 의해 입법이 예상하지 않았던 법 형성 내지 법 창조8)의 결과가

발생하고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게 된다.9) 어느 쪽이 되었건,

이 문제는 개인의 자유 제한과 더불어 헌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며 규범력

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Ⅰ. 연구의 목적

본고에서는 ‘임의규정 및 (단순한) 단속규정’과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

을 구별하는 기존 학설과 판례를 검토한 뒤,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

일 수 있는 논증과정 내지 심사구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를 ‘강행법규(의) 판단기준’ 내지 ‘강행법규성(의) 판단기준’이라

7) 제2장에서 상론할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강행법규 개념을 ‘효력규정, 내용강

제규정, 단속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보통 ‘효력규정’으로 칭하게 되면

민법과 같은 사법(私法)의 영역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의

미한다. 공법(公法) 영역을 규율하는 단속규정은, 위반행위의 사법상(私法上)

효력을 긍정하는 ‘단순한 단속규정’과 그 효력을 부인하는 ‘효력규정인 단속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효력규정은 ‘일반적인 효력규정’과 ‘효력규

정인 단속규정’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본고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 강행규정은

‘강행법규’로, 임의법규는 ‘임의규정’으로, 단속법규는 ‘단속규정’으로 각각 통

일한다.

8) 이계일, “우리 법원의 법률해석/법형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 『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331면에 따르면 ‘법문언의 가능

한 의미의 한계’가 법해석과 법형성의 기준이 되겠으나, 그 한계가 반드시 명

확한 것은 아니다.

9) 임미원, “법관의 법형성에 관한 일고찰”, 『공법연구』, Vo.41(1), 한국공법학

회, 2012, 174-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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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한다.10)

먼저 법률해석의 기초 작업은 문언해석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가 강행

법규임을 나타내는 명시적 표현이 없는 경우인지, 문언의 표현 강도와

형식이 강행법규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어떤 척도로 기능할 수 있는지

고찰해 봐야할 것이다.

다음, 학설과 판례는 강행법규성을 판단할 때, 특히 입법목적 또는 규정

의 취지에 주목한다.11) 입법목적 등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입법목적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누가 논증부담을 지는

지, 입법의 목적이 강행법규성 판단에 있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등이 해

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설은 강행법규가 도입되는 영역들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들이 강행법규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10) 강행법규가 ‘효력규정, 내용강제규정, 단속규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면 강행법규의 판단기준은 ‘임의규정 및 단순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내용

강제규정, (효력규정인) 단속규정’ 등을 구별하는 논증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

나 학설의 논의는 사법상(私法上) 효력을 무효화 하는 ‘효력규정 및 효력규정

인 단속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례도 이에 관한 것이 주를 이

룬다. 나아가 ‘효력규정 및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은 강행법규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크게 제한

하는 측면이 두드러지므로 그 성격 또한 임의규정과 선명히 대별되어 구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

는 강행법규의 판단기준도 엄밀히 말하면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의 판단기준’

이라고 할 수 있다.

11) 법률은 일반적으로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를 담은 규정을 두고 있다. 입

법목적과 규정의 취지가 법규정 자체에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도 있으나,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 이를 도출해야 한다. 취지규정은 목적규정

과 달리, 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표

현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양자는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입법례에

서 양자의 구별이 쉽지 않다. 대법원 판례 설시에 나타나는 ‘입법취지’는, 입

법취지 조항을 의미하여 사용되기보다, ‘입법목적’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

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취지규정’ 혹은 ‘입법목적으로부

터 도출된 개개 법률 조항의 취지’를 뜻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의 취지’로 통

일하여 사용하고, ‘입법취지’는 ‘입법목적’과 같은 의미로 쓰고자 한다. 관련

내용은 ‘제4장 제2절 Ⅱ.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 검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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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다수의 평석은 판례가 강행법규를 판단함에 있어 이익형량의 구

조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12) 이익형량은 보통 입법이 추구하는 가

치·기본권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가치·기본권 사이의 형량을 통해 이루

어진다.13) 그러나 다수의 판례 설시를 검토해 보면, 이익형량이 어느 단

계에서 어떤 의미로 이루어지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강행법규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는 ‘강행법규성을 강하게

추단하는 문언의 표지,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 강행법규 도입을 특별히

요청하는 특수한 법영역 내지 법률의 유형, 강행법규 판단에 있어서 이

익형량의 의미’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강행법규 심사

구조를 고안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연구의 방법

제2장에서는 먼저 선결 문제로서 강행법규의 개념을 밝힌다. 강행법규

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

닐 것을 요하는 ‘적법성’에 요건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임의규정

개념의 반대해석상 강행법규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사회질서와 강행법규의 관련 강도가

문제된다. 이것은 법률행위 유효요건 중 사회적 타당성 요건과 적법성

요건을 동일하게 볼 것인지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

12) 김재형, “법률에 위반한 법률행위(Contracts Infringing Madatory Rules) ―

이른바 强行法規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 『민사판례연구』, 제26권, 박

영사, 2004, 19면 이하; 양창수/김재형, 『계약법』, 박영사, 2016, 651면.

13) 각주 6번에서 살핀바와 같이 강행법규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판례가 보이는

이익형량적 접근은 폭넓다. 법적 논증 자체가 이익형량이기도 하지만, 판례는

적합성 원칙 심사 등을 통해 비례심사의 요소를 활용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기

도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고 ‘제4장 제2절 Ⅳ. 이익형량’에서 추가적으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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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행법규가 효력규정 및 단속규정, 내용강제규정 등의 개념과 어떤 관

계를 가지는지, 단속규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 또한 그

의미의 외연을 밝히기 위해 풀어야 할 부분으로 이 역시 제2장에서 함께

다룬다. 강행법규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

로 가장 중요하면서, 매듭을 잘 풀어나가야 할 지점이다.

강행법규 효력규정은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화를 본질로 한다.

그러나 강행법규가 사법상(私法上) 효력을 무효화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계약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해야 한

다는 법치주의적 요청 때문이다.14) 이러한 맥락에서,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유효나 무효 일도양단식의 결론이 아닌 다양한 형태

의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근래의 논의들이 있다. 무효로 보아서는

안 될 사안이라면 강행법규성 또한 후퇴할 여지가 있다. 이 범위 내에서

강행법규 위반 시의 효력 문제를 간략히 다룬다.

제3장에서는 강행법규 판단기준에 대한 기존의 학설 ― ‘임의규정과 강

행법규 효력규정’의 구별 기준, ‘단순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인 단속규정’

의 구별 기준 ― 을 살펴본 후, 종래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면서 판례의

판단지침 내지 근거에 따라 판례를 유형화 해본다. 이어서 강행법규성

판단에 대한 최근의 판례(대법원(全)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

결) 경향을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지를 비교하며 상세히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강행법규 판단기준과 관련된 그간 논의의 윤곽을 잡고 그 한

계를 밝힌다.

14) 김상중, “공정질서와 민사법의 역할 : 계약법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

구』, 제11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16면에 따르면 강행법규 등은 계

약내용에 관한 국가의 타율적 형성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이 기능할 수 없는

경우에 외부적 관여를 통해 주어진 상황에서 이익형량의 결과에 따라 있었어

야만 할 ”자기결정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강행법규의 문제

는 단지 자율과 후견의 충돌이라는 대립상으로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며, 강

행법규를 통해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완하거나 회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전체의 사적자치 실현에 기여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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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해명하면서, 본격적으로 강행법규 판단기

준을 구상해본다. 학설과 판례가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강행법규

성을 추단하는 문언의 형식 및 표지,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 강행법규

입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영역의 유형화, 그리고 이익형량’이라

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려 요소들의 구체적인 의미와 요소

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 모두 상론(詳論)이 없었다. 제

5장에서는 이상의 판단요소들에 대한 탐구에 더하여, 추가적인 심사기준

이 필요한지, 있다면 무엇인지 고찰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강행법규성 판

단의 심사관문을 구상해보도록 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강행법규의 개념과 위반 시 효력문제, 강행법규성

판단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 입장,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심사관문

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연결지으며 본고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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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강행법규의 개념과 위반의 효과

제1절 서 설

본장에서는 강행법규 판단기준 설정의 선결문제로서 강행법규의 개념과

민법에서의 체계적인 지위,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 시 그 효과를 먼저 살

펴본다.

우리 민법은 계약체결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

다.15) 그러나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칙은, 강행법규라는 규정 형식으로

인해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에

있어 제한되거나 축소된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기본권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면,16) 그것의

제한 문제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 법리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

여 그 여부가 다투어지게 된다. 따라서 강행법규에 의한 계약자유 원칙

의 수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통해 헌법이 예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17) 한편 우리 헌법상 국가는 거시적인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15)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제9판)』, 박영사, 2013, 251면; 양창수/김재형(주

12), 13면.

16) 헌재결 2003. 5. 15. 2001헌바98, [판례집 15-1, 534]. “이른바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우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

반적 행동자유권의 하나이다. 이런 사적 자치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영역에서

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나는데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형성

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 이행의 상대방 및 방법의 변경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의 이전이나 폐기도 당사자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17) 민법에서 보자면, 제2조 제1항 신의칙, 제2조 제2항 권리남용 금지, 제103조

사회질서, 제104조 폭리행위 금지, 대물반환 예약에 대한 제607조와 608조,

임대차에 있어서의 강행법규, 제761조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제1112조 이하

유류분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송덕수, 『민법총칙(제3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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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

의 사적자치 영역에 간섭하며 이를 제한할 수 있다.18) 강행법규는 기본

적으로 이와 같은 헌법적 토대 위에 서 있으며, 그 개념 역시 이와 분리

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민법상 당사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유효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바, 강행법규가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이설이 없다.

그러나 강행법규의 개념은 강행법규의 판단기준만큼이나 애매하고 학설

에 따라 설명이 다양하다.19) 법률이 유권적으로 강행법규가 무엇인지 정

2015, 68면에 따르면 이 원칙은 오늘날 민법보다 특별법 제정 시에 더욱 강

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이자제한법, 보증

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약관

의 규제에 관한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18) 김동훈,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민사법적 의의”, 『법학논총』, 제30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58면; 헌재결 2003. 11. 27. 2001헌바35

[판례집 15-2하, 222]. “우리 헌법은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

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

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의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

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

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법률유보

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

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

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119조 제1항과 제2항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서, 사적자치에 관한 제한은 가

능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보충성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헌재결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참조.

19) 윤태영, “일본법에서의 법률행위 무효론 ― 무효규정의 입법 취지와 우리민

법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재산법

학회, 2013, 48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강행법규 개념 자체의 모호성을 지적

하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한편 양창수/김재형(주12), 652면에서는 계약이 단

속규정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 또는 반사회성을

고려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40 판결)을 예로 들며 강행법규와 단속규정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

이라고 본다. 이영준, 『민법총칙(한국민법론Ⅰ)』, 박영사, 2005, 183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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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내리고 있는 경우는 없으며,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일단의 규정

에 대해 강행법규, 효력규정 등으로 칭하고 있을 뿐이다.

학설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105조를 반대해석함으로써 강행법규 개념의

외연을 설정한다. 민법 제105조에서는 임의규정이라는 표제 하에,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제105조를 반대해석할 경우에도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첫째, 반대해석상 강행법규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이라고 한다면 그 관련의 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

다. 이 문제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중 하나인 적법성 요건을 사회적 타

당성의 요건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학설은 강행법규의 본질적인 효력을 그에 위반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민법 제105의 ‘그 의사에 의한다’는

문언을 반대해석하게 되면 그것이 ‘무효’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

문인 듯하다. 그러나 당사자 의사에 의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무효’에

한정하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갖는 의미는 다층적일 수 있는데, 이로부터 효력규정, 단속규정,

내용강제규정20) 등과 강행법규를 구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강행법규의 개념 및 효력규정이나 단속규정 등과의 구별문제에 대해서

임의규정의 강행법규화 경향에 따라 강행법규와 임의규정의 본질적 차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가 구체

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계약법의 임의규정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 이하의 ‘법률의 규정’과 관련된 해석 및 적용

에 있어서도 임의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서는 ‘임의규정’과 다른 합의를 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약관

의 범위 내에서, 계약법의 임의규정을 ‘반강행규범(halbzwingend)’이라고 칭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약관규제법의 등장을 통해 강행법규와 임의규정의 구

별이 어느 정도 ‘상대화’ 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효력규정’과 ‘임의

규정’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z)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가

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 내용강제규정에 대해서는 이은영(주3), 38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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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례가 여러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21) 그다지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이 강행법규인지 획정하지

아니하고서 강행법규의 판단기준을 정초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

다.

제2절 개념 및 유형

Ⅰ. 임의규정과 강행법규

민법 제105조에서는 임의규정이라는 표제 하에,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의규정은 법

률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이하 ‘사회질서’라 함)와 관계 없

는 규정으로서 이와 다른 사인간의 약정은 유효함이 원칙이다. 즉, 당사

자의 의사로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임의규정(임의법

규)이다.

반면 제105조를 반대해석 하여, 강행법규는 임의규정에 대응하는 사회

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법

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22) 즉, 강행법규의 개념은 임의규

정을 반대해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출되는데, 임의규정이 적용되는 경

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과 달리 계약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1) 김재형(주12), 10면.

22) 곽윤직/김재형(주15), 274면. 그러나 후술할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강행법규

는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보는 ‘효력규정’만을 포함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규정’과 ‘내용강제규정’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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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속규정

반면 단속규정(단속법규)은 과태료나 형벌 등을 수단으로 하여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청의 허가

기타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행위 자체를 억제 또는 제한(단

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법규를 의미한다.23) 이러한 단속규정은

경찰법규, 법률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허

용하면서 자격자 명의의 대여를 금지하는 법규, 경제통제법규, 형벌법규,

보수나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규 등으로 세분하여 볼 수 있다.24) 단속규

정은 일정한 행위가 현실로 행해지는 것을 금지 내지 제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므로, 그것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私法上)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25)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규정 위반에 대하여 사법상의 효력을 인정하여

국가가 그 결과의 실현에 조력하게 되면,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게 되어

위반행위를 종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이 그 행위의 금지 내지 제한이라는 목적에서 보아 더 적절

23) 김증한/김학동(주3), 363면; 이은영(주3), 389면; 김상용(주3), 394면.

24) 김상용(주3), 395-396면; 백태승, 『민법총칙(제4판)』, 법문사, 2009,

350-352면에서는 ‘경찰법규, 법률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일정

한 행위를 허용하면서 자격자 명의의 대여를 금지하는 법규, 경제통제법규’에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형벌법규와 보수나 수수료를 제한한 법규’를 추가하고

있다. 특히 형벌법규 위반의 경우 형벌법규가 일정한 행위를 처벌하고 또 그

법률효과의 실현을 금지하면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이지만, 그 금지법규

가 일방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처벌할 때에는 선의의 상대방 보호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25) 곽윤직/김재형(주15), 275면; 김증한/김학동(주3), 364면; 이은영(주3),

390-391면. 그러나 단속규정에는 ‘단순한 단속규정’ 외에 ‘효력규정인 단속규

정’이 포함되므로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표현이 적절

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영준(주19), 192면에서는 법률행위

가 유효로 인정되는 ‘단순한 단속규정’에 위반한 경우, 이에 기하는 제1차적

이행청구권은 부정되고, 임의의 이행이 있으면 이를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의 원인(민법 제741조)이 되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단속규정’에 위

반한 법률행위에 기한 채무는 불완전채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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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26) 반면 단속규정 위반에 대해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거래안전을 해하게 되고, 스스로 법에 반하여 행한 행위

를 무효라고 주장하여 의무를 면하려는 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되

어, 당사자의 신의에 반하고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27) 따

라서 ‘임의규정과 효력규정의 구별’ 문제와 마찬가지로 단속규정 중에서

도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단순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을

구별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Ⅲ. 쌍방적 강행법규와 편면적 강행법규

강행법규는 법률행위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

며 이러한 유형을 특히 ‘쌍방적 강행법규’라고 한다.28) 그런데 특히 사회

적·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강행법규는 법규정의 내용보다 약자에게 불

리한 약정은 무효로, 강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약자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를 ‘편면적 강행

법규’라고 하며 민법 제289조와 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29)

26) 김증한/김학동(주3), 364면; 곽윤직/김재형(주15), 279면에서는 특별히 이를

‘한 쪽에서는 규제하고 다른 쪽에서는 허용하는 모순은 억제되어야 하기 때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27) 김증한/김학동(주3), 364면.

28) 대법원(全)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 중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

의견의 논지 참조. “특히 법률행위의 양쪽 당사자를 규율하는 법령을 위반하

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 한쪽 당사자를 규율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

의 안전과 상대방의 보호를 고려하여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하는

데, 그 법령의 주된 목적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견해가 ‘입법목적이

나 이익형량적 고려 없이’ 상대방 보호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만을 이유로 강

행법규로 볼 수 있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29) 김상용(주3), 3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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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탈법행위

강행법규 개념과 관련하여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탈법행위

(Umgehungsgeschäft)’이다.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

로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30)

탈법행위 개념을 긍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탈법행위는

법률행위 해석 및 법률의 해석 문제로 귀착하므로 이와 별도로 독립한

이론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31) 탈법행위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32)

그러나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모든 행위가 모두 탈법행위

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탈법행위의 한계’ 문제이다. 즉,

강행법규 위반행위에 의한 효과․결과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금지하

는 것일 때에는 다른 회피수단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역

시 방지해야 하므로 그러한 회피수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그러

나 강행법규가 ‘특정한 수단이나 형식’에 의하여 어떤 결과나 효과가 생

기지 않게 하려는 것일 때에는, 다른 수단으로 동일한 효과나 결과가 발

생하여도 그 회피수단은 (입법자가 금지하지 않은 수단이기 때문에) 유

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33) 왜냐하면 그 규정의 목적은 일정한

30) 곽윤직/김재형(주15), 279면. 보통 학설은 공무원연금법 제32조 혹은 군인연

금법 제7조 상의 연금수급권 담보제공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추심위임 특약

및 위임불해제 특약’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31) 이영준(주19), 196면.

32) 곽윤직/김재형(주15), 279면; 김상용(주3), 401면; 김증한/김학동(주3), 367면;

김주수/김상용, 『민법총칙(제7판)』, 삼영사, 2013, 319면; 송덕수(주17), 232

면. 다만, ‘무효’로 본다는 점에서, 강행법규 중에서도 ‘효력규정 내지 효력규

정인 단속규정’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단속규정’

인 경우에는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유·무효’가 논의되

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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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나 효과의 발생을 금지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수단과 형식을 금지’하

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34)

탈법행위의 한계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일견 명쾌해 보이는 부분이 있

으나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판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목적․결과

와 수단은 불가분의 것으로서 특정한 수단을 선택한 것은 그것이 목적․

결과와 가장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35) 즉, 특정한 수단에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요

소가 내재해 있다면 결과 역시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목적이나 결과에 중점을 둔 입법이어도, 특정

한 수단을 상정한 것은 그 수단 속에 목적이나 결과에 내재한 불법적이

고 반사회적인 요소가 잠재되어 있음을 입법자가 인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목적․결과에 중점을 두었는지, 수

단에 중점을 두었는지 구별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된다.36)

다만, 탈법행위의 한계와 관련하여 목적․결과와 수단의 관계를 탐구하

는 것은 어떤 법규의 강행법규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도구로

고려될 수 있다. 즉, 탈법행위 한계론에 따르면, 법이 ‘특정한 수단이나

33) 곽윤직/김재형(주15), 280면; 송덕수(주17), 232면 참조. 유효한 회피행위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강행법규인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 금지 규정을 회피

하는 동산 양도담보가 있다.

34) 백태승(주24), 280면.

35) 박영도, “목적규정의 입법학적 고찰”, 『법제』, 2014년 12월, 법제처, 2014,

91면.

36) 관련하여 법규의 입법취지가 단순히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법규가 정하는 내용의 실현을 완전히 금지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단순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을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송덕수(주17), 229면; 윤진수,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민법논고Ⅶ』, 박영사, 2015, 414면) 이에 따르면 단순히 일정한 행위를 금

지하는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되고 입법목적이 특정한 결과의 실현을

금지하려는 규정은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이 되는데 마찬가지의 비판이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탈법행위’ 개념 및 ‘탈법행위 한계론’

은, 이미 ‘효력규정 또는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이라고 판단된 영역에서의 위

반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논의여서, 입법목적과 수단을 고려하긴 하나 논의의

평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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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에 의하여 어떤 결과나 효과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일 때에는, 다

른 수단으로 동일한 효과나 결과가 발생하여도 그 회피수단은 유효하다

고 보게 된다. 입법자가 어떤 결과나 효과보다는 ‘특정한 수단이나 형식’

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특정한 수단이나 형

식’에 초점을 맞춘 경우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나 효과가 강행법규

에 의해 규율되어야 할 영역에 포섭되는 것이 되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

다. 말하자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는 것

이다. 본고에서는 강행법규 심사구조에서 추가적인 판단지침으로서 이러

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제2절

Ⅴ. 추가적인 심사관문의 필요성에서 상술한다.

제3절 사회질서 위반과의 관계

민법 제105조의 반대해석 상 강행법규는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

다는 점은 법률행위 유효요건 중 사회적 타당성 요건과 관계되는 것이어

서, 이 문제는 곧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볼 것이냐

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독일 민법 제138조 제1항에서 “선량한 풍속에 반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37) 프랑스의 경우, ‘강

행규정(lois impératives)의 우위에 관한 기초’라는 표제 하에 민법전 제6

조38)에서 이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학설은 “공공질

서(ordre public)에 관한 것이 강행규정이지만 반대로 강행규정이 늘 공

37) 양창수 譯, 『독일민법전』, 박영사, 2015, 59면.

38)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2-3면.

“Article 6 On ne peut déroger, par des conventions particulières, aux lois

qui intéressent l’ordre public et les bonnes moeurs.(누구도 개별약정에 의

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관한 법률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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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질서에 관한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해석한다.39)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 민법 제91조에서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라는 표제

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공공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40)

‘사회질서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강행법규와 사

회질서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연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설은 일반

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Ⅰ. 학 설

1.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보는 견해

통설적인 견해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에서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41) 즉,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관한 법규인데, ‘그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개별 법규’

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적법성 요건에 해당한다. 반면 개별

적인 규정은 없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타당성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2.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통일적으로 보는 견해

39) "L'article 6. dispose que les lois intéressant l'ordre public sont

impératives. Il ne dit pas, cependant, ... que les lois impératives sont

d'ordre public"(P. Catala, 『Le juge entre deux millénaires à Mélanges

offerts à Pierre DraI』, Dalloz, 2000, p. 6); 반면 이동진, “公序良俗과 契約

當事者 保護”,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 2010, 83면에서는 프랑스에서

공서에 강행법규가 포함된다는데 별다른 이론이 없다고 보고 있다.

40) 법무부 민법개정사무국, 『일본민법전』, 법무부, 2011, 27면.

41) 곽윤직/김재형(주15), 281-282면; 이은영(주3) 357면; 김주수/김상용(주32),

310면; 지원림,『민법강의(제15판)』, 홍문사, 2017,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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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는 강행법규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

는 규정’이므로, 강행법규는 바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한 구체

적 표현으로 사회질서가 법규화 되어 있는 것뿐이라고 본다. 그 근거로

민법 제105조를 든다. 민법 제105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하고 있

다. 이것을 반대해석 하게 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

는 규정이 강행법규이므로, 이것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

회 질서’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적법성 외에 사회적 타당성이 별도의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양자는 모두 사적자치의 한

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동일하다고 본다.42)

Ⅱ. 판 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적법성 요건과 사회적 타당성 요건을 구별하는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양자를 함께 고려하는 판례도 있다.

1.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보는 판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공2001.7.15.(134),1469]에서

판례는,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

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

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강

행법규 위반이지만,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불법원인급

여가 되지 않으므로 이미 급부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를 허용하였

42) 이영준(주19),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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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통일적으로 보는 판례

반면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64366 판결 [공

2002.6.15.(156),1248]에서는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구 증

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3 제1

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주로 위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는 진정한 예탁금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위 법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

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

이다.”라고 보았다. 즉 법제도의 취지를 우회하거나 악용한 것을 강행법

규 위반으로 보면서 동시에 제103조에 위반한 것으로 판시한 것이다.

단순한 단속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그것

이 동시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무효로 본 판례 또한

참고할 만하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공

1994.10.15.(978),2596]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나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을 위반한 거래 행위를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

으로 보아야 하나,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택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을 제명하면서

그 제명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무자격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임의분양하기

로 한 약정은 무자격조합원과 주택조합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기

로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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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 토

이상의 논의43)에 대해서,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의 관계에 대한 두 견

해가 그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단지 체계구성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44)

하지만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는 공서라는 좁은 의미로 파악되는 반

면,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폭넓게 예정하고 있다. 즉,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국가의 법률적 개

입은 비단 사회질서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양자를 통일적

으로 보는 견해나 구별무용론의 입장을 따를 경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

는 강행법규를 포섭할 수 없어 현실성 있는 강행법규 판단기준을 마련하

기 어렵다.

나아가 적법성을 사회적 타당성의 문제로 새긴다면 부당이득 반환의 제

43) 김재형(주12), 12-13면에서는 이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 법률 위반과 양속 위반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

서도 종래 공서양속 위반과 강행법규 위반을 구분하는 것이 다수설이었으나

양자를 통합적으로 이론구성하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강행법규와 공서양속의 관계에 관하여 우리나라 개념 구분과 동

일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한다.

44) 김상용(주3), 392면. 한편 지원림(주41), 178-179면은 강행법규에서 요구되는

사회질서 관련성을 사회적 타당성 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회질서 관련성과 마

찬가지로 협소하게 보는듯하다. 이에 따라 (사회질서 관련성을 갖춘) 강행법

규는 효력규정에 한하고, 단속규정은 사회질서와는 관련성이 없어 강행법규

의 범주에서 배제된다. 그런데 ‘최근의 현저한 입법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일

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되는 경우에 사법상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

정하는 규정,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용하는 규정, 또는

각종 경제통제법’은 효력규정으로 새겨야 하는데 이때 이러한 ‘효력규정인 단

속규정’들을 ‘넓은 의미의 강행법규’로 봐야 한다고도 한다. 왜 ‘넓은 의미의

강행법규’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다. 강행법규에

서 요구되는 ‘사회질서 관련성’을 처음부터 넓게 이해하여, 효력규정인 단속

규정을 강행법규에 포함시키는 해석과 어떤 차이 내지 실익이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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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와 결부되어서 사법적(司法的) 해결의 틀을 극히 제한시키는 부

당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수긍할 만하다.45) 민법 제

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 위반의 경우 절대적 무효로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46) 판례

및 통설적 입장과 마찬가지로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당

사자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면 적법성 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회질서 관련성의 폭을 더 넓게 보아야 한다.

제4절 강행법규․단속규정․내용강제 규정의 관계

Ⅰ. 학 설

강행법규, 효력규정, 단속규정, 내용강제규정 등의 의의를 어떻게 파악

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 규정의 관계를 어떻게 볼지에 대하여 학설은 다

양하게 분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강행법규와 금지규정을 구분한다. 독일 민법

제134조에서는 금지규정(Verbotsgesetz)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사적자치를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러한 금지규정들은 보통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이 법에 의해 원칙적으

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무

효로 되는 경우에도 강행법규라고 하지는 않는다.47)

45) 김재형(주12), 14-15면.

46) 윤진수, “反社會的 不動産 二重讓渡에 있어서 轉得者의 地位”, 『민법논고

Ⅰ』, 박영사, 2007, 396면은, 관련하여 부동산 이중양도의 경우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立論이 여러 가지로 시도되고 있으나, 반사회적

무효론을 전제로 할 때 아직까지 수긍할 만한 이론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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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강행법규는 위반 시 사법상의 효과가 부인되는 규정이라는

측면이 강조될 때에는 효력규정이라고 불리면서, 임의규정 또는 단순한

단속규정에 대응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강행법규를 효력규정

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강행법규는 효력규정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인지, 강행법규가 단속규정이나 내용강제규정과는 어떤 관계

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1. 강행법규를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구분하는 견해

강행법규

효력규정

단속규정

[그림 2-1]

다수의 견해(그림 2-1)는 강행법규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다고 보

고 있다.48) 효력규정이라 함은 그 규정에 위반하면 사법상의 효력이 부

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단속규정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

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위

반하여도 재제를 받을 뿐 그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을 의

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분류를 따르게 될 경우, 강행법규는 무효화를 본질로 하지 아니

하는 단속규정 또한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강행법규의 강행성은 ‘무효화

의 강행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당사자가 예정한 의사에

반하는 여러 효과를 직접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행성’을 의미하게 된

다.

47) 김재형(주12), 10-11면.

48) 김증한/김학동(주3), 363면; 김주수/김상용(주32), 315면.



- 24 -

2. 강행법규와 단속규정을 별개로 파악하는 견해

이 견해는 다시 둘로 나뉜다.

강행법규 = 효력규정
단속규정

[그림 2-2]

첫째 견해(그림 2-2)는 단속규정을 강행법규와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보면서 강행법규와 효력규정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49)

이에 따르면 효력규정은 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과가 부정

되지만 단속규정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

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해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이다.

강행법규

단속규정
효력규정인 단속규정

단순한 단속규정

[그림 2-3]

둘째 견해(그림 2-3)는 강행법규와 단속규정을 별개로 파악하고, 단속

규정을 다시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과 법률행

위를 무효로 하지 않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등 불이익을

가하는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구분한다.50) 이에 따르면 법질서의 ‘자기모

49) 곽윤직/김재형(주15), 275면; 지원림(주41), 178-179면.

50) 이영준(주19), 186-189면; 백태승(주24), 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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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지 원칙’이 현저한 경우에는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이 되어 해당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든다. 강행법규는 자기결정에 따른 법률

관계의 규율을 제한하려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일정한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효력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규정이다.

반면 단속규정은 행위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양자를 같은 범

주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강행법규와 단속규정을 별개로 파악하는 위 두 견해는 기본적으로 강행

성의 본질이 법률행위 당사자에게 특정한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있

지 않고, 무효화를 강행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듯하다.

3. 강행법규를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효력규정과 계약의 내

용에 관한 내용강제규정으로 구분하는 견해

강행법규
효력규정(성립)에관

내용강제규정(내용)

단속규정

[그림 2-4]

한편 강행법규를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효력규정과 계약의 내용에 관

한 내용강제규정으로 구분하고, 단속규정은 강행법규의 범주에 포함시키

지 않고 행정법규정에서 과태료나 형벌을 부여할 뿐 사법상(私法上) 효

력에는 영향이 없는 별개의 분류로 보는 견해(그림 2-4)가 있다.51)

이 견해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대립개념으로 보는 점에서 다수설과

51) 이은영(주3), 3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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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만 강행법규 범주에서 단속규정을 제외하여 별도로 보면서, 내용강

제규정을 첨가한 것이 의미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내용강제규정은 민법 제312조 제1항 단서의 전세권

존속기간과 같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내용 형성’에 개입하는 것으로

서, 계약성립의 효력요건인 효력규정과는 다르다고 한다.52)

Ⅱ. 판 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5351 판결 [공1996.9.15.(18),2596]에서 판

례는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이기는 하나 이른바 단속규정이어서 이에 반

하는 원고 조합과 피고 사이의 약정이나 조합규약을 바로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라고 하여 단속규정이 강행법규 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6385 판결 [공2014하,1556]에서는,

구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 제8조의 양도금지 규정을 “강행법규로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강행법규가 효력규정 또한 포함하는

듯한 판시를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판례는 원칙적으로 강행법규를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으로 구분하는 입장(그림 2-1)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행위를 무

효로 하는 규정을 ‘강행법규(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이라고 하고, 그렇

지 않은 규정을 ‘강행법규가 아닌 단속규정’53)이라고 하여 강행법규와 단

52) 이은영(주3), 387-388면.

53)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공2018하,1548]. “개업공인중개

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

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중략)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

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

속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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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규정을 따로 구별하는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법(私法)의 영역에서는 ‘임의규정’과 ‘효력규정’으로, 공법인 단

속규정 영역에서는 ‘단순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으로 각각

구별하여 판시하는 것이 보다 의미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행정단속규정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정되는 법규도 어디까지나 본질은

단속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례와 같은 용례는 마치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을, 단속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는듯한 인상을 줄 여지가 있다. 반대로 ‘단속규정’에는 효

력규정이 없다고 전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것은 의미의 혼란을

초래한다. 이 경우 ‘효력규정인 단속규정’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명

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Ⅲ. 검 토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강행법규는 [그림 2-5]의 구조를 취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한다.

강행법규

효력규정54)효력규정효력규정효력규정력

단속규정
효력규정인 단속규정

단순한 단속규정단속

내용강제규정내용강제규정내용강제규

[그림 2-5]

지금까지 논의의 핵심은 ‘강행성’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즉, 강행법규와 단속규정, 내용강제 규정 등의 관계는 ‘개

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는 것’에 강행성의 본질을 두는지, 아니면

54) 민법 등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효력규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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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화’를 강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 강행법규를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구분하는 경우의 문제점

먼저, 강행법규를 단순히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구분하는 견해(그림

2-1)는 강행성의 본질을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데 이 해석에는 기본적으로 찬동한다. 다만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강행법규의 성격이나 개념에 관하여 유권적으로 규정

하는 법률이나 기타 근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105조를 반대해석함으로써

그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민법 제105조

의 문언을 반대해석하였을 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다’는 의미

가 무효 혹은 유효라는 양자택일식 대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강행법규를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양분해서만 보게 되면, 내용

강제규정과 같은 법규들을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실무에서 강행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전부무효를 선언하기보

다, 일부무효 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적용하여 유효와 무효 일도

양단식의 결론을 지양하고, 법관의 판단에 의해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려

는 경향이 있다.55) 법관에 의한 적극적 해석의 타당성 여부56)는 별론으

로 하고, 이러한 모습은 강행법규가 무효인 법률행위의 사후 법률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양자택일식의 불충분한 규율은 추후 입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함이 가장

바람직함은 분명하다. 다만 법원의 해석에 의해서든, 추후 보완입법에 의

해서든,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보는

55) 대법원(全)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6하,1901]

참조.

56) 이동진(주39), 2면에서는 “계약을 전부무효로 하지 않고, 계약을 적법한 내

용으로 감축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 당사자 중 적어도 일방에게 사실

상 ‘원치 않은 계약’을 강요할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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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하나의 경향이라면, 강행법규를 효력의 무효냐(효력규정) 유효냐(단

순한 단속규정)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57)

2. 강행법규와 단속규정을 별개로 파악하는 경우의 문제점

강행법규와 단속규정을 별개로 파악하는 견해는(그림 2-2), 단속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유효로 보고, 강행성의 본질을 ‘무

효의 강행’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민법 제105조의 반대해석이 반드시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

다. [그림 2-1]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강행법규를 오로지 효력규정과 같

은 것으로만 보게 되면, 내용강제규정과 같이 계약당사자의 행위와 의도

를 제한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률을 포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단속규정인지 여부는 규율영역에 따른 구분인 반면, 강행법규인지

여부는 효력에 따른 구분이다. 따라서 단속규정을 강행법규와 대립개념

으로 보아 병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57) 윤진수, “法律行爲의 無效 ― Pawlowski의 無效槪念을 중심으로 ― ”, 『민

법논고Ⅱ』, 박영사, 2008, 167면에서는 Pawlowski의 무효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법률상 금지의 위배(Verstoß gegen ein gesetzliches

Verbot)로 인한 무효의 경우에는 그 무효 사유에 따라 다양하게 효과를 인정

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편 김주수/김상용(주32), 317면에서는 제반사정을 고

려하여 ‘무효, 전부무효, 일부무효, 변경된 효력’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본

다. 강윤희,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의 법률관계”, 『저

스티스』, 제160호, 한국법학원, 2017, 255-256면에서도 “강행규정의 스펙트럼

은 매우 넓다. 계약 내용이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는 물론, 계약 내용 자체

는 위법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강제됨으로써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및 계

약체결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강행규정의 스펙트

럼이 이처럼 다양함에도 절대적 무효라는 하나의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하며 같은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加藤雅信/

加藤新太郞(김상수 옮김), 『현대민법학과 실무』, 법우사, 2010, 7-8면에서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대안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지를 펴면서 이 영역을 그레이존이라 칭하고 있다.

瀧澤昌彦, “强行法規違反と無效”, 別冊NBL, NO.66, 商事法務硏究會, 2001,

110면 이하에서는 강행법규 위반이 무효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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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러한 분류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단속규정의 경우에도 모순 없

는 국법질서를 위해 사법상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기도 하는데,58)

오로지 강행법규만을 효력규정으로 보고 단속규정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단속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

관되게 부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단속

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중 어디에 포섭시켜야 하는 것인지 뚜렷하

지 않다.59)

58) 곽윤직/김재형(주15), 279면. 이러한 해석에는 ‘공·사법 일원론’에 대한 논의

가 전제되어 있다. 김형배/김규완/김명숙 공저, 『민법학강의(제15판)』, 신조

사, 2016, 164-165면과 서원우, 『轉換期의 行政法理論』, 박영사, 1997,

175-176면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엄준한 분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공사법

일원론’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전통적인 ‘공·사법 이원론’의 관점에서, 공법(公法)은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크고, 사법(私法)은 개인의 자율성 존중을 더 강조한다. 즉 공법 영역의 경우

이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률행위를 무효화 하여 법의

효력을 관철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반면 사법 영역에서는 당사

자의 의사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므로, 법률행위 당사자가 사법 영역을 규

율하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더라도 가급적 유효로 보려는 실무의 경

향이 있었다. 그런데 단속규정의 경우에는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특수한

모습이 연출된다. 단속규정은 공법이지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그 금지가 사인간의 거래나 계약인 경우, 이에 위반하였을 때 효

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단속규정의 공법성을 강조하면 공법

의 강행성을 관철하는 것이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된다. 반면 단

속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사법적(私法的)성격을 강조하게 되면, 비록 금지

행위 위반이지만 처벌과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그 효력은 유효하게 된다.

김재형(주12), 17면과 34면에서는 법질서는 모순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공법 규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관점에서 사법상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령에 위반한 법률행위 역시 원칙적

으로 무효라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국가계약법 제19조에 관한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에서,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을 통해서도

개진되었다. 그런데 ‘사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공법의 규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표현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 표현이 사법을 해석할 때 공법 규정

을 최대한 존중하여 공법과 사법이 모순되지 않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인

지, 단속규정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이 비록 사법상 계약관계를 다루는 내용

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공법인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사법의 효력을 부정하

는 것이 공법 규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지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59) [그림 2-5]의 분류를 취하게 되면, 공법의 영역에서 모순없는 국법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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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강행법규와 단속규정을 구분하면서, 단속규정을 다시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60)과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등 불이익만을 가하는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구분하는 견해

(그림 2-3)가 단속규정을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단속규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관청의 허가 기타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여, 행위 자

체를 억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는 이설이 없다. 다

만 단속규정은 교통법규와 같이 사실적 행위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와 거래행위를 단속하는 법규로 나뉘는 바, 후자를 위반할 경우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을 법이 명시하지 않아, 이 점이 대부분의 판례에서 문제되

고 있는 것이다.

단속규정 위반의 경우 사법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보는 통설

과 달리, 경우에 따라 단속규정임에도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도 단속규정에 해당함은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

앞선 두 학설(그림 2-1, 2-2)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단속규정 중에서 사

법상 효력을 부정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할 적절한 용어가 없게 된다. 가

령 판례처럼 단속규정 중에서 사법상 효력을 부정해야 할 사례에 대해서

는 ‘효력규력 내지 강행법규’로, 사법상 효력을 유지해야 할 사례에 대해

서는 ‘단속규정’이라고 설시하게 되는데, 마치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는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용례라 할 수 없다.

다만, 강행법규와 단속법규를 별개로 보는 견해는, 강행법규는 사적자치

의 한계를 선언하는 규정이고, 단속규정은 이와 무관한 국가작용에 대한

것으로서 양자는 존재의 측면을 달리한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61) 이에

적용을 위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관되게 부정해야 하는 경우는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사법상 효력이 유효한 경우는 ‘단순한 단속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된다.

60)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는 단속규정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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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존재의 측면을 달리하는 두 개념을 과연 대립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비판이 마찬가지로 제기된다. 다시 말해, 단속규정

인지 여부는 규율영역에 따른 구분인 반면, 강행법규인지 여부는 효력에

따른 구분이어서 강행법규와 단속규정을 대립개념으로 보아 병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마찬가지로 제기될 수 있다.

3. 강행법규를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효력규정과 계약의 내

용에 관한 내용강제규정으로 구분하는 경우의 문제점

강행법규를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효력규정과 계약의 내용에 관한 내

용강제규정으로 구분하는 셋째 견해는 효력요건과 무관하게 계약성립 이

후 내용을 조정하는 규정을 포착함으로써 강행법규의 다른 전개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견해 역시 단속규정

을 강행법규와 분리하여 본다는 문제가 있다.

4. 소 결

결론적으로 민법 제105조를 반대해석할 경우 강행성은, ‘무효의 강행’이

아니라 ‘(무효를 포함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효과를 강행’하는

것에 있으므로 강행법규에 단속규정을 포함하여, 강행법규를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단속규정

인지 여부는 규율영역에 따른 구분인 반면, 강행법규인지 여부는 효력에

따른 구분이어서 강행법규와 단속규정을 대립개념으로 볼 수는 없기 때

문이다.

강행성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내용강제규정 역시 강행법규의 범주에 포

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단속규정은 사법상 효력을 긍정하는 ‘단순한 단속

61) 이영준(주19),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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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그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으로 구별할 수 있다

고 본다.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은 물론, ‘단순한 단속규정’도 행정적 제재

를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강행법

규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례에서도 단속규정 중

적법성 요건과 관계되어 사법상 효력을 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강행법

규 또는 효력규정’으로 설시하기보다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이라고 표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효력규정, 단속규정, 내용강

제규정은 모두 넓은 의미의 강행법규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절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Ⅰ. 서 설

강행법규의 ‘효력규정’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면, 그 행위는 강행

법규의 문언에 의해 또는 적법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함을 이유로 당연히

무효가 되며,62) 이는 절대적 무효로서 전득자는 선의라도 보호받지 못한

다.63) 나아가 이는 확정적 무효로서, 원칙적으로 추인을 할 수도 없으

며,64) 표현대리 규정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도 없다.65)

단속규정 위반 시에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나,66) 과태

6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공2011상,207].

6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공1996.6.15.(12),1677].

64)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공2006.11.1.(261),1790].

65)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공2016상,730].

66) 곽윤직/김재형(주15), 275면; 이은영(주3), 391면 참조. 대부분의 민법 교과서

는, ‘사법상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단속법규는 경찰법규 등의 경우에 국

한되는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어서 의미를 명확히 할 필

요가 있어 보인다. ‘경찰법규를 제외한 다수의 단속법규’ 유형은 구체적인 심

사를 거쳐야 그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대한 유·무효를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속규정 위반 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유효

하다’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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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나 형벌이 부과되어 이로써 간접적으로 법률행위 등을 자유롭게 형성

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의사를 제약하게 된다.67) 내용강제규정 위반 시에

도 단속규정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나, 법률행위 당사

자가 처음에 의도했던 내용이 ‘법률이 강행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축

소된다.

민법 제105조의 반대해석상 강행법규의 효력은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에

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현되는데, 그 발현 양상은 이처럼 무효(효력규

정,68)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와 유효(단순한 단속규정 및 내용강제규정)로

양분되어 있다.

그런데 규율하는 사안에 따라서는, 법률관계를 단순히 무효화 하게 되

면 복잡한 사후 법률관계나 법이 예정치 못한 당사자 관계의 공백이 발

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무효화에 부수하여 새로운 국면으

로 접어든 당사자 관계를 다양한 형태로 강행법규에서 예정할 필요성이

크다. 대법원(全)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판결은 비교적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69)

판례는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

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

67) 이영준(주19), 190면에서는, 단속규정을 ‘효력규정인 단속규정’과 ‘단순한 단

속규정’으로 나누면서,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은 ‘법질서의 자기모순금지의 원

칙’에 따라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 예로 광업법, 어업법, 증권업법에

위반하여 명의(名義) 대여하는 계약을 들고 있다.

68) 민법과 같은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효력규정을 의미한다.

69)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판결 [공2016하,1901]. 공공건설임대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보증

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한 조건을 제시하여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강행법규

인 임대주택법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로 본 사안이다. 이 경우 법

률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법적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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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

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

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

다.”고 판시한바 있다.70) 판례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가 되었으나, 그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취지’

를 고려하여 일부무효 법리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1) 강행법규 효력규정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무효·유효 사이의 중간적 효력개념의 도식’72)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

였다고 생각된다.

가령 어떤 법률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것

은, 그 법률이 가진 효력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그만큼 후퇴시키는 것이

된다. 법원이 어떠한 경우에 강행적·효력규정적 요소를 후퇴시키는 것인

지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강행법규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도 있다. 이 범위 내에서 강행법규 위반 시의

효력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경향을 간략히 검토한다.

Ⅱ. 무효·유효 사이의 중간적 효력개념의 도식

효력규정을 통해 법률관계를 무효화하게 되면, 법이 예정치 못한 당사

자 관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간 계약이

이미 이행되었음에도, 거래 관계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복잡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대해

70)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공2007.8.1.(279),1150].

7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공2010하,1566] 참조.

72) 이은영(주3), 396-401면에서 ‘무효·유효 사이의 중간적 효력개념의 도식’이라

는 소제목 하에 이와 관련한 독일과 일본의 학설들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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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소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만은 아

니다.

이 경우 무효화에 부수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당사자 관계를 다

양한 형태로 강행법규에서 예정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독일과 일

본73)에서는 이행 전에는 소송상 이행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행 후

에는 급부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이행단계설이 법령위반 행위의 효과를

다양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주장되고 있다.74)

Ⅲ. 판 례

판례는 기본적으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의 ‘효력규정’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경우, 강행법규의 문언에 의해 또는 적법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함

을 이유로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본다.75)

그러나 판례가 획일적으로 무효화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무

효·유효 사이의 중간적 효력 개념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

73) 일본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제창되었다. 서원우, “行政法規違反行爲의 私法

的 效力”, 『행정판례연구 Ⅷ』, 한국행정판례연구회 編, 2003, 199면 참조.

74) 이은영(주3), 396-399면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무효설과 유효설로 양분된

다. 무효설에서는 위반행위의 이행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법률에 의해

금지된 급부는 재판제도 등을 통한 국가의 협력에 의해 실현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법률행위의 효력은 이행 전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이행

후에는 유효하다고 한다. 한편 유효설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대해

서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고 다만 그에 대한 소구력만을 부정한다.

관련하여 독일의 1970년대 판결 중에서 금지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

상 효력을 무효로 보면서도, 금지규범의 존재를 모르고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 합의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나 이행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가 아니어서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

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다.(BGHZ 53, 152)

일본의 이행단계설 중 무효설도,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령위반의 계약

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행청구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행 후에는 그 하

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반면 법이 무효를 명시하지 않는 한 유효이지만 그

이행청구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유효설도 있다.

7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공2011상,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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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례는 앞서 살핀 것처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나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로써76) 당사자 의

사에 부합하면서도 무효화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는 법률관계의

간극을 메우려는 해석 또한 시도하고 있다.

1. 일부무효로 본 판례

가. 거래 목적물 일부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대법원(全)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판결 [공2013상,918]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

령77)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은 사안78)

76)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공2013상,918] 참조.

77)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

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78) 대법원은 부동산중개 수수료 규정을 단속규정(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0972)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기도 하고, 강행법규로 판시(대법원

2002.9.4. 선고 2000다54406, 54413)하기도 하여 두 결론이 저촉되고 있었으나

본 2007년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강행규정성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 변화에 대해 곽윤직/김재형(주15), 278면에서는 “종전에 단속규정으로

본 규정을 강행법규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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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을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

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

법규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

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

에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매매대상 부동산의 일부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79) “토지

에 관한 당국의 거래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

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하여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한 예도 있다.80)

한편 상법 제398조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

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

자 약정 부분만 무효로 되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이자부 소비대차로서

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금전소비대차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다.81)

나. 여러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일부만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집35(1)민,337]은 구 변호사

법(법률 제2654호) 제48조82)는 강제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

79) 제21조의3(토지거래계약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

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

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8.5,

1999.2.8>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

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8.5>

80)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6836 판결 [공1992.12.1.(933),3126].

8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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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띄

게 되어 사법상(私法上)효력도 부정된다고 보면서, “변호사 아닌 자 갑이

소송당사자인 을로부터 소송사건을 떠맡아 을을 대리하여 갑의 비용과

책임하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일체의 소송수행을 하여 을을 승

소시켜 주고 그 대가로서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약정이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그 대가 약정부

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 대가 약정부분이 아닌 소송대리인 선임권

한 위임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집44(2)민,106]에서는 “주식투

자가와 증권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및 투자수익보장약

정, 일임매매약정이 일체로서 체결되었으나 그 중 투자수익보장이 무효

인 경우,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83)라고 하여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

정이나 일임매매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도 있

다.

한편,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3937 판결 [미간행]에서는, 약정

중 부동산인도약정 부분이 비록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84)에 위반되어

82) 구변호사법 제48조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

로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

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또는 청탁을 하

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83) 증권거래법 제52조(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3.29, 1997.1.13, 1998.5.25.,

2000.1.21>

1.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

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2. 유가증권의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

당하게 이용하여 고객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

락시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84)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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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고 하더라도, “전통사찰이 금전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까지 주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위 금원지급

약정 부분까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무효행위 전환으로 본 판례85)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

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

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85)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

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15. 7. 15. 선고 2009다50308 판

결 [공2010하,1566]은 강행법규 위반 시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 한 부분이 있다.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등

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개발구역에 소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주체가 이

를 시가보다 매우 고가에 매입토록 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알박기’ 사안

에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

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

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로

서, 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

미한다. 이와 같이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의 제반 사정 아래서 각각

의 당사자가 결단하였을 바가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시의 시가

와 같은 객관적 지표는 그러한 가정적 의사의 인정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

료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도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가정적 의사에 기한 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을 발굴·

구성하여 제시하게 되는 법원으로서는 그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그에게 또는 그들에게 계약의 이름

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적용하여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조합과 토지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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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全)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판결 [공2016

하,1901]

본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택

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한 조

건을 제시하여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강행법규인 임대주택법 규정에 위

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로 보았다. 다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적용하

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료를 표준임료로 보고 표준임료에 미

달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수의견은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올바르게 거쳤으면 유효한 임대차계

약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

로 상호전환의 조건을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효력규

정인 위 임대주택법령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았다. 다만

이 경우 무효로 보게 되면, 임차인은 그 임대주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므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강행법규에 위반

되는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조건, 즉 ‘임대보증

금은 표준임대보증금으로 하고 임대료는 표준임대료에서 차감하여 정한

계약상 임대료로 하는 임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

서 다수의견은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와 임차

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을 하지 않는 원래의 임대 조건,

즉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에 의한 임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

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대법관 4인의 별개의견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

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임대차계약의 나머

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

으로 감액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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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료 부

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라고 하였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이 일부무효와 무효행위 전환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

하게 밝힌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보충의견을 함께 읽으면, 대

법원이 이 판례를 통해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86)

Ⅳ. 검 토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한 강행법규 증가추세87)와 맞물려서 이행단계설

은 수긍할 만 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행 전에는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이, 이행 후에는 유효로 된다고 보려면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를 상쇄하는 정당화 사유가 필요한데, 사인간의 거래 행위에서 무효

가 치유되는 사정이나 상황, 유형을 이행단계설이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나아가 이행 전과 달리, 이행 후 효력규정 위반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강행법규의 규율 영역에서 탈법행위 내지 위반행

위를 종용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를 통한 예방적 효과를 형해화 할 소지

가 높다. 따라서 강행법규 효력규정에 위배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인 간 법률행위가 무효화 되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법이 예상치 못한 공백이 발생하거나, 법률이 예정한

86) 강윤희(주57), 255면.

87) 김증학/김학동(주4), 362면; 이영준(주19), 183면; 김상용(주3), 393면; 백태승

(주24), 347면 등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힘이 균형을 잃게 됨에 따

라, 이를 규율했던 임의규정들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여 진정한 사적자치를

실현코자 강행법규화 되고 강행법규인 특별법의 제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

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대다수의 강행법규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

한 규정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법의 학설들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강행법규의 한 유형으로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 4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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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사후 법률관계를 규율하게 되면 효력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오히려 몰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판례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를 하고, 학설도 이에 맞춰 모순을 극복하려

는 이론구성을 꾀하게 된다. 그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

대하여 일부무효 법리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판

례는 이와 같은 경향을 보여준다. 이때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후퇴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법원의 해석만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율을 제약하는 효력규정을 제정할 때, 위반 시의

효과 및 그에 따른 사후 법률관계의 선택지를 법률의 규율 영역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고안하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강행법규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에서만

보면 외견상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개인의 자유와 모순․갈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강행법규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계약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치주의적 요청

아래 있다. 위반 시의 효력을 구체적인 현실에 맞게 모순 없이 세분하여

야만, 강행법규로서 그 조정적 기능 내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강행성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있는 어떤 법률이 이에 적합하지 않

고, 법원의 해석으로도 위와 같은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면, 이러한 법률

을 강행법규로 볼 여지는 줄어든다고 새겨야할 것이다.

제6절 검토 및 정리

본장에서는 강행법규 판단기준 설정의 선결문제로서 강행법규의 개념을

정초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행법규와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의

관계, 강행법규와 효력규정 및 단속규정의 관계, 강행법규 위반 시의 효

력 문제에 대하여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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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강행법규의 사회질서 관련성은 사회적 타

당성 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회질서 관련성보다 그 폭을 더 넓게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5조를 반대해석 하게 되면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이

예정한 (유효화 외의 다양한) 효력에 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

하다. 그리고 법이 예정한 효력이 무엇인지는 민법 뿐만 아니라 법체계

전반에서 검토되어야 현실의 다양한 강행법규 유형을 포섭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 타당성의 문제로 새긴다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와 결부

되어서 사법적(司法的) 해결의 틀을 극히 제한시키는 부당한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

강행법규와 단속규정 등의 구별 문제에 있어서는, 민법 제105조를 반대

해석할 경우 강행성은, ‘무효의 강행’이 아니라 ‘(무효를 포함하여) 개인

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효과를 강행’하는 것에 있으므로 강행법규에 단속

규정을 포함하여, 강행법규를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내용강제규정으로 구

분하는 견해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단속규정인지 여부는

규율영역에 따른 구분인 반면, 강행법규인지 여부는 효력에 따른 구분이

어서 강행법규와 단속규정을 대립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단속규정은 사법상 효력을 긍정하는 단순한 단속규정과 그 효력

을 부정하는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으로 구별할 수 있는바, 효력규정인 단

속규정은 물론, 단순한 단속규정도 행정적 제재를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강행법규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효력규정, 단속규정, 내용강제규정은 모두 강행법규의 범주에 있

다. 이에 따를 경우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화 하는, 적법성

요건과 관계된 법규를 칭할 때에는 강행법규로 두루 통칭하기보다 ‘효력

규정’으로 특정하여 이르는 것이 더욱 적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한 강행법규의 증가추세와 맞물려서 이행단계설은

수긍할 만 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행 전에는 무효인 계약이 이행 후

에는 유효로 된다고 보려면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를 상쇄하는 정당화



- 45 -

사유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사인간의 거래 행위에서 무효가 치유되는 계

약법적 법리 내지 요건을 이행단계설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강

행법규 효력규정을 통한 예방적 효과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이행 후

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효력규정의 규율 영역에서 탈

법행위 내지 위반행위를 종용하게 됨으로써 효력규정을 형해화 할 소지

가 높다. 따라서 이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인 간 법률행위가 무효화 되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법이 예상치 못한 공백이 발생하거나, 법률이 예정한

방법으로 사후 법률관계를 규율하게 되면 강행법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오히려 몰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례는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 사

안에 대하여, 일부무효 법리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해석만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한

계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율을 제약하는 효력규정을 제정할 때,

위반 시의 효과 및 그에 따른 사후 법률관계의 선택지를 법률의 규율 영

역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고안하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부무

효의 경우 재교섭의무를 인정하는 형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계약을 수

정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여지를 줄일 수 있어 고려할 만 한 선택지

중 하나이다.88) 유럽 민사법의 공통기준안(DCFR)과 같이 입법으로 법원

에 계약수정권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89)

이것은 외견상 강행법규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충돌되고

개인의 자유을 제약하는 형태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강행법규를 통

해 법률행위 당사자의 권익을 상호조정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

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88) 이동진(주39), 188면.

89) 강윤희(주57),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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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강행법규의 판단기준에 대한 종래 논의

제1절 기존의 학설

명문으로 강행법규성을 선언하거나, 법문언이 법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면, 법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함은 자명

할 것이다.90) 가령 부동산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원

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정하고 있는

데,91) 이 규정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92) 그

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강행법규성(효력규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9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강행법규의 범주에는 효력규정, 단속규정, 내용강

제규정 등이 포함되며, 단속규정은 다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인정되는 ‘단

90) 민법에서는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 소멸시효 등에 관한 규정과 물권법

및 가족법 대부분 규정, 그리고 채권법 제652조와 같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

하기 위한 규정 등을 강행법규로 하고 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정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일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이하의 규정,

금전대차상의 이자약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의

이율을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

지거래계약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로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6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91)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92) 그 외 민법 제289조, 제608조, 제652조 등은 같은 장(章) 또는 절(節)의 다

른 규정에서 강행법규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93) 남효순, “물권관계의 새로운 이해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2 ― ”, 『민사법학』, 제63권 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 333면 참조. 민법에서 이와 관련된 예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의

강행법규성 문제를 들 수 있다. 민법이 오늘날의 입체적·수직적 이용조절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상린관계법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 법의 효력과 구속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강행

법규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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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단속규정’과 그렇지 않은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강행법규의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를 효력규정

을 중심으로 양분하여 보면, 크게 ‘사법(私法) 영역에서 임의규정과 효력

규정을 구별하는 문제’와 ‘행정단속법 영역에서 단순한 단속규정과 효력

규정인 단속규정을 구별하는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94) 판례는 주로

‘단순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을 구별하는 문제에 산적해 있

다. 기존의 학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Ⅰ. 임의규정과 강행법규 효력규정의 구별

앞서 살핀 것처럼 민법에서도 강행법규성이 명시되어 효력규정임이 자

명한 경우도 있으나,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강행법규성 판단 문

제와 같이 법문언상 명시의 규정이 없어 강행법규성을 판단해야 하는 문

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판례의 다수가 ‘단순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인 단속규정’의 구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기는 하다.

‘임의규정’과 ‘강행법규 효력규정’95)의 구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법규의 성질, 의미,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일

94) 강행법규 판단기준과 관련된 민법 교과서 상의 서술은, ‘임의규정과 효력규

정의 구별’,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구별’을 양분하여 서술한 예 - 송덕수(주

17), 227-229면; 이은영(주3), 384-391면; 김증한/김학동(주3), 361-363면; 김

주수/김상용(주32), 316면; 김상용(주3), 391-397면) - 와 ‘효력규정과 단속규

정의 구별’만으로 서술한 예 - 곽윤직/김재형(주15), 275면과 지원림(주41),

180면 이하 – 로 나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의 강

행법규성 판단 문제(각주 93번 참조)와 같이 민법에서도 임의규정과 강행법

규 효력규정을 구별할 필요와 실익이 있기 때문에 두 경우로 양분하여 서술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95) 앞서 살핀 것처럼 본고에서는 강행법규를 ‘효력규정, 단속규정, 내용강제규

정’ 등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임의규정과 강행법규의 구별기준이라는 표현보

다는 임의규정과 ‘강행법규 중 하나인 효력규정’ 간의 구별 문제라고 하는 것

이 보다 적절하다. ‘강행법규 중 하나인 효력규정’을 ‘강행법규 효력규정’으로

줄여서 표현하였으나, 이 말은 결국 ‘효력규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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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내지 종합적 판단설이 제기되고 있을 뿐이다.96)

이에 덧붙여 학설은,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거나 가족관계질서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규정(민법 제2조와 제103조 및 물권법, 친

족․상속편 등), 법률질서의 기본구조 또는 사적자치의 전제에 관한 규

정(권리능력․행위능력․법인제도 등에 관한 규정, 법인격, 행위능력, 의

사표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 등), 제3자의 신뢰 내지 거래의 안

전을 보호하는 규정(유가증권제도, 물권법, 표현대리 규정 등), 경제정책

과 직접 관계되는 법률, 사법(私法)의 사회화에 따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

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이자제한법과 같은 특별법과 민

법 제104조․289조․608조․652조 등) 등을 강행법규의 유형으로서 제시

하고 있기도 하다.97)

Ⅱ. 단순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의 구별

학설은 ‘단순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을 구별하기 위해 규

정의 종류와 성질, 입법목적이나 규정의 취지, 법률행위를 유․무효화 함

으로써 생기는 사회 경제적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 비난

정도를 일반적인 고려요소로 들고 있다.98)

이와 더불어, 거래 안전99) 및 규정의 취지가 당사자의 흠결된 의사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인지 또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형적인 법률

관계를 강요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 신의와 공정,100) 법질서의 자기모

96) 김상용(주3), 391면. 김증한/김학동(주3), 361면.

97) 곽윤직/김재형(주15), 276면; 김주수/김상용(주32), 361면; 김증한/김학동(주

3), 361-362면; 송덕수(주17), 227-228면.

98) 김재형(주12), 15-16면; 곽윤직/김재형(주15), 276면; 이은영(주3), 390면.

99) 이은영(주3), 387면. 공시의 원칙이나 공신의 원칙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에 해당하면 강행법규라고 한다.

100) 김증한/김학동(주3),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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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Selbstwiderspruch der Rechtsordnung)이 당해 단속규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현저한지 여부101)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아가 단속규정의 유형을 세분하여 경찰법규는 단순한 단속규정, 일정

한 법정 자격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규

정은 효력규정인 단속규정, 경제통제법규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02)

또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법규범이 강자의 횡포나 강요로부터 경제

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법률,103) 투기를 통한

탈세와 탈법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은 효력규정이라고 보기도 한다.104)

국가의 경제정책과 직접 관계되는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기본법, 광업법 등에 강행법규가 많다는 견해도

있다.105)

이와 같은 맥락에서 표현을 달리하여, 행정법에서는 단속규정의 판단과

관련하여 이른바 ‘경제적 공서론’이 주장되기도 한다.106) 거래와 직접적

으로 관계되지 않은 법령인 경찰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력

은 유효하다. 그러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제법령은 법령의

목적과 거래의 효력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으로 봐야

할 여지가 많게 된다. 경제법령은 소비자보호법령 등으로 대표되는 거래

이익보호법령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비롯한 경제질서유지법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그에 위반한 거래의 효력을 부정해야 하고, 후자는 효

력을 어느 정도 긍정할 필요 있으나 부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 본다.

학설은 법규정의 목적,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101) 이영준(주19), 189면.

102) 김상용(주3), 397-398면; 김주수/김상용(주32), 317면.

103) 이은영(주3), 388면.

104) 백태승(주24), 350-353면.

105) 김증한/김학동(주3), 362면.

106) 서원우(주58), 201-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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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는 법이 행위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 행위의 효과나 결과를 부인하려는 것인가 하는 점을 따져보아

야 하고, 또 그 효과를 부인하여야만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있다.107)

이에 따르면 법규의 입법취지가 단순히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법규가 정하는 내용의 실현을 완

전히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효력규정으로 보게 되나 그 구별이 쉬운 것은

아니다.108)

Ⅲ. 외국의 논의

독일에서는, “금지법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109)는, 그 법규로부터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라고 규정하면서(§134 BGB), 어떤 규정

이 법률행위의 내용을 시인하지 않아 법률효과의 발생을 금지하는가, 아

니면 객관적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하게 된 외부상

황(장소, 시간, 인적요소 등)을 규제하는가110)에 따라 효력규정과 단순한

단속규정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111)

107) 곽윤직/김재형(주15), 276면; 윤진수(주36), 414면; 송덕수(주17), 229면.

108) 이러한 주장은 ‘탈법행위의 한계’에 대한 논의와 비슷하다. 이 논의에서는

강행법규가 ‘특정한 수단이나 형식’에 주목하여 어떤 결과나 효과를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일 때에는, ‘다른 수단’으로 동일한 효과나 결과가 발생하여도

그 회피수단은 (입법자가 금지하지 않은 수단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면

서 강행법규 효력의 강행을 한걸음 후퇴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비판은 본고

15-16면 참고.

109) 가령 사람의 장기매매를 금지하는 TPG 제17조 또는 독과점을 금지하는

GWB 제1조와 같은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110) 주택가에 위치한 음식점 영업을 저녁 9시까지로 규제한 경우 또는 일요일

영업을 금지한 경우나 일반예방적 목적을 지닌 질서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질서벌의 부과로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으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반드시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111) Larenz/Wolf, AT §40 Ⅱ; Köhler, AT §20 Ⅱ; Brox, AT Rdnr.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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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강행법규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서 우리와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으며, 명시의 규정의 없는 경우 효력규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에 대하여 법의 규범력 유지, 거래 안전, 당사자의 신의와 공정, 입법의

취지, 사회윤리적 비난의 정도, 일반거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검

토하여 결정해야 한다112)는 일반론 외에 뚜렷한 논의를 찾아보기는 어렵

다.113)

Ⅳ. 기존 학설의 검토

기존 학설은 강행법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지침을

준다. 첫째, 학설은 강행법규 도입이 강하게 요청되는 영역 내지 강행법

규 유형(이하 편의상 ‘학설이 제시하는 강행법규 영역 및 유형’이라 함)

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명문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강행법규성을 판단함에 있어,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를 도출하고,

수단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추가적인 해명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학설은 강행법규 영역과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

역과 유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해

석에 따라서는, 어떤 법이든 사회질서, 신뢰, 거래 안전, 경제적 약자 보

호, 공정한 시장 경쟁 유도 등과 관련성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학

설이 제시한 유형들은 ‘사실상 법질서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는

Palandt-Heinrichs, §134 BGB Rdnr. 9; BGH NJW 1983, 109.(백태승(주24),

350면에서 재인용).

112) 我妻榮, 民法總則(新訂), 岩波書店, 1965, p. 263. 이러한 통설의 기초를 확

립한 것은 末弘嚴太郞, “法令違反行爲の法律的 效力”, 法學協會誌(第47券, 第1

號), 1929, p. 68 이하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이상은 서원우(주73), 198면.

113) 大村敦志, 『民法讀解 總則編』, 有斐閣, 2009, pp. 275-284; 川島武宣/平正

宣雄,『注釋民法(3)』, 有斐閣, 2003, pp. 221-225; 山本敬三, 『民法講義Ⅰ』,

有斐閣, 2001, pp.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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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다. 마찬가지로 신의, 공정, 거래안전, 당사자 보

호, 경제약자 등의 표현은 추상적이고 다의적이어서, 다시 이에 대한 해

석의 문제를 낳아 적절한 분류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다.

둘째, 법이 행위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 행위의 효과나

결과를 부인하려는 것인가 하는 점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하여 ‘입법목적

이 추구하거나 지양하는 결과’와 ‘수단·행위’의 관계에 주목하는 학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목적․결과와 수단은 불가분의

것으로서 특정한 수단을 선택한 것은 그것이 목적․결과와 가장 긴밀하

게 연관된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즉, 특

정한 수단에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다면 결과 역시 불

법적이고 반사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목적이

나 결과에 중점을 둔 입법이어도, 특정한 수단을 상정한 것은 그 수단

속에 목적이나 결과에 내재한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요소가 잠재되어

있음을 입법자가 인지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목적․결과와 수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목적․결과와 수단

중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 구별하는 것이 ‘탈법행위의 한계론’에서와 마

찬가지로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된다.

요컨대 학설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

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법관의 가치판단 여지가 상당 부

분 주어지게 된다.114) 학설이 제시한 기준들이 실무에서 실질적인 심사

기준으로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문언해석이 법률

해석의 출발점이라면 법규의 어떤 표지가 강행법규성을 추단할 수 있을

것인지,115) 입법목적 내지 해당 규정의 취지가 어떤 근거로 도출될 수

114) 김상중,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내용 통제”,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

과 흐름』, 民事判例硏究會, 2012. 47면.

115) 국가계약법 제19조 사건에서 반대의견은 다수의견과 달리, 국가계약법 제

19조의 단정적 표현으로부터 강행법규성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국가계약법령 제19조가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조정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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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규정의 취지가 법관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116)에는 어떤 논

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117) 강행법규성 판단에서 이익형량이 갖는 의

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학설은 상론(詳論)이 없다. 이 점에 대

한 검토와 답변이 마련되어야 일반적 효력을 갖는 법규를 통일적으로 해

석하면서, 체계적인 지침이나 심사구조를 통해 수범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의미는 어감의 차이만 있을 뿐 일반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와 같은 뜻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 또는 재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한

다’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서 나올 수 있는 의미, 즉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116) 대법원(全)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판결 [집33(3)민,177;공

1986.1.15.(768),110]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입법취지를 정반대로 파악하

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대한 대법원(全)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 [공2018상,177]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또한 입법취

지에 대한 해석이 상반되게 갈렸다.

117) 실제 판례는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서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를

동어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

54406,54413 판결 [공2002.10.15.(164),2308]에서 판례는“부동산중개업법이 '부동

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1조), 위 규정들

이 위와 같은 금지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도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한 일반사회의 평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금지행위 위반은 반사회적이거나

반도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부동산중개

업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규

정들은 부동산중개의 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

이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

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입법목적의 서술 외에 대

립되는 가치나 법익, 기본권 등의 비교형량은 보이지 않는다. 판례가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였다고 선해하기에는 이익형량의

구조가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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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존 판례 유형

판례는 법규정의 내용만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린 경우, 입법목적을 고

려하여 구분한 경우, 이익형량을 통해 해결한 경우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유형별 판례를 개관한 후, 이러한 판례의 논증과정을

종합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Ⅰ. 법규정의 내용만을 제시한 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집49(1)민,38;공

2001.4.1.(127),598]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

2조에 의하여 폐지)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규

정은 “사찰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때

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

에서도 특별한 이유의 설시 없이 법률 규정만을 제시하면서 이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았다.

2.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8940 판결 [공

2001.8.1.(135),1594]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0조 제1항의 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업

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었

는데, 대법원은 이를 신용협동조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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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업수행에 관해 신용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단속

규정으로 보고, “그 규정을 위반한 이용행위는 비록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특별하게 판단

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3.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68969 판결 [집50(1)민,133;공

2002.4.1.(151),664]

정당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

(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

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

고, 정당의 합당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

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위 법률만을 제시하면

서 위 정당법 조항에 의한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

계조항은 강행법규로서 합당 전 정당들의 해당 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

의 결의로써 달리 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4.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 [공2009상,99]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사업 내용의 하나

로 보는 바, 이 사건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되

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특별한 이유 제시 없이, 본 조항을 임의규정으

로 보고,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이 신용협동조

합법 등 관계 법령상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대출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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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지는 아니한다.”고 보았다.

Ⅱ.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를 고려한 판례

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55 판결 [집28(3)민,212;공

1981.2.1.(649) 13452]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외국환관리법의 제한규정을 효력규

정으로 보아 “비거주자인 원고가 국내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같은 법 관계규정이 요구하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

으니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도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고 본 것에 대해 법의 제한

규정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실체법규의 적용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외국환관리법을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판결문에서 외국환관리법의 제한과 금지규정들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법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경제의 발전 도

모”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춰, 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공

2004.12.1.(215),1946]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는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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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 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

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

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면서, 위 규정은 단속

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118)

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공2010상,8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

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공무원은 여하한 명목의 기부

금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전부 개정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고, 비록 자발적

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었다.

판례는 “이러한 규정들은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사이에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

118)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그 입법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판례는 그에 더

하여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

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는 것에 제35조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아, 해석으로

입법목적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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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염결성이 훼

손되지 않도록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고, 직무와 사이에 대가관

계가 인정되는 기부행위라면 이는 더더욱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

았다.

Ⅲ. 입법목적 고려 및 이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한 판례

1. 대법원(全)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판결 [집33(3)

민,177;공1986.1.15.(768),110]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 등 채무부담의 제한규정

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

는 무효라고 보았다.

그 근거로 첫째,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차입행위등

채무부담제한에 관한 규정은 서민의 금융 및 저축업무를 담당하는 상호

신용금고가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

의 악화로 불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

지”하는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들고 있다.

동시에 “개개의 차입행위를 놓고 볼 때 위 제한규정위반을 이유로 차입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그 거래상대방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

는 결과가 되지만, 위 제한규정의 입법취지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다

한 채무부담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되어 불실화됨으로써

서민의 금융 및 저축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신용질서가 어지럽게 된 상황

에 이르렀을 때에 일반 서민거래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개별적 차입행위의 거래상대방인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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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보호보다도 일반서민거래자의 이익보호가 우선”된다고 하여 이익형

량의 구조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119)

반면 소수의견은, 상호신용금고의 자금차입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1

조 소정의 상호신용금고가 그 목적으로 하는 업무자체에는 해당하지 아

니하나 그 소요자금의 조달등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

는 해당한다는 점, 동법 제17조 제2항의 차입절차규정은 “상호신용금고

의 금융업무의 건실한 경영을 확보하고 계원 및 부금자등의 이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내부적인 제약규정”이라는 점을 들며 사건 규정을 단속규

정이라 보아 사법상 효력을 긍정하였다.

2.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공

2003.6.1.(179),1192]

개정 전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

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

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

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보았다.

그 근거로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

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

119) 김재형(주12), 20-21면; 양창수/김재형(주12), 651면에서는 이 판례가 이익

형량의 구조를 취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의 이익과 서민거래자의

이익을 형량하는 근거로서 입법취지만을 동어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와 같이 단순히 대립되는 이익 구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익형량적 사고

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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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

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하며, 입법목적으로부터 입법취지를 도출하여 판

단하고 있다.

다음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

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

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근거를 들고 있다.

3. 대법원(全)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판결 [집55(2)

민,373;공2008상,99]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수

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판례는 이에 위반한 거래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 이 법의 입법목적이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

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제1조)”에 있다고 보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을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하고자 하

였다.

나아가,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

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물론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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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

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

고, 또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

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

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

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본 사안은 입법목적과 ‘중개수수료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적합성’을

판례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4.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공2011상,207]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다툰 사안이었다. 이 사건은 판례가 단순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인 단속

규정의 구별에 대해 비교적 상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

다.

먼저 판례는 사법상(私法上)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

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

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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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

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

이 여기서도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보았다.

즉, 판례는 문언해석을 기초로 한 법률해석의 일반원칙이 강행법규성 판

단에 있어서도 출발점이 된다고 판시한 듯하다.

따라서 판례는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

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

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

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고 보았다.

다음 금지규정이 이른바 공법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이 빈번하게

명문으로 규정하는 형벌이나 행정적 불이익 등 공법적 제재에 의하여 그

러한 행위를 금압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금지규정이 그러한 입법자의 침

묵 또는 법흠결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영역에까지 그 효력을 미쳐서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해 금지규정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윤리적 상황과

그 추이, 금지규정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그리고 반대로 그 규

정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이 전형적으로 어떠한 성

질을 가지는지 또 그 이익 등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는지,

금지되는 행위 또는 그에 기한 재화나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어느 만

큼 반사회적인지, 금지행위에 기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가지는 의미 또는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당해 금지행위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기타 관계 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의 준칙에 기초하여 판례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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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법 제1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

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

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

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부동

산중개업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이 그 거래가격이 상대적

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

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

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는 점”을 근거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

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

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

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이다. 이러한 구조는

앞서 살핀, 의료법의 강행법규성에 관한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

2390, 2406 판결의 흐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5. 대법원(全)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판결 [공2011

상,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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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

다)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강행법규로 보고,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

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을 그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본 사안이다.

판례는 위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과 마찬가지로 입법목적을 검토하고,

입법목적과 수단(산정기준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도출) 사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거를 마련하고 있다. 판례는 먼저 구 임대주

택법 등 관련 법령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

을 도모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이

법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원과 더불어 각종 제한을 부과하면서, 특

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

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

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

환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음 “임대사업자가 위와 같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기속되지 않는

다고 해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의로 분

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다음 임차인에게

그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고하고 이에 응한 임차인에게서 분

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게 되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심하게 훼손

한다는 점, 만일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임

대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박탈하고 임대주택

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독점할 수 있게 되는 등 임대주택제

도가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입법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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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침해된다는 점”을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

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임대사업

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법상 효력을 부정

하여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정한 분양전환가격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임

대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Ⅳ. 기존 판례의 입장 검토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는 단순히 법문언만을 제시하는 경우, 입법목적

이나 규정의 취지를 제시하는 경우, 그리고 이익형량의 구조를 취하는

경우로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이후 이익형량의 구조를

취하는 판례로 점차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문

언을 제시하거나, 입법목적을 동어반복하여 결론을 내린듯한 인상을 주

는 판례에 대한 반성적 숙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먼저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68969 판결과 같이 법규정의 내용

만을 설시하고 결론을 내리는 형태는 이러한 모호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

여주며 어떠한 이유나 근거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입법취지를 고려한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55 판결형태의 판

례도 그러하다. 판례는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들은 원래 자유

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인데,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사안의 규정들을 단속규정으로 봐

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불법 또는 위법한 행위를 제외하고 법규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

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행위들

일 것이다. 따라서 판례의 논리대로라면,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행위

를 제한하는 사안에서는, 강행법규는 없고 대부분 ‘단순한 단속규정’이

되어버린다.



- 66 -

이 사안에서는, 해당 법규는 ‘원래 자유로운 행위’를 제한하는데 다만

그 목적이 ‘국민경제의 발전’이며, ‘국민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국민경제

의 발전’을 이익형량 하건데, 해당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에서는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가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입법의 목적보다 앞서므로 단

속규정이 된다는 논증과정이 필요해 보인다.120)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두 요소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는 과정도 제시

되었어야 한다.

결국 이 판례는 입법목적을 제시하는 것으로 모든 이익형량 과정을 생

략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규율의 수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은 우리 헌법이 명

시하여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121) 따라서 그 비교형량이 간단치 않았

을 것이다. 이 판례는 논증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입법취지를 고려하는

형식을 취한 듯하다. 이러한 상황은 법익 형량의 한계와 기준이 불명확

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 타당한 논증에 의해 구성되는 합리

적 형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형량 회의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122)

강행법규성 판단에 있어 판례가 취하는 전형적인 구조는, 입법취지를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형량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익형량 과

정이 입법취지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과 가치를 형

량하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

120) 물론 이러한 형량만으로 강행법규성이 명시되지 않은 어떤 법규를 강행법

규로 보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

Ⅳ. 이익형량에서 자세히 다룬다.

121)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

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

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22) 이민열,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경인문화사, 2016, 5면. 관련하

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익형량 경향과 기준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로

는 김도균,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 문제”, 『법학』, 서울대학교, 제

48권 제2호,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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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全)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판결은 목적과 수단의

필연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검토 없이, 입법취지 설시만으로 결론 내려진

듯한 인상을 준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개개의 차입행위를 놓고 볼 때

위 제한규정위반을 이유로 차입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그 거래상

대방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이것이 ‘일반서민

거래자’의 이익과 충돌한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이익 갈등 구조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양자를 비교형량하

는 데에 있어 판단의 근거로 판례는 “위 제한규정의 입법취지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다한 채무부담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되어

불실화됨으로써 서민의 금융 및 저축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신용질서가

어지럽게 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일반 서민거래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려는데에 있다.”는 점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구체적인 이익

형량은 생략되어 있고 입법취지가 주된 논거가 되고 있다.

대법원(全)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판례는 ‘부동산의 거래가격

이 높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의 결론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해당 규정에 위반하여 이미

이루어진 거래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거래를 이미 완료한 개인

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로서 ‘재산권 대 재산권’의 문제가 된다. 여기

서 어떤 재산권의 보호가치가 더 큰 것인지 논증이 필요했다. 이러한 논

증을 거치지 않게 되면, 사법(司法) 작용을 통해 해당 법규의 불비나 모

순을 밝혀내지 못하고, 강행법규를 통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여 개

인을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대에 등장하는 일련의 판례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全)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판결 ― 는 문언해석이

강행법규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입법목적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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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규정의 취지를 도출한 뒤 수단과의 상관관계를 논증하는 구조를 취함

으로써 강행법규 판단기준을 정초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점도 남는다. 첫째, 문언해석이 강행법규성 판

단의 출발점이 된다면 그 판단의 주요 표지는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하

는 점이다. 둘째, 입법목적이나 규정의 취지에 대한 해석이 상반되는 경

우(대법원(全)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판결)에는 어느 것을 기준으

로 판단해야 하며, 논증의무는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점이다. 셋째, 이익

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기존

학설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과 함께 이러한 요소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

져야 강행법규성을 판단하는 기준 내지 심사관문이 마련될 수 있다.

제3절 강행법규성 판단에 대한 최근의 판례 경향

- 대법원(全)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각

조항의 강행법규성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이미 수차례 판단을 한 바 있

다.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의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123)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계약의 원칙 규정124) 등에 대해서는 강행법규성

을 인정한 바 있다.

반면 국가계약법 제26조의 지체상금 관련 조항,125) 제12조 계약보증금

관련 조항,126) 제7조 등 입찰절차 관련 조항,127) 국가계약법 제25조의 위

123)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215133 판결 [공2015상,226].

124)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06270(본소) 판결 [공2018상,177], 2015다

206287(반소) 판결.

12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공1996.6.15.(12),1683].

126)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공2005.1.15.(218),92] .

127)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공2002.2.1.(1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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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받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 등128)에 대해서 대법원은 내부

규정으로 판단하였다.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전 판례들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국가계약

법의 강행법규성 판단에 있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상이한 결론에 이

르는 상세한 판단근거를 제시하였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을 잠

정적으로 각각 ‘내부규정설’과 ‘효력규정설’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129)

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입법취지와 공공계약의 법적성격, 등을 규정한

후 이익형량을 통해 국가계약법 제19조가 강행법규 효력규정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적 지침이라고 판단하였다.(내부규정설) 따라서 당사자 사

이 배제 합의는 유효하며, 다만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국가와 법률관계

를 맺은 상대방은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결국 다수의견에 따르

면 계약금액은 고정되었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가능하다.

반면 반대의견은 통설적인 견해130)와 같이 국가계약법 제19조를 강행법

규 효력규정으로 본다.(효력규정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 규정을 배

제하는 합의는 강행법규 효력규정 위반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수의견은 비교적 이전 판례들의 논증 과정 ― 입법취지 도출과 그에

따른 이익형량 ― 을 따른다. 반면 반대의견은 문언해석에서부터 입법취

지, 입법연혁, 행정부의 유권해석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반론을 제기하

고 있다. 아래에서는 반대의견을 논거를 중심으로 강행법규 판단의 준거

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28) 대법원(全)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판결 [공2012하,1057].

129) 이영선,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사법』, 제43권(2018년 봄호), 사법발전재단, 2018,

607면 이하.

130) 국가계약법 제19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설은 일치하여 강행

법규로 보고 있다. 윤재윤, 『건설분쟁 관계법(4판)』, 박영사, 2011, 185면;

김기풍,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계약금조정제도”,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

법원, 2012, 110면; 계승균, “정부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이행을 돕기 위한 제

도에 관한 일 고찰”, 『동아법학』, 제5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654면; 박성동 외 2인, 『국가계약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건설경제, 2011,

102면. (이영선(주129), 60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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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 관계

1. 원고들은 2007. 4. 16.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이

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이 사건 특약은 “입찰예정금

액 중 국외업체와 계약하는 부분(이하 ‘국외 공급분’이라 한다)과 관련된

금액은 계약기간 중의 물가변동을 고려한 금액으로서 물가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고정불변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에 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물가변동(환율변동 등)을 감안하

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외 공급분의 계약금액 고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6개월 전에 개최된 현장설명회에서 원고들을 비

롯한 참가기업들에 배부된 입찰안내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들은 장기간의 대형설비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많은 1군 건설업체로서 피고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검토하여 위 조건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들은 2007. 6.경 국외업체인 지멘스(SIEMENS)로부터 가스터

빈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스웨덴화 274,530,117크로나를 지급하였고,

2008. 1.경 국외업체인 에스.엔.엠(S. N. M)으로부터 스팀터빈을 매수하

고 매매대금으로 일본화 623,278,000엔을 지급하였다.

5.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는 2008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환율이 상승131)하자 2009. 5. 7.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을 요

131) 환율상승이 계약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공2003.10.1.(187),1916] 참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계약 체결 후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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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였으나 이 사건 특약을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이 고정된 국외 공급분의 예상

구입 및 설치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나

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수차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

졌다.

7.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특수조건(Ⅱ)에서 가스터빈

과 스팀터빈의 공급업체의 범위를 제시하였을 뿐 결제통화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외국기업과 스웨덴국 크로나화 및 일본국

엔화를 결제통화로 정하여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도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8. 원고들은 위 특약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

1항 전문 등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계약자(원고들을 지칭함)의 계약상 이

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은 무효라고 정한 공사계약일

반조건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Ⅱ. 관련 법령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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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

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

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

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

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

차 계약 체결 시 부기한 총 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

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

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

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

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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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1202호로 개정된 것)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

다.(신설)

부칙

제2조(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7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64조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Ⅱ)132)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15조 물가변동적용 제외

① 계약자는 구매 자재 중 국외 공급분에 해당하는 자재와 관련된 금액

(자재비, 예비품, 기술료, 보험료 등과 같은 항목의 국외업체와의 계약분

일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입찰안내서의 “입찰금액 내역서 작성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내․외자 구분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기간 중의 물가변동을 고려한 금액으로

132) 원고들은 이 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 이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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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물가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고정불변금액이

다. 따라서 입찰자는 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물가변동(환율변

동 등)을 입찰하기 전에 이를 모두 감안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한

다.

③ 본 조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여하한 경

우에도 1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물가연동제 적용을 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Ⅲ. 제1심133) 및 원심판결134) : 원고 청구 기각

제1심 및 원심법원 역시 국가계약법령의 법적성격이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들이 계약금액 조정대상을 일부 품목으로 제한하거

나 조정요건을 국가계약법과 달리 정하는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

의가 국가계약법의 규정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합의가 포함된 계약의 체결 경위, 적용배제나 제한의 정

도, 당해 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별 합의가 국가계

약법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키거나 동종업계의 일반

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정의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1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0가합105698 판결.

134) 서울고등법원 2012. 7. 1. 선고 2011나75203 판결. 원고들은 이외에도 이

사건 고정특약은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사계약특수조

건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

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경위,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적용

제한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약이 원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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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약의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경위, 국가계약법에서 정

한 계약금액 조정조항의 적용제한 정도, 원고들은 환위험 회피를 통하여

손실을 막거나 그 정도를 줄일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국가계약법 제19조 등에 위배되어 무효

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Ⅳ. 다수의견과 반대의견135) 등 분석

1. 국가계약법의 입법취지

국가계약법의 입법취지는 입법자의 의사가 정면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다수의견

과 반대의견은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가. 다수의견 : 상고 기각, 원고 청구 기각

다수의견은 국가계약의 입법취지를 국가계약법상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이행을 포기하거나 그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

지 못하여 공공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이라고 보았다. 계약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공공계약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부

당하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뜻도 있다고 보았다.

나. 보충의견

135)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재형이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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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의견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주

된 목적이 계약상대자의 보호에 있다기보다는, 부실한 의무이행을 막아

공공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 물

가하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국가

등의 필요에 있다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 동법 제19조와 다른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점, 동

법 제5조 제1항은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 반대의견

반대의견은 이 규정이,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으로 인해 계약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좌절되거나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고 적정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의

무를 부과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본다.

2.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

가.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

계약’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사경제

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사법)상의 계약으

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법령에 특

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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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등(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한

다.

나. 반대의견

이와 달리 반대의견은, 공공계약 자체는 사법의 영역에 속하고 그 성립,

이행과 소멸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 규정이 적용되나, 공공계약이

사인 간의 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거나 공공계약에서 국가 등이 사

인과 동일한 지위에 서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일반 사인 간의 사

법상 계약과 달리 공공계약과 관련한 재원은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이 항상 ‘최선의

계약 체결’이라는 동기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부패와 비리, 자의와 전횡

을 막기 위해 엄격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반대의견은, 물

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국가 등이 체결하는 계약에 당

연히 적용되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공공계약의 특

성에 부합한다고 해석한다.

3. 국가계약법 제19조의 성격

가. 다수의견

다수의견에 따르면, 위 규정은 국가 등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

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

항을 규정한 데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국가나 사인은 불공정함의 우려

가 없는 경우,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격조정 조항을 배제

하거나 우회할 수 있다.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러한 계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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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다.

나. 반대의견

반대의견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이미 체결된 공

공계약 내용을 일부 조정하도록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의무를 부여하면서, 변경될 계약의 내용을 직접 규율하고 있다는 점

에서 다른 규정들과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중

앙관서의 장 등에게 계약금액 변경에 관한 공익적 조정자 역할을 부여한

법령 규정을 무력화하거나 그러한 규정을 사전에 배제하는 약정은 법령

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봐야한다고 본다.

4. 계약당사자의 주된 보호 수단

가. 다수의견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가 계약당사자의 주된

보호수단이 된다. 이에 따를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게 된다. 다만 여기서 어떠한 특약이 계약상

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

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

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

다.136)

136) 이영선(주129), 620면에서는 “불이익을 상쇄하거나 위험을 회피할 수단이

전혀 없었던 선례들에 비추어 볼 때, 크지 않은 비용을 들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이 있어 이 사건 특약이 형평에 어긋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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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대의견

반대의견에 따를 경우 국가계약법 제19조가 직접적인 보호수단이 된

다. 국가계약법령이 계약법을 보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적정하

게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공공계약에 직접 적용될 것을 전제로 마련

된 것이어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국가 등이 체결

하는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Ⅴ. 검 토

1. 다수의견 검토

다수의견은 국가계약법 제19조의 입법취지를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

약금액 조정 규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물가의 변

동으로 계약이행을 포기하거나 그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공공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

로 본 다음 규정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계약은 원래 자유롭게 이루어

져야 하므로, ‘취지 달성에 장애만 없다면’ 계약금액 조정조항의 배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137)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다. 한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 여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06270, 206287 판결)

137) 국가계약법 제19조를 강행법규로 보지 않을 경우, 그 실익이 무엇이냐는

비판에 대한 다수의견의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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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이 밝혀낸 입법취지는 일응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수단과 입법취지 달성 사이의 긴밀한 연관을 입법자가 인식

하고, 계약금액 조정만을 유일한 수단으로 보아 입법적 선택을 한 것일

수 있는데 다수의견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즉, 입

법취지 달성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입법자가 예정한 다른 수단을 사용해

도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대의견이 다수의견을 비판하는

가장 주된 논거도 이 부분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대응하여 고려한 주요 형량 요소는 ‘사

적자치 및 계약의 자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행법규 또한 궁극적

으로는 공정한 계약 환경의 조성과 계약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강행법규의 문제는 ‘구체적인 계약당사자의 자율’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계약당사자의 자율’이 충돌하는 문제가 되어 버린

다. 결국 다수의견의 사실상 유일한 형량요소인 사적자치와 자율성 논거

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궁극적으로, 다수의견은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라는 수단이 ‘사적자치와

계약의 자유 실현’ 및 ‘공공계약 목적 달성’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 내

지 장애물 역할을 수행하는지 밝혀내지 않았다. 사실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다만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의 보충

의견처럼 이에 대한 실증적인 논증이 어려움138)을 솔직히 밝히고 논증을

해나가는 것이, 유효·무효 식의 양자택일의 결론보다 추후 입법 등을 통

해 보완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해 보인다.

즉, 입법취지 및 입법목적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익형량 과정이 생략되

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입법취지 등을 밝히기 위한 자료들 또한 해석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로의 도피’ 현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강행법규성 판단과정에서 입법의 목적과 규정의 취지를 천명하

138) 임종휘/박수철, 『立法過程論』, 박영사, 2006, 22-23면. “입법과정을 비롯

한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은 무엇을 평가요소로 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공

익달성이라는 목표 또는 이에 따른 산출을 쉽게 수치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효율성 평가가 곤란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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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이익형량을 생략하게 되면, 강행법규의 판단기준

이 모호하다는 인식과 함께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어렵

다.

2. 반대의견 검토

가. 입법취지로부터 우회수단을 배제하는 것이 도출되는지 여부

반대의견도 국가계약법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공공계약을 체결할 당

시에 약정으로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미리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그러

한 약정을 허용하는 것보다 조정을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적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은 이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의 변동이나 환율변동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법률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요건에 관해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명료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로부터 계약금액 조정 조항만을 강제한다든지

또는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우회적인 수단은 배제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입법취지 달성을 방해할 요소가 없다면, 우회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탈법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즉, 반대의견이 파

악한 입법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본 판결에서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없고 당사자가 계약당시 최선의 이익이 되리라 판단하여

계약금액 조항을 배제한 경우는 일종의 ‘예외의 흠결(Ausnahmelücke

)’139)에 해당하게 된다. 예외의 흠결에 해당하게 되면, 이익형량 및 거래

139) 이계일(주8), 334면에 따르면 “예외의 흠결‘이란 원래 입법자가 알았더라면

구성요건에 예외를 설정했을 것이나 예외를 설정하지 않아 원치 않게 당해



- 82 -

의 필요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의 누락을 보충하는 법형성

이 가능할 수도 있다.140)

이 점은 다수의견에 가해진 비판이 그대로 가해진다. 계약금액 조정 규

정만이 취지 실현에 밀접한 수단이라든지 또는 현실적으로 계약금액 조

정 규정을 배제했을 때 실질적으로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든지 하는 점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나 논증이 필요한 부분

인데, 이러한 작업이 마찬가지로 어렵기 때문이다.

나. 이익형량의 실질적 역할

반대의견에 따르면,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사안에 해당 조항의 법률효과가 귀속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통설적 법학방

법론(Larenz/Canaris,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3.Aufl.),

Springer Berlin, 1995, p. 198)에서는 ‘은폐된 또는 숨겨진 흠결(verdeckte

Lücke)’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즉, 법문의 어의적 범위가 넓어 특수한 사안

에서 당해 법문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한’을 가할 필요

가 있는데 이러한 ‘특수성’을 간과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흠결을 ‘은폐’

또는 ‘숨겨졌다’고 하는 이유는 법문언상으로는 관련 쟁점에 관해 일응의 해

답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독일 민법 제181조

(Insichgeschäft ; 자기대리)와 같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의

흠결은 기존 구성요소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

며, 이를 ‘목적론적 축소(teleologische Reduktion)’라고 부른다.

140) 이러한 취지로 김형석, “대상청구권 :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

법론”,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Vol.55 No.4, 2014, 119면 참조. 이

글에서는 대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입법자가 대체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고려에 넣고서 대상청구권을 부정하려는 취지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새기게 될 경우 이익형량과 민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아 법을 보

충하는 법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의 입법목적을

반대의견과 같이 국가와 사인간 지위의 불균형을 보정하는 것에 있다고 보더

라도,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가 이를 배제하는 합의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보충적 법형성으로서 해석에 의해 충분히 가능할 여지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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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

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효력

을 판단하여야 한다.141)

특히 법률행위의 양쪽 당사자를 규율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

아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쪽 당사자를 규율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에는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보호를 고려하여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

단하여야 하는데, 그 법령의 주된 목적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라면, 이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반대의견은 법률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에

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된 사안 자체는 대부분 효력규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반대의견은 국가계약법 규정을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

한 규정이라고 새기지만, 다수의견과 보충의견은 그렇게만 판단하지 않

았다. 결국 반대의견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강행법규로

보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개별 계약의 구체적 특성이나 약정의 내용 등과 무관하게

언제나 일률적으로 위 조항이 적용됨으로써, 계약의 목적이나 위험의 합

리적 분배 등 제반 사정에 대한 심사숙고 끝에 당사자가 내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국가 등이 함부로 무효로 돌리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서 사

적 자치의 핵심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 또한 가해지게 된

다.142)

141) 이계일(주8), 313면. 이러한 ‘전체적, 종합적 해석론’ 자체는 해석기준이 충

돌할 때나 해석결과가 대립했을 때 ‘해석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

야 그것이 전체적, 종합 해석이 될 수 있는지’까지 말해 주고 있지 않다는 비

판이 있다. 즉, 법원 스스로 옳다고 판시한 해석을 ‘전체적, 종합적 해석’이라

고 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142)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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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언해석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은 애초 1977. 4. 1.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1989. 3. 31. 구 예산회계법

제92조143)로 입법화한 것으로, 이후 1995. 1. 5. 제정된 국가계약법은 이

를 승계하여 이 사건 조정규정에 이르고 있다. 이에 관하여 관련 입법자

료는 그 제안이유에 관하여 “중소업자와 계약상대자의 보호를 위하여 현

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2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는 공동계약제도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제도를 도입하

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는 당초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3. 3. 28. 대통령령 제11081호로 “계약

금액에서 조정한다.”로 개정되었고, 이후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에서도 그

와 같은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144)

143) 구 예산회계법 제92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

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8524호, 1977.04.01.,

일부개정]

예산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1081호, 1983.03.28,

일부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710호, 1995.07.06,

제정]

제95조의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95조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

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정가격

에 비하여 비용이 100분의 10이상 증

감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5조의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국고의 부담

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

가 그 이행을 위하여 90일 이상 경과

한 경우에 계약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제 비목의 가격

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

격 등의 등락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금액에 비하여 100분의5 이상이 증감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

다)한 날부터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

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

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

한 총 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

144) 구체적인 변천연혁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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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은 국가계약법령 제19조가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조정한

다’의 의미는 어감의 차이만 있을 뿐 일반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와 같

은 뜻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 또는 재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즉 ‘한다’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서 나올 수 있는

의미, 즉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계약의 유·무효와 마찬가지로 ‘조

정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에서 계약의 효력을 정한 것으로, 만

일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

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거나, 처음부터 위와 같은 규정

을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145) 행정부 주도의 입법에서 ‘할 수 있다’

는 재량을 두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수

긍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수의견 논지를 빌리면, 사적자치 및 행복추구권에

서 파생된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경

우 우회적인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여

전히 가능하다.

또, 국가계약법 제19조가 수범자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으로 정한 점에서 계약상대자까지 구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146)

나아가 ‘조정한다’가 반드시 ‘조정하여야 한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는 지적도 있다. 대법관 조희대는 보충의견을 통해, 구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이 위 문

액을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조정한다.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

다.

145) 다만 반대의견을 개진한 대법관 김재형은, 김재형, 『민법판례분석』, 박영

사, 2015, 58면에서 “문언이나 내용에 따라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

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바, ‘해야한다’는 문언의

표현을 결정적인 요소로 단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46) 이영선(주129), 6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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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위반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 사

례147)를 예로 들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148)

라.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

반대의견에서는 또한 국가 등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일반 사인 간의

계약과 달리 그 계약조건은 경비의 절감 못지않게 계약이행 결과의 건전

성, 품질과 안전의 확보 등 공공 일반의 이익까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

다고 본다.149)

나아가 현실적 측면에서 공공계약의 상대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달리

대금의 수령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 형평을

잃거나 부당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향도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의견 논지대로라면 공공계약 체결은 계약체결의 강력한 유

인이 된다고 볼 수는 있을지는 모르나, 강력한 유인을 가진 공공계약이

반드시 부당한 간섭이나 강요, 불균형성을 수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

다. 판례 설시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본 사안에서 강요나 강제가 있

었던 사정은 없으며,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그 계약금액 조정 이익을 포

기했다고 볼 여지 또한 있다. 계약금액 조정이 계약당사자 어느 쪽으로

이익이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보게 되면, 설사 이 사건 규정을 강행법규 효력규정으로

147)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공2000.10.1.(115),1936] 참조.

148) 이와 같은 사례는 더 찾아볼 수 있다. 비실명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구 금융

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 등에 대해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공2002.2.15.(148),366]은 단속규정으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

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규정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보다 강한 금지의

무를 부과하였음에도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공2018

하,1548]은 이를 단속규정으로 판단한 바 있다.

149)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공2016하,18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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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한다 하더라도, 강행법규를 스스로 위반한 원고가 그 규정에 위반하

였음을 이유로 무효로 주장하는 것이 되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

칙 위반 또한 문제될 여지도 있다.150)

즉, 계약의 체결주체가 공공기관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계약에 수반

하는 입찰의 정황을 단정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을 포착하여 묘사하지 못

한 것은 법의 불비라고 봐야한다. 즉, 사안의 입찰계약이 강행법규에 의

150)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947 판결 [집25(3)민,333;공

1978.2.1.(577),10516]에서 대법원은 구 농지개혁법 제27조 또는 제19조 제2항

을 위반한 사례에서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를 농지

개혁법이 시행된 뒤 매도한 것이 농지개혁법 제27조에 저촉되어 무효라 할지

라도 매도인측이 매수인측을 상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

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93다44326 판결 [공

1994.2.15.(962),505]에서는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7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

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이를 배척한다면 투기거래

계약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

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과 취득목적대로 관할관청

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

가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바 있다.

한편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공2000.8.1.(111),1624]에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명목상으로만 학

교법인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이 아니거나 학교 자체가 형해화되어 사

실상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나 담보

제공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이라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공

2004.12.1.(215),1946]로도 이어진다. 이 판결에서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

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

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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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통제되어야 할 만큼 사인간의 자유로운 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

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마. 계약담담공무원의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

반대의견의 또 다른 논거는 국가계약법의 1차적 수범자인 계약담당공무

원이 국가계약법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단순히 그에 어긋나는 조치를 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의무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약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

가원리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공무원이 강행법규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임무를 방임한 사안이 아니어서, 적절한 지적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바. 입법자료의 해석을 토대로 한 논거

반대의견은 예산회계법의 입법자료에 기재된 제안이유를 들면서, 이 사

건의 규정들이 중소업자와 계약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

고 주장한다.

당초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2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적 규정 형태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1983. 3. 28. 대

통령령 제11081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2는 ‘조정한다’로

변경되었다. 반대의견은 이를 “국가의 계약금액 조정 기피 사례를 방지

하고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강행적 의무 부과 형태로 문언이 변경된 것”

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후 예산회계법과 국가계약법에도 위와 같은

강행적 의무 부과 형태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이러한 입법연혁으로 미루어 볼 때,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

약금액 조정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이며, 그 주된 목적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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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호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입법자료의 제안이유 역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위에 놓여있어

서,151) 그에 의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나아가 법관이 법률의 체계적

정합성이나 기타 이익형량 요소를 도외시 하고 입법의사에만 국한되어

판단한다면, 사법심사의 독자적 기능과 법률의 규범력․생활규범으로서

의 기능은 상실된다는 지적 또한 가능할 것이다.

151) Dworkin, Ronald, Law's empire, Hart Pub, 1998, pp. 318-321. 그러나 드

워킨의 이와 같은 지적은 미국 헌법처럼 제정된지 오래되었거나, 법률이 제

정된지 오래되어 그대로 적용하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의

회가 갖는 민주주의의 무게를 감안할 때, 법률이 비교적 최신의 것이고, 입법

자료를 통해 그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를 명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그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허성욱, “정치와 법 ― 법원의 법률해석 기능에 대한 실증적 고찰에

관하여”, 『법학』, 제46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365면에 따

르면 “현재의 법률을 제정한 과거의 의회의 의사는 그것이 현재의 의회에도

유지되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을 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의 의회

의 의사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독립적인 영향력이 없어서 ‘현재의 의회의 선

호’가 법률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상윤, “미국 제정법 해석에서의 신문언주의 방법론에 관한 고찰 ― John

F. Manning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 논문, 2016, 94

면에서는 입법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두 경향 – 의도주의자와 (신)문언주의

자 –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도주의자는 ‘立法史’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수백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를 하나의 개인으로 취급하면서 법

을 통해 발언자가 ‘실제로 전달하고 말하려 했던 것’을 탐색하고자 한다. 따

라서 의도주의자들은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면서 문언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입법 목적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규정하지 못한 경우, 판사

는 당해 소송에서 입법부가 그 해석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신)문언주의자들은 입법부 구성원

들 다수의 ‘실제 존재하지만 표현되지 아니한 의도’를 재구성 하려고 시도하

는 것은 공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신)문언주의자들은 전통적인 방법론이

입법부의 주관적인 실제의도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입법부의

의도를 객관화하여(objectify) 구성해(construct) 낼 것을 주장한다고 한다.

입법자의 의도는 분명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입법자의 의도를 고

려하여 입법의 목적과 규정의 취지를 재구성해내는 것은, 제안이유 검토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대상판결’에 있어서도 다수

의견과 반대의견은 ‘입법취지 내지 입법자의 의도’를 서로 달리 해석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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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가계약법령의 강행법규성을 부인할 경우 사회적 비용의 발생 문제

반대의견에 따르면 계약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려운 물가변동이 있을 때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손실을 감수하고 당초 약정한 계약금액으로 이행

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이행을 포기하여 이행이 중단’ 되게 하거나 ‘불완

전 이행과 같이 계약이행의 내용이 부실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강행법규성을 부인할 때, 사회적 비용이 현실적으

로 발생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 측정하기도 어렵다. 그 측정이 어렵

다는 점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분기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

의 개입과 통제가 언제나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실증적인 결과도 없다.

대법관 김창석152)과 대법관 조희대153)의 보충의견도 이 점을 뒷받침한

다.

152)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는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일 품목을 전부 수입하여

구매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환율의 등락폭이 3% 이상이 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3% 정도의 환율등락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그때마

다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원이 개입하여야 한다면 종국적으

로 당사자에 의한 가격결정이 법원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대체된다. 이와 같

은 일이 계속된다면 공공계약의 상대자로서는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을 강구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없으므로, 국가 등이 아닌

다른 거래상대자와의 사법상 계약에서와 달리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되기 쉽다. 이는 국가 등의 재정부담 증가와 기업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왜곡된 자원의 배분으로 이어지고 경제의 활력이 위축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153) 대법관 조희대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환율변

동의 경우 전문가들조차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환율변

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계약 당시 당사자 쌍방 모두 알기 어렵다. 또한 위 배제 약정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므로, 계약상대자로서는 그 회피 수단

의 사용 여부 및 그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월한 지위를 남

용하거나 계약금액 조정의 책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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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으로부터 강행법규성이 도출되는지 여부

반대의견에서는 국가기관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이

강행법규라고 유권해석을 해 왔음을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정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2007. 6. 19. 회제41301-622)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다수의 계약상대방은 이러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을 따르게 될 경

우 법률규정에 충실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30년(환율변동의 경우 9년) 넘

게 정착되어 온 공공계약 시장질서에 예기치 않은 충격을 줌으로써 혼란

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유권해석이 자명한 것으로 정착되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빈

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원으로서는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불명확

한 결론을 정리하여 불합리한 신뢰를 일소하고 합리적인 신뢰 생산에 기

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권능이므로,154) 집행부의 유권적 해석 앞에 법

원이 주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

다.155) 때로 행정은 법의 집행을 가장하여 법의 모습을 왜곡하기도 한

154)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155) 이와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Chevron 판결에서, 의회가 행정집행 법률을

모호하게 규정한 경우, 이것은 의회가 행정청에게 해석의 재량을 부여한 것

으로서 법원에 의한 법률해석 문제가 아니라 정책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법률해석에 사법적(司法的) 존중을 부여함으로서 사실상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Chevron 판

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태도는 명확한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논의가 필요한 형성 중의 법리라는 비판도 있다. 황의관, “미국사법부의 행정

청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적 존중에 관한 연구 ― Chevron 독트린과 그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美國憲法硏究』, 第24卷 第1號, 2013, 453-4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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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6) 따라서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수범자들로서는, 유권해석에 지

나치게 구애됨 없이, 언제나 의문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물을 수 있

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자. 국가계약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관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공공계약에서 정한 특약 또는 조건이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경우 그 특약이나 조건은 효력이 없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위 규정은 일반법규의 성격을 갖고 있고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특별법규라고 한다. 따라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이를 배제

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은 무효이고 이 규정에 따라 법적 효과

를 부여하여야 한다. 물론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4조를 위반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

반대의견 주장대로라면 모법에서 특칙을, 시행령에서 일반규정을 규정

한 것인데 모법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일반적인 법

률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157) 나아가 국가계약법 제19조가 계약당사

자인 사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라면, 그러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부당성’을 고려함이 없이 당연히 무효에 해당하

게 되어서 계약금액 조정 조항 배제 특약 시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156) 한상희, “행정청에 의한 법왜곡 ―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선언의 문제

점 ― ”, 『입법학연구』, 제10집 제2호, 한국입법학회, 2013, 289면 이하.

157)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국회법제실, 2008, 100면. ‘마. 조문

배열의 일반원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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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검토 및 정리

지금까지 기존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학설은 일반적으로 종합적

검토설을 취하는 바, 강행법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지침을 준다. 첫째, 학설은 강행법규 영역 및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둘째, 명문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강행법규성을 판단함에 있

어, 학설은 ‘법률이 추구하거나 지양하는 결과’와 ‘수단·행위’ 사이의 상

관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판례는 단순히 법문언이나 입법목적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 머물다가

2000년대 이후, 이익형량의 구조를 취하는 판례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全)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판결은 문언해석이 강행법규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는 점을 밝히고, 입법목적으로부터 규정의 취지를 도출한 뒤 수단과의

상관관계를 논증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강행법규 판단기준을 정초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준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계약법 규정에 대한 지난 ‘대법원(全)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은 의미가 있다. 다수의견은 국가계약법 제19조를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반면, 반대의견은

이를 강행법규 효력규정으로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은 입법취지를 주된

논거로 하였고, 반대의견은 문언해석, 입법취지, 입법연혁, 행정부의 유권

해석 등에 대한 해석론을 거치며 다수의견의 결론에 팽팽히 맞섰다.

민법에서 계약법 영역은 사적 자치의 가장 효율적인 실행 수단인 계약

자유 원칙의 주무대이다. 이 점은 계약법의 규정 대부분이 임의규정인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강행법규를 통해 계약자유를 제한하고자 하

는 것은 일종의 예외에 해당하며, 이러한 예외를 주장하는 측이 배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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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부담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법학방법론의 접근법이다.158) 국가계약

법 제19조를 대상으로 한 이 판결에서 반대의견이 여러 논거를 제시하였

지만, 배가된 논증의 부담을 극복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요컨대 기존의 학설과 판례 입장을 종합해보면 문언해석,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 강행법규 영역 및 유형, 법률이 예정하거나 금지한 수단·행

위와 입법목적 간의 관계 등이 강행법규성 판단에 있어 주요한 고려요소

인 듯하다. 이외의 요소는 이익형량이라는 취지로 판례에서 폭넓게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해석

요소들의 구체적인 의미와 해석 요소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해명과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밝히면서,

강행법규성 판단의 심사관문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158) 최봉경, “민법 제626조의 강행규정화 제안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제

128호, 한국법학원, 2012.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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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강행법규성 판단의 심사구조

제1절 서 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학설과 판례는 ‘임의규정 및 단순한 단속규

정’과 강행법규 ‘효력규정’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다음 세 가지 점을 고

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판례는 강행법규가 제정되는 특수한 법영역이나 유형을 구체적으

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학설은 강행법규 영역 및 유형을 제시하고 있

다. 둘째, 학설과 판례 모두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를 강행법규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본다. 셋째, 판례는 근래 들어 입법목적에 대

한 고려와 더불어 이익형량을 통해 강행법규성을 판단하려는 경향인 것

으로 보인다.159)

그러나 이상의 접근은 몇 가지 더 검토되고 해명해야할 부분이 있다.

첫째, 문언해석이 법률해석의 출발점임을 감안할 때, 법문언의 어떤 형식

내지 표지가 강행법규임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대법

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에서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로부

터 강행법규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

떤 요소가 강행법규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학설

은 강행법규임이 ‘명시된 경우’에는 판단이 용이하다고 보지만, 어떤 경

우가 ‘명시된’ 경우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둘째, 문언해석을 통한 한계로 인해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의 고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점은 학설과 판례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 그러나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15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공2011상,207],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공2003.6.1.(179),1192], 대법원(全)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판결 [공2011상,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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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 해석방법은 어떠하며 입법목적에 대한 판단자체가 분기할 경우에

는 누가 논증의무를 지는지 등에 대한 부분은 상론(常論)이 없다.

셋째, 판례와 달리 학설은 강행법규 입법이 요청되는 특수한 영역들을

제시하고 이를 유형화 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화가 강행법규성 판단이

문제되었을 때,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강행법규 심사과정에서 이익형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익형량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이익형량은 넓게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호충돌하는 가치들과 규범들(이익들, 목표들, 의무

들) 사이를 비교하여 그 중 어느 하나가 해당 사안에서 기타의 대안들보

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택하는 실천적 판단을 의미한다.160)

좁게는 헌법적 판단의 도구로서 비례심사의 구성요소가 되기도 한다. 사

법상(私法上)의 이익형량은 이 사이에 두루 걸쳐 이루어진다. 특히 강행

법규는 특정한 수단을 예정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을 통해

사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개입함으로써, 계약 자유의 원칙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강행법규성 판단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익형량의 구체적 의미를 먼저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등 비례원칙의 구성요소들161)이 강행법규성을 판단하는 과

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장에서는 이상의 의문점에 대한 해명과 추후 해결과제들을 강행법규

성 판단의 사고 흐름에 맞게 배열하여, 강행법규162) 판단의 심사관문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160) 김도균(주6), 31면.

161)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법문사, 2010, 355면;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14판)』, 박영사, 2018, 307면; 장영수(주6), 196면.

16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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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존 심사구조의 여러 문제

Ⅰ. 법문언의 표현과 형식

1. 강행법규성 판단에 있어 문언해석의 역할

강행법규도 법규의 일종이므로, 강행법규성 판단 역시 법률해석의 일반

적인 방법론에 따라야 함은 자명하다. 통설적 법학 방법론에서는 문리해

석 혹은 문언해석(auslegung nach dem wortsinn)이 법률 해석의 출발점

이 된다.163) 판례 또한 사법상(私法上)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

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

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그 법규정

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보아 강행법규성 판단이 문언해석

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164)

나아가 법률해석의 일반론을 밝히고 있는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공2009상,724] 판결도,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

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

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163) Larenz/Canaris(주139), pp. 163–164.

164)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공2011상,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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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

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

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여 문언해석, 목적적 해석, 체계적 해

석 사이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판례의 입장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문언이 명

확한 경우라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중시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장 우

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규정의 의도와 취지’를 고려하여(목적론적

해석) 통상적 의미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그 경우에도

‘관련 규정 및 법률들의 체계’가 그 제한 조건으로 기능하게 된다.165)

즉,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중시하여 해석하는 문리해석 내지 문언해

석은 법률해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으로서 어떤 법률규정의 강행법

규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설은

강행법규임을 법문언이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행법규성 판단이 수

월하다고 보면서도, 어떤 표지가 강행법규임을 수월하게 추단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반대의견은 ‘조정한다’라는 표현이 단정적인 표현으

로서 법률이 예정한 효력을 강행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수의견은 달리 보았다. 따라서 먼저 강행법규성을 명시하는 법문언의

표지를 선별하고, 경계선에 놓인 표현들을 검토하면서 강행법규성 판단

에 있어 문언해석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강행법규임을 명시한 경우의 규정 형식과 표지

강행법규 효력규정임을 명시한 표지로서 비교적 이론(異論)이 없는 것

165) 이계일(주8), 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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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첫째, 당해 조항에서 직접 무효의 효과를 선언한 경우, 둘째, 특정한

방식만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면서 동시에 같은 장(章)이나 절(節)의 다른

규정에서 무효를 선언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직접 무효임을 선언하는 예로 부동산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들 수 있다. 본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

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정하고 있는데,166) 이 규정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외 민법 제289조, 제608조, 제652조 등은 둘째 유형으로서, ‘못한다’,

‘한다’, ‘할 수 있다’ 등의 표현으로 구체적인 허용과 금지의 행위를 규정

하고 있다. 동시에 같은 장(章)이나 절(節)의 다른 규정에서 강행법규임

을 표제에 명시하고 위반 시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경우에는 강행법규 효력규정으로서, 입법자가 그에 위반

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려는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3. 강행법규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규정 형식과 표지

반면 이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효력에 대한 언급 없이, 주로

‘아니된다’ 내지는 ‘하여야 한다’는 금지, 요청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

는 효력규정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167)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166)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167) 이에 대한 판례는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공2018

하,1548]. 관련하여 판례가 ‘어떤 법령이 특정한 자격 조건을 나열하거나 특

정한 직역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 강행법규성을 일관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

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대

한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공2010상,81]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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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는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라는 표제 하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대

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168) 비실

명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

령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

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효력규정 여부가

문제되었는데,169) 판례는 위의 경우를 모두 단속규정으로 보았다.

반면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은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표현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효력규

정으로 판단되었다. 즉, 판례는 ‘무효’의 효력을 명시하지 않거나 ‘강행법

규’라는 표제가 없는 경우에는, ‘아니된다’, ‘하여야 한다’라는 법문언 형

식만으로 강행법규성을 일관되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문언의 형식은 행위 당사자에게 재량권이

없음을 비교적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

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를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할 뿐, 그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는 규정한 바가 없었으나 우리 판례는 이를 효력규정으로 판단하였다.

물론 2012년에 개정된 신탁법 제61조와 같이 입법자료를 통해 강행법규

성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정적 표현을 통해 강행법규성

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

에 대해 강행법규라고 판시한 바 있다.

168) 이에 대한 판례는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집51(1)

민,248;공2003.6.15.(180),1302].

169) 이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공

2002.2.15.(148),366].



- 101 -

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본 조항에서는 “동법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제75조 제1항

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하여 신탁

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은 이것이 입법자료와

수익자 보호라는 신탁의 법리에 비춰 강행법규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본다.170)

그러나 단정적 표현인지 여부, 재량권 유무만으로 강행법규성을 기계적

으로 판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171) 먼저 사전적(辭典的) 의미에

서 보아도, 단정적 표현에 반영되어 있는 ‘당위적 요청이나 일정한 행위

의 금지’가 형법적, 행정법적 제재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위적

인 요청이나 금지는 수범자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것

인 반면 형법적, 행정법적 제재 등은 공권력에 의한 작용으로서 그 작동

주체에서부터 상이하기 때문이다. 강행법규는 법률을 통해 사인간 법률

행위의 효력을 무효화한다는 점에서, 공권력에 의한 제재와 같이 기본권

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률적 금지와 같은 단정적 표현 속에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효력규정으로서의 성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강행법규로 추정되는 법률이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어

떻게 보느냐의 문제는 문제된 법령의 핵심적인 구성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강행법규는 일단 규정한 법률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행위

의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계약 자유의 원칙 실현을 전면적으로 제한하

게 된다. 따라서 어떤 정당화 사유 없이, 오로지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에서 획일적으로 강행법규 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은 기본권 제한 법

률에 있어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172) 즉, 어떠한

170)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

2015, 110면.

171) 김재형(주145), 58면도 같은 취지.

172) 헌재결 2005. 6. 30. 2005헌가1 [판례집 17-1, 796].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

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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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행위의 예정이나 금지와는 별도로, 그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私

法上)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입법적·정책적 근거 및 그것

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당화 사유를 필요로 하게 된다.173) 이러한 근거

나 사유가 없다면, 특정한 수단을 예정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단정적인 표현이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그 이상의 언어적 의미를

담아낸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판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해 결론을 달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언상의 표현만으로 사법상 효력을 판단하는 것

이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해 조항에서 직접

무효의 효과를 선언한 경우, 특정한 방식만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면서 동

시에 같은 장(章), 절(節)에서 무효를 선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

으로 법이 강행법규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는 문언의 표현만으로 강행법규성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

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

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

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

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

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

이 적용된다.”

173) 곽윤직/김재형(주15), 279면은 모순 없는 국법질서의 관철을 위해서는 법적

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므로, 특

정한 수단을 금지하는 것이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입법적 판단’을 포함하

는 것이라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입장 역시, 경찰법규 등을 포함한

어떠한 단속규정 위반 행위도 사법상 효력을 모두 부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단순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의 구별을 긍정하면서, 공

법 영역에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단속규정도 구체적인 판단과 이익

형량에 따라 그 사법상 효력의 유·무효가 달라진다고 본다면, 금지라는 입법

적 결단 내지 법문언상 표현이 사법상 효력의 무효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보

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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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체계적 해석과 여러 논증과정을 거쳐 효력규정성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문언해석은 강행법규성 판단에 있어서는 강행법규임을 명시한 경

우만을 가려내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강행법규임이 명시되지 않

은 규정이라고 판단되면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 검토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입법론적으로는 법률이 이 점을 강행법규와 임의규정에 따라 명확

하게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강행법규성을 나타내는 문구나 표제도

일관성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Ⅱ.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 검토

1. 의 의

학설과 다수의 판례 모두 강행법규성 판단에 있어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를 고려요소로 든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문언해석이 소극적인 역

할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의 목적이 어떤 법규의 강행법규성을 판

단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척도가 된다.174)

우리 현행 법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조에 그 법령의 목적을 서술한

‘목적규정’을 두고 있다.175)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목적규

174) 법령의 해석에 있어 입법목적이 필수적인 고려요소이긴 하나, 판례가 입법

목적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498, 판결 [집31(2)특,95;공1983.6.1.(705),835] 참조. “일단 법령이 공포 실

시된 이상, 거기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동 법령을 적용하

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안이 그 입법목적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려서 그 적용

을 달리할 바 아니라고 해석된다.”

175) 박영도(주35), 68면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률에서는 목적규정을

두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근래에 들어 목

적규정을 두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법률의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에 목적규정을 두기도 하나, 우리나라나 대륙법

계 국가의 목적규정과 같이 법률의 직접 목적이 단적으로 기술되는 것은 아

니라고 한다.



- 104 -

정은 법률의 필요적 규정이 아니며, 현행 법률 가운데 민법, 형법, 상법

뿐만 아니라 그 외 목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례도 다수 있다.176)

목적규정 등을 두는 관행은 일본의 입법기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부터 시작되어 입법관례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

다.177)

실정법상 목적규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취지규정’이 있다. 취지규정은

목적규정과 달리, 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 입법례에서는 양자의 구별이 쉽지 않다.

다만, 목적규정은 어느 정도 체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문수가 많은 법

률에 두는 사례가 많고, 취지규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에 두

는 사례가 많다.178) 대법원 판례 설시에 나타나는 ‘입법취지’는, 입법취지

조항을 의미하여 사용되기보다, 입법목적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본고가 ‘취지규정’ 및 ‘입법목

적으로부터 도출된 개개 법률 조항의 취지’를 뜻하고자 할 때 ‘규정의 취

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 유형 및 기능

목적규정은 크게 해당법률이 일반법 또는 특별법임을 밝히는 유형, 취

지규정과 유사한 유형, 목적을 직접 규정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179)

행정대집행법 제1조180)는 목적규정이면서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

176) 박영도(주35), 86면.

177) 박영도(주35), 85-86면.

178) 박영도,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7, 125면.

179) 이러한 분류는 박영도(주35), 86-88면을 참조. 국회법제실(주157), 378-385

면에서는 ‘목적만을 규정한 경우’, ‘목적과 수단을 규정한 경우’, ‘목적과 수단,

상위목적인 공공복리의 향상까지 규정한 경우’, ‘입법의 동기를 규정한 경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180) 행정대집행법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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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해당 법률이 일반법으로서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규정하고 있

다. 법률이 특례임을 목적규정에서 밝히기도 하는데 소방공무원법 제1조

나 교육공무원법 제1조가 그에 해당한다.181)

취지규정과 유사한 목적규정은 규정내용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로

선박등기법 제1조, 선반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조, 여

권법 제1조, 법원조직법 제1조와 같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182)

목적을 직접 명시하는 규정의 경우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

저 국적법 제1조와 같이 단적으로 해당 법률의 목적을 명기하는 것이 있

다.183) 이 경우 국가배상법 제1조나 도로교통법 제1조처럼 2개의 목적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도 한다.184) 둘째, 법률의 목적과 함께 목적달성의

수단을 제시하는 법률도 있다.185) 이 경우 종국적인 목적으로서 ‘공공복

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81) 교육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

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

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

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2) 선박등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상

법」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

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권법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여권의 발급,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3) 국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84) 국가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

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85) 경비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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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등장하기도 한다.186) 셋째, 1차적인 목적과 2차적인 목적을 병기하

는 경우도 있다.187)

이러한 여러 유형의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제명과 함께 법률의 입법취지

를 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법률규정의 운용, 해석지침

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188) 그러나 입법취지가 법률문언을 완전히 초

월하는 해석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189)

따라서 목적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목적규정의 내용을 둘러

싸고 해석상 문제가 될 소지가 많게 된다. 이 경우에는 그 목적규정이

실정법 해석의 지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석의 대상이 된다.190)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청원경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86)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7)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

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물 책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

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

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88) 국회법제실(주157), 377면. 그러나 목적규정의 법적 효력을 선언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목적규정들은 조문제목으로 ‘목적’

이라는 표제가 부여된 바, 조문제목의 효력 문제로 볼 여지는 있다. 조문제목

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조문제목의

법적 효력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홍민/명순구, “민법상 조문제목의 법적 효력 ― 민법 제정과정상

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법조』, Vol.61(10), 법조협회, 2012, 111-114면

참조.

189) 이봉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입법취지와 도그

마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 ”, 『경쟁법연구』, 제31호, 한국경쟁법학회,

2015, 211면.

190) 박영도(주35),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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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입법자가 목적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실정법이 추구하는, ‘입법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요한 목적’을 제시하여야만 목적규정의 기능

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191)

3.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 도출 과정의 한계

문언해석이 강행법규 판단에 있어서 소극적인 기능만을 하게 되면, 이

와 같은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입법목

적과 취지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먼저, 목적규정 자체가 추상적인 경우, 어떻게 그 의미를 도출해야 하느

냐 하는 점이다. 이 경우 법률의 해석을 통해 추단해야 하는 입법자의

의사는 제정당시의 현실적인 입법자들의 의사인가, 아니면 현시점에서의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입법자의 의사인가. 어느 쪽을 입법자의 의사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의 판단 자료들도 달라지게 된다.

둘째, 목적규정과 그에 근거한 개별 조항의 취지에 대한 해석이 상반되

는 경우, 논증의무는 누가 지느냐는 점이다. 앞서 다룬 국가계약법 제19

조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례에서도, 동법은 제1조에서 ‘목적’이라는 표제

하에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취지 해석에 있어 다수의견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191) 박영도(주35), 84면의 각주 43번 참조. 최근에는 목적규정 외에 해당 법률

의 전체적인 해석방향을 제시하는 해석규정을 두기도 한다. 국가보안법 제1

조는 제1항에서 목적규정을 두면서도,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

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

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5조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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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은 국가계약법 제19조의 취지가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 조정 규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물가의 변동으

로 계약이행을 포기하거나 그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

여 공공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공공계약에서 국가와 그 계약상대방의 거래상

지위의 차이와 그 남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민사법 원리를 일부 수

정하여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여 계약의

이행과 실현 과정에서 공공성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

였다.

이처럼 입법목적 조항 자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이 필요한 경

우나, 그로부터부터 도출된 개개 조항의 입법취지(규정의 취지)에 다양한

해석가능성이 발생하는 데에서부터 강행법규 판단의 어려움은 발생하게

된다.

4.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 도출 방법과 논증의무의 분배

살펴본 바와 같이 대개의 법률은 입법목적 조항을 두는 바, 강행법규성

여부가 검토되는 법령의 입법목적은 제1조 목적조항을 통해 도출된다.

입법목적이 추상적이거나 애매하면 그에 대한 해석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은 상술한 바와 같다.

법령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악된 입법목적으로부터 도출된다.

입법의 목적조항이 구체적인 법령의 입법지침과 해석의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목적 조항 자체가 없거나,192), 목적조항이 지나치게

넓거나 한정적이어서 이에 대한 해석이 분기하는 경우193) 규정의 취지

도출은 일반적인 법학방법론을 취하는 수밖에 없다.

1차적으로 법률에서 목적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 그 법률의 입법목

192) 민법, 형법, 상법 등이 그러하다.

193) 최대권, “제정법의 해석”, 『법학』, Vol.30(1,2), 서울대학교, 1989,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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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및 규정의 취지는 대체로 입법과정에서의 제안이유서, 각종 회의록

등을 통해 파악된다.194) 특히 민법과 같은 사법(私法) 영역에서 입법의

취지 내지 이유는 입법자료,195) 연혁,196) 외국의 입법례, 조문의 체계적

지위를 통해 도출해내고 있다.197) 즉, 입법이유서, 개정위원회 회의록, 국

회속기록을 검토하고, 나아가 입법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 및 우리 법

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의 운용 형태 등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의 연혁과 기초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194) 참고로 우리 민법의 입법자료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법전편찬위원회의 민

법전편찬요강,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소위심의소위원회에서 편찬한

「민법안심의자료집」(1957)과 민의원 본회의에서 민법심의과정을 보여주는

국회속기록이 있다. 장창민, “민법 제590조의 입법과정과 해석론”, 『비교사

법』, 제10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308면 참조.

195) 양창수,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입법자의사”, 『고시계』,

Vol.31(11), 고시계사, 1986, 200-201면에 따르면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관한 기초이유서 등의 자료가 부족하나,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안심의소위원회에서 편찬한 민법안심의록 상․하권(1958) 및 민법안심의자료

집, 국회속기록, 민사법연구회의 민법안의견서 등과 기타 외적 방증(만주국민

법 등 외국민법전과의 관련, 당시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상황, 의용민법 규정

의 입법자의사)’을 종합하면 입법자의 의사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물론 강행법규성 판정 과정에서 추단할 입법자의 의사가 현재 시점의 객관적

인 입법자 의사인지, 아니면 제정당시 입법자의 의사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대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허성욱(주151), 369-370면.

196) 최대권(주193), 131면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제정법 해석에 있어서 의회에

서의 토의내용이나 발언의 기록과 같은 (제정법문서 자체의 시각에서 볼 때

에) 외적인 자료(extrinsic aids)를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고수되기도 하였

다. 반면 미국에서는 외적 자료의 활용이 허용되며, 그 중에서도 의회의 토의

기록 등은 가장 중요한 외적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1992년 Pepper (Inspector of Taxes) v Hart [1992] UKHL 3 판결을 통해

법률의 해석에 있어 입법 연혁(legislative history)이나 의회에서의 진술

(statement)이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

197) 양창수, “비채변제 ― 민법 제742조의 입법취지에 따른 재조명 ― ”, 『법

학』, 제44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73-181면에서도 비채변제

규정의 입법취지를 이러한 해석을 통해 도출해내고 있다. 최대권(주193), 131

면 이하도 같은 취지이다. 이에 따르면 “목적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제정법을 전체로서 이해한다든지 이와 동시에 또는 별개로 그 제정법의 연혁

을 살펴봄으로써” 그 제정법의 입법목적을 합리적으로 추리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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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198) 나아가 현행 법제상의 목적규정이 비

교적 간략하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 해당 실정법의 입법배경 등 입법사

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면이 있으며, 해당 실정법의

제안이유서 등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그 내용은 목적규정과 같은 문언

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199)

현실적으로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 도출에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관

이나 규범의 수범자가 그것을 법률안 제안서, 입법이유서, 국회속기록과

연혁적 논의를 모두 고려하여 추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해석의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판단대상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법관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려면 입법목적

내지 규정의 취지를 판단할 최소한의 범주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아울러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에 대한 해석이 극명하게 나뉘어질 경

우, 논증의무를 부담하는 쪽은 어느 쪽인지에 대한 부분도 심사관문을

구성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사법(私法)은 1차적으로 사적자치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200) 입법목적을 그에 대한 제한으로 보는 입

장201)에서 배가된 논증의무를 진다고 봐야할 것이다.202) 이렇게 입법의

목적과 규정의 취지가 잠정적으로 도출이 되었다면, 문제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취지가 학설이 제시하는 강행법규 영역 및 유형에 포섭되

는지에 대한 검토로 이어지게 된다.

198) 권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일본민법 규정의 연혁 小考: 입법

起草의사 탐구의 효용성 再考”, 『민사법학』, Issue 64, 한국민사법학회,

2013, 387면.

199) 박영도(주35), 89면.

200) 곽윤직/김재형(주15), 40-41면; 이영준(주19), 12면.

201) 계약당사자가 아닌, 논증을 통해 사법적(司法的) 판단을 내리는 법원(法院)

을 의미한다.

202) 최봉경(주158),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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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강행법규 영역 및 유형과 그에 대한 포섭 문제

1. 학설이 제시하는 강행법규 영역 및 유형

제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학설은 강행법규 제정이 특별히 요청되는

영역 또는 특별히 강행법규로 봐야 할 법분야를 유형화 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법(私法)의 경우 학설이 강행법규 영역 및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과 가족질서 등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규정, 법률질서의 기본구조 또는 사적자치의 전제에 관한 규정, 제3

자의 신뢰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규정, 경제정책과 직접 관계되

는 법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 등이다.203)

공법(公法)의 경우에는 경제통제법규,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법규범

이 강자의 횡포나 강요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 공정한 시

장 경쟁을 유도하는 법률, 투기를 통한 탈세와 탈법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 국가의 경제정책과 직접 관계되는 법률 등이 효력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204) 정리하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가 요청되는 영역, 투기성이나 사행성이 있어 거래 관계

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서 ‘단속규정’이 제

정되고 있다.

2. 입법목적과 취지가 강행법규 영역 및 유형에 포섭된다는

점이 강행법규성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행법규성이 문제되는 법률이 이러한 영역 혹은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를 도출한 후, 이를 비교함으

203) 곽윤직/김재형(주15), 276면; 김주수/김상용(주32), 361면; 김증한/김학동(주

3), 361-362면; 송덕수(주17), 227-228면.

204) 김재형(주12), 15면 이하; 곽윤직/김재형(주15), 276면; 이은영(주3), 3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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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파악할 수 있다. 어떤 법률의 입법목적 내지 규정의 취지가 이에

부합할수록 국가가 법률로서 사인 간의 거래 행위에 개입하여 규율하고

조정할 필요성은 일응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학설

이 제시한 유형에 해당할수록 강행법규로 볼 여지가 크게 되는 것이지,

이 유형에 포섭되었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강행법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때 입법자에게 입법 작위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

로,205) 입법자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반대로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여 강행법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206)

이는 유형(類型)이 개념(槪念)보다 상대적으로 개방성(offenheit)과 탄력

성(elastisch)을 지니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207) 나아가

대부분의 강행법규가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 달성을 위해 특정한 수단

을 예정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강행법

규성 판단의 문제를 한층 복잡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입법목적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입법목적과 특정한 수단·행위를 결부시킨 입법자의 가

상적(假想的) 의사가 어떠한지에 대한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

것은 입법목적 등이 학설이 제시하는 유형에 포섭되는지 여부로는 측정

205) 헌재결 1992. 12. 24. 90헌마174 [판례집 4, 930]. “어떠한 사항을 법규(法

規)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 경

제적, 사회적 각종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國會)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立法)을 해달라는 청원(請願)을 함

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法律)의 제정(制定)을 소구(訴求)하는 헌법소원은 헌

법상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이 있었음에도 입법

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國家)의 행위(行爲) 내지 보호의무(保護義務)가 발

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206) 그러나 현대 법치국가에서 학설이 제시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국

민의 계약 자유 원칙을 제한하는 입법을 상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

한 법률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를 통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

이 크다.

207) 최봉경, “개념과 유형”, 『법철학연구』, 제6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3,

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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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별개의 과정이다.

즉,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와 ‘특정한 수단·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고려없이,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가 학설이 제시하는 강행법규 유형에

해당된다는 사정만으로 효력규정으로 보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점

을 학설은 결과를 중시하는지 수단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고 보기도 하며,208) 판례는 구체적 언급 없이 이익형량 과정에 포섭하여

다루고 있기도 하다.209) 따라서 이익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통해 강행법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심사

기준이 필요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Ⅳ. 이익형량

강행법규성이 문제되는 법령의 경우, 특정한 수단을 예정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문제되는 법령이 추구하는 공익과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개인의 권리 등을 비교형량 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210) 아울러 ‘문언해

석,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 고려, 학설이 제시하는 강행법규 유형에 해

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만으로 강행법규성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판

례는 이러한 요소 외의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이익형량의 범주 속에 넣

어 판단하는 듯하다. “강행법규 판단과정에서 이익형량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211)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8) 곽윤직/김재형(주15), 276면; 윤진수(주36), 414면; 송덕수(주17), 229면.

209) 대법원(全)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판결 [집55(2)민,373;공2008

상,99]

2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목적과 수단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입법목적만을 제시하는 판례도 상당 수 있었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5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등.

211) 김재형(주145), 58면; 이처럼 비례심사의 요소들은 사법(私法) 영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최봉경(주6), 203-208면에서는 불법원인급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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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 검토한 ‘이익형량의 논리구조’를 취하는 일련의 대법원 판례

는, 광의의 이익형량212)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한다는 측면에서 비례심사의 구성요소인 ‘협의의 이익형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편 판례는 이익형량이라는 취지로, ‘적합성 원칙 심사’와

같은 비례심사의 도구를 논증과정에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어떤 법률을

강행법규로 보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입법목적’과 ‘법이 예정 또는 금지한 수단·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개정 전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대한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

2390, 2406 판결 [공2003.6.1.(179),1192]을 보면, 주된 논거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

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

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을 들고 있다. 형사법과의 관계는 체계적 해석을, 반사회성의 고려는

협의의 이익형량을, 사법상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것의 실효성을 검토하

는 부분은 ‘적합성 원칙 심사’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판례

가 이를 명시한 것은 아니며, 다른 심사기준(필요성 원칙 위배 여부)을

검토하였는지 등도 분명하지 않다.

입법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계는 비례심사 요소 중 적합성 원칙 및

필요성 원칙 심사에서 부각되는 측면인 바, 강행법규성 판단 과정에서

판례가 이익형량이라는 취지 아래 이러한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도의 운용에 ‘비례원칙’을 적용코자 하는데, 사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익형

량(Proportionalität) 외에 적합성(Geeignetheit) 심사와 필요성

(Erforderlickkeit) 심사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1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호충돌하는 가치들과 규범들(이익들, 목표들, 의무

들) 사이를 비교하여 그 중 어느 하나가 해당 사안에서 기타의 대안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택하는 실천적 판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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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1. 이익형량의 구체적 내용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근래의 판례는 강행법규성 판단에 있어 문언해석,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 도출을 거쳐, 이익형량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

를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법령이 추구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제한되

는 사익의 비교형량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대한 적합성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판례는 이러한 폭넓은 시도들

을 이익형량이라는 이름 아래 시도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판례의 이

익형량 과정이 협의의 이익형량(협의의 비례성 원칙 검토)과 같은 강도

를 갖는지, 비례심사의 요소인 적합성 원칙 및 필요성 원칙을 고려하는

지 등은 분명치 않다. 이익형량이라는 이름 아래 입법목적이나 규정의

취지만이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강행법규

성 판단에 있어 이익형량의 의미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213)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비례심사는, 적합성(Geeignetheit)214) 원칙, 필요

성(Erforderlichkeit)215) 원칙, 그리고 협의의 비례성 원칙

213) 각주 117번 참고. 이익형량이라는 취지로 입법목적만을 동어반복적으로 언

급하는 판례도 있었다.

214) 정종섭, 『헌법학원론(제11판)』, 박영사, 2016, 381면. ‘방법의 적절성 또는

수단의 상당성’(헌재결 1995. 4. 20. 선고 92헌바29 [판례집 7-1, 499]), ‘수단

의 적합성’(헌재결 1996. 6. 26. 선고 96헌마200 [판례집 8-1, 550])이라고 하

기도 한다. 기본권 제한적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제한의 수단이나 방법이 기본

권 제한의 목적을 실현시킴에 있어 전혀 적합하지 않거나 사안의 성질상 연

관성이 전혀 없어 채택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과잉제한금지 원칙에 위반된

다.

215) 정종섭(주214), 382면. ‘피해의 최소성’(헌재결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

[판례집 17-1, 754]) 또는 ‘최소침해성’(헌재결 2005. 4. 28. 선고 2004헌바65

[판례집 17-1, 528])이라고 하기도 한다. 기본권 제한의 수단 또는 방법이 여

러 개 있고, 그것들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똑같이 실현할 수 있으면, 입법

자는 그 가운데에서 기본권을 최소로 제한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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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hältnismäßigkeit)216) 등을 구성요소로 한다. 강행법규성 판단과정에

서 판례의 이익형량은 법령이 추구하는 공익과 여러 가지 사익을 비교형

량한다는 측면에서 협의의 비례성 원칙 심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그

런데 이익형량이 협의의 비례성 원칙 심사와 마찬가지로 공익과 사익의

형량에서 그친다면, 이 과정만으로 강행법규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

인다. 강행법규성 판단에 있어 이익형량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법령이 추구하는 공익’과 ‘문제된 법률을 강행법규로 볼 경우 제한

되는 사익’을 비교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형량의 관문을 통과했다

는 것은 어떤 법률을 강행법규로 보아도 ‘위헌적이지 않다’는 것이지, ‘입

법자가 그 법률을 강행법규로 보려했다는 가상적(假想的) 의사가 있었다’

는 점이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더하여 이익형량 과정에, ‘입법목적과 수단’ 혹은 ‘수단과

수단’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적합성 원칙 및 필요성 원칙’과 유사한

논증 과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법원이 이익형량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판

결문을 통해 비례심사의 도구들을 ‘어떤 법규를 강행법규로 보려는 입법

자의 의사’를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명히 밝히고, 이러한

논증의 필요성 내지 불가피성을 법원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217)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16) 정종섭(주214), 383면. ‘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 ‘수인가능성의 원

칙’, ‘법익균형성의 원칙’(헌재결 2005. 3. 31. 선고 2001헌바37 [공보 제67호,

306])이라고 하기도 한다. 장영수(주6), 515면에 의하면 이익형량이라고도 한

다. 이는 특정의 기본권 주체가 가지는 기본권을 제한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

이 일반적인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입는 피해와 비교하여 보다 크거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17) 그러나 어떠한 법률을 강행법규 효력규정으로 판단하는 판례에서, 강행법

규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나 이익은 거의 부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

우 판례의 논증은 공익 추구의 불가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불가피성

에 대한 논증은 대개 입법목적을 되풀이함으로써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제

한되는 사익에 대한 고려 없이 ‘이익형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다.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판결 [집55(2)민,373;공2008상,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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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행법규성 판단에있어적합성원칙과필요성원칙의기능및한계

대부분의 강행법규는 특정한 수단을 예정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함

으로써 입법목적을 실현하려는 규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심

사의 요소 중 특히 적합성 원칙과 필요성 원칙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적합성 원칙과 필요성 원칙을 이익형량의 한 구성요

소로서 반영해야 한다면, 이것이 강행법규성 판단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적합성 원칙은 기본권 제한적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제한의 수단이나 방

법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실현시킴에 있어 전혀 적합하지 않거나 사안

의 성질상 연관성이 전혀 없어 채택할 수 없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요

청을 의미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이었는가 또는 유일한 수단이었는가를 묻지 않

고,218)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이었는지에 한정하여 판

단하고 있다.219) 따라서 헌법재판소 판례나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을 따

를 경우, 강행법규성 판단에 있어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전혀 타당성

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합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19조 사건에서와 같이 어떤 법규를 강행법규로 해

석하려면, 입법자가 ‘계약금액 조정 조항’과 같이 특정한 수단만을 예정

하고, 그 이외의 수단은 배제하였다는 점을 논증해야만 한다. 적합성 원

칙은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유일무이한 수단이거나 최선의 수단이라는

점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인 법률임을 확인하는 수단은 될 수 있어도, 입법목적과 수단 사

이의 필연적인 연관성을 판단하는 심사관문으로는 기능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필요성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 또는 방법이 여러 개 있고, 그

것들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똑같이 실현할 수 있으면, 입법자는 그 가

218) 헌재결 1989. 11. 22. 선고 88헌가13 [판례집 1, 357].

219) 헌재결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판례집 18-1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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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에서 기본권을 최소로 제한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제한

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기본권 행사의 ‘여부’를 제한한

다든지,220)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적으로 규정을 둔 경우,221)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그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경우222)에는 필요성

원칙에 위배된다.

적합성 원칙이 입법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필

요성 원칙은 수단과 수단 사이의 관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

에도 필요적으로 규정을 둔 경우,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경우”를 위헌적 법

률로 보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기준은 강행법규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음미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때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의사에 제한

을 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의 자유를 원칙으로 보면서

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헌법을 준수하는 입법자라

면, 이러한 한계 내에서 법률을 입안하였다고 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정한 수단을 예정한 법률의 강행법규성을 판단할

때에도, 불필요한 제한이 된다고 여겨지면 강행법규 효력규정으로 해석

될 여지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필요적으로’ 규정한 법률에서

‘임의적 규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논증

과정이 존재한다면, 강행법규성 판단과정에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223)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와 달리 강행법규성을 판단하는

220) 헌재결 1998. 5. 28. 선고 96헌가5 [판례집 10-1, 541], 헌재결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판례집 14-1, 410] 등 참조.

221) 헌재결 1995. 2. 23. 선고 93헌가1 [판례집 7-1, 130], 헌재결 2006. 6. 1. 선

고 99헌가11 [판례집 12-1, 575] 등 참조.

222) 헌재결 2006. 6. 29. 선고 2002헌마80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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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서, 필요성 원칙에 주목하면서 그 의미를 밝히고 있거나

수단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예는 많지 않다.

이에 더불어 필요성 원칙이 ‘어떤 법규를 필요적으로 규정한 입법자의

현실적 의사’에 제한을 가해야한다는 요청이라면, 강행법규성을 판단하는

과정은 ‘어떤 법규를 효력규정으로 본 입법자의 가상적(假想的) 의사’를

도출해내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필요성 원칙을 강행법규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

고, ‘입법자의 가상적 의사’를 추단하기 위해 이를 이론적으로 가공하거

나 강행법규성 판단에 부합하는 새로운 논증 도구를 고안할 필요가 있

다.

3. 소 결

이익형량이라는 이름 아래 입법취지만이 되풀이 되거나, 적합성 원칙

등을 명확한 인식 없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법령

이 추구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법령을 강행법규로 보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 특히 강행

법규는 특정한 수단을 예정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형식을 취하

므로 입법목적과 수단 등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

고 이 점은 적합성·필요성 원칙에 따른 심사에서 부각된다.

223) 헌법재판소는 다른 ‘임의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러한 ‘임의적

방법’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필요적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구

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다른 방편이 있는지 여부 등을 통해 판단하고

있다.(헌재결 2012. 5. 31. 2010헌가97 [판례집 24-1하, 269], 헌재결 2015. 5.

28. 2013헌가7 [판례집 27-1하, 195] 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 판례는 사안

의 구체적 타당성에 집중하면서, ‘임의적 방법’을 적시하는 기준이나 입법목

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

다. ‘임의적 방법’의 유형은 다양할 수 있는데, 판례가 제시하는 예 자체가 극

히 협소하거나, 판례의 결론에 부합하는 예시를 형식적으로 거론한 것에 지

나지 않게 되면, 심사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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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법령이 비례심사의 요소 중 적합성 원칙의 심사관문을 통

과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그 법령을 강행법규로 판단하여도 위헌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될 뿐이다. 그로부터 입법자가 예정한 수단을

우회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점 혹은 당해 법률을 강행법규로 보려는 입

법자의 가상적 의사에 대한 증명은 되지 못한다. 필요성 원칙 심사 역시

문제된 법령을 강행법규로 볼 경우에 있어 입법자가 예정한 수단의 ‘위

헌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로부터 ‘입법자의 가

상적 의사’를 도출해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측정 기준

또는 심사기준 마련이 요청된다.

요컨대, 강행법규성 판단에 있어 이익형량 내지 비례심사가 갖는 주된

의미는 ‘문제된 법규를 강행법규 효력규정으로 볼 경우 합헌적인지 여부

를 판단’하는 예비적, 사전적 심사로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점이 명백하다면, 해당법규를 효력규정으로 본

입법자의 가상적 의사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실익이 없다.224)

Ⅴ. 추가적인 심사관문의 필요성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존의 학설과 판례가 고려하는 강행법규성 판단

기준에 더하여 추가적인 심사관문을 고안해 보고자 한다. 강행법규는 크

게 특정한 수단을 목적으로 하거나(이하 ‘수단-형식’의 법령이라 한다),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이하 ‘금지-형식’의 법령이라 한다) 두 가지 형

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등과 수단․행위 간의 긴밀한 연관 관

계’를 따져봐야 한다. 여기서 ‘입법목적 등과 수단․행위 간의 긴밀한 연

관 관계’는 위 두 가지 법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24) 위헌법률심사를 통해 무효화 될 소지가 높아지기 때문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 가능성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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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단-형식’ 법령에 있어서 ‘긴밀한 연관 관계’의 의미

먼저 ‘수단-형식’ 법령의 경우, 법은 특정한 수단을 통해서 법이 목적으

로 하는 ‘결과’를 실현코자 한다. 대표적인 예가 국가계약법 제19조의 ‘물

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225)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학설이 제시하는 강행법규 영역 및 유형에 부합해야 한

다. 즉, 공정한 경쟁질서 보호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

유형에 가까울수록 효력규정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법이 규정한 수단 이외의 ‘적법한’ 방법(이하

‘우회 수단’이라고 한다)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일응 입법

목적이 추구하는 바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문에 우회 수단을 사용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법상(私法上)의 효과를 부인하는 방법을 통해 그러한 우회

수단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계약 자유의 원

칙을 제한할 사정 내지 명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내지 명분

으로부터, 문제된 법령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화 했을 것이라

는 ‘입법자의 가상적(假想的) 의사’를 추단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법치

국가 원리에서 기인하는 헌법적인 요청이기도 하다.

법치국가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을 부인할 만한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우회 수단이 불법적인 경우이다.

둘째는 우회 수단이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거나,

225) 그 외에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 시 요구되는 ‘관할 관청의 허가’, 정당법상 정당합당 시 요

구되는 ‘권리의무의 승계’와 같은 경우를 특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금지문’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

별한 절차와 형식을 요구하는 ‘긍정문’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강행법규

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는 ‘수단-형식’의 법률보다 ‘금지-형식’의 법률에 관

한 사건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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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 실현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때에는, ‘법률이 예

정한 수단을 우회하는 법률행위’의 사법상(私法上) 효력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었다 해도, 수범자는 이에 관한 입법자의 합리적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우회 수단을 통해서도 입법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거나,

우회 수단이 입법목적 실현에 장애가 되는 등의 관련성이 없다면, 우회

수단을 제한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불법적인 수단을 제외한다면, ‘수단-형식’의 법률에서 그에 위반

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 법률의 입

법목적이 학설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강행법규의 유형에 포함’되며,226) 둘

째, ‘법이 예정한 수단을 합의로 배제하거나 우회하는 것을 통해, 법이

추구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227)

대법원 판시 이유를 검토해보면, 판례가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인식한

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령, 정당법과 관련된 대법

원 2002. 2. 8. 선고 2001다68969 판결 [약정금][집50(1)민,133;공

2002.4.1.(151),664]에서, 대법원은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

여 정당의 결의로써 제한할 수 없다고 보면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정당법 제4조의2 제1항과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권리의

무 승계규정이 어떤 이유에서 강행규정이 되는지 그 이유를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226) 이 부분은 제2단계 검토 과정인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 검토’와 제3단계

검토 과정인 ‘강행법규 영역 및 유형과 그에 대한 포섭 문제’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227) 강행법규성 판단과 관련하여 목적과 수단의 관계는 줄곧 다루어져 왔다.

앞서 살핀 것처럼, 학설은 법이 수단(행위)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 수단(행위)의 효과나 결과를 부인하려는 것인가 하는 점을 따져보아야 하

고, 또 그 효과를 부인하여야만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

려하여야 한다고 본다.(곽윤직/김재형(주15), 276면; 윤진수(주36), 414면; 송

덕수(주17), 229면) 그러나 이 학설들은 ‘금지-형식’의 법령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단-형식’의 법령에 있어 ‘입법목적’과 ‘수

단 혹은 우회수단’의 관계에 대한 선행 논의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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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1조에서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

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

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때, 법

이 예정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의무 승계규정’을 우회하는 경

우,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할 사

정 내지 명분을 얻을 수 있고, 그로부터 문제된 법령을 강행법규로 보려

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의사를 추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앞서 ‘Ⅳ. 이익형량’에서 살핀 것처럼, 법이 예정한 수단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성의 원칙’ 내지 ‘필요성의 원칙’을 준수하였

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법이 예정한 수단을 우회하는 경우에

있어 사법상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내기 어렵다.

2. ‘금지-형식’ 법령에 있어서 ‘긴밀한 연관 관계’의 의미

반면 ‘금지-형식’의 법령은, 특정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입법목적이 예상

하는 ‘1차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고, 그로써 특정한 입법목적

을 달성하고자 한다.228) 이러한 ‘금지-형식’의 법률이 효력규정에 해당하

려면, 먼저 ‘1차적인 결과를 회피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학설이 제시하는 강행법규 영역 및 유형에 부합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

질서 보호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 유형에 부합될수록

효력규정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음 ‘금지-형식’의 법령은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바, 이렇게 금지된

행위를 통해 회피하고자 하는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거나, 금지된

228)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한하

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이나,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제30조 제2항 등이

이러한 ‘금지-형식’의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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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가 곧 결과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비록 법문언상

금지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금지된 행위가 법이 회피하고자

하는 ‘1차적인 결과’ 내지 ‘입법목적’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미약할 때조

차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긴밀한 연관 관계의 의미는 첫째, ‘해당 법률의 입법목

적이 학설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강행법규의 유형에 포함’되며,229) 둘째,

‘금지된 행위 자체가 문제된 법률이 방지하고자 하는 결과(공정한 경쟁

질서 파괴나 당해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 거래행위의 본질을 왜곡

하는 것)의 실현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230)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

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관한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공2010상,81]은 이러한 논의가 비교적 잘 드러나 있

다. 판례는 먼저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입법취지를 공무의 순수성과

염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있다고 밝힌다. 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

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금

지-형식’의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공무의 순수성 내지 염

결성 훼손’이라는 ‘1차적인 결과’와 밀접한 것으로 제한이 불가피 하여,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부인된다고 본 것이다.

229) 이 부분은 ‘수단-형식’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제2단계 검토 과정인 ‘입법목

적 및 규정의 취지 검토’와 제3단계 검토 과정인 ‘강행법규 영역 및 유형과

그에 대한 포섭 문제’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230) 제2장 제3절에서 살핀 ‘탈법행위의 한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강행법규가

‘특정한 수단이나 형식’에 주목하여 어떤 결과나 효과를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일 때에는, 다른 수단으로 동일한 효과나 결과가 발생하여도 그 회피수단

은 (입법자가 금지하지 않은 수단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면서 강행법규

효력의 강행을 한걸음 후퇴하고자 한다. 위 논의는 ‘강행법규 효력규정’을 전

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행법규성이 명시되지 않은 ‘금지-형식’의 법률에

서, 법률이 금지한 ‘바로 그 행위’를 한 경우, ‘강행법규로 보아 사법상 효력

을 부인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본장의 문제와는 관련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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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관한 판례231)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

한 논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판례는 이 사건 규정을 단순한 단속

규정으로 보면서, 규정의 취지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고 보았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

위’가 ‘입법목적’ 또는 법이 회피하고자 하는 ‘1차적 결과’의 실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

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금지하는 행위)가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

는 결과(1차적 결과)의 실현에 관련이 있는지, 혹은 금지된 행위 자체가

곧 결과의 실현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면 더 명확한 결론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긴밀한 연관 관계’의 논증의무 분배

요컨대 법의 형식이나 문언의 표현만으로는 강행법규임을 도저히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 강행법규성 판단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된다.

첫째, 해석을 통해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를 도출한다. 이에 대한 해석

론은 ‘Ⅱ.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해당 법령을 강행법규로 볼 때의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는, 강행법규

임을 주장하는 측에 배가된 논증의무로서 부과된다.

둘째, 문제된 법령의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가 학설이 제시한 강행법

규 영역 및 유형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다음으로 이익형량 내지 비례심사를 거치는데 이는 예비적, 사전

적 심사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다. 문제된 법령을 강행법규 효력규정으로

231)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공2017상,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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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고 가정했을 때, 이익형량 내지 비례심사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면 ‘수단․행위 간의 긴밀한 연관 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넷째, 입법목적 등과 해당 법령이 규정한 ‘수단․행위 간의 긴밀한 연관

관계’를 판단하거나 논증해야 한다. 1차적으로 이러한 ‘입법목적 등과 수

단의 긴밀한 연관’은 입법목적의 해석과정과 마찬가지로 입법과정에서의

제안이유서, 각종 회의록 등 입법자료, 연혁, 외국의 입법례, 조문의 체계

적 지위를 통해 해석하고 도출해낼 수 있다. 실증적인 연구와 통계자료

를 통한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사의 최종관문

에서, ‘긴밀한 연관 관계’를 측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없거나, 논증이 어렵거나, 의견의 대립이 팽팽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하는 것인가.

강행법규의 문제를 사적자치와 후견적 개입의 문제로 보는 것에서 나아

가, 강행법규가 공동체 전체의 선택 환경을 개선하고 계약당사자의 권익

을 보호·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봐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헌법질서 하에서 법률은, 법률행위 당사자들의

자율을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선택의 환

경을 공정하게 만들어 계약당사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러한 요청 하에서, ‘수단-형식’의 법률의 경우, 특정한 수단을 합의로

배제하거나 우회해서도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한 선택지

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행법규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특정한

수단을 합의로 배제하거나 우회하는 경우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법률을 임

의규정 혹은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금지-형식’의 법률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그로 인해

1차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결과는 입법목적

실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다. 우회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

결과를 실현하게 되는 것은, 통설에 따를 때 탈법행위가 되어 당연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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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않는다.232) 즉, ‘수단-형식’의 법률과는 구조가 같지 않다.

이 경우 다른 논증방식을 필요로 하는데, 법이 회피하고자 하는 결과가

법령이 규정한 금지 이외의 행위로 달성될 수도 있으나, ‘법령이 금지한

행위를 통해서는 회피하고자 하는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거나 금

지된 행위 자체가 곧 결과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지행위가 법률이 회피하고자 하는 1차적인 결과와 직결될수록

그 효력을 무효화할 필요성이 커진다. 반면 금지된 수단이 법률이 회피

하고자 하는 결과의 실현과 직결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규정을 효력규정

또는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강행법규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해당 금지규정을

효력규정 내지 효력규정인 단속규정 등의 강행법규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즉, 문제된 법령의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가 학설이 제시하고 있는

일군의 강행법규 영역 및 유형에 부합할수록, 그리고 ‘긴밀한 연관 관계’

가 입증될수록 강행법규로 봐야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배가된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강행법규 심사구조의 재구성

이에 따라서 강행법규성이 명시되지 않은 법률의 강행법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다음의 판단과 사고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

⑴ 문언에 강행법규임을 명시하고 있는 요소를 파악한다. 동일 법률 내

에서 무효나 강행법규의 표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명시적 지시

232) 곽윤직/김재형(주15), 279면; 김상용(주3), 401면; 김증한/김학동(주3), 367

면; 김주수/김상용(주32), 319면; 송덕수(주17),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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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아니한다’, ‘할 수 없다’, ‘허가를 필요로 한다’ 등의 문구만 있는 경

우는, 강행법규인지 여부에 대해 논증이 필요한 ‘경계선에 있는 사례들’

이다.

⑵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를 도출한다. 입법목적은 일반적으로 법률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 역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가 불분명한 경

우, 입법자료, 연혁, 외국의 입법례, 조문의 체계적 지위 분석을 통한 해

석은 불가피하다. 다만 입법목적이 과거의 현실적인 입법자의 의사를 탐

구하는 것인지, 현재의 추정적인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것인지는 논

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 검토는 논증

의 문제로 귀결된다. 민법은 사적자치의 주무대이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

는 것은 예외에 해당한다.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더욱 배가된 논증의무

를 지게 된다.

⑶ 해석을 통해 도출한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가 학설이 제시하는 강

행법규의 영역 및 유형, 즉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 투기성이나 사

행성이 있어 거래 관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영

역,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 등에 포섭되는지 확인한다.

⑷ 문언해석을 통해 강행법규임이 명백한 경우를 배제하고, 입법목적 탐

구로 강행법규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법령을 제외하게 되면,

이익형량 단계에 이르게 된다. 강행법규는 법령이 예정한 특정한 수단에

의해 개인의 자유 및 계약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두드러지는 영역으

로, 비례심사의 구성요소에 의한 판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어떤 법령이

비례심사의 요소 중 적합성 원칙과 필요성 원칙, 그리고 협의의 비례심

사(협의의 이익형량)의 심사관문을 통과하였다고 해도, 이는 ‘강행법규

효력규정으로 볼 경우 위헌적이지 않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로부

터 ‘특정한 수단·행위만을 선택 또는 금지’한 입법자의 가상적(假想的)

의사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심사기준을 필요로 하게 된다.

⑸ 마지막 심사관문은 ‘입법목적 등과 수단․행위 간의 긴밀한 연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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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판단이다. ‘수단-형식’의 법령에서는 강행법규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특정한 수단을 합의로 배제하거나 우회하는 경우 입법목적이 달

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금지-형식’의 법령에서는 마

찬가지로 강행법규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법령이 금지한 행위를 통해 회

피하고자 하는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거나 금지된 행위 자체가 곧

결과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강행법규로

판단할 수 있다. 임의규정 내지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보는 입장은, 이를

반박하거나 그 타당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4절 구체적 적용

이상의 논의를 대법원(全)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에 적용

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⑴ 국가계약법 제19조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과 관련하

여, 강행법규 효력규정임을 명시하는 표현은 법문언에 나타나지 않는다.

‘조정한다’의 표현만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화 하는 근거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⑵ 입법목적 및 규정의 취지를 도출해 낸다. 본법에서는 제1조에서 ‘목

적’이라는 표제 하에,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

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입법목적을 토대로 동법 제19조의 취지를 ‘국가 등이 사인

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

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 이와 달리 반대의견

은 ‘공공계약에서 국가와 그 계약상대방의 거래상 지위의 차이와 그 남

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민사법 원리를 일부 수정하여 계약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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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여 계약의 이행과 실현 과정에

서 공공성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취지를 해석한다. 이와 같은

경우 국가계약법 제19조를 강행법규로 보는 반대입장에 배가된 논증의무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설은 개정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국가계약법의 규율 대상인 행정조달계약의 법적성격을 공법적인 성질의

것으로 보는 입장이 다수의 견해인 것으로 보이며,233) 반대의견은 학설

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의견은 입법 목적에 있어

서 일응 구체적인 논증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⑶ 반대의견이 파악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계약법을 통한 공공

계약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공법적 구속 아래 위치하는 것으로

서,234) 이를 규율하는 국가계약법은 학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강행법규의 유형에도 포섭되어 강행법규로 판단할 가능

성이 높아지게 된다.

⑷ 다음은 이익형량의 단계이다.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입법자의 선택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적합성의 원칙은 충족된다. 나아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부’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만 제한한

것이므로 필요성의 원칙도 일응 충족한다. 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과 이로 인해 제한받는 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특단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계약금액 조정 조항’은 입법자가 선택한 합헌적

233)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226-227면에서는 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

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토대

로 국가는 조달계약에 있어 사인(私人)과 동일한 지위에 서게 되고 따라서

행정조달계약은 사법(私法)에 속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극단적

인 권력설(權力說)의 입장으로서, 행정의 자의적이고 고압적인 행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계약법 제19조의 취

지에 대한 반대의견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이광윤/박철우, “행정조달계약의

성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8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81-82면과 전현철,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제

14권 제1호, 2013, 430-431면도 같은 취지.

234) 이영선(주129), 6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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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로부터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우회하

거나 당사자 합의로 이를 배제’하였을 때,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화 시

켜야 한다는 입법자의 가상적 의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⑸ 따라서 마지막으로 ‘입법목적 등과 수단․금지행위 간의 긴밀한 연관

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계약금액 조정’이라

는 특수한 수단을 법이 예정하는 것이므로, ‘수단-형식’의 법령이다. ‘수

단-형식’의 법령에서는 강행법규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특정한 수단을

합의로 배제하거나 우회하는 경우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실증적인 연구와 통계자료, 법경제학적 판단 등이 이 과

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 점을 입증할 수 없으면, 법이 예정한 수단을

합의로 배제하거나 우회하였다고 해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반대의견을 검토해 보면, ‘목적과 수단․행위 간의 긴밀

한 연관 관계’나 ‘계약금액 조정 조항 선택의 불가피성’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19조는 입법목적의 타당성이나 규율영역의 공법적

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강행법규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행법규로 본다면, 입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사안

적합성(Sachgemäßheit)235) 및 개인생활이나 사회의 자율적 영역에 국가

가 법률을 통하여 최소한 개입해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236)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입법론적으로는 국가계약법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배제하는 경우의 사법상(私法上) 효력 등을 분명히 밝히고, 계약

당사자가 배제 조항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되는 경우의 보호수단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요건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35) 홍완식(주2), 269-271면.

236) 헌재결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주체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자결권

과 자율성에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고, 이러한 헌법상의 보충의 원

리가 국민의 경제생활영역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므로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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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⑴ 어떤 법률의 강행법규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개인의 자유 제한과 더불

어 헌법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이 문제의 배후에, 강행법규를 중심에 두

고 사적자치 원리와 그 수정원리가 서로 모순되거나, 길항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⑵ 강행법규의 개념을 포착하는 데 있어, 적법성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강행법규의 사회질서 관련성은 사회적 타당성 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회질

서 관련성보다 그 폭을 더 넓게 보아야 한다.

⑶ 강행법규와 단속규정, 내용강제규정의 구별에 있어서는, 강행법규 강

행성의 본질을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는 강행성’으로 보고, 그

제약의 강도에 따라 효력규정, 내용강제규정, 단속규정 등으로 구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결론으로 여겨진다.

⑷ 나아가 강행법규는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약하는 강

도에 따른 개념인 반면, 단속규정은 규율영역에 따른 개념이므로 강행법

규와 단속규정을 대립개념으로 보아 병렬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강행법규는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효력규정, 내용강제규정, 단속규정’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여러모로 타

당하다. 이러한 전제에서 단속규정은 다시 사법적 효력이 유효한 ‘단순한

단속규정’과 사법적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으로 대

별된다.

⑸ 경제질서 유지를 위한 강행법규의 증가추세에 맞물려서 이행단계설은

수긍할 만 한 부분이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사

인 간 법률행위가 무효화 되어 법이 예상치 못한 공백이 발생하거나, 법

률이 예정한 방법으로 사후 법률관계를 규율하게 되면 강행법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오히려 몰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판례는 이에 일부무효 법리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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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 경우 문제된 법률의 강행법규성이 일정 부분 후

퇴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향후 어떤 법률의 강행법규성을 판단하는 데

에 일정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율을 제약하

는 강행법규를 제정할 때, 위반 시의 효과 및 그에 따른 사후 법률관계

의 선택지를 법률의 규율 영역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고안하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⑹ 기존 학설은 일반적으로 종합적 검토설을 취하는 바, 강행법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지침을 준다. 첫째, 학설은 강행법규

가 도입되는 영역 내지 강행법규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둘째,

명문에 강행법규성을 나타내는 명시적 지시가 없는 경우 강행법규성을

판단함에 있어, 학설은 ‘법률이 추구하거나 지양하는 결과’와 ‘수단·행위’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⑺ 판례는 단순히 법문언이나 입법목적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 머물다

2000년대 이후, 이익형량의 구조를 취하는 판례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全)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판결은 문언해석이 강행법규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는 점을 밝히고, 입법목적으로부터 규정의 취지를 도출한 뒤 수단과의

상관관계를 논증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강행법규 판단기준을 정초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준다.

⑻ 다만 기존 학설과 판례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몇 가지 의문점을

해명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효력규정’의 규정형식과 ‘임의규

정 및 단순한 단속규정’의 명문 규정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러

한 규정 형식이 강행법규성을 판단하는 데에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입법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통해 강

행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학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밝혀야 한다.

셋째,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에 대한 해석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논증의무는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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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설은 강행법규 영역 및 유형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행법

규성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도 해명할 필요가 있다. 다

섯째,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냐

는 것이다.

⑼ 이를 통해 마련한 강행법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언에 강

행법규임을 명시하고 있는 요소를 파악한다. 문언의 형식과 표현은 강행

법규임이 분명한 경우를 선별하는 소극적 기능을 한다. 다음 입법의 목

적과 규정의 취지를 도출한다. 입법자료, 연혁, 외국의 입법례, 조문의 체

계적 지위 분석이 동원될 수 있으며, 사적자치의 예외를 주장하는 입장,

즉, 강행법규를 주장하는 측에 더욱 배가된 논증의무가 있다. 이렇게 도

출한 입법목적과 규정의 취지가 학설이 제시하는 강행법규의 여러 유형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 투기성이나 사행성이 있어 거래 관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영역,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

지하기 위한 법률 ― 에 포섭되는지 확인한다. 다음, 이익형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적합성 및 필요성 원칙 심사, 협의의 비례심사는 사전적,

예비적 심사일 뿐 이를 통해 문제된 법규를 강행법규로 보려는 입법자의

가상적(假想的)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목적과 수단․행위 간의

긴밀한 연관 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수단-형식’의 법령에서는 강

행법규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특정한 수단을 합의로 배제하거나 우회하

는 경우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금지

-형식’의 법령에서는 마찬가지로 강행법규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법령이

금지한 행위를 통해 회피하고자 하는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거나

금지된 행위 자체가 곧 결과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

로 입증해야 강행법규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체계적 해석, 입

법자 의사의 탐구, 연혁적 고려에서 나아가 보다 실증적인 연구와 분석

등이 요청되는바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⑽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대한 대법원(全) 2017. 12. 21. 선고 2012다

74076 판결에서, 반대의견이 국가계약법의 공법적 성격을 전제로, 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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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공공계약에서 국가와 그 계약상대방의 거래상 지위의 차이와 그

남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민사법 원리를 일부 수정하여 계약상대방

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여 계약의 이행과 실현 과정

에서 공공성을 유지·확보하기 위함’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다만 반대의

견이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라는 특정한 수단을 합의로 배제하거나 우회

하는 경우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는 ‘목적과 수단 사이의 긴밀한 연

관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국가

계약법 제19조는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그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私

法上)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강행법규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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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모집공고 후의 담보제공금지를 규정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

4항(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26524 판결)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을 제한한 임대

주택법 제16조, 제18조, 법시행령 제14조(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32055

판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 8. 13.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

령 제16호,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대

체) 제3조 제3항(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

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0조 제1항의 규정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8940 판결)

부 록

1. 임의규정 또는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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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명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 등(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

27470 판결)

․ 일임매매의 제한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

11541 판결)

․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0조 제1항의 규정(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

61172 판결)

․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

개사법 제33조 제6호 규정(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 매매 시 소재시 관서의 증명을 요하는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944 판결)

․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광물을 채굴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그 광업의 관리

경영을 일임케 하는 내용의 덕대계약을 제한하는 구 광업법 제13조(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168; 대법원 1966. 7. 5. 선고 66다423 판결)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차입행위등 채무부담제한에 관한 규

정(대법원(全)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판결)

․ 저축을 하는 자, 중개하는 자, 저축기관의 임직원은 저축에 관련하여 은행의 정

규금리등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부당한 이익의 요구, 약속, 수수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관한법률 제38조, 제39조, 제46조(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

는 것을 제한하는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

조, 제6조, 제7조의4 등의 규정(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다카2452 판결)

․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행위를 제한하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대법원 1990. 5.

2. 효력규정 또는 효력규정인 단속규정으로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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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국토이용관리법 규정(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

의체 판결)

․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

호(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

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와,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같은 법 제51조(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 학교 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감독청의 허가를 받

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 사찰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규정(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등의 규정(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

15422, 15439 판결)

․ 구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항(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 정당 합당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해 규정한 정당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68969 판결)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제30조 제2항(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 제52조의 5, 구 예산회계법 제70조의6 제1항, 2항(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

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제한하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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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

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대

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17054 판결)

․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제한하는 구 임대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 또는 임대주택법 제12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1046 판결)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

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17054 판결)

․ 어촌계가 마을어업권이 아닌 어업권에 관하여 어촌계원이 아닌 자와 체결한 어

업권행사계약의 효력과 관련한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37조 제1항(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8174 판결)

․ 구 부동산중개업법 중 수수료 한도 규정(대법원(全) 2007. 12. 20. 선고 2005다

32159 판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

도록 한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4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등(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대법원(全)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판결)

․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

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구 사회

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8710 판결)

․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등에서 공공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규정(대법원(全)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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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distinctions between

mandatory provision and

non-mandatory provision

Hwon, Myung

College of Law, Civil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uggest standards of distinctions between

mandatory provision and non-mandatory provision.

Mandatory provision imposes legal duties on contractual parties. It

nullifies the effect of legal contract. This means that mandatory

provision constraints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or freedom of

contract’. Many provisions don’t stipulate mandatory effects or terms

indicating mandatory effects. Thus, it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mandatory provision and non-mandatory provision.

However, there haven’t been explicit theoretical approaches to this

problem. Moreover, Korean Supreme Court shows many criteria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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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 this problem, but they are obscure. Several criteria such as

‘purpose of the legislation,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and objective

meaning of a law’ are frequently suggested to solve this problem. Up

to now, the relationship of this consideration factors haven’t been

structural.

There are two types of mandatory provision of which mandatory

character is ambiguous. The first type intends to realize particular

results by using specific means. The other one, on the contrary,

intends to prevent particular results by prohibiting specific behavior.

To sum up, mandatory provision often nullifies contractual effect by

specific means or by prohibiting specific behavior.

If there aren’t any clues indicating nullifying effect, we should

examine ‘close connection between purpose of law and specific

means/prohibited behavior’. Those who insist that a certain rule is

mandatory law, should prove that excluding the specific means

interrupts realizing some results which purpose of the law pursues or

that prohibited behavior is directly connected with some results which

purpose of the law is supposed to prevent. If they couldn’t prove

that, a provision in question is non-mandatory.

keywords :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mandatory provision, directory

statute

Student Number : 2016-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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