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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행강제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재정 확보

와 행정 편의라는 주된 효과를 목적으로 이행강제금은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행정 중심의 국가 운영은 이행강제금의 확장에 주저하지 않

았고 그 결과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활용하는 법률이 늘어나, 현재는 약

40여 개의 법률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이행강제금이 그만큼 행

정 운영에 효율적임을 방증한다고 볼 수도 있다.

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제도가 올바르게 활용되고 있

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는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시작

은 그 일반법을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개별법

하에서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

지 않는다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을 최초로 도입한 법률이자, 동시에 위와 같은 일

반법의 부재 속에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를 통해 대부

분의 이행강제금은 기본적 구조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

러나 무분별하게 이행강제금이 확산되면서 결국 위헌적인 이행강제금이

입법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개별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의 한계

를 보여준다.

건축법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선택적 관계라는 취지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한국의 이행강제금을 도입하였다. 이는 굳이 독일의 집행벌 내

지 이행강제금 개념을 억지로 끌어오지 않아도 설명될 수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한국 이행강제금의 독자성을 바탕으로 현행 법률 중 위헌적인

이행강제금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대집행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에 관

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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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1991년 이행강제금 제도가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18년까

지 약 30년 간 40여 개의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도입 이후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전제하고, 의무자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부과되는 구조를 취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기

본적 구조를 따르지 않고, 법률의 특정사항을 위반 했을 시 시정명령 없

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들이 존재한다.

또한 초기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대집행에 갈음하여 이루어지는 것

으로서, 대집행이 불가피할 때 부과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제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초기의 취지가 무시된 채 위반, 명령, 명령에 대

한 불이행만 있으면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 없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집행의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건축

법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둘은 병행할 수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후 대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병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규정된 조문도 등장한다.

이에 최초로 도입된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제도를 바탕으로 한국 이행

강제금의 독자성과, 이를 바탕으로 분화·확산된 이행강제금의 운영에 있

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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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본고는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건

축법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제2장은 상당 부분 건축법상의 용어를 설명하는 데 할애하였다. 이행

강제금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개별법으로서 건축

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법과 이행강제금을 연결

해주는 중간 다리로서 불법건축물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로써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취지를 도출하였다.

제3장은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이행강제금의 공법적 성격을 파악하

고, 건축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제도의 ‘선택적 관계’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모두 시정명령을 전제로 하여 각각이

서로 갈음하는 관계에 놓인 제재 수단으로서 병행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자 한다.

제4장에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2005년 건축법 전문개정과 함께 이행강제금 불복절차에서 비송사건절차

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이 논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건축법의 개정과 함께 타법의 이행강제금 불복절차가 변화된 모습을 살

펴보고, 여전히 비송사건절차법을 따르고 있는 법률의 위헌성을 논해보

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분석틀을 가지고 2018년

현재 약 40여개의 법률에 흩어져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유형별로 분류

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집행을 병행할 수 있도

록 하는 법률의 위헌적인 요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끝으로 개별법에 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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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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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의의

제 1 절 건축법과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권

자는 시정명령을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의 경과 후에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의 대상인

상대방은 명목상의 건축주를 의미한다. 건축법의 관계 규정상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 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여부

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건축주라도 그

것이 명의대여라면, 당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이다.1)

건축법이 처음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이유는 건축물의 대형화로 인하여

대집행에 엄청난 비용이 들거나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됨으로 인해 대

집행에 의한 강제가 부적절한 경우가 많아졌고, 의무자와의 마찰로 대집

행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2)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적으로 건축법을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입 취지를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 건축법은 이행

강제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개별법으로서 타법에서의 이행강제금 제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불법건축물, 그 중에서

도 특히 실질적 불법건축물을 규제하고자 했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

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참조.
2)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84, 102, 103, 2002헌바26(병합) 결

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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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불법건축물과 이행강제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실질적 불법건축물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서 실질적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

다.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은 복합적인 의

미를 지닌다. 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도 불법건축물이고,

② 건축허가라는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건축물이 건축물로서 갖추어

야할 건축법상의 위험방지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불법건축물에 해당한

다. 각각의 상세한 의미는 ‘건축행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뒤에 후술하

고자 한다.

불법건축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상 ① 건축행위의 개념 ②

건축물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어떠한 행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건축행위이고, 그 결과로 지어진 불법건

축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I. 건축법상 건축행위

1. 건축법의 목적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

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제1조는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라고 구체화 하고 있다. 건축법은 이 같은 공익적 목적 하에 건축행

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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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개념

건축법은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

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

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3) 개념징표로 말하자면 ① 토지 정착성 ② 법률상

건물일 것4) ③ 독립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5)

3. 건축법상 건축행위

건축법상 건축행위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

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6) 판례는 위의 개념요소 중 특히 토지 정착

성에 초점을 두어,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시키는 행위에서부터 건축행위

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7) 일반적으로 불법건축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시점은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이지만, 이론적으로 건축행위의 불법

성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가장 첫 단계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시키는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이에 있다.

(1) 건축법상 신축의 의미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신축이

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판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것”

5)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 제29권, 509～529 참조.
6)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7) 대법원 1992. 6. 8. 선고 92두1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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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을 말한다.” 이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裸垈地) 위에 새롭게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증축 및 개축의 개념과 함께 볼 때 건축

법상 신축의 의미는 조금 더 확장된 범위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8)이하 증축과 개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자 한다.

(2) 건축법상 증축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

으로 건축물을 옆으로 혹은 위아래로 넓히는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옥

상 위에 새롭게 옥탑방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늘어나고, 건축물

의 높이 또한 높아지는 반면, 층을 옆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높이 자체

는 그대로이지만 건축 면적과 연면적이 달라지는 변화가 생긴다.

증축은 특히 도시 내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상에서 개축과 달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축이 토지 사용 면적에 변

화를 주지 않는 것과 달리 증축을 하게 될 경우, 연면적이든 건축면적이

든 건축물의 면적이 넓어져 토지 사용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는 II. 국토계획법상 불법건축물의 의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건축법상의 증축은 이러한 토지 사용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건축법적인 입장에서는 건축물이 증축됨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

는 위험요소가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규제 목적이므로 증축의 결과

토지 사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반면

건축물에 사람이 활용하지 않는 면적의 증가도 그것이 건축법의 위험방

8)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fides, 2018, 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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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건과 관련되는 한 불법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건축법상 개축의 의미

건축법상 개축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축

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상 개축

을 단계별로 분석해보면 ① 기존의 건축물의 철거, ②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으로 나뉜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신축과

다를 바 없다.9)

따라서 건축법상 신축, 증축, 개축 개념의 구별은 큰 실익을 갖지는 못

한다. 어느 경우에든 건축법이 관심이 있는 것은 건축물이 새로 지어지

거나, 추가적으로 지어질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

려해야 할 위험요소가 있는지 뿐이고, 그러한 위험요소의 증가가 신축에

의한 것인지, 증축에 의한 것인지, 개축에 의한 것인지는 건축법 외적인

문제이다.10)

그럼에도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들 개념을 세밀하게 분리하고, 건축법

상에서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입법상의 오류에 가깝다.’11) 이들

개념의 구별은 앞서 간단히 설명하였듯이 국토계획법상에서 실익이 있

다. 역사적으로 원인을 파악해보면, 2000년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 될 때

까지 국토계획법상의 건축허가 요건과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요건이 건축

법에서 같이 규정되어 있었고 그 결과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이 지녀야 할 위험방지 요건들을 규율한다. 이로

9)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 제29권, 509～529쪽 참조.
10)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fides, 2018, 43쪽 참조.
11)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 제29권, 509～5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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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요건을 충족한 설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것, 건축된 건축물이 설계

도상의 건축물과 일치할 것을 검사한다. 만약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와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건축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로 분리되는 대

상이 지니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를 규제하는 데 있

어서 세 가지 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고, 다만

건축법이 규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12) 

II. 국토계획법상 건축행위

1. 국토계획법의 목적

국토계획법은 도시 내 토지의 합리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내 각 지역에 대해 용도로 구분한다. 구분된 용도에 따라 그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나열하고,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그

지역 내에 건축물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

다. 간접적으로 건축물을 규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시를 여러 면적으

로 나누고, 면적 단위로 건축물을 간접적으로 규제한다.

반면 건축법은 건축 단위로 건축물을 직접적으로 규제한다. 이런 차이

가 건축물의 면적에 변화를 가져오는 각각의 건축행위에 대한 구별이 국

토계획법 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이다.

2. 국토계획법상 건축행위

12)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fides, 2018, 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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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에서 건축행위의 구별은 ① 개축과 나머지 신축 증축의

구별 ② 신축과 증축의 구별이 단계적으로 유의미한 실익이 있다. 개축

은 종전 건축물과 동일한 규모로 건축되기 때문에 도시 내 토지의 사용

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개축은 신축 및

증축에 비해 비교적 규제를 적게 받는 편에 속한다. ② 둘째로 신축은

나대지 위에 새롭게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물

을 전제로 하고 있는 증축보다 도시 내 토지 사용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

온다. 때문에 신축은 증축보다 엄격한 규제에 놓인다.

이처럼 건축행위의 구별이 실익을 가지는 곳이 국토계획법임에도 불구

하고, 전술하였듯이 국토계획법상으로는 세 가지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개념 구별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개념정

의가 필요하고, 현행법상으로는 건축법상의 신축, 증축, 개축의 정의를

끌어올 수밖에 없다.13)

다만 건축법상의 정의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 의미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건축법의 목적과 국토계획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기

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1) 국토계획법상 신축의 의미

국토계획법상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건축하

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사용관계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하는

건축행위이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또한 기본적으로 신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축행위와

비교해봤을 때 신축에 대해 국토계획법이 가장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14)

13)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 제29권, 509～529쪽 참조.
14)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fides, 2018, 243-2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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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도 단계적으로 보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건축물

짓는 행위라는 점에서 철거와 신축의 개념이 섞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

지만, 법에서 이들 개념을 구별하고 있는 만큼, 두 단계가 예정되어 있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축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증축 또한 기존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부분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증축이라고 별도로 구별하고 있는 만큼 증축의 개념을 사용

함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국토계획법은 신축을 집중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축이나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의미하는 것

으로 넓게 볼 수 있다.15)  

(2) 국토계획법상 증축의 의미

“대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전제로 그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 등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증축이라 한다.”16) 옥상에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거대한 물탱크를 설치했다고 가정해보자. 건축법에 따르면 이로 인

해 건축물의 위험요소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는 증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토지의 사용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증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반대로 외형적인 부분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내부의 벽을 뚫

어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면적이 증가하였다면

이는 국토계획법상 증축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반면 건축법상으로는

증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국토계획법

상의 증축은 물리적으로 추가된 것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토지의 사

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가 건

축법상의 증축개념을 그대로 국토계획법상의 증축에 적용할 수 없는 원

15)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 제29권, 509～529쪽 참조.
16)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fides, 2013,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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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다.

(3) 국토계획법상 개축의 의미

개축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와 동일한 규모로 새로운 건축물

을 짓는 행위이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개축은 이처럼 동일한 규

모로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행위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상

규제의 필요성이 큰 영역은 아니다. 토지의 사용관계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축허용성의 입장에서 본다하더라도,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해서는 안

되는 대지에 건축한 것이 아닌 이상, 건축허용성이 이미 부여된 대지에

지어진 것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 특히 건축행위를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린벨트(Green Belt), 소위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개축행위는 기

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축은 국토계획법상으로는 규제가

가장 너그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III. 불법건축의 의의

1. 불법건축의 개념

지금까지 건축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다. 불법건축이라

하면 앞서 살펴본 건축행위에 위법한 요소가 결합된 경우이다. 건축허가

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거나,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건축물이 갖추어

야 할 건축법상의 위험방지 요건들을 갖추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

이하에서는 전자를 ‘형식적 불법’, 후자를 ‘실질적 불법’이라고 칭하기

로 한다.17) 굳이 이렇게 불법의 개념을 구별하는 실익은 두 가지 불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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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적용되는 건축법상의 규제 수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건축물이 반드시 하나의 불법 요소만 지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건축물이 지녀야

할 건축법상의 요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형식적 불법과 함께 실질적 불법

이 병존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 형식적 불법

형식적 불법건축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형식적 불법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

물을 의미한다. 형식적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불법건축의 요

소는 부재할 수도 있다. 예컨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되었지만, 건

축된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위험방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생각

해볼 수 있다.

공법적 관점에서 당연히 불법 건축물의 출현을 막아야 하지만 이 경우

건축허용성이 부여된 대지 위에 지어진 것이라면 불법성으로 인해 건축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8)

3. 실질적 불법

반면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건축물이 건축허가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

과는 다르게 건축되어 위험방지 요건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생

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오히려 형식적

17)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 제29권, 509～529쪽 참조.
18)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 제29권, 509～5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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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만 있는 건축물보다도 더 시급하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어느 경우에 더 불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

만, 분명한 것은 두 가지 불법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건축

법은 형식적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후적 제재수단으로 행정형벌을,

실질적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에 따른 행정상 강제집행

을 마련해두고 있다. 나아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불법요소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에 나아가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을 부과하여 건축주가 자진하여 철거하도록 금전적 압박을 가한다.19) 이

하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수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9)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 제29권, 509～5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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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불법건축물과 규제수단

I. 형식적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수단

건축물의 형식적 불법에 대해서는 사후적 제재수단으로서 행정형벌이

마련되어 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건축법 제108조),

도시지역 밖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축법 제110조). 20)

형식적 불법에 대한 규제는 건축물이 관계법령 상 요구되는 요건들을

갖추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즉 건축물이 실질적 불법의 요

소를 지니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 사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건축행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을 것

을 강제한다. 따라서 불법건축물의 출현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수

단이다. 다른 한편 불법건축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미 완성된 불법건축물의 건축

주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제재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띤

다.

II. 실질적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수단

형식적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행정형벌을 마련해둠으로써 국민들

로 하여금 사전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시정명령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 불법에 대한 규제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20)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fides, 2018, 172-17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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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불법성을 제거하거나,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21)

실질적 불법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비교적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

으로 적용된다. 이미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면, 존속 보장의 측면

에서 법령의 개정으로 실질적 불법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

불법으로 보지 않고, 반대로 건축되었을 당시에는 실질적 불법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더라도, 법령의 개정으로 그와 같은 요소가 사라졌다면, 시정

명령이 이행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 또한 실질적 불법으로 보지 않는

다.22)

반면 형식적 불법은 이와 무관하게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되었다

는 점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과 무관하게 불법건축물로

규제된다. 즉 형식적 불법에 대해서는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실질적 불법에 대해서는 장래를 향하여 그러한 불법의 제거를 주된 목적

으로 하여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식적 불법에 대한 규제의 한계는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주에게 행

정형벌을 가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실질적 불법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

고 실질적 불법의 요소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철

거를 대집행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의무 이행이 없을 경우 반복

해서 부과할 수 있다.

III. 소결론

건축법에서 실질법 불법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했다

21)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fides, 2018, 172-178쪽 참조.
22)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fides, 2018, 172-17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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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① 표면적으로는 오랜 시간 이행강제금

도입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도입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② 본고와 관련하여 더 중요한 의미는 실질적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수

단으로 대집행을 대체하는 성격의 이행강제금이 도입됐다는 것이다. 이

행강제금은 단 두 번의 부과만으로 건축물 가액에 이를 수 있어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실질적 불법 건축물은

형식적 불법 건축물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까지 긴급하게 위험방지 요건을 갖추

게 하거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하 이행강제금 제도를 살펴볼 때 개념적으로 주목할 점은 실질적 불

법은 기본적으로 시정명령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물에 실질적

불법의 요소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대집행을 한다거나,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건축법의 규제 방식이다.

현재 일부 법에서는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제도를 가져가서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뒤에

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헌적이 입법이다. 만약 시정명령 없이 대집행

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소한 실질적 불법의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바로

건축물을 철거해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으로도 지나친 비용

낭비다.23) 마찬가지로 대집행을 대체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도 대집행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제도인 만큼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현행법상 거의 모든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입법은 시정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다.

23) 건축법상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
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는 법률상으로도 특별한 사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
라서 적어도 사소한 실질적 불법에 대해서 곧바로 대집행을 한다거나, 이
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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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실질적 불법건축물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라

는 본 장의 결론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및 대집행과의 선택적 관계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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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제1절 서론

이행강제금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은 독일의 집행벌을 시작으로 이루어

진다. 때문에 한국의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독일의 이행강

제금 제도의 성격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하 살펴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현재 재판소가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지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을 논리적으로 도출해보고

자 한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으로 출발한 한국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독

일의 그것과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할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독

자성이 제4장에서 변형된 이행강제금들을 분석하고, 제5장에서 위헌적

이행강제금의 운용에 대한 비판의 기준점이 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행정상 강제집행에서 이행강제금의 지위를 이행강제

금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에 기초하여 기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이행강제금의 도입 연혁을 바탕으로 그 독자성 즉, 이행강제금과 대집행

은 선택적 관계에 있다는 점, 따라서 독일의 이행강제금과는 다르게 이

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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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I.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미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

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자

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그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24)

통상 행정상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의미하는 것으

로 받아들여진다.

II.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

1. 행정상 즉시 강제와의 차이

행정상 즉시강제는 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이 전제되지 않고 또는 구

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도 강제집행에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

고 이루어지는 실력행사이다. 반면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를 전

제로 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서 실력행사가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구별된다. 행정상 즉시 강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

한 사정을 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가 이

에 해당한다.

2.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과의 차이

행정벌과 행정상 강제집행은 공통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

24)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6, 4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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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전자는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수단이고 후자는 장래를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5)

구체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인 이행강제금과 비교해본다. 행정

형벌은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 즉,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

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을 의미하고, 형법과 다

를 바 없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26) 행정형벌이기 때문에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인 이행강제금

제도와는 구별된다. 또한 어디까지나 형벌이기 때문에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복하여 처벌이 내려질 경우 이는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이행강제금과 구별된다. 27)

행정질서벌은 경미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법에 형명이 없

는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이다.28) 이 점에서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이 과하여지는 행정형벌과는 구별된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의 위

반이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

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

적으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29) 이러한 행정질서벌은 과거

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하나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의 행정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

료가 부과될 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복하여 부과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행강제금과는 차이가 있

다. 30)

25)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6, 469-470쪽 참조.
26)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6, 519쪽 참조.
27)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6, 469-470쪽 참조.
28)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5, 527쪽.
29) 대법원 1969. 7. 29. 69마40 결정 참조.
30)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6, 469-4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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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I. 대집행의 의의

1. 대집행의 개념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것들로는 대집행과 이행강제

금이 있다. 행정대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즉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

이 이행되지 않은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한

뒤에 그 비용을 본래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31)

2. 대집행의 요건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

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

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대집행을 위한 요건으로서 ①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

을 것32) ② 불이행된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일 것 ③ 보충성 ④ 불이

행을 방치할 경우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적 작위의무와 관련해서, 만약 법률상으로는 부작위의무만 규정되어

31)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6, 470-479쪽 참조.
32) 따라서 사법상 의무의 불이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누2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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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에는 이로부터 곧바로 작위의무가 도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

계법령에 의해 부작위의무를 작위의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을 때 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철거해야한다

는 결론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시정명령 규정이 마련되

어 있지 않다면 대집행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

에 근거한 건축물 철거명령을 내려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대집행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요컨대 금지규정으

로부터 위반결과의 대집행이 바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33)

II. 이행강제금 제도의 의의

1. 이행강제금 제도의 개념

이행강제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

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부담을 말한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상 시정

명령 즉 철거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4)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여 위

반 상태를 장래를 향하여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행정형벌과

는 차이를 보인다.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이 일반법으로 기능하

고 있는 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일반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개별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3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참조.
34)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6, 479-4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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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강제금 제도의 연혁

(1) 건축법에서의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

1) 1986년 과태료 형태의 이행강제금

엄밀한 의미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법률상 처음 등장한 것은

1991년 개정된 건축법이다. 그러나 정확히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원형이

1986년에 과태료 형태로 신설되었던 걸 알 수 있다.

1986년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3899호, 1986. 12. 31. 시행)에 현재의 이

행강제금 제도와 유사한 과태료 제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동법 제

56조의2 제1항의 규정이 기존 건축법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을 구성하였

다.35) 동법 제42조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시정명

령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형태였다.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①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을 초과한 경우36) ②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

고 건축한 경우가 신설되었고, 기타 불법건축의 경우는 이전 법에 규정

되어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 제2항에 배치해두었다.

35) 건축법[전문개정 1986·12·31] 제56조의2 (과태료)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다음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위반사항이 2이상인 때에는 그중 많은 과태료에
처한다.

1. 건축물이 이 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
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한 금
액에 그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
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6) 엄밀한 의미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물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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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① 건축주가 시장 또는 군

수의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할 것 ② 건축주가 당해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할 것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준공검사필증을

당해 건축물내에 항상 비치할 것 ④ 건축공사의 시공자가 당해 건축공사

의 현장에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게시하고 관계설계도

서를 비치할 것 등이다.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로 간

주되었다.

2) 1991년 ‘이행강제금’ 제도의 등장

이후 1991년 건축법(법률 제4381호, 1992. 6. 1. 시행)이 전부개정되면

서, 기존에 과태료 명목으로 있었던 이행강제금 제도가 제83조에 이행강

제금이란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일부 개정된 내용37)은 있었지만 큰 틀에

서는 기존의 과태료 제도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징적인 점은 1년에 2

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해당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행

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38) 과태료라는 명목으로는 이

중처벌금지원칙에 따라 반복해서 부과될 수 없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

게 하면서 이행강제금이란 명목으로 변경되면서 반복 부과가 가능해졌

다.

3) 2000년 부과 횟수가 제한된 이행강제금

37) ①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②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
하여야 한다는 점, ③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
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38) 제83조 (이행강제금) ④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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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6247호, 2000. 7. 1. 시행)은 일부 예외조

항을 두어,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징수를 최대 5회로 제한하였

다. 현행 건축법에서도 이처럼 일부의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5

회로 제한하는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행법에 비추어 설명하면,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다.39)

(2) 이행강제금 제도의 확산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대집행에 비해서 의무자

와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적고, 금전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현실적

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행정상의 편의와 효율성 때문에 이행강제금 제도는 개별법에서 꾸준히

활용되었고 그 결과 1991년 건축법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 현재까지 약

40여개의 법률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다.40) 대체로 그 경향성을

파악해보면 새로운 소관부처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법이 생기고 이에 대

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최근에는 중소벤

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

39)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

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40) 행정부처의 직제에 관한 시행규칙까지 포함하면 약 5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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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8. 12. 13.부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일정 비

율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41)

4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87호, 2018. 6. 12., 제정] 제10조(이행강제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대기업등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
과·징수할 수 있다.

번호 도입년도 법률명
1 1991년 건축법
2 1994년 농지법
3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2000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7 2001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8

2002년
은행법

9 금융지주회사법
10

2004년
전기통신사업법

1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2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2006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2007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7 노인복지법
18 근로기준법
19 산업직접화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 2009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2

2010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3 상호저축은행법

2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25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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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시작된 이행강제금 제도가 여러 법률에 확산되는 과정에

서, 대부분의 법률들이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제도의 형식을 고스란히 담

아갔다.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건축법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사라지자, 이후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법률들도 비송사건

절차법을 준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법률도 위와 같이 건축법이 개정

된 이후 농지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지 않는 방

식으로 개정되었다.

이처럼 이행강제금 제도가 건축법에서 시작된 만큼, 적어도 우리나라

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제도를 원형으로 하여 이식

되거나,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그러한 변화를 모사

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본고에서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

타법들의 이행강제금 제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의 문제는 이들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그것들이

26 2012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27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8

2014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9 도로법
30 영유아보육법

31
201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33

2016년
공공주택 특별법

3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5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36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37 공항시설법
3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39 2018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좀 지정에 관한 특별법

표 1 연도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법률



- 29 -

원형으로 하고 있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의 구조에 부합하는가에

있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실질적 불법 건축물에 대

해서만 예외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하였던 이행강제금 제도 도

입 취지가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 이행강제

금 제도의 법적 성격 및 구조에 대해서 서술한 후 지적하고자 한다.

3. 이행강제금과 집행벌의 관계

(1) 개관

이행강제금을 설명할 때 항상 같이 제시되는 개념이 집행벌이라는 개

념이다. 이행강제금과 집행벌을 동일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다. 또는 집

행벌의 ‘벌(罰)’이라는 개념이 반복 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벌이란 용어의 사용을 지적하는

학자들도 많다.

다만 기존 연구들은 모두 기본적으론 집행벌과 이행강제금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의 이행강제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독일과 일

본에서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온 집행벌의 논의를 그대로 끌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을 도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리나라의 이행강제금의 독자성 즉, 기존의 집행벌과의

차이를 언급하고자 한다.

(2) 집행벌의 어원과 의의

집행벌(Exekutivstrafe)은 독일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실정법 상으로는

벌령(罰令, Strafebefehl), 범칙금(犯則金, Geldbusse), 금전벌(金錢罰,

Geldstrafe) 등 여러 명칭으로 불러졌는데, 학자들이 그것을 보통 집행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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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렀다.42) 독일 초기의 집행벌은 강제벌이라는 명칭하에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행정벌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었고,

이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후 1929년 2월 13일 프로

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집행벌에서 형벌의 성격이 배제되었

다. 그 결과가 반영된 1931년 6월 1일의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는 집

행벌이라는 명칭을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였다.43) 이처럼 집행벌이라는

용어가 독일에서 일찍이 1930년대에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강학상 용어로 행정법에서 사용되

어왔다. 이 때문에 이행강제금과 집행벌이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국의 이행강제금이 당연히 독일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

다.

다른 한편 이행강제금의 근원은 일제강점기의 구 행정집행령(1914년

제령 제23호)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44)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의 구 행정집행령은 행정상 강제집행수단과 행정상 즉시강제

수단의 양자를 아울러 규정하였고,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3종을 인정하였다. 그 후 간접강제의 수단으로서의 집

행벌은 강제수단으로서의 효용이 비교적 적어 군정시대에 동령이 폐지되

었다(1948년 군정법령 제176호). 정립 수립 이후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수

단으로서 일반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벌이 배제

된 채로 대집행과 강제징수만을 인정하였다.’

42) 김남진, “집행벌·강제금·이행강제금”, 「월간고시」 제230호, 법지사, 1993.
15쪽,(이동찬, 「이행강제금에 관한 소고」,『법학논총』 Vol. 17(3), 2010.
156쪽에서 재인용).

43) 김연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고찰」, 『고려
법학』 제70권, 2013, 159~160쪽 참조.

44) 최봉석, 행정강제의 정당화 근거와 한계, 공법연구 제38집 제4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10. 2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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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이행강제금의 독자성

집행벌의 개념이 독일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어왔든, 일본을 통해서 들

어왔든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집행벌의 개념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

던 개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행강제금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과정을 거쳐 도입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의 이행강제금은

1980년대 한국 상황의 독자적인 필요에 의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만약

한국의 이행강제금이 독일의 이행강제금을 모델로 하여 처음 도입된 제

도라면, 애초에 전술한 바와 같이 1986년에 건축법에서 과태료 형태의

현재 이행강제금 제도의 원형이 도입되었을 리도 없다. 이미 독일은

1930년대부터 이행강제금과 행정형벌을 명확히 구별하여 이행강제금의

개념에서 행정형벌로서의 성격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이행강제금

을 모델로 하여 도입한 것이라면, 1986년 건축법에서 현재의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과태료 형태가 아닌 이행강제금이란 명목 하에 도

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적 이행강제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서 독일의 집행벌이나 이행강제금 개념 또는 일제강점기 하의 행정집행

령 상의 집행벌 개념을 기준으로 해야 할 필요와 실익은 없다.

1986년(법률 제3899호, 1986.12.31. 일부개정, 시행 1986.12.31.) 건축법

개정이유는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일부 농·어업용 주택·축사 및

창고를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용적률등 전국에 걸쳐 일률적

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내용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하면서 “위법건축물을 건축한 자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

우에는 그 위반부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이행강제금은 초기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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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건축물을 건축한 자가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장래를 향한 위법상

태의 제거라기보다는, 위반상태를 야기하고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나 과태료 형태의 1회성 제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건축물의 존속을 야기했다. 그 결과 1991년 건축

법의 전문개정과 함께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위 과태료에서 행정벌로서의 법적 성격을 제거하고 이행강제금이란 명목

으로 변화한다. 1991년(법률 제4381호, 1991.5.31. 전부개정, 시행 1992. 6.

1.) 건축법 전문개정 이유는 이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건

축물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

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

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4) 소결론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국의 이행강제금은 독일 또는 일본의

집행벌이나 이행강제금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이

다. 과태료 형태의 제재가 이행강제금이란 명목으로 변화한 것은, 과태료

를 통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반면, 그

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이행강제금이 그 이전의 집행벌에서 유래된 개념이며, 집행벌

은 특정한 영역에 적용되는 제재 수단이 아니라,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긴 위한 수단 및 행정벌의 성격을 동시에 띠는 일반적 제재수단을

포섭하는 용어였다. 반면 한국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서의 불법건축물

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과태료 형태로 출발하여 초기에는 불법건

축물의 사전적 예방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그러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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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독자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과태료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가 이행강제금이다.

비록 그 제도가 이제는 수 십여 개의 법률에 확산되어 독일의 이행강

제금 제도와 유사해졌다 하더라도 한국 이행강제금의 독자성과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독일의 집행벌 개념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이행강제금의 독자적인 필요성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독일의 이행강제금은 의무위반상태 일반을 시정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시작한 반면, 한국의 이행강제금은 1980년대 당시 전국적으로 만연한 불

법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이행강제금이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한국의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부과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실질적 불법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이는 대집행이 가능한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행강제금에 대한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2002헌바26 결정을 기점

으로 하여, 비대체, 부작위의무에는 원칙적으로 부과될 수 있고, 대체적

작위의무에 부과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으나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이행강제금의 독자성을 배제한 채, 독

일의 집행벌과 이행강제금의 논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대체적 작위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의무에 대한 부과를 위해 도입되었

던 독일의 이행강제금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가 유의미했다. 그러나 애초

에 대집행이 가능한 대체적 작위의무인 불법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부과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이행강제금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무의미하다. 오히려 대체적 작위의무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이행강제금

이 비대체적 작위의무에도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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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모든 연구는 헌재의 위 판례를 인용하거나, 독일의 집행벌 및

이행강제금 논의를 그대로 가지고 와, 이행강제금이 비대체적 작위의무

에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반세기 가량 사라졌던 이행강제금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

재수단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독자적인 상황을 외면한 논의

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대집행이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제재 수단이고, 이를 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III.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성격 및 대집행과의 관계

1. 이행강제금 제도의 법적 성격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 또는 대체적,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금전부담으로

이해되고 있다.45)46) 이는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현재의 의무위반의 상태를 장래를 향하여 제거하기 위해 의무자

를 금전적으로 압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45)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6, 479쪽 참조.
46)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

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2헌바26결정의 반대의견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시한 바 있다.“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자가 이행강
제금의 반복된 부과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바,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대
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상태를 시정하는 행정
강제의 수단으로서 그 적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리고 대집행 전에 수
차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담한 위반자가 다시 대집행을 받는 경우에는
원래 대집행비용의 부담만으로 종결되었을 책임의 양(量)이, 여기에다 이
행강제금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크게 늘어나므로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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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과태료에서 시작했

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행정질서벌의 일종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은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는 비교적 가벼운 행정법규의 위

반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이다.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목적 달성 자

체를 몰각시킨다기보다는, 가벼운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또

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부과될 수 없다.

이에 비해 이행강제금은 위반상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안전

과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위법 상태를 전제하고 있고, 대집행

을 대체하는 것인 만큼 강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행강

제금 부과 금액이 건축물 가액에 상응할 정도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요건 상 그만큼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만큼 중대한 위법상태인 경우에는 반복 부과

를 통해서라도 위반상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고안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행강제금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위반 상태가 이행강

제금을 부과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단지 이행강제금이란 명목으로 부과할 경우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행정편의상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2. 이행강제금과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행강제금 제도와 관련해서 빈번하게 논란이 되는 주제는 헌법상 재

산권 침해의 소지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축법에서는 최대 불법건

축물 가액의 1/2 만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농지법에서는 농

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소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

록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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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기 때문에, 5번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 토지 가액만큼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 이상이 부과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헌법 제23조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금액일 것이

요구된다. 즉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게 심리적 압박에 의해

본인 스스로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영업 등을 계속하는 것

을 단념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할 정도의 금액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게 되어 동일

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반복 부과될 수 없지만 순수한 복종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은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의

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증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이 수

차례 부과되어도 계속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법사항이 시정

될 때까지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반복 부과할 수 있으므로 종국에는 이

행강제금 총액이 그 위법건축으로 건축주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물론 건

축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넘어설 수도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가 과잉처

벌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

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위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

산부과횟수나 통산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두면 위법건축물의 소유자 등에

게 위법건축물의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이행강

제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

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통산횟수의 제한이 없다고 하여 과잉금

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여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47)

47)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84, 102, 103, 2002헌바26(병합) 결
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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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효성을 가

지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체로

목적물의 가액이 산정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해서 위와 같은 헌법소

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농지법, 국토계획법, 건축법의 이행강제금과 관련

해서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물적인 이

행강제금과 대인적인 이행강제금을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

서 뿐만 아니라, 나머지 법률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3. 선택적 관계인 이행강제금과 대집행

(1) 서론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선택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집행벌이 독일에

서 어떻게 이해되어 왔든, 한국에서의 이행강제금은 대집행을 갈음하기

위한 것으로 출발했다. 이하에서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이 공유하고 있는

절차와, 입법 연혁, 관련 판례와 규정의 해석상 기본적으로 이 두 제도는

선택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

다.

(2) 절차의 공유

두 제도는 모두 시정명령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건축

법상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의 관계를 대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

집행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행강제금 또한 대집행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시정명령을 전제로 한다. 나아가 두 제도는 모두 동일한 결과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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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규제수단이다. 건축물의 실질적 불법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처럼 두 규제는 완전히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갈음하는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타당하려면, 대

집행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법상태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강제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 대집행과 이행강제

금은 모두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는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하나가 다른 하나의 강제 수단이 효과를 보지

못할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두 제도는 법률상 서로 갈음하는 관계에 있고, 이들이 서로 갈

음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대집행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대집행이 이루어지면 이행강제금

이 부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어느 경우에나 그 효과가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입법 연혁

건축법에서 처음 이행강제금을 도입했던 배경을 염두에 둘 때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실질적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대집

행만이 이루어졌다. 즉 철거명령을 내리고,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

정청이 대집행을 통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을 건축주에게 요구

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행정청이 잘못 철거를 하다가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되는

경우도 생겼고, 국민과 행정청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공무원들조차 대

집행을 많이 꺼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이와 같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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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문제점을 비용 부과로 대체하는 형식의 모습으로 도입되었다. 그

러므로 대집행과 그 방식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대집행을 대신하는 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대집행을 대체하는 법적 성격 때문에 건물 가액에 이를 정도의 이행강

제금 부과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헌법상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전제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대집행이 이루어질 때

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 부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하더라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때만큼 가볍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4) 관련 판례

대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행강제금

이 부과될 경우 이에 따른 시정이 이루어지면 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은 위와 같은 성격을 더 잘 보여준다. 대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이

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문제는 이행강제금

을 부과한 뒤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인데, 이에 대해서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부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중 반대의견에서 일부 설시된 바

있다.48)

반대의견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 대집행을 부과하게 될 경우, 애초

에 대집행만 했을 경우에는 대집행 비용만 납부하면 되는 국민에게, 그

비용과 함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이 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행정청이 대집행을 먼저 하느냐, 이행강제금을 먼저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제멋대로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48)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84, 102, 103, 2002헌바26(병합) 결
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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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의 적용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은 기본적으로 당해 헌법재판소 판결의 다수의견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위법 상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행정청이 대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는 해당 판결의 문구를 해석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

의 다수의견에서는 “현행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인정

되는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비교하면, 대집행은 위반 행위자가 위법상

태를 치유하지 않아 그 이행의 확보가 곤란하고 또한 이를 방치함이 심

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 또는 제3자가 이를 치유하는

것인 반면,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자 스스로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억제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경

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서 양 제도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대집행을 하는 것이 위

법한 것으로 귀결된다. 반면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에 둘 중 하나를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둘 다 활용하는 것도 포함되

는 것으로 해석하게 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타당하려

면 즉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라는 말을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을 모두 활용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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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대집행은 이행강제금에 대해 보충적인 제도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대집행이 이행강제금에 보충적인 것이라면

대집행이 이루어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얼마든지 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는 우선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 이행강

제금은 대집행을 대신하는 제도로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강원도

행정심판 재결례는 위 판례를 인용하면서도49),“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법건축물의 대집행을 계고하였고,

그 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집행이 정지되었으나 대집행 계고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임에도 피

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이는 동일한 위법건축

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제재를 가하여 부당하거나 청구인으로서는 이행강

제금의 부과와 대집행 비용의 부담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어 지나

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공익과 사익 간 균형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대집행 집행정지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이를 취소하고자 했던 위

사건에서 대집행 계고의 효력이 남아 있는 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첩

적인 제재가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중에

대집행을 하는 것도 중첩적인 제재가 되어 부당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

연스럽고, 둘은 각각이 서로를 갈음하는 선택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9)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2015. 9. 14. 재결. 사건 번호 2015-15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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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규정

현행 건축법 제80조 제6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

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

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하고

있다. 만약 대집행이 이행강제금의 보충적인 제도라면 최소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모두 부과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와 관련된 법률에서

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거나, 대집행이 이루어지면 새로

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도로법 제100조 제5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

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

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도 대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

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일단 위 규정을 염두에 둘 때 대집행을 이행강제

금 부과의 중지 요건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법률(도로법을 제외하고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있는 나머지 모든 법률)

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

가 있다. 즉, 다를 법률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대집행이 이루어지

는 경우에 대해서 법문상 명확히 서술하고 있지 않은데, 도로법에서는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면 다른 법률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대집행

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예컨대 어떤 법조문에서 명확히 A와 B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A를 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는 법률에 대해서 A와 B 모두 할 수 있다

고 해석상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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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만약 관계 법률 모두에서 A를 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는 경우라

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특

정 법률에서는 A와 B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A를 할 수 있

다고만 적혀있는 법률에 대해서 해석상으로 A와 B모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도로법 규정에 대한 판단이었다면 문제가 없

지만, 사안은 건축법 규정에 대한 것이었고, 건축법의 경우 이행강제금

규정에서는 다른 법률의 이행강제금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 부

과 후 의무가 이행될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한다고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예외 요건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 후 대

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

소한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들은 모두 이행강제금 부

과 후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도로법에서 특별히 이행강제금 부과 후 의무가 이행되었

을 경우나, 대집행을 받을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한

다고 달리 서술한 것이 무의미해진다. 물론 도로법의 규정은 당연한 것

을 굳이 구체적으로 서술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보다는 입법자는 애초에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을 대체

적인 관계로 보아 설계한 것이고, 현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예외적

인 경우가 아닌 한,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는 대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IV. 소결론

위와 같이 4가지 이유에 의해서 두 제도가 선택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자연스레 두 제도는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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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0)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 대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행강제

금과 대집행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부과 후에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예외적으로 대집

행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 부

과 후 대집행이 특별한 요건의 필요 없이 언제든 가능한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시하였지만, 두 제도가 선택적 관계라는 점을 원

칙으로 하는 이상 이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반대의견에

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①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위법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도저히 환수할 수

없는 경우 ② 위법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 ③ 위법상태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이용 목적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

는 경우 ④ 이행강제금 납부율이 낮은 부과 상대방에게 압류 등의 다른

절차를 통해 금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은 서로 갈음하는 관계로서 병행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

칙과 예외의 구분 없이 모든 경우에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위와 같은 관계 그리고, 개별법에서의 이행강

제금 제도의 원형이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

서는 변형된 개별법에서의 이행강제금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현재

어떻게 어긋나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50)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2헌바26결정 “따라서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과 이
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있고,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
여 활용하는 이상 이를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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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행강제금에 대한 권리구제

제1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권리구제

I. 2005년 개정 이전의 불복 절차

1991년 시작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절차는 과태료처분의

불복절차를 준용하여 왔다.51)52) 이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83조 제3항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지는 않았다.53) 이와 같이 일반쟁송절차를 거칠 수 없

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하게 될 경우 취소소송에 비해

이의 제기 기간이 30일밖에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II. 2005년 전문개정 : 비송절차준용 조항의 삭제

51) 건축법(법률 제4381호, 1992. 6. 1. 시행) 제83조 ⑥제82조제3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2) 건축법(법률 제4381호. 1992. 6. 1. 시행) 제82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53)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건축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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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8일 전문개정이 되면서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제6항

이 삭제되었다. 사무관의 실수에 의해서 삭제되었다는 의견도 있고, 다른

한편으론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재판과정에서 당해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과권자가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느 이유에 의해서건 위와 같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법원의 판단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다. 법원에서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는 일반쟁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도

록 하였다.54) 비단 건축법에서뿐만 아니라, 타법들이 건축법의 이행강제

금 제도 개정을 따라가게 되면서 마찬가지의 변화를 거쳤다. 위와 같은

건축법 개정 이후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법률들도 건축법의 형식

으로 도입되었다.

즉 건축법에서 비송절차준용 조항이 삭제되면서, 건축법 및 위 조항

삭제를 반영한 법률 및, 위 조항 삭제 개정 이후 새로 제정되어 이행강

제금을 도입한 법률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모두 비송사건

절차법이 아니라 일반쟁송의 방식에 의해 불복하게 되었다. 때문에 현재

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격이 행정법상 행정청의 행정행위, 특

히 침익적 처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는 것과 일반쟁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 중 무엇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

다. 일부 학자의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55)

5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4507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
두807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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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를 경우 판사가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

고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판단 결과의 이유를 명확

히 알고 승복하기 위해서 일반쟁송에 따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

까지나 국민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나 그러한 것이고,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비송절차법에 따를 경우 판단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어서 불복해야할지 여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55) 전극수, “이행강제금 도입법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 공법연구 제37권, 한
국공법학회, 2008. “이행강제금 도입법은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 비송사건
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지 못한데, 비송사건
절차에 의하는 것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비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권익구제의 효과가 더 크므로 비송사건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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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다른 개별법에서의 이행강제금 불복절차

I. 일반쟁송절차를 따르는 법률

대부분의 개별법들은56) 건축법과 동일하게 별도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쟁송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과징금의 불복절차를 따르고 있다. 대부분은 건축법의 전문개정

으로 비송사건절차법 준용규정이 삭제된 이후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

했기 때문에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전문 개정 이전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던 법률들은 이전까지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가, 건축법의 개정과 함께 이와 같은 규정이

삭제되는 형태를 취하였다.57)

비송사건 절차법을 따르던 시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예

컨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건축법 제82조 제3항,

5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근로기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불
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도로법, 영유아보육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항시
설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57) 예컨대 장사등에관한 법률을 보면 2000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당시에는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 조문에 과태료 조문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준용되는 과태료 조문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
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
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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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

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

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

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

두5722판결) 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법률 개정으로 인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현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건축법의 개정과 함께 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는 준용 규정을 삭제한 여타의 개별법의 이행강제

금 부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처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II. 비송사건절차법을 따르는 법률

현행 법률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법률은 농지법이다.58) 건축

법 개정 이후에도 2008년까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장애인, 노인, 임

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

58) 농지법 제62조 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
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
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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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 등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을 거치면서

건축법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현재는 농지법 제62조 제6항에

서만 유일하게 위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비송사

건절차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에 대해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직접

적으로 문제된 적은 없다. 다만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금액을 정함이 있어서 재량권의 제

한이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헌법재

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은 여러 차례 있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의 경우에는 행정청 내부의 기준에 기속되지 않고

법관이 재량으로 기준과 다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행강

제금 부과에 있어서는 절차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를 뿐,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금액에 대해서 법관이 구속되기 때

문에 그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일관하여 “농지처분명령이 효력이

없거나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지 아니할 수도 있는 점, 처분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정형화된 위반에 대

한 이행강제금으로 법원의 재량 여지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 산정의 재량권을 법원에 부여하지 않았다 하

더라도, 그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취

하고 있다.59)

59) 대법원 2005. 11. 30. 자 2005마1031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5. 자 2008헌
바116, 헌법재판소 2010. 2. 25. 자 2008헌바98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30. 자 2012헌바110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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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이행강제금의 금액 산정에 대한 재량권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에서 비롯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

는 법률 중 유일하게 농지법에 대해서만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르도록 하

고 있는 것이 문제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에서 판단된 바 없다.

절차가 간소하게 진행되는 반면,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최소한

의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혀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학자

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는 것 국민의 비용

과 시간의 측면에서 국민의 권리 구제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비송사건

절차법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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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변형된 이행강제금

제1절 개관

건축법상 철거명령에 대응하여 현행 개별법에서 다양한 형태의 하명이

사용되고 있다. 처분명령60), 구제명령61), 주식처분명령62), 정보제공열람

명령63), 보호조치결정64) 조치명령65) 원상복구명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개별법은 이행강제금 조문 제1항에서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전제하

고,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법률만 해도 40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을 3가지

정도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첫째 유형은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률로 분류해보았다. 건축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도로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항시설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법률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설명하고자 한

다.

60) 농지법 제62조 제1항
6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62) 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의2 제1항
6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
6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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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형은 자본/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률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유형은 피해자 구제 내지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유

형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 증진법,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분류한 세 가지 유형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법률도 있을 수 있

다. 마지막 절에서 소개할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은 위에서 분류한 유형에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일단

유형화를 한 이유는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대체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법률들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태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파악해보기 위해서이다. 그

래야 이들 법률들의 경향성과 목적이 처음 이행강제금을 도입했던 건축

법이 주시했던 상황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 분석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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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행강제금의 유형

I. 대물적 시정명령형 이행강제금

1. 도입취지

제1유형의 법률들이 도입된 목적은 건축물의 성립과, 존립을 위한 안

전 관리 및 철거에 관한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

우에 따라서 건축법과 같이 언급한 모든 것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고, 다

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세부적으로 특정 영역만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법률도 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제도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영역을 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부과하

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예컨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불

법행위로 인한 이득이 이행강제금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제재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66)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측면이

있다.

2. 특징67)

이들 대부분은 이어서 살펴볼 제2유형의 법률과는 다르게,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대신

66) 홍의표, 『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55쪽 참조.

67) 개별 조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형태의 법률을 분석하고, 그 외 법률에 대해서는 표와
각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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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2유형의 법률들의

경우 대체로 전제되고 있는 시정명령이 주식처분명령과 같은 것이기 때

문에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1유형의 법률들 중에서, 건축물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시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철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개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

이 되는 위반행위가 다음과 같다. ① 제12조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또는 제13조의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 허가를 받

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

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

행을 한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밖

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나 폐쇄,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8)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법률 이행강제금 조문

옥외광고물등관

리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은 제10조제1항68)에 따

른 명령을 받은 후 …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에 대

하여는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 시정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

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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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토의계획및이

용에 관한법률

제124조의2 (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

률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 따른 처분·양

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 그 기한

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양도할 재

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특

별법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관한법률

제50조의3(이행강제금)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원

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

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로법

제100조(이행강제금) ① 도로관리청은 … 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

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

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②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 시정명령

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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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제1유형의 이행강제금들은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대물적인

성격이 강하다. 위법행위자의 위법행위보다는, 위법행위자의 위법행위로

그 위법성이 특정 물적 시설에 종속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닌다. 즉 물적인 위법상태를 시정하려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행강제

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II. 주식처분명령형 이행강제금

1. 도입취지

제2유형의 이행강제금은 자본,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기업거래의 공정

화를 위한 법률들에 도입되어 있다. 이 제2유형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분

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외에

금융시장/회사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률로 분류할 수 있다.

상법의 영역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결합에 대한 제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방법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였다. 이와 관

련해서 ‘기업결합 위반의 경우, 대부분 작위의무가 부과되어 부당이득 환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
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
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
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공항시설법

제70조(이행강제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표 2 대물적 시정명령형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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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격의 과징금만으로는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도입하였다.’69)

그 외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도

입한 법률들은,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하여 주

식을 보유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의 처분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을 도입하였다. 과징금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최종적으로 의도

하는 주식처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특징

제2유형의 법률들은 일반적으로 주식보유량의 제한을 통해서 위와 같

은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

정명령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률

들70)은 모두 주식처분명령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제1유형의 법률들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시정명령 이후

시정할 때까지 1일당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

다. 제1유형의 경우 시설물과 관련된 만큼,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곧바로

위반 상황이 제거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3회 정도 부과되

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농지법을 제외하고는 일반 쟁송의 방법을 취하고

있고, 제2유형의 이행강제금 제도처럼 1일당 부과되는 형식을 취할 경우,

69) 홍의표, 『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74쪽 참조.

70)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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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퉈보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부담을 껴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행강제

금은 소송이 계속 중인 와중에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이행강제금이 이에 해당

한다. 이 경우 신중한 고민 없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따라서 의무위반 1일당 이행강제

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행정청은 더욱 부과처분에 있어서 철저한 심사절

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실제로 도입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한 절차와 엄격한 심사과정엔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1)

법률 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이행강제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 시정조치를

받은 후 …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다

음 각호의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

사법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 따른 주식처분명

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

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

의 장부가액(帳簿價額)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에 따른 주식처분명

령을 받은 후 그 기한 이내에 그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 그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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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의 이행강제금이 물적 시설의 위법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체로 제2유형의 이행강제금은 법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

유하고 있는 상태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성을, 국

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의 위법성과 동일하게 평

가할 수는 없다. 통상 제2유형의 경우 과징금의 부과가 일반적인 제재수

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과징금의 부과만으로는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

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도입되었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

면. 제2유형의 이행강제금은 행정편의 및 행정효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도입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제2유형의 이행강제금은 헌법상 국

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제1유형의 이행강제금 만큼 확실한 헌법

적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

현재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위법행위를 통한 이익의 환수가 부족하다

는 점이, 과징금을 증액시키는 정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71) 국회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
고서, 1998. 12쪽 참조.

기한까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상호저축은

행법

제38조의8(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9조(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에 따른 주식처분명

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

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 3 주식처분명령형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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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근거가 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철저히 헌법적 재산권 침해의 소지 여부에 대한 비

례 원칙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III. 시설 설치 등 의무 부과형 이행강제금

1. 도입취지

제3유형으로 살펴볼 법률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영

유아보육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다. 법률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자들을 위한 측면이 크다. 다소 어색해보일 수 있는 근로기준법도, 사

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수직 구조를 염두에 두면, 근로자 또한 보

호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위 법률들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취지 또한 맥락을 같이한다.

예컨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보면 이와 같은 면모가 분명히

드러난다.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법은 제정 당시에는 이행강제금 제도

를 도입하지 않았고, 2015년 개정되어 2016년 시행된 법률부터 이행강제

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로 확대하고,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행

정상 강제 없이는 법률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가 불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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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제3유형의 법률들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해보면, ① 일련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는 법률(설치의무의 부과)과, ② 사용주에게 특정 조치를 취할 의무

를 부과(조치의무의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을 부과하는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 등이 포함되고,

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령이 불이행 됐을 시에도 행정청이 대신 집행

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후자의 경우 사용주가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근로기

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사용주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그대로 방관하는 경우도 많고, 소송이 지속될

수록 압박을 받는 것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쉽게 소송으로 나

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효과적이라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어서 부과되는 성격이 강

하다.

법률 조문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에 따라 시

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

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

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교통약자의이동

편의증진법

제29조의2(이행강제금) ① 교통행정기관은 …에 따라 시

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63 -

IV. 소결론

유형들에 포섭되지 않는 법률들도 있지만, 일단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법률들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대체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

펴보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향성을 파악해보자면, ① 대집행도 가능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성격의 것들이 있고, 다른 한편 대집행이

성질상 불가능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되는 것들이 있었다. ② 이행강제

금 부과 방식의 관점에서, 연 1~2회로 제한하여 부과되는 경우와, 위반상

태가 시정될 때까지 1일당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 위반상

태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을 취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은 …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

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7조(과태료 등) ② …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 4 시설설치의무부과형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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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유형을

나누어 살펴본 법률들에서는 이 구조에 위반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

다. 그러나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선택적인 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애초에 대집행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비대

체적인 의무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

다는 점, 이행강제금 제도는 대체적 작위의무 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서 부과되는 것으로 행정법상 이해되어 왔다는 점72), 현행법상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어서 살펴볼 법률들에서는 애초에 시정명령이 없이 곧바로 이

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조문상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법률도

있다.73)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적인 구조에 어

긋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하는 데 큰 무리

가 있다.

72) 김철용,『 행정법』, 전면개정 제5판, 고시계사, 2016, 339쪽 참조.
73) 이와 관련해서 현재 헌법재판소는 해석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 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하
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도로법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대집행이 이
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조문이 있다면, 오히려 해석상
으로 이와 같이 명시적인 조문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후
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
국 통일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는 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
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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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행강제금의 위헌성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자체로 많은 헌법 소원을 야기했다. 그만큼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위헌의 소지도 강한 제도이

다. 따라서 이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

이 헌법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물적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비교적 쉽게 그 합헌성이 인정될 수 있

다. 물적 위반상태로 직접적인 생명의 위험 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다만 물적인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이라도, 직접적으

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행강제금의 부

과가 비례의 원칙상 합헌적 재산권 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 이행강제금의 도입 단계에선 이에 대한 검토가

없고, 법이 제정된 후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현실적으로 헌

법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 과잉금지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이다.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개별법에서 시정명령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법상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

법 상태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작위/

부작위/대체적 작위의무 모두에 부과될 수 있다는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

여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동어반복이다.

특히 이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한국의 이행강제금의 독자성 즉, 건

축물 철거에 갈음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정도로 위법상태를 방치해두

는 것이 심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개별법에서 이행강제금을 도입할

때부터 고려해야 하며,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 제정을 통해 대응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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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위헌적인 이행강제금

I.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개별법

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9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불법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점용자·사용자에 대하여 매일 해당 

과징금 부과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74)을 준

용한다.

2012년 동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

다. 특히 동법은 어촌특화시설의 불법 점용 및 사용 상태를 제거하기 위

해 제39조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법 제

7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8조(과징금)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② 제1항
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고, 관련된 대
통령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행령상
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다.

어촌특화발전 지원법 시행령 제35조(과징금)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
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금액, 수납기관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
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
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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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는 동법 제24조 제3항 제3호75)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이 부과된 후에도 불법상태가 계

속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즉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과징금

이 부과되고, 과징금 부과 후에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의 부과 자체를 시정명령으로 볼 수 있다

면, 시정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징금은 과거의 위법상태에 대한 벌칙으로서, 또는 부당이득

의 환수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일종의 행정질서벌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위법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이라고 해석하는 데는 법

해석상의 한계가 있다. 실제로 과징금의 종류를 보면, 최초에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환수 성격의 과징금이

경제, 금융 관계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

에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

는 위반상태를 장래를 향하여 제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개념이다. 따라서 위 법률은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적인 구조에서

이탈한 것이다.

7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4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처분) ④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
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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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

치·조성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

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

2000년에 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제정당시부터 제38조에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였다. 제정당시 조항을 보면 ① 묘지 등의 설치제한

과 분묘의 점유면적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묘지, 가족묘지 또는 종

중·문중묘지를 설치한 자, ②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

골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었다. 한편 ③ 당해 묘지의 연고자가 제26조에 의하여 묘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를 조건으

로 하여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

다. 제정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지만, 사실상 ①과

②의 내용이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호로, ③의 내용이 제3호로 이동하

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방식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위 법률에서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과 달리 보다 명확하게 위헌

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고 예정하면서, 3호를 제외하고 1호, 2호 어디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1호, 2호에 해당할 경우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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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등

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

어 있지만76), 이러한 폐쇄명령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 조건으로 법률

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라기보다는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성격에 더욱 가깝다고 해석된다. 다만 위 법률에

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규정77)78)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위 법률 조항을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해석하기에도 체계적 해

석상 한계가 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동일 사실에 대하여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다. 그

76)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12.29.,
2017.12.19.>

77)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사
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
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
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
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사 중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78)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5.1.28., 2015.12.29.,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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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이행강제금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부과에 있어

서는 법률상 요건을 명확히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이행강제금의 요건

상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시정명령을 전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률에서

이를 이행강제금이라는 명목으로 규정하고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법률에서는 조문을 달리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와 이행강제

금을 구별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시정조치도 전

제하지 않고 위반 행위 시 곧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적인 구조에 어

긋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흥미로운 점은 실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

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법률 및 시행령 상으로는 3

호를 제외하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시정명령의 일종으로서 원상복구

명령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정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실무

에서는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전 미리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있기 때

문이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결은 없으나, 1심 판결 중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건에서 행정청이 원상복구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사안에서 원고는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 봉분을 쌓고, 상석

과 비석을 설치하여 부모님의 분묘를 만든 자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자신의 집 마당에 봉분을 쌓은 행위 ② 상석과 비석을 설치한 행위가 장

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981호 일부개정 2018. 06. 19.)

제15조와 제23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차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이

후 원고는 ① 봉분만 제거하고 ② 상석과 비석은 그대로 두었고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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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2차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리는 사전통

지를 하였고, 원고는 소속 공무원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구두로 제출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수

차례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구합3263 판결 참조.)

사안에서 원고가 위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8981호 일부개정 2018. 06. 19.) 제15조와 제23조의 모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69호 일부개정 2017. 12. 19.) 제14조 제8항, 및 제

18조였고,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69호 일부개정 2017. 12.

19.) 제4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 법률 문언을 그대로

따르면 별도의 명령 없이도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위 행정주체는 원상회복명령을 두 차례에 걸쳐서

먼저 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법률에서 시

정명령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무가들이 위반행위에 대한 원

상회복명령을 통하여 일종의 작위의무를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고 이로

써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3. 소결론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상 부과 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전제 조건이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두 제도 모

두 시정명령을 전제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개념적으로 이행강제금과

시정명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전술하였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실무자들 또한 이행강제금 부

과 전 시정명령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하였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법률에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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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원이 먼저 원상복구명령을 두 차례에 거쳐서 행한 뒤에도 원고

가 위반행위를 제거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

은 이해가 실무가들에게도 분명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실무가들이 비록 위 법률의 내용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시정명령 없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언제 그러한 침익적 처분이 내려질지

모르고,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감수해

야하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40여 개의 법률 중에서 두 개의 법률에 불과하여 그 심각성이 크

게 두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수 십 차례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

고, 법률 내용이 위헌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는 명백히 문제가 있

다.

특히 이러한 오류는 결국 타 법의 내용과 형식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소관 부처가 생길 때마

다 새로운 특별법과 함께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

로 다양한 법률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반복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일단은 실무가들이 위헌적인 운영을 하지 않음으로써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대집행이나 국제징수에 관해서

일반법이 있는 것처럼,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서도 조속히 일반법으로

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

해서는 제6장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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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을 병행하는 개별법

도로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115호, 2017.11.28., 일부개정] 제100조(이행

강제금)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제2

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

과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도로법에서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 경우는 ① 도로관리

청이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79) 또는 ②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

가를 받았으나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이다.80)

79)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

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

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80)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
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
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
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
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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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위 법률조항은 다른 개별법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중

지 규정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일단 위 법률 조항을 해

석하면 위 2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대집행을 하여 의무이행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

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

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4. 2. 26. 자. 2002헌바26 결정)

이에 대해서는‘선택’이라는 단어를 대체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원

칙적으로는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시 행정청은 대집행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는 제3장의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의 선택적 관계를 논증하는 과정에서 서

술한 바 있다.

따라서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첩적인 제재에 해

당하며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제재이다. 때문에 도로법을 제

외한 다른 개별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는 내용의 조항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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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도로법의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규정이 다른 법

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다가 생긴 실수에서 비롯된 규

정인지, 혹은 별도로 도로법에서 의도한 바가 있어서 생긴 규정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수차례의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 후에도 별다른 사정 없이 대집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규

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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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이행강제금 제도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

I.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일반법

1.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

우리나라의 행정집행 수단에 대한 법적 규율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81) 다만 일부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해서

는 몇 가지 일반법이 존재할 뿐이다. 대집행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서 규율하고 있고, 개별법에서는 이를 준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징

수와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이 일종의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다. 각각은 이러한 일반법의 규율 아래, 전자에 대해서는 ‘계고 – 통지

– 집행 – 비용징수’라는 단계를 예정하고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독촉

– 압류 - 공매 - 청산’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82) 준용의 형식을 갖

추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일반법의 존재로 인하여 대집행과 국세징수에 관

해서는 비교적 통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건축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지위

반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이라는 개별법에서 출발했다는 특색 때문에

일반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률이 없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별법마

다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그 형식에 있어서는 건축법의 이행강

제금 규정과, 그 개정을 다른 개별법에서도 답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된 방식으

로 답습하여 위헌적인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술한

81) 김연태. “현행 행정집행제도의 체계상의 문제점”, 강원법학 제49권, 2016.
704쪽 참조.

82)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8, 483-4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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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이 때문에 이행강제금, 나아가 즉시강제에 대해서도 일반법을

제정하여 행정상 강제집행의 자족적 완결구조를 취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비판이 적지 않다.83)

II. 개별법하에서 이행강제금 제도의 문제점

1. 도입취지의 몰각

개별법 하에서 이행강제금이 끊임없이 도입될 때 가장 큰 문제는 제도

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입법되고 있다

는 점이다. 행정편의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주된 목적이 아니다. 이는 어

디까지나 이행강제금의 활용으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대집

행이 불가피할 정도로 심각한 규제 위반의 상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불

필요한 국민과 행정청의 마찰을 피하고, 의무 위반자 스스로 위반사항의

시정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제도의 주된 도입 취지이다.

대집행과 국세징수에 관해서는 일반법 목적 조항에 위와 같은 취지가 명

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반면 이행강제금은 이를 개별법에서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알 수 없다. 오로지 시정명령이라는 요건과 이행강제금의 부

과라는 효과 조항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정편의라는 부수적 효

과가 오히려 주된 목적이 되어, 즉 주객이 전도되어 입법되고 있다.

2. 유형별 차이를 간과한 제도의 도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은 초기와 달리 여러 유형으로 변형

되어 왔다. 특히 부당이득금 환수의 성격은 갖는 사실상 과징금에 해당

하는 형태까지 ‘이행강제금’이라는 형태를 띠고 조문에 등장하기 시작했

83) 최봉석, “행정강제의 정당화 근거와 한계”, 공법연구 제38집 제4호, 사단법
인 한국공법학회, 2010, 259-260쪽, 김연태. “현행 행정집행제도의 체계상
의 문제점”, 강원법학 제49권, 2016. 733쪽, 이동찬, “이행강제금에 관한 소
고”, 법학논총 제17권, 2010, 168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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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이를 이행강제금으로 명명할 수 있을지 입법자들 사이의 논의

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미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이 도입되어 오

랜 시간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그

한계를 다른 이행강제금보다 더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불법의 건축물이 가져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과,

초과 주식 보유량 등의 상태가 가져오는 위법성을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더욱 크게 제

기될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조를 띤

일반법의 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3. 위헌적 이행강제금 도입의 계속

어촌특화발전지원법, 장사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등이 띠고 있는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전술하였다. 이행강제금의 본질적 구조를 따르지 않는

위 법률에 대해서 그 자체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임시적인 방

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해서 다른 법률의 이행강제금 구조를 그대로 베껴서 입법하는 과정이 지

속된다면 언제든 위와 같은 위헌적 법률이 입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반법의 제정을 통하여, 개별법하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때는 일반법에 규정된 형태에 따라 입법을 하거나, 이를

준용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도입시키는 것이다. 건축법이 어느 정도 일반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애초에 이행강제금의 일반

법으로 도입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언제까지나 건축법에 의존시킬 수

는 없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II.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의 방향’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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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의 방향

1. 기존 연구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존재한다.

크게 부과대상, 부과절차, 부과방식,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불복방법에 대

해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

법 제정 시에, ‘첫째 이행강제금이 대체적 작위의무, 비대체제적 작위의

무, 부작위의무 및 수인의무에 모두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부과대상의 문제), 둘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에 행정절차법의 규정

을 준수하도록 할 것(부과절차의 문제), 셋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금액

의 산정기준과 금액의 결정을 재량행위로 할 것, 넷째 권리구제수단으로

행정쟁송을 규정할 것’을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다.84)

부과 대상 의무는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이를 명문에 규율하자는 의도를 담

고 있다. 이에 관하여 한국의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대

집행을 대체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는 점, 따라서 논의의 방식은 예외적

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부과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 외의 것에도 부과될 수 있는지의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는 점을

전술하였다.

이행강제금은 다분히 침익적인 요소를 띠고 있고, 즉시강제에 이를 정

도로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적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도록 일

반법이 규율하여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나아가 이행강제금의 부과

여부와 그 금액의 산정기준 및 결정을 재량행위로 해야 한다는 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는 이행강제금의 도입 취지상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

84) 이동찬, “이행강제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69권, 2015, 83-86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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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행정 편의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해석 때문에 간과하기 십상인 부분

이다. 한국의 이행강제금의 독자성 즉 대집행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염

두에 둘 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금액의 산정기준 및 결정에서 더 나아가

부과여부에도 재량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권의 일탈과 남

용이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불복절차에 관한 절에서 설명하였듯이 권리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을

규율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미 적용되고 있

는 부분이다. 다만 농지법은 이로부터 이탈하여 여전히 행정쟁송의 절차

를 통해 불복할 수 없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입법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법의 제정을 통해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추가적인 개선 방향

(1)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병과 여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병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선택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두 강제집행 수

단은 병행하여 적용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병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도 규율해야 한

다.

새롭게 추상적인 요건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

지의 요건 중 제3항의 규정되어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와 같은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공공복리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지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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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만큼, 이와 같은 판례 법리를 통해 확립된 해석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병행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공공복리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식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형별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

이행강제금의 세부적인 유형별로 형태를 달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

다. 대물적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현재 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개별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주식

처분명령을 수반하는 이행강제금의 경우 의무불이행 1일당 일정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이행강제금이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일

반법이 제정된다면 각 개별법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일반법을 준용해야

하는 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법 자체에서 각 개별법의

유형을 구별하여 각각의 이행강제금 부과방식을 규율하고, 개별법에서는

유형에 맞는 조문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일반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IV. 소결론

건축법이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였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일반법

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다. 다만 다양한 종류의 이행강제

금에 대한 일반법으로 기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행강제금의

구조에서 벗어난 법률 규정에 대해서 그 위법함을 수정할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제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무가들에 의해서 이러한 한계가 극복되

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일반법의 제정을 통해 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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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의 이행강제금을 통일적으로 운용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일반법의 제정은 다른 한편 독일의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이해될 수 밖

에 없었던 한국의 이행강제금의 독자적인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

이며, 또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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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우리나라에서 이행강제금은 독특하게도 건축법이라는 개별법에서 도입

되었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서, 연역적으로 설명되는 다른 나라

의 이행강제금과 달리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납적인 연구가 불가피하다. 그 중심에 있는 건축법상 이행강

제금에 관한 연구는 수 십 여개의 법률에 퍼져있는 이행강제금을 이해하

는 출발점이다. 동시에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한

계는 오늘날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을 조명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한국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해는 그 독자성을 분석하는 것이 출

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이행강제금은 태초부터 법적 성격이 불

분명하였다. 건축법은 최초에 이를 과태료 형태로 도입하였다. 실질적 내

용의 변경 없이 이를 이행강제금으로 명목상 변경한 이후 오늘날 이행강

제금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독일이나 일본의 이행강제금과의 비교법적

연구는 한국의 이행강제금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대집행을 갈음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

다. 이것들은 시정명령과 위법상태의 제거 즉, 동일한 전제에서 시작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행강제금과 대집행

은 원칙적으로 병행할 수 없다. 어느 하나의 길을 선택했다면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만 이를 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시정명령이 없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이

행강제금과 대집행을 원칙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은 모

두 위헌적 입법의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 부분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이 제정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넷째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의 제정은 한국의 이행강제금의 독자적

인 법적 성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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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부과대상에 대

한 기존의 논의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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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nforcement Fine 
in the Korean Building Law

Jeong Dahan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introduction of the

enforcement fine. The enforcement fine was a mean to ensure fiscal

and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is now gaining popularity since

its first adoption. Government was eager to foster its administrative

efficiency that it was active in implementing the enforcement fine.

Now more than 40 laws adopt it. Increase in its number shows the

efficiency of enforcement fine.

Regarding the law, the efficiency and the properness of its usage

are totally different aspects of a problem. Generally, analysis on the

law starts from examination of a general law. However, the

enforcement fine was adopted individually by each special laws and

there is no general law about it. Hitherto rises the problem of

analysis of the enforcement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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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ilding law was the first to introduce the enforcement fine in

Korea. The law is now regarded as a quasi-general-law regarding

the measure for the absence of a general law. Most of the

enforcement fine was implemented to fit the Building law, but many

others don’t and violate the Constitution. It shows the Building law

has limits to guide the other special laws, as the Building law, itself,

is a special law.

The enforcement fine adopted in korean Building law is unique for

its “selective relation” with Substitutional Execution It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German “Zwangsgeld.” Based on this distinct

feature, this paper analyzes how some special laws implementing the

enforcement fine are unconstitutional, and raises how necessary it is

to establish a general law about the enforcement fine.

keywords : Enforcement fine, Builing law, Substitutional execution,
Selective relations, Establishing gene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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