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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위반행위의

私法的 效力

공직자는 국가로부터 일종의 대리권을 부여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

고 있으면서도 불가분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사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

다. 이러한 역할과 권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직자로서의 윤리성과 책

임성을 재고하여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요청에도 부합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의 경우 대리권 남용법리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구성 등 개별적인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사후적인 분쟁 해결 차

원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직

자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등과 관련하여 위반시 사법상 효력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2018년 1월 공포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를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공무원 이해충돌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비록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부 규율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이 공적 업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

한 중요한 행위기준이 된다. 더구나 위 규제에는 고위공무원, 업무 담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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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등이 소속 기관 등에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하거나 가족과 수의계약

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

원과의 금전차용,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등 공무원

이외의 제3자와의 사법적 영역의 법률행위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므

로, 그에 대한 효력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명시적으로 위반의 사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민

법상 어떻게 구성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사

회적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보았다. 기존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사법 이분론에 입각한 기존의 입장이나 사법상의 효력을 명시적으

로 부인하는 법규에 대해서도 단속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행정규제위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공직자 이해충돌로 인한 공무원의 직무의무 위반이 가져오는 부

패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의 제

정 및 시행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고, 실질

적으로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낳았다. 공직자 이해

충돌 위반의 문제는 더 이상 민법상 사회적 타당성의 문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주요어 : 이해충돌 , 공직자의 직무의무 , 공직부패 ,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공서양속), 강행규정, 행정규제

학 . 번 : 2004-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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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가. 사적자치의 확장․보충 또는 사적자치의 실천개념으로서 인정되

고 있는 대리제도에 의해 개인의 활동영역이 확장되어 있지만1), 행위자

와 본인, 서로 다른 주체 간의 또는 둘 이상의 임무 사이의 이익 또는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의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대리인에게 강한 의무를 부

과하거나(영미의 신인의무 또는 충실의무 등),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

거나 여러 명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본인을 대리하도록 하는 등 대리

권의 일탈․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규율을 하고 있다. 특히 대리인

과 본인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에는 대리 권한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도 있다.2)

1) 사적자치의 확장․보충으로 보는 견해 :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Ⅰ], 제8판
(전면개정), 박영사, 2012, 325-326면, 李銀榮, 民法總則 第5版, 博英社, 2009, 565-566면,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7판, 박영사, 2014, 213-214면, 김준호, 민법총칙(이론․사례․판
례), 제11판, 法文社, 2017, 286면, 金亨培, 金奎完, 金明淑 共著, 民法學講義 - 이론․판
례․사례 -, 제10판, 新潮社, 2011, 72, 159면
사적자치의 실천개념으로 보는 견해 : 李英俊, 民法總則 改訂增補版, 博英社, 2007, 499면

2) 「민법」제64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같은 법 제921조, 제949조의3: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 친권자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 또는 동
일한 후견인의 후견을 받는 여러 피후견인들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
에 그 자(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40조의6제3항: 후
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상법」 제398조: 이사 또는 이사의 배우자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
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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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해상반의 문제는 가정, 회사에서의 (법정)대리문제 등 전형적인

민․상사 법률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법관의 이익충돌, 법률가의 이해상

충,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 행정부에서의 이해충돌 등 전

문직업인의 의무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3)

다. 공직자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일종의 대리권을 부여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4) 불가분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사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적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 개인의 이해나 관심에 따라 직무수행에 영

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공직자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권한

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직자로서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3) 정영철, “이해상충, 공직자 그리고 법조”, NEWS INSIGHT, 2017년 7월, 박흥식, “공직
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법적․윤리적 시각을 중심
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2008 가을), 240면, 2016년 서울대학교 법학연
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에서는 공적 영역
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의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하여 입법․행정․사
법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였고, 이를 「저스티스」 통
권 제159호(2017. 4.)에 게재하였다(전종익,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 99-123
면; 박 준, “법관의 이익충돌”, 124-161면; 천경훈,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243-282면;
최계영, “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 283-318면)

4) 박 준(註 3), “법관의 이익충돌”에서 ‘정부 조직에서의 대리인 관계는 대리인 비용
(agency cost)이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라고 표현하며{박 준(註 3),
125-126면}, 윤태범, “공무원 윤리 확보를 위한 직무상 이해충돌 회피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에서는 공무원을 임명권자와의 대리 관계, 국
민과의 복대리 관계로 보고 있고{윤태범, “공무원 윤리 확보를 위한 직무상 이해충
돌 회피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
4권 제2호(2005), 115-117면}, 사회계약론에 기초하여 시민과 공직자 사이의 관계를 본
인 - 대리인 관계에 유사한 것으로 비유하는 견해{최계영(註 3), 284면}도 있으며, 공직
자를 전문직업인으로서 시민과의 신탁관계에 있는 자로 표현한 견해{박흥식(註 3),
239-240면}도 있고, 공무원이 행정기관 내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명의와 그
효과는 소속 행정기관에 귀속되고 이는 곧 국가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직자와 국가의 관계를 민법상 대리에 유사한 관계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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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5)

최순실 사태에서 보듯이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인 또

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입학, 평가, 채용 등의 업무 수행은 그

로인해 배제된 이들에게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가 되었다. 국가는 이러

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내부 구성

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

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재산상 이익 등의 추구가 주된 동기가 되는 부패행위 억제에 있어

서 형사법적 규제 이외에 경제적 이익의 박탈과 더불어 부패행위로 침

해된 당사자의 이해를 회복하는 수단, 사법적 제재수단에 대한 검토는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다.6)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헌법상 기본권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18년 1월 공포된 공무원 이해충돌 규제 내

용을 소개하고 더불어 당해 제도가 현실적인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그 위반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하도록 한다.

공익과 공직자 개인 지위에서의 사익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

에서 공직자가 공익에 대한 고려 없이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당해

행정작용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그러나

5) 윤태범(註 4), 118-122면
6) 정대익, “회사의 부패행위로 인한 민사법적 법률관계”, 상사판례연구, 제26편

제3권(2013.9.), 244-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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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지 또는 제한된

사적인 영역의 법률행위를 강행한 경우 그 행위의 재산법적 효과, 사법

적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논의한다.

즉 법률효과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충돌과 관련

된 법률행위가 사적자치의 범위 내에 있는지, 적법성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등 법률행위의 유효요건과

관련하여 법적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하여 주로 검토하겠다. 따라서 이 논

문에서는 그 효력을 무효로 볼 경우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 문제(즉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일반론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외에도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의 경우 대리권 남용법리나 공직

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구성 등 개별적인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공직

자의 위반행위에 가담하는 자는 부당한 이익을 함께 누리기 위해 공직

자의 지위 등 영향력에 편승하여 이를 이용하는 관계라는 특성상, 공직

자와 이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악의인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사

후의 책임 추궁이 개별적으로 가능할지,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마.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현 정권의 과제 이행을 위해 공직

자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제화 작업이 인사혁신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7)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대법
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5186 판결, 대
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534 판결(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이하 판례 출처 마찬가지임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30.do?q=2001%EB%8B%A41782&tabGbnCd=#15041
3089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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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다.8) 이해충돌 규제 위반시 그 효력에 대한 명

문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것인

지, 위반유형별로 그 효과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등을 검토함에 있어 현

행 규제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법제화 논의 중인 각 규제유형을 포함하

여 이해충돌 규정의 종류․성질 및 내용 등을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8) 현 정부 국정과제 '전략1(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중 과제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과 ‘전략3(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중 과제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
는 공직사회 구현’과 관련되어 있다(http://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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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해충돌의 정의, 규정의 종류․성질․입법목적

1. 공직자의 직무의무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으며, 제7

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지방공무원

법」 제5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1

조제1항,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

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

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

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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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

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

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재산상 이해와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

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

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

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제2조의2).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민원업무 이외에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

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

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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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장치들은 추상적인 의무 또는 노력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b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이해

충돌 상황에서 업무수행에 대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9)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8. 5. 국회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안'을 제출하였는데, 당해 법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

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

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 하에 (고위)공직자의 사

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안 제11조, 제12조),10) 공직자의 직무 관

련 외부활동 금지(안 제13조),11)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안 제14조

),12)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안 제15조)13),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6조),14) 부당이득의 환수 등(안 제26조제2항)15) 이해충돌방

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대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9) 최계영(註 3), 301-302면
10) 공직자의 경우 자신 또는 친족 등과 이해관계 있는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고위공

직자의 경우는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이해관계가 있었던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년간 해당 직무수행이 제한됨

11) 대가를 받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인 노무․자문을 제공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등을
대리하는 행위 금지

12) 공직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
자 등과 금전차용, 부동산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자에게 신고토록 함

13)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는 소속 공공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
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 금지

14)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는 자신, 그 가족 등과 소속 공공기
관 또는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체결하는 행위 금지

15) 이해충돌 규제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
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
하여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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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입법형식․적용범위 등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합의

에 이르지 못한 채 법제화 과정에서 제외되었다.16)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 사이에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헌법상 및 각

법령상의 공직자의 직무의무, 공직자로서의 지위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이해충돌의 정의

가. 입법례

1) OECD 가이드라인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관리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이해충

돌을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인 이해관계 사이의 충돌로서, 공직자가 자신

이 수행하는 직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자격으로서의 이

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7)

위 가이드라인은 현재 또는 과거부터 이해충돌이 존재하고 있는 상

황을 ‘실제적인 이해충돌’로, 공직자의 사익이 부당하게 업무에 영향을 미

1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D1U3Z0J8Q0N5U1K5T5M4T5R2K0E3U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7) OECD Guideline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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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외견상 이해충돌’로,

‘잠재적 이해충돌’을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

는 경우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충돌로 분류하고 있는데, 실제적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는 실정법으로 규정된 이해충돌 관련 규율 내용 및

위반시 조치 등을 수범자들에게 공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외견상의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는 규범으로서 정부의 신뢰와 공직자의 청렴성을 더

욱 강조하고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잠재적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

는 이해충돌 행위의 예방측면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윤리 교

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8)

위 가이드라인에서 사적 이해관계는 재정적 또는 금전적 이해관계

에 국한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볼 때 공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가

능성이 있다면, 개인적인 연고와 친분, 가족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19)

2) EU 모델 공직자 행동강령

EU 모델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공평

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사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정의하며, “공직자의

사익에는 공직자 자신, 가족, 직계 친족 및 공직자와 사업적․정치적 관계

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이 포함되며, 사익은 재정적 책임 또는 민

사적 책임과 그것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20)

18) OECD Guideline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2003), 박흥식
(註 3), 241면

19) OECD Guideline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2003), 최계영
(註 3),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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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캐나다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임무․기능을 자신․친척․친구의 사익을 증진시키거나 부적절하게

타인의 사익을 조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이해충돌에 빠지게 된

다”고 되어 있고,21) 연방법원은 이해충돌의 요건으로 ① 사익이 존재하며,

② 사익의 존재를 공무원이 알고 있고, ③ 공무 또는 공적 책임 수행에

사익이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연결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

였다.22)

위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일반적 신청 사항, 다수인 중의 한 사람

으로서 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공직자가 가지는 보수나 혜택에

관련되는 사항은 ‘사적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소극적으로 정의하고 있

다.23)

4) 프랑스

프랑스의 「공직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문에 따르

면, “이해충돌은 공익과 공익간, 혹은 공익과 사익간의 모든 간섭 현상을

20) Model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13
21) Conflict of Interest Act. S.C. 2006, c.9, s.2 Part 1. §4
22) Gregory J. Levine, The Law of Government Ethics : federal, Ontario and British

Columbia, library and Archives Canada Cataloguing in Publication, 2007, p.10(김현
희, “캐나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63면에
서 재인용)

23) Conflict of Interest Act. S.C. 2006, c.9, s.2 Interpretation 2.(1), 김현희(註 22),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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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이러한 간섭이 공직의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에 영

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될 때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24)

5) 대만

대만 「공직인원 이익충돌 회피법」에서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란 공직자가 공무 집행 중,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본인 또는 그의 관련자가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25) 이익에 대해서도 “동산 및 부동

산, 현금, 예금, 외환, 유가증권, 채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권리, 경제적 가

치를 지닌 기타 이익 또는 현금 교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기타 이익

등 재산상의 이익과 공직자 및 그의 관련자가 정부 기관, 공립학교 및 공

기업에서 받는 유리한 임용, 승진, 이동 및 기타 인사 조치 등의 비재산상

이익”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6)

6)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전직 장관의 로비행위가 공론화된 적이 있었

고27), 이후 제정된 「로비법」에서는 ‘로비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절

차(예를 들어, 입법, 집행, 사경제관리, 진흥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

24)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25)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第5條
26)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第4條
27) 전직 내무부 장관이었던 Ernst Strasser가 투자회사들을 대리하여 유럽연합 은행 법률

의 개정안 제출에 관여한 사건[Lobbying: An Austrian Solution, THE VIENNA
REVIEW by Hannah Stadlober on March 16, 2012,
(http://www.viennareview.net/news/austria/lobbing-an-austrian-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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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직무담당자와의 모든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접촉으로, ‘로비스트’를

기관, 직원, 로비기업의 대리인으로 로비행위를 하는 자로 각각 정의하면

서, 공무원, 계약공무원, 지역자치단체의 집행 또는 사경제관리의 기타 기

관 등 역할 담당자는 그의 직무담당 기간 동안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다.28)

7) 미국

미국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는 뉴욕 공직자에게 뉴욕시 헌장

제68장을 포함한 이해충돌 규제 관련 교육 및 집행을 위하여 설립되어 있

고, 뉴욕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이

용하거나 외견상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금지한다.29) 뉴욕시 헌장

제68장 제2601조에서는 ‘사적 이익’을 기업에서의 소유 지분 또는 지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30)

8) 우리나라

(가)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8월 국회 제출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2조(정의)제2호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28) Lobbing-und Interessenvertretungs-Transparenz-Gesetz-LobbyG(2013) §1①, §4 1, 3``
(http://www.parlament.gv.at/PAKT/VHG/XXIV/I/I...?index.shtml), 장원규, “오스트
리아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53면

29) Conflict of Interest Board of The City of New York
(http://www1.nyc.gov/site/coib/the-law/the-law.page)

30) NEW YORK CITY CHARTER CHAPTER 68
(http://www1.nyc.gov/site/coib/the-law/chapter-68-of-the-new-york-city-charter.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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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하

여31)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7호로 공포된 공무원 행동강

령 개정안에는 이해충돌에 대한 정의개념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

다.32)

(나)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서는 공직자의 ‘재산상 이

해’와 관련되는 직무 수행의 경우로 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나. 소결

공직자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사인의 지위를 겸하

고 있다. 이러한 지위는 때로는 상충되기도 하는데 이를 엄격히 분리하

기는 어려우므로 대신 이러한 상충하는 지위에서 비롯되는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로 공적인 영역에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연에 방지하지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해충돌 규제

3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D1U3Z0J8Q0N5U1K5T5M4T5R2K0E3U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3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 법제처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lawmaking.go.kr) -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은 40일의
입법예고, 10일 이상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각종영향평가(부패영향, 성별영향, 통계기
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제처의 심의를 받은 후 차관회
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재가를 받아 공포된다. 대통령령은 행정입법으로
서 그 입법절차에서 국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면 곧바로 공포하게 되며, 법률과 같이 국회제출, 국회에서의 심의, 정부이송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다(법제처, 2017년 법제업무편람,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2016. 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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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후적인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사적 이해관

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사전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이

해충돌 상황은 최대한 넓게 보아야 한다. 즉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직

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는 모든 상황으

로 정의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사적 이해관계는 재산상 이익에 한정하

여 볼 수는 없고, 합리적으로 볼 때 공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가

능성이 있다면 무형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으며, 본인의 것에 국한되지

도 아니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여러 국가에서 이해충돌시의 이해

관계를 유형적인 것이나 본인의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이를 관리하

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및 규제를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현재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예방적 관

리 수단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3. 규제 목적

가. 이해충돌 방지 필요성

후술하지만 공직자의 직무의무 위반으로서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

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부패라고 하는데33), 부패가 실제로 발생

33) 김주영,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검토 - 체계성 및 이해
가능성 심사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178-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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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았지만,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며, 정부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부패를 예

방하기 위해서, 의도하지 않게 놓여진 이해충돌이라는 객관적 상황 자

체를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34)

나. 부패의 개념

공직부패를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는 견해(최협의의 개념), 공직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불법․부

당행위로서 비윤리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견해(광의의 개념), 광의의 공

직부패 개념 가운데 공직자의 직무의무 위반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협의의 개념) 등 위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

여 부패 개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35) 최협의의 개념을 취하게 되면

형법적인 범죄에 대한 사후조치만을 대책으로 고려하게 되고, 반대로 광

의의 개념에 의하게 될 때에는 일반인의 법감정에 의해 지나치게 개념

을 확장하여 결과적으로 부패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공직자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와의

구별이 곤란해져 적절하지 아니하므로,36) 직무의무 위반으로 한계를 지

우려는 협의의 개념에 따라 부패(corruption)를 정의한다.

34) 최계영(註 3), 286-288면, OECD Guideline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2003), 윤태범(註 4), 118-122면, 김주영(註 33), 179-180, 182-183면, 박흥
식(註 3), 243면, 郭亨碩, “이익충돌 시나리오상황에서 공무원의 비윤리적 행동 가능성
에 관한 연구 - 계획적 행동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
원, 2012, 11-12면

35) 이들 논의 소개: 김주영(註 33), 178-179면, 박재윤,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법 제도의
쟁점”, 행정법연구 제46호(2016. 8), 248면

36) 박재윤(註 35), 248면, 김주영(註 33), 178-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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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의 남용이라 보고

있으며,37)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부패행위’란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

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

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

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형벌법규 위반행위뿐만 아니

라 행정법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징계가 가능한 모

든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점39)에서 협의의 부패 개념에 따른 정의로 보

인다.

다. 부패의 영향

부패는 예산의 낭비 및 국가 수입의 감소, 정부 및 공직자에 대한

37) The World Bank, helping countries combat corruption: The role of the World
Bank, 1997, (http://www1.worldbank.org/publicsector/anticorrupt/corruptn/corrptn.pdf)

38) https://www.transparency.org/what-is-corruption/#define, 국제투명성기구의 정의는
세계은행의 정의에 비해 조금 부족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위임된 권한'은 공
공기관 등에서의 권한의 남용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부패는 사적 문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권한의 행사
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권한의 행사도 포함하기 때
문이라고 한다(조재현,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
국법제연구원, 2015, 28-29면)

39) 김주영(註 33),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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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을 초래하며, 국가 정책 및 집행 등에 대한 불공정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 생산성 저하, 빈부간의 갈등, 사회 구성원간의

불평등․불공정의 심화로 귀결된다.40)

4. 규제 방법

가. 규제수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의무에 반하는 결정을 막기 위

한 사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크게 의사결정권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를 막는 예방적 수단(preventive laws)41)이나 감독기관이

나 일반 공중이 ‘이해충돌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하여 이를 감시하도록 하는 정보제공적 수단(disclosure laws) 등이 논의

되고 있지만,42) 이하에서는 사적인 법률행위를 관리하는 부분을 중심으

로 현행 법 안에서 정해진 규제수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나. 입법례

40) 김주영(註 33), 175-176면
41) 최계영(註 3), 289면에 따르면, 예방적 수단으로서 방지에 의한 규제를 제거(removal)

와 약화(neutralization)로 나눈다. 제거는 공적 지위와 사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
는 방식으로 겸직금지, 주식․재산의 처분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약화는 이해충돌 상
황에 있는 공직자가 해당 결정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해충돌 상황 자체는
용인하되 그로 인해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42) 최계영(註 3), 288-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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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가이드라인

OECD 가이드라인은 민주정부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하여 이

해충돌을 적절히 관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43)

공직자는 정책결정을 훼손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처분하거나

운용을 제한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연고로 인

하여 훼손받을 수 있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하야 하고, 자신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및 연고를 적절한 방법

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 임용시와 인사이동시 공무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만

들 것을 권고하였다.44) 또한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

는데,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기관과 계약, 규제, 후원 등의 관계를 맺고 있

는 지역공동체, 비정부단체, 전문단체 또는 정치단체, 다른 공공기관 등에

임명되어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으

며, 공직자의 가족 및 공동체 등이 공직자에게 거는 기대 등으로 인해 공

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서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영역을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한하고, 공공기관과 관련된

계약의 준비, 협상, 관리, 집행과정이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

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45) 또한 공직자는 공무수행 중

얻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이익을 발생시키는 개인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46)

43) Conflict of Interest Act. S.C. 2006, c.9, s.2 Part 1. 4.
44) OECD Guideline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1.2.
45) OECD Guideline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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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모델 공직자 행동강령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속하게 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공직자는 자신

이 이해충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요구되는 때마다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47) 또한 공직자의 개인적 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의 직

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직위에 있는 공직자는 임용시, 임

용 이후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해관계의 성격과 범위를

신고하여야 한다.48)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공무수행을 저해하는 활동 또는 거래에 참여

하거나 직위․직능을 획득하는 것이 금지(유급․무급 불문)되어 있고, 공

직자가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사전에 신고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는 자신의 지위 또는 공직자로서의 올바

른 공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단체․협회에 가입한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도록 하는 등49) 감시통제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3) 캐나다

모든 공직자는 이해충돌에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 사적 업무를 정리

하여야 한다.50) 공직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해충돌에 빠질 것이

46) OECD Guideline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2.2.3.
47) Model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13
48) Model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14
49) Model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15
50) Conflict of Interest Act. S.C. 2006, c.9, s.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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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자신의 권한․임무․기능

의 행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51) 공직자는 이해충돌

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토의, 결정, 토론 또는 투표로부터 스스로를 제척

하여야 하고,52) 공직자는 공직자로 임명된 후 60일 이내에 임명 전 2년간

참여한 활동내역 및 자선 또는 비상업활동에 참여한 내역을 신고해야 하

며,53)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제척한 경우, 제척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회피한 이해충돌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제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54)

정무직 공직자 또는 업무 처리 권한을 가진 공직자는 소속기관 및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실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관계를 맺는 것,55) 공직자가 전문직업에 종사,

사업체를 관리․운영, 사업 또는 상행위를 관리․운영하는 행위, 법인 등

의 이사․간부로 취임 또는 계속 근무하는 행위, 조합 또는 전문협회 등

에서 직위를 가지는 행위, 유급 고문이 되는 행위, 합명회사의 업무담당

사원이 되는 행위 등의 외부활동56)이 금지되어 있다.

4) 미국

미국에서는 공직자․가족․외부채용 제안과 관련된 기업 등과 재정

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특정사안을 기피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금지

51) Conflict of Interest Act. S.C. 2006, c.9, s.2 §6
52) Conflict of Interest Act. S.C. 2006, c.9, s.2 §21
53) Conflict of Interest Act. S.C. 2006, c.9, s.2 §22
54) Conflict of Interest Act. S.C. 2006, c.9, s.2 §25
55) Conflict of Interest Act. S.C. 2006, c.9, s.2 §14
56) Conflict of Interest Act. S.C. 2006, c.9, s.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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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57)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의 사용자 또는 고객과 직접적․실질

적으로 관련된 특정 업무를 공직 임용 후 2년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58)

또한 미연방으로부터 보수․기부금․보수의 보충을 받는 공직자가

외부활동을 하는 것,59) 공직자 임용, 외부채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것,60) 금융회사 조사관 등이 조사대상 은행

등으로부터 대부금이나 사례금 등을 받는 것61), 공직임용과 관련된 권한

을 가진 공직자가 자신의 친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는 것, 친족 채용 규

정을 위반하고 채용된 공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62), 미의회 의원이

미연방이나 미연방의 기관을 대리한 자와 계약 체결하는 것63), 미연방 공

직자가 미연방이나 미연방의 기관을 대리하여 미의회 의원과 계약체결하

는 것,64) 미국 공직자는 「외국대리인등록법」과 「로비활동공개법」에

규정된 외국 기관을 대리하는 것65)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뉴욕시 공직자는 뉴욕시가 당사자인 소송 등에서 뉴욕시의 이익에

반하는 변호사 또는 법률고문으로서 활동하는 것 등이 금지되어 있고, 뉴

57) 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18 U.S. Code 208
58) 「Executive Order 13490 -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09. 1.)
59) 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18 U.S. Code 209,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5 App. U.S.C. §501, §502
60) 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18 U.S. Code 210, 211, 227
61) 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18 U.S. Code 213
62) Employment of relatives 5 U.S.C. 31 §3110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직계비속 및 그의 배우자를 백악관 고문으로 채용했고, 위 규
정에 따라 이방카와 큐슈너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Ivanka Trump is making her White House job official

- http://edition.cnn.com/2017/03/29/politics/ivanka-trump-white-house-job/index.html).
63) Contracts Act, 18 U.S. Code 431
64) Contracts Act, 18 U.S. Code 432
65) 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18 U.S. Code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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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시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행위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분 또는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66)

5) 영국

장관은 공무와 사적인 이해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고 충돌

로 인식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되며,67) 장관으로 취임한 후, 이해충돌

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배우자, 직계가족, 파트너 등 포함)를

서면으로 사무차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8)

장관으로 임명된 후, 보유하고 있던 다른 공적인 외부 직위에서 사

임해야 하고, 정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비정부기구와 교류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69) 또한 퇴임하는 장

관들은 퇴임 후 2년 동안 정부 대상 로비활동을 할 수 없다.70)

6) 대만

공직자는 공무 집행 중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하는 즉시 스스로

회피 및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하며,71) 국회의원의 경우 위와 같은 회피의

무가 있는 경우 의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외 공직자는 직

66) New York City Charter Chapter 68, Conflict of Interest §7, §8
67) Ministerial Code §7.1, §7.2
68) Ministerial Code §7.3
69) Ministerial Code §7.11, §7.12
70) Ministerial Code §7.25
71)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第6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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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수행이 중지되며 직무 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회피 필요

성이 없을 때에만 직무 계속 수행이 가능하다.72)

공직자 및 그의 관련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과

매매, 임대차, 및 위탁 용역 등의 거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된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73)

7) 우리나라

가) 공무원 행동강령

(1) 법적 지위

공무원 행동강령 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부과된 청렴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근거하여 2003. 2. 18.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2003. 5.

19. 시행되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 적용 범위 및 성격

72)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第10條
73)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第9條, 第1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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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

원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

준을 규정하고 있다(「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 제3조).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

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

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즉 공무

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역할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시함으로

써 무엇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74) 따라서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에게 기대되는 바람

직한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규

범성을 지향한다. 또한 행동강령은 외부의 타율적 강제에 의하여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령의 적용을 받는 해당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

인 수용과 자율적 실천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개

개인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으로 단일의 기준으로

강령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정은

그 자체로서 제정이 어렵다. 외부통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동강령

의 운영을 통하여 직무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자율적 통제가 효율적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패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

방이 강조되는 것인데, 공무원 행동강령은 사전적인 예방적 기능을 주

된 목적으로 한다.75)

74) 2017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 2016년 12월, 3면
75) 2017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註 74),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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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

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

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은 전체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제2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공정 지시에 대한 처리(제4

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

리(제8조) 등 직무수행 중 당면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행위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특혜의 배제(제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

고 있다. 또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위하여 이권 개입 등 금지(제

10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0조의2),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

조),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거래 제한(제12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제16조), 경조사 통지 제한(제17조)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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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 및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

수 제한(제15조)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와 규율 내용을 맞추기 위하여 2016. 9. 27. 개정된바 있

다.

나) 개정안

입법예고(2017. 9. 29. - 2017. 11. 8.), 관계기관 의견조회(개정

안 : 2017. 9. 29. - 2017. 10. 19, 법제심사안 : 2017. 12. 13. - 2017. 12.

29.), 부패영향평가(2017. 10. 23.), 성별영향분석평가(2017. 11. 1.) 및 규

제심사(2017. 11. 15.)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심사를 거쳐 차

관회의(2018. 1. 4.) 및 국무회의(2018. 1. 9.)에 상정․의결되어 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7호로 공포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은 아

래와 같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민간 분야에 대한 청탁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76)

부패의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은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

76) 법제처의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lawmaking.go.kr)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 법제처의 정부입법지원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main). 2018. 1. 16. 공포된 위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 4. 17.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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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으로 보고 있으므로(제2조제4호가목),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

하기 위하여 사익 추구를 근절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이해충돌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1)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배제 등의 조치(안 제5조)

공무원 자신, 4촌 이내 친족,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

직하였던 법인․단체,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

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

련자77)인 경우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

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

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무원

은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직무 재배정

77)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서는 ‘직무관련자’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바, “법정, 질의 및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
는 단체,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
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
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
한 개인 또는 단체,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
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
감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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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공무원 자신은 직무관련자와 그 밖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직

무 배제 조치를 할 수 있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가 지극

히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계속

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

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위와 같은 신고, 신청, 소속 기관의

장의 조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등에 관한 현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의2)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되거

나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활동 내역에는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대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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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고객명, 주요 내용, 일자,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이 이

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안 제5조의3)

(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

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무인 경우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78) 등이 금지된

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소속 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공무원의 행위가 중앙행

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

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

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78)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하면서 금품등을 수수하였던 사례로, 국토부 소속 국
장, 과장, 센터장 등이 하천협회 부회장, 이사 등으로 임명되고 연찬회 과정에서
해당 협회로부터 부적절한 접대와 향응을 수수(11. 6.,
http://www.fnnews.com/news/201106191714454595?t=y),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소속 직원이 업무 유관 기업의 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수
를 받아 감사원에 적발(11. 2.,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107193968i?nv=o)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f
_:
M
S
_0
00
1M
S
_0
00
1

- 31 -

(나) 본 규정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

직 금지)와의 규율 범위가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영리행위

와 겸직금지의 범위를 확대한 측면이 있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행동강령상 기준을 엄격화한 것으로, 양자의 내용상이나 법체계상 모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가족 채용 제한(안 제5조의4)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79)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

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

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5조의5)

79) 가족 채용 제한 관련 사례로,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지
난 5년간 전 사무총장, 감사실장 등 간부의 자녀, 조카 등 친․인척 50명이
채용 또는 정규직 전환된 사실이 지적(17. 5,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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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

며,80)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

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81)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

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6)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안 제5조의6)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

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82)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

8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례로, 한국기계연구원 센터장 책임연구원이 부품납품
업체 3곳을 설립한 뒤 소속 연구소에 기계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5억여
원 수수(12. 1, www.asiea.co.kr/news/view.htm?idxno=2012013107150958329)

81) 특수관계사업자의 수의계약 체결 위반 사례로, 영양군수 권영택은 자신이 최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27건, 30억원)하여 지방
계약법 제33조를 위반(10. 4,
http://news.naver.com/main/read_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54177).

82)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관련 사례로, 대법원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의 경찰 조사를 전직 경찰청장인 최기문이 남대문 서장 장희곤
과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강대원에게 전화하여 사건 처리 무마를 시도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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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다.83)

(7)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안 제11조 제3항)

공무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

하여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

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아래와 같은 유형의 알선·청탁 등을 하지 못하도

록 금지하였다.84)

금지되는 알선․청탁의 유형은 출연․기부․후원․협찬 등

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채용․승진 등 인사

사실을 유죄로 인정 (10. 1,
http://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1055).

83)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가 퇴직자가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
로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84)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대통령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케이티에 최서원과 관계있는 인물의 채용과
보직 변경을 요구하였고, 고위공직자인 안종범, 김종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
하여 기업에 스포츠팀 창단 및 더블루케이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안
종범은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고 피청구인이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을 면담하
는 기회에 함께 온 부회장에게 피청구인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거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거래
업체 선정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
의 계약으로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맺었다. 피청구인은 대기업 회장들과의 개
별 면담을 마친 뒤 안종범에게 재단법인 설립을 지시하였고, 안종범은 전경
련 부회장에게 전경련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걷어 재단 설립을 추진하도
록 요청하여 미르를 설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최순실 사태
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민간 청탁의 각 유형에 해당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수행의 의무 및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은 업무 권한을 최
순실 또는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해충돌의 대표
적인 사례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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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입

찰․연구개발․시험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

도록 하는 행위,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수익․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

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각종 수상, 포상,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

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감사․조사 대상에

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의 결

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8)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안 제13조의2)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

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

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85) 다

만 다른 법령86)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85) 사적 노무 요구 관련 사례로, 광주시 교육청 산하 기관장이 전원주택 가꾸기
에 장학사와 직원을 동원(11.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79773),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이 고향집 조경작업에 구청 직원을 동원(11.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
001&aid=0005071913)

86) 여기서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근거 규정은 사적 노무 수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 규정(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
120호 - 2014. 8. 11. 개정된 것) 제51조(공관 근무병 운영)와 같이 업무 범위
를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의미한다(공관 근무병 임무를 공관시설
관리, 지휘통제실과 연락 유지, 식사 준비, 그 밖의 공식적인 지시임무로 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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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다.

(9)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안 제16조)

공무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금전 차용,

유가증권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

래를 하는 행위 등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87)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위와 같은 거래도 마찬가지이다. 다

만,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

련공무원이었던 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되며, 사

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를 마친 날부터 또는 거래사실을 안 날

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배제 조치나 직무계속 수행 및 행동강령책임

관의 직무수행 확인․점검 조치를 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은 기관별로 업무가 다르고, 같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에 따라
담당업무가 정하여져 있어 ‘사적 노무 수수’의 개념 정의나 유형화가 어렵다
고 보았다.

87)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관련 사례로, 백상승 경주시장은 부동산 개발업자로
부터 차용형식으로 14억원을 받은 후 6억원을 갚지 않아 뇌물수수로 입건되
었으나, 검찰은 차용금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10. 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28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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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는 내용의

규제를 정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 그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사법적

효력까지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얼마나 될까? 이해충돌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그 효력까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미국, 오스트리아에서 부분적으로만 명문으로 그 사법상 효력

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입법례

가. OECD 가이드라인

이해충돌방지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적이고 보완적 형태의 시정조치

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정책결정과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고 장래 절차에서 자격 박탈 등

적극적인 관리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88)는 내용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

다.

나. 미국

(1) 「이해충돌방지법」89) 제218조에 따르면, “계약․대부․장려․보

조․면허․소유권․허가․특허․사용권․인가․특혜․특전․인증․판결․

88) OECD Guideline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2.3.1. b)
89) 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18 U.S. Code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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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평가, 지급․수여․지불․제공․공표된 세금․사용요금 요율표, 업

무수행, 물건의 이전․전달을 수행한 미연방의 기관, 공무원, 종사자 등이

위 법상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난 경우, 대

통령․관련부처 장관․기관장은 그 업무처리를 무효화하고 철회하도록 선

언할 수 있으며, 미연방은 법률․계약에 규정된 처벌에 추가하여 지출된

금액이나 이전․전달된 물건 또는 그것의 합리적인 가치를 회복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90) 제431조에 따르면, “미의회의

의원․대의원․상주대표인 자는 미연방이나 미연방의 기관을 대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체결되는 모든 계약은 무효

화된다”고 되어 있다.

뉴욕시 헌장 제68장 제2606조(a)에서는 공직자가 도급공사, 업무,

판매 또는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지된 이해관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위원회는 업무처리를 몰수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

다고 되어 있다.91)

(2) 미의회의 의원․대의원․상주대표인 자가 미연방 및 그 기관을

대리하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뉴욕시 헌장 제68장에서는 ‘업무처리’를 무효

화하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업무

이외의 사적인 계약의 효력까지 무효화할 수 있겠는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90) Contracts Act, 18 U.S. Code 431
91) New York City Charter Chapter 68, Conflict of Interest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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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스트리아

로비스트는 로비 및 이익대변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

은 로비스트와의 계약은 민사상 무효인데,92) 이는 강행요건으로 보인다.93)

라. 대만

입법원 의원을 제외한 공직자가 스스로 회피하기 전 수행했던 관련

사무에 대한 동의, 부정, 결정, 건의, 제안, 및 조사 등의 행위는 무효가

되며 해당 모든 선행 행위는 반드시 그의 대리인에 의해 새롭게 수행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94) 이해충돌시 직무를 회피하지 않고 계속하여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와 그 선행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 이외에 사법

적 거래, 수의계약 등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규정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마. 그리스

그리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제한 규정

(제36조)이 있는데, “공무원은 공무원 자신이나 그 배우자 또는 3촌까지의

친인척, 혹은 그 공무원이 친밀한 관계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가 어떤

사례의 결과에 명백한 이해가 있을 경우 단독으로 또는 집단으로 당해 사

안의 해결에 개입하거나 법령의 공표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위

92) Lobbing-und Interessenvertretungs-Transparenz-Gesetz-LobbyG(2013) §5, §15①
93) 장원규(註 28), 53면
94)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第11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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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해당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다.95)

바. 우리나라

2018. 1. 16. 공포된 이해충돌 규제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 내지 업무

처리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신고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이다. 그 금지 및 의무규정에 위반하여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제재의 방법 및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위의 형사 제재, 징계처분 이외에

그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와 같이 하여

위반자가 의도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그러한 위반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96) 그러나 아직 사법상 효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사법상 효력 여부에 대하여 법적 효과 발생을 위한 요건, 즉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관점에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단속규정과의 구별, 사회적 타당성의 의미 등에 대

한 논의를 하도록 한다.

95) 국가청렴위원회(행동강령운영과), 외국공무원행동강령, 2005, 10면
96) 양창수, 민법입문 제6판, 박영사, 2017, 192-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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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

가.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

1)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위하여 인정되는 법률상의 수단이므로,

법률행위는 그것이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또한 그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만, 법률상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97) 따라서 행위

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인 ‘법률행위의 목

적(내용)’도 법에 의하여 승인되고 보호되는 것이어야만 하므로, 법률행위

의 목적은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목적이 오늘날의

법률사상에 비추어 판단할 때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98)

2)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이해충돌 상황시의 금지의무나 신고․보고의

무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 충돌되는 사적인 영역의 계약이나 거래가 진

행된 경우 행위자의 의사대로의 법률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특히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등이 문

제된다.

나. 관련 규정

97) 곽윤직․김재형(註 1), 263면, 金龍潭/池元林, 注釋民法[總則(2)], 第4版, 韓國司法行政
學會, 2010, 332-333면

98) 곽윤직․김재형(註 1), 262-263면, 池元林, 民法講義 第8版, 弘文社, 2010, 346-347,
358-359면, 李銀榮, 民法學講義, 博英社, 1994, 34면, 송덕수(註 1), 131면, 김상용․박
수곤 공저, 민법개론, 화산미디어, 2015, 163, 169면, 김준호(註 1), 206, 222면, 高翔龍,
民法總則 제3판, 法文社, 2003, 317면, 金亨培, 金奎完, 金明淑 共著(註 1), 72, 159면,
명순구, 민법학원론, 박영사, 2015, 31면, 김상용, 민법총칙 [제3판], 화산미디어, 2014,
3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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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05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에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

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본조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하여 사적자치를 정하

고 있다. 그러나 위와 “관계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되므로, 본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

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됨을 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99) 즉 법률행

위내용의 적법성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적법성이고, 여기서의 적법성

은 모든 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100) 강행규정에 위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임의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은 적법성을 가져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101)

그러므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적법한 것이어

야 하는데,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부적법․위법한 것으

로서 무효이다.102) 민법 제105조가 간접적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103)

99) 양창수․김재형 공저, 민법Ⅰ-계약법 제2판, 2016, 647면, 양창수(註 96), 193-194면, 송
덕수(註 1), 133면, 김준호(註 1), 226면, 金龍潭/白泰昇, 注釋民法[總則(2)], 第4版, 韓國
司法行政學會, 2010, 471-472면에서는 “제105조는 사적자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법률
행위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규정하여 사적자
치의 한계를 표명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후자의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한다.

100) 李英俊(註 1), 207면
101) 姜台星, 民法總則 제4판, 대명출판사, 2011, 498, 492-495면
102) 곽윤직․김재형(註 1), 266면, 金龍潭/白泰昇(註 99), 471면, 池元林(註 98), 196면, 김

상용(註 98), 391면
103) 곽윤직․김재형(註 1), 266면,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 제10판, 2013, 박영사, 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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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법 연원, 참고 입법례

우리 민법 제105조는 민법초안 제100조가 원안인데 이는 일본

민법 제91조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민법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합의, 통과되었다.104)

일본 민법 제91조(任意規定と異なる意思表示)는 ‘법률행위의 당

사자가 법령 중의 공공질서와 관련 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

는 그 의사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프랑스 민법 제6조105)를

모범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민법 제6조는 공서양속에 관한 것으

로 강행규정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프랑스에서 강행규정에 위반한 계약

은 개정 전 민법 제1133조의 공서에 반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다루어졌

다.106)

104) 金龍潭/白泰昇(註 99), 473면, 金龍潭/尹眞秀․李東珍, 注釋民法[總則(2)], 第4版, 韓國
司法行政學會, 2010, 405면, 梁彰洙, 法典編纂委員總會 議事錄(抄), 民法硏究 제1권,
1991, 70-71면 참조

105) Code Civil Français Article 6 누구도 개별약정에 의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관한 법률을 배제할 수 없다.
(http://www.cjoint.com/doc/17_01/GAgisq6VBVM_codecivil2017.pdf)

106) 金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398, 405면, 2016. 2. 10. 개정되기 전의 프랑스 민법
제1133조는 ‘원인(cause)은 그것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불법적인 것으로 된다’(명순구 역,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516-517면)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합의(conventions)의 일반효력발생요건으
로서의 ‘cause’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현재 제1162조[계약은 그 내용과 (양당사자가
그 목적을 알았던 몰랐던) 목적이 공공질서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가 도입되어 있
다. 2016. 2. 11. 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공식견해는 “당해 개정으로 계약
의 공공질서에의 부합은 더 강조되고, 과거 목적의 적법성의 관점이나 주관적인 원
인의 적법성 관점에서 이해되었던 공공질서 위반이 금지된다는 것은 이제 그 규정
자체의 적용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일방 당사자가 불법목적을 추구한 경
우 반대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을 몰랐다하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보는 판례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http://www.cjoint.com/doc/17_01/GAgisq6VBVM_codecivil2017.pdf, RÉFRME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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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 제134조(Gesetzliches Verbot)107)는 ‘금지규정에 위반

하는 법률행위는 그 법률로부터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과 금지규정을 구분하는 것으로, 사적자

치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과는 달리, 금지

규정은 일정한 행위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금지규정은 통상 법률행

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금지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독일 민법 제13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108)

그러나 개별금지법규의 위반행위가 무효가 되는가는 결국 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위 규정은 실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109)

나) 취지 및 기능

(1) 제105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 형식, 효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원칙의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선량한 풍속 기타 관계있

는 규정에 반하여는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그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110)

DROIT DES OBLIGATIONS(UN SUPPLÉMENT AU CODE CIVIL 2016), À jour
de l'ordonnance n° 2016-131 du 10 février 2016, DALLOZ, 13-14, 65면].

107) https://dejure.org/gesetze/BGB/134.html - 참고로 독일 민법 제138조제1항
(Sittenwidriges Rechtsgeschäft)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https://dejure.org/gesetze/BGB/138.html)

108) 金載亨, “法律에 違反한 法律行爲- 이른바 强行法規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人權
과 正義 제327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 9-10면

109) 金龍潭/白泰昇(註 99), 473면
110) 金龍潭/白泰昇(註 99), 471-4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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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해석과 관련하여, 민법 제105조를 반대해석한다면 특

별한 의사의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가 불완전․불명료한 경우에

는 임의규정을 적용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임의규정이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111) 그러나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

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법률행위의 어느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바

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석의 표준으로 보는 것은 불필요한 설명이다.112)

2)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되

어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 판단의 기준으로 ‘善良한 風俗’과 ‘社會秩序’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113) 또한 어떤 행위를 금지시키는 강행규정이 존재

하지 않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114)는 것을 의미한다.

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미 및 연원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 그리고 사회질서는 사

회의 공공적 질서 또는 일반적 이익인데, 문언상 선량한 풍속이 사회질서

111) 곽윤직․김재형(註 1), 294면
112) 金龍潭/白泰昇(註 99), 475-476면, 송덕수(註 1), 104-105면
113) 金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397면
114) 양창수(註 96), 200면, 李銀榮(註 98), 35면, 송덕수(註 1), 140면, 池元林(註 98), 201면,

박수곤, “계약의 하자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동향 -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21권제1호(통권 제64호), 2014,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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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종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회질서가 상위개념 또는 중심개념이 된다는

견해,115) 선량한 풍속은 윤리개념인 데 대하여 사회질서는 공익개념으로

서 양자는 병존개념 또는 대비개념으로 양자가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견

해,116)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개념은 그 한계가 애매하고 반드시 별

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법의 근본이념을 표현하는 형식

인 양자의 개념을 합쳐 사회질서로, 제103조를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을 의미하는 추상적인 일반조항으로 각각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는 견

해117) 등으로 나뉜다.

일본 민법 제90조(公序良俗)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민법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118)

원래 “善良한 風俗”은 로마법상의 ‘boni mores’에서 유래한 것

으로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을 의미하는 반면, “社會秩序”는 개정 전 프랑

스 민법 제1133조가 급부의 원인이 善良한 風俗 또는 “公共秩序(l'ordre

public)”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법원인으로 무효라고 한 데서 비롯한 것으

115) 곽윤직․김재형(註 1), 274면, 양창수․김재형 공저(註 99), 660면, 송덕수(註 1), 140
면, 김준호(註 1), 232면, 金龍潭/白泰昇(註 99), 492면, 權五乘, 反社會秩序의 法律行
爲, 月刊考試, 217(92. 2.), 62면, 서광민․박주영, 민법총칙 제2판, 新論社, 2014, 355면

116) 李英俊(註 1), 231-232면 - 이 견해는 타 견해들에 대하여 “연혁을 고려하거나 민법
제103조 운영에 있어서 행위 태양 구체화·유형화하는 경향 등을 고려하더라도 선량
한 풍속을 사회질서에 흡수하여 단일화·추상화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였
다, 김상용(註 98), 404면에서도 이 견해를 따르되, 다만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동
일하다고 보고 있다.

117) 金亨培, 金奎完, 金明淑 共著(註 1), 169면, 김주수·김상용, 민법총칙, 제7판, 三英社,
2013, 321면, 김증한․김학동(註 103), 370면

118) 송덕수(註 1), 140면, 李東珍, “公序良俗과 契約 當事者 保護”,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
士學位論文, 2011, 204-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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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가의 법질서를 뜻하므로, 양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회질서위반은 동시에 선량한 풍속위반이기도 할 뿐 아

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법이 인간의 거의 전 사회활동을 규율하고 있

으므로 순수하게 도덕규범에만 근거한 선량한 풍속의 판단도 드물다. 오

히려 法外的 價値秩序와 法에 內在하는 根本原則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즉 도덕규범이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있고 나아가 강제력을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公序良俗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양자를 통틀어 公序良俗 또는 社會的 相當性이라고 해도

무방하다.119)

즉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는 불확정개념이고,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는 것

은 불가능하고, 민법 제103조가 말하는 선량한 풍속은 단순히 개인의 도

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하는 것

으로 사회성을 띤 것으로 사회질서와 크게 다름이 없다.120)

나) 취지 및 기능

(1)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강행규정이 없

더라도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면 허용되

지 않음을 정하고 있다.121)

119) 金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398-399면
120) 李銀榮(註 1), 365-368면
121) 양창수(註 96), 200면, 김상용(註 98), 4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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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은 도덕규범을 법규범화

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헌법상의 근본적인 가치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私法에서 저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민법 제103조를 통하여 헌법상의

근본적인 가치판단을 사법에서 실현할 수 있다.122)

(2) 본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법이 사회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내용

의 법률행위를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排除的 機能). 또한 공

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함으로써, 그러한 법률행위를 통해

공서양속에 반하는 목적 내지 결과를 추구하는 것을 抑制하는 機能도 수

행한다.123)

(3)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

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

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

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가 어떠한 취지에

서 나온 것인지, 이들 두 법률행위가 일정한 구체적 생활관계의 맥락에서

일정한 내용으로 사회적․경제적인 연관을 가져서 강행법규에 의한 금지

의 취지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법구성을 통하여 다른 법률행위에

122) 김상용(註 98), 404면
123) 金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399면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f
_:
M
S
_0
00
1M
S
_0
00
1

- 48 -

도 미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지, 당해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규

범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일반조항인 민법 제103조에 기하여 이를 무효

로 함으로 인하여 거래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거나 당사자들의 정당한 기

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당해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고 또 고려하여야 한다”124)

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본조는 일반조항으로서 그 자체는 실정법 질서에 속하지 않

는 도덕규범과 같은 것을 법질서 내로 받아들여서 그에 효력을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관념의 변천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또 사회의 변화나 의식의 변

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서,125) 또한 위의 판결과 같이 새롭게 제기되

는 문제들에 대하여 법원이 새로운 법의 형성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기능도 수행한다.126)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사적 자치의 한계를 설정하

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지 사람

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내용이 사람에 따라 달리

이해되게 되면,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내

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127) 그러므로 공서양속의 내용을 개념과 기준

이 모호하여 남용의 위험이 있는 전법률적 가치질서 내지 윤리로 볼 수는

12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
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433, 275440 판결

125) 양창수(註 96), 201면, 池元林(註 98), 201면, 權五乘(註 115), 65면
126) 金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399면, 李東珍(註 118), 212-215면, 양창수(註 96), 200

면, 서광민․박주영(註 115), 356면
127) 權五乘(註 115),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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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법질서의 기본원칙으로 보아야 하며, 그 기능 및 목적도 법질서의

자기존중 내지 자기 모순의 방지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28)

다. 구별 개념

1) 임의규정(법규)

어떤 법규가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 또는 당사자가 그 규율에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에 따라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으로 구별된다.129)

가) 학설

(1) 제1설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범위 내에서 민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적 자치

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라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그

테두리가 바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이다.130) 강행규정이라 함은 법

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법규를 말한다. 이에 대하

여 임의규정이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128) 李東珍(註 118), 208-212면
129) 吳昌洙, “效力規定과 團束規定의 區別 및 그 違反去來의 私法上 效力”, 판례연구, 서

울지방변호사회(89. 1.), 19면, 高翔龍, “團束法規違反契約과 私法上의 效力”, 考試硏
究 150(86. 9), 91면

130) 李英俊(註 1), 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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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규를 말하고,131) 민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임의규정을

가리킨다.132) 즉 양자의 구별표지는 이와 같이 내용면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가 하는 점이지만, 효력면에서는 당사자의 의사

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강행규정은 사적자

치의 한계를 긋는 것이며, 임의규정은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것이다.133)

(2) 제2설

실정법규정을 먼저 私法規定과 公法規定으로 나눈 후, 私法規

定이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으로 나뉜다는 견해이다.134) 임의규정은 私法規

定 중에서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이며(제105조), 이러한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척될 수 있으므로(제105조), 임의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私法上으로

유효하다. 이러한 임의규정에 대비한 개념이 강행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그 밖의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

로 정의될 수 있고, 강행규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

회질서’ 중에서 實定法規定化된 것이다.135) 그런데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反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제103조), 결국 이러한 강행규

131) 곽윤직․김재형(註 1), 267면, 김준호(註 1), 226면, 池元林(註 98), 196-197면, 金載亨
(註 108), 8-9면, 金亨培, 金奎完, 金明淑 共著(註 1), 72, 161면, 李銀榮(註 98), 34면,
김지만․이상민, “[판례평석] 신의칙과 강행규정의 충돌상황 해결을 위한 법원의 태
도 및 그에 대한 평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법학평론 제5
권(2015. 2.), 441면, 김상용(註 98), 391면, 서광민․박주영(註 115), 343면, 박수곤(註
114), 42면

132) 송덕수(註 1), 134면, 金龍潭/白泰昇(註 99), 471-473면, 高翔龍(註 98), 321-322면, 김
주수·김상용(註 117), 316면, 김상용․박수곤 공저(註 98), 172면

133) 김증한․김학동(註 103), 361면
134) 姜台星(註 101), 501면
135) 姜台星(註 101), 498, 492-495면에서는 민법 제103조에서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

회질서’는 實定法規定化된 강행규정과 非規定 사회질서를 포함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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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임의규정이 규율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나, 강행규정이 규율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행위내용의 적법성에서의 법은 강행규

정을 의미한다.136)

(3) 제3설

강행규정을 계약 기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효력규정과

계약의 ‘내용’에 관한 내용강제규정으로 분류한 후, 효력규정이란 법률행

위의 성립을 부인하는 무효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고, 내용강제규정은 계

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나 그 내용의 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성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으로

서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반면, 내용강제규정은 유효하게 성

립한 계약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계약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다. 결국 반사회적 행위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

회질서 관련성이 강한 것이고, 내용강제규정은 법률행위의 효력은 인정하

되 내용을 간섭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만 사회질서 관련성을 갖는 것이

다.137)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분류함에 있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은

모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의 약정이 어떤 효력을

갖는가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의 강행규정은 계약성립에

관한 효력규정과 구별하여 ‘내용강제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임

의규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계약내용규정’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

136) 姜台星(註 101), 501-502면
137) 李銀榮(註 1), 384-387면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f
_:
M
S
_0
00
1M
S
_0
00
1

- 52 -

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결국 내용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의 차이는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의 약정과 법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에 무엇

에 의해 결정될 것인가의 점에 있다.138)

나) 判例

대법원은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8조,139)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을 규정한 민법

제547조제1항,140)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추정에 관한 민법 제

709조,141)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769조 본문142)에 대하

여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임의규정이라고 판단하였고,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 및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485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특약)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다”143)고 판시하였다.

또한 “채무변제를 위한 양도인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만 자산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0. 7. 11. 대

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44) 제45조제1항은 행정입법인 시행

138) 李銀榮(註 1), 384-387면
139)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56192 판결
140)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
141)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142)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14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144)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0. 7. 11. 대통령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
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
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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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가중시키는 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규정은 과세

요건을 가중하는 한도에서 그 효력이 없고 단지 조세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의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요건을 갖

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양도를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양도라 볼 수는 없다”145)고 판시하였고, “상인간

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

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

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

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

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기 위한 규

정으로서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146)고 하여 규정 내

용과 취지, 거래 당사자간의 관계, 거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다.

다) 소결

(1) 우리 민법 제105조 및 제106조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
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145) 서울고법 1983. 2. 10. 선고 82구553 판결
146)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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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임의규정을 말

하는 것이고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의 구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

다.147) 또한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므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148)

그런데 제2설에서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私法에서

만 의미가 있고, 공법규정에는 임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1설의 논의는

부당하다고 한다.149) 그러나 私法행위까지 규제하는 경제법령, 행정규제

등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당해 법규를 공․사법으로 일도양단적으로 나누

는 것은 쉽지 않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150) 강행규정인가 임의규정인가를 판

정하기 위한 구별의 표준 내지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은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각 법규의 입법목적, 그 종류 및 성질, 계약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영향,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의사에 의한 적용의 배척을 허용하는 것이냐 아니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51)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이다.152)

147) 李英俊(註 1), 209면, 吳昌洙(註 129), 19면
148) 金龍潭/白泰昇(註 99), 474면, 李銀榮(註 1), 387면
149) 姜台星(註 101), 505면
150) '이 규정에 위반한 약정은 무효'라고 명시된 경우[민법 제289조(강행규정),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제652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
권)]에는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나,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
척될 수 있음이 명시된 규정[민법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제273조(합유지분의 처
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375조(종류채권)제2항]은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151) 金龍潭/白泰昇(註 99), 471, 474면, 양창수(註 96), 194면, 李英俊(註 1), 209면, 김준호
(註 1), 227면, 池元林(註 98), 198면, 장병주,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단속규정의 사
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4집(2010. 10), 372
면, 김상용(註 98), 392면

152) 李銀榮, “規制法令에 違反된 法律行爲의 無效”, 民事裁判의 諸問題(上), 松泉李時潤博
士華甲紀念, 1995, 民事實務硏究會 등,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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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규정의 취지가 당사자의 흠결된 의사를 보충하기 위한 목

적인지 또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형적인 법률관계를 강요하기 위

한 목적인지, 거래안전을 위한 공시의 원칙이나 공신의 원칙에 관한 것인

지, 반면에 계약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국한한 것인지, 계약당사자의 관계

를 정하는 규정이라도 그 규범목적이 강자의 횡포·강요로부터 약자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인지, 단지 거래의 편의를 위한 모범례를 제시하

기 위한 경우인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53)

(2) 유의할 것은, 오늘날에는 사적 자치가 많은 제한을 받음으로

인하여 강행규정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154)는 것이다. 산업의 발달·시민

생활관계의 복잡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당사자간의 상호대등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자기 결정을 관철할 수 있는 힘이 상대방

의 독점 또는 독점 유사의 지위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을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되었기 때문이다.155)

(3)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을 직접 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부

구성원에 대한 규율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정안에 도입되어 있는 이해충

돌 관련 규정 중,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등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하거나, 가족과 수의계약

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지 규정,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

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금전차용, 물품·

153) 李銀榮(註 1), 384-387면
154) 장병주(註 151), 372면, 김증한․김학동(註 103), 362면
155) 李英俊(註 1), 210면, 高翔龍(註 98), 323면, 김상용(註 98), 3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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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사계약, 부동산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

도록 하는 규정 등은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신고의무를 부과

하는 것이지만, 내용상 공무원 외의 제3자에 대한 규율로서 작용한다. 공

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직

무권한을 행사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적 법률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서 기인하는 영향력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

구하려는 제3자가 사법상 거래라는 명목 하에 편법적이고 우회적으로 뇌

물을 공여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라

할지라도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를 단순히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

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공무원 이해

충돌 규제는 분명 행정조직 내부 구성원에 대한 규율로서 행정규제에 해

당하지만,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무원이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남용하는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목적상 사법적 거래를 규율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에 위반한 행위

의 사법상 효력의 문제는 공법적 영역의 것에 국한된다고 볼 수만은 없

다. 따라서 공․사법을 엄격히 구분하는 견해는 따를 수가 없다. 또한 이

해충돌 규제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계약

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강제규정과는 무관하다.

다만, 이해충돌 규제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되

어 있는지 여부는 후술하고자 한다. 분명한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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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2) 단속규정(법규)

가) 학설

강행규정은 단속규정과 대응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경계가 모호하다.156) 강행규정과 단속규정의 관계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

의가 있는데, 이를 살펴본다.

(1) 단속규정이 강행규정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

(가) ‘행정법규’ 중에는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내지 제한

하는, 소위 금지법규(단속법규)를 정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도 개인

의 의사에 의해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행규정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

이다.157) 개인이 금지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여 다른

개인과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 그 효력 여하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금

지법규를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되, 전자는 그 규정에 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되는 것이고, 후자는 그 규정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이고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

다158)고 한다.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구체적으로 입법

156) 金載亨(註 108), 9면
157) 김증한․김학동(註 103), 363면
158) 김준호(註 1), 227-228면, 金東勳, “團束規定과 效力規定, 無效의 效果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 考試硏究 제30권 제2호, 2003. 2,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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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경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서로 밀

접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반면 그 관계가 그다지 깊지 않은 경우

도 있다. 전자는 효력규정이며 그에 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

이다. 반면 후자는 단속규정이며 사법상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159)는

견해도 강행규정 내에 단속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강행규정 속에 단순한 단속규정도 포

함하므로 법률행위 효력요건인 법률행위의 적법성을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과도 모순이 된다고 하며, 강행규정과 금지규

정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160)

(나) 단속규정을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또

는 규제를 담고 있는 법규로 보며,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개입되는 모습에

따라, 사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한 단속규

정과 사법상 법률관계의 창설이나 개별적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대한

행정주체의 개입을 규정한 단속규정으로 나누고, 당해 규정의 취지가 행

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려는 것인지, 당해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되

는 경우 거래 안전, 당사자간의 신의·공평을 고려하되, 공익상의 요청이

매우 강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

해에 따르면 공익상의 요청과 사법질서의 정의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행위

를 무효로 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과 무효로 인하여 생길 사법질서의 교

란이라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종합판단 하에 계약이 유효라는 결론일

경우에는 단순 단속규정으로, 무효라는 결론일 때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161)

159) 權五乘(註 115), 64면
160) 金龍潭/白泰昇(註 99), 477면, 장병주(註 151), 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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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규를 공익

법규 또는 광의의 강행규정이라 하고, 이러한 법규에는 사법영역에 속하

는 협의의 강행규정과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실행위를 금지·

제한하거나 거래행위를 금지·제한하는 공법영역에 속하는 법규가 포함되

어 있으며, 이러한 행정적 금지·제한법규를 단속규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속규정은 거래행위를 금지·제한하여 사법상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규이기 때문에 효력규정이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법규를 단

순한 단속규정이라고 한다.162)

(다) 강행규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사

항을 정한 규정으로서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할 수 없는 법규로서 사

적자치의 한계를 정하는 법규정이며, 단속규정은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공법규정인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강행규정 중에는 행정상의 단속을 위

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형벌의 제재를 가하는데 그치되 사법상의 효

력을 부정하지 않는 것(단속규정)과 위반행위를 처벌은 하지 않지만 사법

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효력규정)이 있다고 한다.163) 이 견해에 따르면,

이를 구분하는 데에는 명백한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단속

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 해당 위반행위의 사회적 비난의 정도, 위반행위

의 무효로 인하여 상대방 내지 사회일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효력규정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164)

161) 高翔龍(註 98), 325-327면
162) 高翔龍, “團束法規의 違反과 私法上의 效力”, 考試硏究 164(87. 11), 99면, 高翔龍(註

98), 323-324면
163) 김주수·김상용(註 117), 315, 316-317면, 김상용(註 98),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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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행규정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으나, 강행규정의 의

미를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내용강제를 하는 규정이라고 보면서,

효력규정이란 그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반면, 단속규정이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지

만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나 형벌을 부과할 뿐 그 행위의 사법적 효력은

묵인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사법적 규정에 관한 법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행정법적

규제는 사법적 규제를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위의 견해

와 마찬가지이다.165)

즉 규제법령을 일정한 거래행위를 행정법적인 측면에서 금

지시키는 행정적 규제법령과 직접 사법상의 효과를 정하는 사법적 규제법

령으로 나눌 수 있지만 모호한 법령들이 적지 않고 아직도 많은 법령에서

개인의 거래행위를 금지할 뿐 그의 사법상 효과에 대하여는 침묵을 지키

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금지규정이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유효라고 할 것인지의 문

제로 본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 규정이 단속규정인가 효력규정인가의 구

별문제로 논의하는데, 단속규정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하더

라도 그 위반에 따른 행정법적 또는 형사법적 제재를 받을 뿐, 그 법률행

위의 사인간의 효력은 유효하다. 그와 반면에 효력규정은 그 법률행위 자

체를 무효로 한다.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을 구별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없

고, 양자의 구분은 규정 자체의 성질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칠 결과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164) 김상용(註 98), 397면
165) 李銀榮(註 1), 3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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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 금지규정이 속한 법률의 입법취지

내지 이익형량, 효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유무, 금지규정의 반사회성 또는

당사자의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 금지규

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 등이 있다.166)

그러나 위 견해는 강행규정에 효력규정과 대비되는 단속규

정의 개념을 포함시키면서도 공․사법 구별 하에 강행규정을 사법규정으

로, 단속규정을 행정법규정으로 보고 있어 체계가 맞지 않는다.

(2) 강행규정과 단속규정을 엄격히 구별하는 견해

(가) 단속규정과 구별되는 강행규정은 효력규정으로서 그 규정

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과가 부정되고, 단속규정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

문에,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이고, 행위 자체의 사법상

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

지만 단속규정에 위반하는 데 지나지 않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

고 다만 행위자가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를 받을 뿐이다. 교통단속법규

와 같이, 법률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적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은 단속규정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행위의 유

효․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167)고 한다.

166) 이은영, “규제법령에 위반된 방송제작지원계약의 효력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5. 15. 선고 2005나60231 판결 -”,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2010.6.),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589-592면

167) 곽윤직․김재형(註 1), 267면, 송덕수(註 1), 267면, 金榮三, “行政法規違反行爲의 法的
效果에 관한 硏究”, 考試硏究 164(87. 11),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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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흠의 하나로 강행규정을 논의하

는 점, 제105조의 반대해석을 통하여,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 단속규정에서 행정목적에

기한 금지 또는 제한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다고 볼 수 없는 점, 적법성과 유효성 모두를 문제 삼는 행정법학에서 단

속규정도 강행규정이지만, 민법학에서는 법률행위의 효력, 즉 유효성만이

문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행규정은 법률행위의 효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효력규정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168)도 같은 입장으

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규인 공익법규 또는 광의의 강행규정에 속하는 법규

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법영역에 있어서 임의규정과 구별하는

광의의 강행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

다. 이에 따르면, 위 견해가 강행규정을 후자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면

단속법규란 행정상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광의의 강

행규정은 법률행위자유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대하여 단속법규는 그

러한 한계와는 관계없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러한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행정상의 이유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169)

(다) 강행규정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사적자치의 한계로서 작용하나 금지법규인 단속규정은

168) 池元林(註 98), 197-198면
169) 高翔龍(註 162), 98-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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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

기본목적을 달리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법적 효과면에서도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단속규정은 그 규정의 성격

에 따라 무효로 될 수 있고(효력규정), 단순히 제재만 받고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단순한 단속규정)170)고 한다.

(라) 금지규정은 ‘行爲’로서의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規

律’로서의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법규를 포함한다는 견해는, 전자의 금지법

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고, 후자

의 금지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위법함과 동시에 무효로

된다고 한다. 전자가 단속법규이고 후자가 강행규정이므로 금지법규에는

강행규정과 단속법규가 내포되는 것이며, 단속법규는 강행규정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단속법규위반의 법률행위도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는바,

그 이유는 단속법규위반의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면 법질서는 특정한 행위

를 금하면서 다른 한편 그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기도한 대로 법률효과

를 부여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법질서의 自己矛盾’을 노정하는 것이 되

고, 자기모순의 정도가 너무 커서 이를 방치하면 법질서를 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속법규위반의 법률행위도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는 것이다. 그리고 법질서 자기모순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단속법규위반의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이러한 단속법규를 특히 ‘효력규정’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아니한 단속법규를 ‘단순한 단속규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개념정리상 편리하다. 또한 단속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예컨대

당사자가 통정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반하므로 이러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171)

170) 金龍潭/白泰昇(註 99), 476-477면
171) 李英俊(註 1), 216-217, 221면, 김상용(註 98), 397면에서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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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

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의 정신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

로서 사적 자치의 한계를 선언하는 것에 반하여, 단속법규는 사적 자치와

는 관계없이 국가가 형벌권 또는 행정권의 행사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금지규정이다. 이에 대하여 강행규정은 대체로 동시에 금지규

정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반드시 금지규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

면 강행규정은 개인이 자기결정에 따라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 제한을 유월하는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

니라 단지 이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172)이라고 한

다.

(마) 실정법규정은 먼저 私法規定과 公法規定으로 나누어지는

데, 私法規定은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으로 나뉘며, 公法規定에는 단속규정

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강행규정과 단속법규를 엄격히 구별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단속규정이 국가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단속

(제한 또는 금지)하는데 불과한 규정으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도 형사처벌

을 받거나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뿐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그 단속규정

자체에 의해서는 私法上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으나, ‘非規定 사회질

서, 즉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제103조) 중에서 實定法規定化되지

않은 것’에 의해서는 무효로 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단속규정에는 그

위반된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다.173)

172) 李英俊(註 1), 210-211면
173) 장병주(註 151), 3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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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사법규정으

로서 사적자치의 한계를 정하는 법규정이며, 단속규정은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공법규정이며, 금지규정(단속규정) 중

에는 단속대상이 일정한 법률행위로 위반시 법률행위의 사법상의 효력까

지도 부인하는 효력규정과 단속대상이 사실행위로 위반시 단순히 행정상

의 제재만 가하며 사법상의 효력을 인정하는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나뉜다

는 견해174)도 유사한 입장으로 보인다. 이 견해에서는 단속규정은 행정상

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금지할 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한다.175)

이에 대하여는 독일 민법 제134조(Gesetzliches Verbot)176)와

달리 우 민법에 단속규정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공법규정의

일종인 단속규정은 행정상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행위

를 하는 데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과하거나 행정단속의 입장에서 일

정한 제한․금지를 가하는 규정으로 사법상의 효과와는 무관하다. 그런

데 단속규정을 단순한 단속규정과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할 뿐만 아

니라 사법상의 효과도 부정하는 효력규정으로 구분하게 되면, 효력규정

이라는 것은 공법규정임과 동시에 사법규정이 되므로 부당하여, 단속규

정으로서의 효력규정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177)

또한 행정목적의 규제법규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

이면 실질적인 민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174) 김상용(註 98), 395면, 서광민․박주영(註 115), 345-346면
175) 김상용(註 98), 395면
176) 이하 독일의 논의에 대하여는 전술하였다[44면 이하].
177) 장병주(註 151), 3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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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게 되며, 특별법을 일괄적으로 공법규정으로 볼 것인지, 민법적인

것과 행정법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볼 것인지와 특별법상의 것이 민법에

흡수되는 경우 단속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하게 된다고 볼 것인지 등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공법적인 규율이라 하더라도 강행규정으로서 사

적 자치의 한계를 이루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178)는 지적도 받고 있다.

(3) 단속규정과 강행규정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는

견해

(가) 제1설

단속규정에서 ‘단속’이라는 말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보통 장발단속이나 교통단속이 연상된다. 그러나 단속규정

이라고 할 때에는 이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므로, 단속규정이라는 용어

가 적확한 용어라고 볼 수 없다.179) 단속규정은 국가가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으로

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법상의 허

가를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금지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법률행위의 효력 측면에서

보면, 결국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의 중간에 있는 것이 단속규정 또는 금지

규정이다. 이것은 주로 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법적 효력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180)

(나) 제2설

178) 송덕수(註 1), 135면
179) 金載亨, 民法論 Ⅰ, 博英社, 2010, 36면
180) 金載亨(註 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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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법과 공법의 접합 및 융합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단속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특히 문

제되는데, 사법상의 거래를 규제하는 각종의 행정법규는 해당 거래행위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것인지의 법적 요청에 있어서 그 강약의 정도를 각각

달리한다. 또한 다 같이 위반행위에 해당한 거래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반

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단속규정 위반의 법률행위의 유․무효는

그 규정의 취지와 위반행위 정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방법에 따르면 동일한 행정법규라 하더라

도 그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효력규정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한 단속규정

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개별적․구체적 위반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범위의 차이에 따라 같은 법규가 상이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행위에 관련된 행정법규위반의 계약이 이미 이행

된 경우에는 그 규정의 취지와 위반행위의 태양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구체적 계약의 유효․무효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러나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쌍방이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일방 당사자의 이행의 청구가 그

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인정한다면 법원이 위법상태의 형

성에 협력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181)

나) 判例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

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

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

181) 金亨培, 金奎完, 金明淑 共著(註 1), 72, 163-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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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

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

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

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특히 금지규정이 이른바 공법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이 빈번하게 명

문으로 규정하는 형벌이나 행정적 불이익 등 공법적 제재에 의하여 그러

한 행위를 금압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금지규정이 그러한 입법자의 침묵 또

는 법흠결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영역에까지 그 효력을 미쳐서 당해 법률

행위의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금지규정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윤리적 상황과 그 추이, 금지규정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그리고

반대로 그 규정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이 전형적으

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또 그 이익 등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적 평

가를 받는지, 금지되는 행위 또는 그에 기한 재화나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어느만큼 반사회적인지, 금지행위에 기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

어나는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가지

는 의미 또는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당해 금지행위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기타 관계 법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82)

(1) 단속규정으로 판단한 경우

182)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f
_:
M
S
_0
00
1M
S
_0
00
1

- 69 -

대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

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제1항제1호(가)목, 제40

조제1항,18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현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184)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을 제한한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185)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 사

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당해 대지 및 주택의 담보 제공을 제한

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186) 등에 대하여 단속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87) 제17조, 제20조 및 구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

조188)는 그 조항에 위반된 도급 또는 하도급약정의 효력 및 대금감액 약

18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8940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8817 판결

184)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185)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32055 판결
186)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

다26524 판결
187)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
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
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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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

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계약

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189)라고 하여

사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처벌, 행정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위

한 규정만 있다는 이유로 단속규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된 것)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190)의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

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

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소정의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

는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

188)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
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89)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190)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
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
도 또는 양수(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
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
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증서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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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효력

규정 위반으로 보아 당연 무효로 보는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대신 사

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행위

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구 주택법 제39조제1항의 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 당사자가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191)라고 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거주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투기 세력의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의 효력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하였는데, 무효화시킬

경우의 파급력, 즉 다수의 제3자 양산 및 이들의 보호 문제 등을 우선적

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은 “구 주택건설촉진

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9호192)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

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을 위반한 거래 행위

를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

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강행규정 안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19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어의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
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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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력규정으로 판단한 경우

대법원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나 교사 등의 처분

을 제한한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93)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제한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194)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농지의 처분을 제한한

구 농지개혁법 제16조, 제19조제2항, 제27조,195) 사찰 재산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도록 정한 전통사찰보전법 제6조,196) 저축과 관련하

여 은행의 정규금리 이외에는 다른 이익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

는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제46

조,197)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4조의2제1항, 제2항, 제5항198)을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

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199)는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19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
12778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194)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195)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75

판결
196)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817 판결
197)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19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68969 판결
199)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
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
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
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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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

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

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

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200)고 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보았다.

그리고 “민법 제651조제1항201)은 그 입법 취지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하여지고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있는 점 및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개인

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202)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상법 제731조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

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

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201)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1조(임대차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
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
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
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 위 제1항은 2013. 12. 26.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2011헌바234)으로 2016.
1. 6. 법률 제13710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20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0738, 407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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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

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

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203)고 하였는바, 사적자치 하에서 계약의 내용, 효력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타인의 사망을

매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의 시기, 방법

등을 정하여 타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계약 자

체가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크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깊으므로,

강행규정으로 봄이 당연하다. 또한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

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2조204)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은, 통상 정신능력

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

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

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망보험의 악용

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20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204)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2조(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
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2014. 3. 11. 개정으로 본조의 단서 규정(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
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신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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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205)고 하였는데, 15세 미만자는 비록 자신이 동

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장과 성숙을 위해 최선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비록 우리가 고유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지는 못했지

만, 이들의 사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성인에 비

하여 훼손이 보다 쉬운 이들의 생명은, 최소한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

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

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함)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

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

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

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

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

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

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

205)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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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

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

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

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

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206)고 판단하여 정

책적 고려 하에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206)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별개 및 반대의견>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월급 또는 일당과 함께 또는
그에 포함되어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첫째로 근로계약이 존
속하는 동안에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퇴직금일 수 없고, 둘째로 그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져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퇴직
금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
는 것과 그 금원의 명목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것을 그 본질적 구성요소로 한다. 그
중에서 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어야 하는 부분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만이
다. 그 부분을 유효하다고 보면 최종적으로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
로자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유
효하다. 이를 무효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지급되는 금원은 사용자가 위와
같이 유효한 약정에 기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는 임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퇴직금일 수는 없고 오로지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된 근
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임금의 수령이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이 위 판결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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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그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

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

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비

록 그 손실보전약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

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상 주주평등의 원칙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체결 시점이 위 직원들의 주주자격 취득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신주

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신주매각에 따른 손실을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

로 보아야 하고, 위 손실보전약정 당시 그들이 회사의 직원이었고 또한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볼 수는

없다”207)고 하였다.

또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

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

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

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차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

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

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다”208)라고 하여 단

체협약의 규율 범위, 효력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체결의 방식, 요건을

207)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208)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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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다. 금지규정이 아닌 경우에도 법률행

위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강행규정으로 본

사안으로, 거래의 당사자 이외의 타인, 국민에 대한 신뢰확보의 수단으

로서 공직자와 특정 관계에 있는 자들의 거래의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판결로

보인다.

그리고 대법원은 내부 절차 관련 규정에 위배된 경우 그 절차

관련 요건을 효력요건으로 보아 이를 결하면 무효로 본 사안이 있다.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

조209)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

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구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5. 12. 14. 법률 제7722호로 일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

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

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209)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정부"·"정부기관" 또는 "국
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정부조달계약"은 "지방자치단체조달계약"으로, "국
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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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

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210)고 하였고, 더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재건축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

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재건축조합과 조

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활동은 원

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시공자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이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고(제20조제1항제15호),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제3항). 그러므로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

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내용이 당초의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직접적으로 정관

변경을 하는 결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이므

로 의결 정족수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

한다. 나아가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특별다

수의 동의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관계의 안

정과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의 유추적용에 따라

요구되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의 재건축

결의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취지로 시공자와 계약

21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2335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30828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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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효력이 없다.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선의․무

과실이더라도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조합의 대표자가 그 법에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

을 몰랐다거나 총회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정족수 또는 유효한 총회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잘못 알았더라도 계약이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211)

라고 하여 절차 관련 효력요건을 결한 것에 대한 계약상대방의 부지, 선

의․무과실은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판례의 변경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은 외국환관리법,

상호신용금고법 등의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서도 엿볼 수 있

다.212) 이하 각 유형별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살펴보겠다.

(가) 외국환관리법 관련 판단

대법원은 기존에 “강행법규인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금전거

래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그 담보, 보증을 위한 약속어음발행은 무효”라고 판시하였

으나,213) 대법원 1975. 4. 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앞의 판

21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212) 金龍潭/白泰昇(註 99), 478면
213) 대법원 1972. 7. 11. 선고 71다2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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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은 폐기되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은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1항제2호

에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같은 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 변

경, 변제, 소멸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매매로 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발생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외

국환관리법이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

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는 점(제1조), 같은 법에 의한 제한은 같은 법의 목적

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제수지의 개

선, 통화가치의 안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점차 같은 법에 의한 제한이 완

화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할 대외거래

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단속법규이고 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214)고

판단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의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고

려될 수 있을 것인데,215) 상호신용금고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위와 같

은 개별적 차입행위의 거래상대방인 채권자의 이익보호보다도 일반서민

거래자의 이익보호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16) 그러나 위 판결의 반

대의견은 위 규정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의 건실한 경영을 확보하고

계원 및 부금자등의 이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내부적인 제약규정으로 단

속규정”이라고 하면서, 내부적인 절차위반에 대하여는 금고임원에 대한

214) 대법원 1975. 4. 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
다47677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8738 판결, 1983. 3. 22. 선고 83다51 판
결, 1981. 2. 10. 선고 80다1670 판결도 이 판결을 따르고 있다.

215) 金載亨(註 108), 16면
216) 김재형, 민법판례분석, 박영사, 2015,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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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의 책임과 벌칙에 의한 제재로서 그 실효를 거두어야 할 것이고 그

차입행위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거래의 안전성 보호를 위하여

도 당연한 해석이라고 하였다. 이 판결은 결국 효력규정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이익형량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217)

또한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367 전원합의체 판결

은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내에 있는 부

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효력법규가 아니라 단속법규에 불과하여 위 제한규정들에 위반되거

나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218)

고 하였고, “가공임을 미화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구 외국환관리법

(1991. 12. 27. 법률 제44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219)에 위반

되지만,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법률행위라 하여 모두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같은 법 제23조와 같은 것

은 단속법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위반된 사법상의 계약도 그 효

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220)라고 하였는데, 과거 국가 정책

적으로 국내 외환보유를 관리․강제하던 태도를 버리고 시장의 자율에 맡

217) 金載亨(註 108), 16-18면, 김재형(註 216), 58면
218)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367 전원합의체 판결 - 이 판결로서 이와 저촉되는 대

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50 판결은 폐기되었다.
219) 구 외국환관리법(1991. 12. 27. 법률 제44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채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의 발생, 변경, 변제, 소멸, 직
접 또는 간접의 이전이나 기타 처분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거주자간의 외화채권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
3. 비거주자간의 내국통화로써 표시된 채권

220) 대법원 1975. 7. 8. 선고 74다2172 판결,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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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국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부분으로 본 것이다. 위와 같은 판례

의 변경은 사회의 변화나 의식의 변천을 고려한 것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나) 상호신용금고법 관련 판단

대법원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지를 정한 구 상호신용

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21) 제18조의2제2호

를 위반하여 상호신용금고가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

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

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도 없다. 또한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취득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상

호신용금고에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행위도 그 효력이 부인됨으로써,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

22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
하여 상호신용금고를 건전한 지역금융기관으로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
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의2(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업무용부동산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
우를 제외하되, 취득 후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3.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의 소유
4. 채무의 보증. 다만, 다른 상호신용금고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

합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기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제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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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

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

당하다. 따라서 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

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222)고 하였는데,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금고의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하여 부당한 외부와의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기금 대표자 등 소속 직원의 부패 유발 소지 등을 없애기 위하여, 대상

규정은 상호신용금고의 권리능력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

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4호는 상호신용금고가 대

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

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

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신용금고가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

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

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 거래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

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

라고 할 것이다”223)라고 하여 입법취지 및 상호신용금고의 서민과 소규모

기업 거래자에 대한 역할을 강조한 판결도 있는데, 앞의 판례와 같이 볼

때,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문제와 상

호신용금고의 통상적인 업무(상호신용금고의 주요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22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53672 판결
22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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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인 서민과 소규모기업 거래자 등의 보호) 문제를 구분하여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비록 발생 빈도는 낮다고 할지라도 앞의 판례와 같이 소

속 직원의 부패와의 유착 소지 및 거래 규모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러한 경우는 상호신용금고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큰데, 결국 이러한

폐해는 주요 고객인 서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술한 바

와 같이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

즉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지에 위반한 경우에도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

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공시된 자

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 외의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동화자산을 계획에 따라 운용할 것을 기대하고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

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고, 그와 같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그 밖의 규정

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

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

라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

의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위 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10조와 제23

조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외적인 업무집행 행위를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

리 이사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

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상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상법상 회사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 등 회사의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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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대표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자산유

동화계획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동화자산으로 등록되

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같은 법

제22조를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224)라고 본 판결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은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사업 등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

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설치한 국민주택

기금을 그 설치 목적에 들어맞는 용도로 엄격히 제한하여 운용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기금 운용제한 규정은 강행규정

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225)”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대법원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차입

을 제한한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규정은 과다한 차입으로 인하여 상호

신용금고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차입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규모를

대내외적으로 공시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사원 및 채권자들을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모두 상호신용금고의 운영을 견

실하도록 하기 위한 단속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 규정을 상호신용

금고가 위반한 경우에 이에 관련된 자나, 해당 신용금고에 대하여 일정한

224) 서울중앙지법 2008. 9. 9. 선고 20089가합3898 판결
225)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17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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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가 가하여짐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위반된 차입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는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226)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전원

합의체 판결은 위 판결을 폐기하였다. 다수의견은 “상호신용금고법 제17

조제1항 및 제2항의 차입행위등 채무부담제한에 관한 규정은 서민의 금융

및 저축업무를 담당하는 상호신용금고가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

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

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개개의 차

입행위를 놓고 볼 때 위 제한규정위반을 이유로 차입행위의 효력을 부인

하는 것은 그 거래상대방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지만, 위

제한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개별적 차입행위의 거래상대

방인 채권자의 이익보다도 일반서민거래자의 이익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으므로, 이러한 차입 등 채무부담의 제한규정은 단순한

단속법규가 아니라 효력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227)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위 규정을 “상호

신용금고의 금융업무의 건실한 경영을 확보하고 계원 및 부금자등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내부적인 제약규정으로 단속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반하는 차입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영리

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영리목적수행을 위한 부수적 업무에 속하는 법이

허용한 일정한 한도내의 차입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다거나 재무제표

및 장부에의 계상이 누락되었다는 등 내부적인 절차에 관한 요건이 갖추

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차입행위를 무효라고 한다면 채권자등 거래의

상대방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거래의 안전을 심히 저해

226)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81 판결
227)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다42625 판

결 등이 이 판결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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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절차위반에 대하여는 금고임원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과 벌칙에 의한 제재로서 그 실효를 거두어야 할 것이고 그

차입행위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임은 거래의 안전성 보호를 위하

여도 당연한 해석이다”라고 하였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정반대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다수의견은

‘개별적 차입행위의 거래상대방인 채권자의 이익보호보다도 일반서민 거

래자의 이익보호가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 반하여, 반대의견은

상호신용금고의 내부적인 절차에 위반한 차입행위를 무효로 한다면 ‘채권

자등 거래의 상대방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거래의 안전

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228) 이 판결은 결국 효력규정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어떠한 사람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는 그 중

어떠한 법익을 앞세울 것인가,229) 즉 규정의 취지를 기준으로 한230) 이익

형량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다.231)

그리고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7조232)의 규정을 둔 이유는 상호신용금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

228) 金載亨(註 108), 17-18면
229) 양창수(註 96), 196면
230)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弘文社, 2015, 68면
231) 金載亨(註 108), 17-18면
232)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
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
울러 거래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출자금등에 대한 출자등의 금지)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는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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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

을 무효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

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

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은 단

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졌더

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233)고 하여 법률목적을 달성

하거나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위반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유효로 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에 따라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34)

(다) 증권거래법 관련 판단

“증권회사 직원이 과거 자신의 잘못으로 고객의 계좌에 발

행한 손해를 보전하여 주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향후 증권거래 계좌

운용에서 일정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 것은 공정한 증권

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호 및 제3호235)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에 해

23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8604 판결
234) 金載亨(註 108), 19면
235)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
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52조(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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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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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손실보전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일정기간

동안 법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도 당연히 무효로 된다.236)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

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일임매매

의 제한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1991. 12. 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237)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증권거래에 관

한 절차를 규정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고객에 의하여 매매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그 사

법상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

의 사이에서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일임매매에 관한 같은 법 제107조 위반의 약정도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주식투자가와 증권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및 투자수익보

장약정, 일임매매약정이 일체로서 체결되었으나 그 중 투자수익보장이 무

효인 경우, 약정 당시 고객이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및 일임매매약

정에 기하여 주식거래가 계속되어 새로운 법률관계가 계속적으로 형성되

이용하여 고객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

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

23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 金載亨(註 108), 18면에서는 이러한 판례
의 태도에 대하여 “판단 이유를 밝히지 않다”고 하였다.

237) 구 증권거래법(1991. 12. 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일임매매거래의 제한) ① 회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
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110조
의 규정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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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면,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이나 일임매매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238)고 하였는데, 이

판결에서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을 부가하고 있지만 그와 같이 판단한 실질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일임매매의 제한을 위반한 약

정은 사법상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들고 있

다.239)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사인들 사이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

객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증권

시장에서의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는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

하는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

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

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을 감안할 때,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닌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구 증

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하기는 어렵고, 그 사법

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240)고 하였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에서는 채권매매

위탁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채권매매거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항상 예탁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연 1%

23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239) 金載亨(註 108), 18-19면
240)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40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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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높은 비율에 의한 이익금의 지급을 보장하기로 한 이익금 약정에

대하여, 이러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구 증권거래법(1987. 11. 28. 법률 제

3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호241) 소정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부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

유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즉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채권매매 위

탁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채권 매매거래는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는

예금과는 달리 그 예탁금에 대하여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종류나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

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수익률이 항상 일

정한 것은 아닌 점을 들어, “이와 같은 거래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법률목적

을 달성하거나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위반의 법률행위를 무효

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유효로 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에 따라 강행

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42)

이외에 증권거래법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보유 채권을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예탁금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는

무효’243)라고 하였는데, 본 판례는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의 관계에서 후

241) 구 증권거래법(1987. 11. 28. 법률 제3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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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객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
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행위

242) 金載亨(註 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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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다.

(라) 의료법․세무사법 등 관련 판단

법률(변호사법․의료법․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에서 일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

우 그 법률들은 강행규정에 속하고,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

려주기로 약정하거나 그에 따른 동업 및 이익분배약정은 무효로 본다.244)

대법원은 “구 의료법(2002. 12. 5. 법률 제675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은 제30조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

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

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

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

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

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

24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64366 판결
244) 김준호(註 1),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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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

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에 속하

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며,245) 의

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도 강행법규인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246)라고 하였다.

또한 “구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247)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제20조제1항본문,248) 구 세무사법(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의2제1호249)

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245)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
1493 판결은 이 판결을 따르고 있다.

246)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247) 구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명의대여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
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48) 제6조(등록) ①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
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할 수 없다.

249)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세무대리를 행한 자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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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더하여,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

는 행위 및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

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

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것

만으로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세무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

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

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초래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

라서 이를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기왕의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이 또한 강행

법규인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무효”250)라고 하

였다.

다) 소결

(1)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는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내지 제

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속규정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당사자의 의

사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강행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금지 또는 제한의 측면이 사

250)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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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법률관계의 창설이나 개별적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대한 행정주

체의 개입에 대한 부분과는 무관하다. 공법영역에 속하지만 사법상 법률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規律’로서의 법

률행위를 금지하는 법규라기보다는 ‘行爲’로서의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로 보인다. 즉 공직자와 특정 이해관계자의 거래에서 소속 기관의 장에

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 자체의 내용이나 효력에 국가가 개입하

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다만 부패 예방을 위하여 공직자와 사

적 이해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를 국가의 관리 하에 두기 위해, 신고 없는

거래‘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단속규정이나 금지규정에 위반

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이러한 규정들도 강행규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는 용어를 독일의 경우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강행규정과 단속규정이 서로 중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251) 또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점

에서 강행규정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

는 점에서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어, 학설

마다 강행규정의 개념 또는 범위를 달리하여 봄으로써 통일된 논의를 하

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3) 그리고 주로 공법의 영역에 속하지만 사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법령, 행정규제 등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공․사법 구별에 대

한 명확한 기준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단속규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따를 수가 없다. 헌

251) 金載亨(註 179),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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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기본권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무에 대한 중요성이 재검토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 관념은 변화하고 있으므로, 단속규정에서 추구하는

행정상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또한 단속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일률적으로 유

효․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정책적 측면에서 입법목적상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유, 위반정도, 유효․무효로 할 경우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경우도 있는 것이다.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그 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고

있다. 입법취지, 규정 형식,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의 관련성, 약자

에 대한 보호 필요성, 다수의 제3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그 효력을 부인

할 것인지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강행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도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단속규정 위반의 법률행위도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고려

하여 무효라고 보기도 했다.252)

(4) 법률에서 그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정하고 있으

면 그에 따르고 법률에서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위

반한 계약은 무효이다. 이와 달리 법률에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체로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기능에 따라 강행규정

252) 金載亨(註 108), 27면 - 후술하는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註 3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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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효력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법률행위를

유효․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경제적 영향, 그 법규의 입법취지가

법규의 규정하는 내용 그 자체의 실현을 금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간의 신의, 공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53)

규제법령의 내용과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규제법령을 위반

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규제

법령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254)

3) 강행규정 위반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관계

법령이 ‘사회질서’의 일부를 이루는 이상, 강행규정에 직접 반하지

는 않더라도 그 취지에 반하는 경우나 단순한 단속법규에 위반하는 행위

라 하여도 당사자가 통모하여 위법을 감행하려고 하는 경우 등은 공서양

속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미 강행규

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공서양속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공서양속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논

의되고 있다.255)

가) 학설

(1)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같은 의미로 보는 견해

253) 金載亨(註 108), 13면, 金榮三, “行政客體의 行政法規違反行爲의 法的效果”, 考試界(90.
2), 98-100면

254) 金載亨(註 108), 13-14면
255) 金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4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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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해야 하고, 민법상 적법․부적법의 문

제는 법률행위의 유효․무효의 문제이다.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흔히 사적자치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부른다. 민법상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우리 민법상 강행규정이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이므로(민법 제105조), 강행규정은 바로 선량한 풍

속 기타 사회질서의 한 구체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적법성이나 사회적 타당성은 모두 사적 자치의 한계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한계를 유월하는 법률행위를 위법하다 하여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양

자는 동일한 것이다. 사회적 타당성이 독립된 요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부적법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에 위배되어

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민법상 적법한 것으로

서 유효하고, 강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민법상

위법한 것으로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는 것이다.256) 즉 적법성은 사

회적 타당성의 구체적 표현이며, 구체적인 법적용에 있어서는 개별 강행

규정이 포괄적인 일반 강행규정(민법 제103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257)

또한 적법성 요건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견해는 민법 제103조에

서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는 강행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민법 제105조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의 내

256) 李英俊(註 1), 208, 226면, 李銀榮(註 98), 34면, 金東勳(註 158), 123면
257) 김상용(註 98), 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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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다 민법전에 먼저 기재되어야 하므로 민법전에서의 규정순위에 부합

하지 않는다. 강행규정은 입법자가 특정한 영역에서 실정법규정으로 명시

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이므로,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의 일부이다. 그런데,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3조에서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는 강행규정도 포함한다. 즉 민법 제103조에서의 ‘선량

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는 강행규정과 비규정 사회질서를 포함하며 민

법 제105조는 제103조를 전제로 하여 규정되어 있다258)고 한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민법은 선량한 풍속 위

반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제138조 외에 금지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하는 제134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독일 민

법 제134조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5조 규정

이 독일 민법 제134조와 반드시 같은 취지라고 볼 수도 없다. 또 민법 제

105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다른 의미로 보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강행규정인가 여부의

판단이 공서양속에 반하는가의 여부의 판단과 차이가 없으므로, 구태여

목적의 적법성(강행규정)과 사회적 타당성(공서양속)을 구별할 실익은 없

다.259)

따라서 실정규정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련된 것을

강행규정이라고 하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실

정화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

258) 장병주(註 151), 367-369면
259) 金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4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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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고 평가되면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본다.260)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이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강행규정과 더불어

사적자치의 한계를 이루며, 양자 공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

되지만, 강행규정은 개개의 특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반면, 목적의 사

회적 타당성은 일반적․포괄적인 법의 근본이념에 의한 통제라는 점에 차

이가 있다.261)

그러므로 법률행위의 적법성은 일반규정 성격인 사회적 타당성

에 비하여 특별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하면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별개의 요건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법률행위의 적법성은 사회적 타당성에

우선하여 검토되어야 한다.262)

(2)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다른 의미로 보는 견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정은 법질서에 속하고, 법

질서는 사회질서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률행위를 무효

로 하는 강행규정은 사회질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3

조의 사회질서는 공서라는 좁은 의미로 파악되었고, 끊임없이 변동하는

강행규정을 모두 포섭하는 것은 무리이다. 법률 위반으로 법률행위가 무

260) 명순구(註 98), 32면
261) 池元林(註 98), 201면
262) 金龍潭/白泰昇(註 99), 4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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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로 되는 모든 경우를 민법 제103조가 포섭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규정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정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위반

된 법률행위는 무효인 것이다. 또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 위

반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절대적 무효를 의미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

률행위에 따라 급부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절대적

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지만, 상대적 무효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강행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의 의견이다. 만일 법률 위반을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

반이라고 본다면, 법률 위반의 효과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봉쇄될 여

지가 있다.263)

제103조 이외에 강행규정을 따로 입법하는 것은 제103조에서

규정된 사회적 질서 내지 사회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만 결정할 수 없는 사

항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은 제103조의 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그냥 명문화한 규정만은 아니

다.264)

사회질서를 실질적으로 이해할 경우에 강행규정의 내용이 반

드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강행규정에 위

반하지 않으면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적법성

의 요건과 사회적 타당성의 요건을 분리하여 따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265)

263) 金載亨(註 108), 12면, 양창수․김재형 공저(註 99), 660면
264) 서광민․박주영(註 115), 357면
265) 송덕수(註 1), 134면, 박수곤(註 114), 44-45면, 김준호(註 1), 226면에서는 강행규정이

사회질서에 관한 것도 아니며, 이에 더하여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행정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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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判例

(1) 적법성의 결여가 곧 사회적 타당성의 결여라는 판단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617 판결은 “대외무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선박을 외국에 便宜置籍한 후 傭船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경우 그 선박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근거를 단순한 강행법규

위반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가 법령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사실

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해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잠탈하려 한 주관적 악성

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선박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

효”라고 하여, 강행규정위반을 공서양속과 연관시키고 있다.266)

또한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구 증권거래법

(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67) 제69조의3제1항에 따

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증권회사

일종의 강행규정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그에 반하는 것에 모두 제746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266) 金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404면
267)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
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69조의3(보호기금의 지급사유 및 한도 등) ① 기금적입증권회사가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기금운용회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해 고객에게 보호기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1. 파산선고
2. 해산결의
3. 증권업 허가의 취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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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도나기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주로 위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

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는 진

정한 예탁금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위 법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268)라고 하

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구 변호사법(1982. 12. 31. 선고 법률 제3594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269)는 강행법규로서 변호사 아닌 자

가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대리 등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

적인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되며,270) 변호사 아닌 자가 승

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78조제2호271)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268)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64366 판결
269) 구 변호사법(1982. 12. 31. 선고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또는 제3
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1.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소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2.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형사피의사건 또는 수사사건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의 조사사건

270) 대법원 1978. 5. 9. 선고 78다213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02 판결[金
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404면은 이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면서 사회질서에 반함을 근거로 든 예라고 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
98843 판결도 이 판결을 따르고 있다.

271)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

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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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272)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

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

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이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

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

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

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

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위 규정은 강행법규이고 이를 위

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성격상 대

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므

로, 위와 같이 대납하는 소송비용을 소송 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

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

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효력을

달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273)라고 하여 일련의 변호사법상의 금지규정

에 대하여 강행규정 위반으로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274)

(2) 적법성의 결여가 곧 사회적 타당성의 결여는 아니라는 판단

2.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소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
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또는 청탁
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7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27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274) 김준호(註 1), 226-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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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금지

되는 불법원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강행규정 위반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구분하는데, “구 담배사업법(1999. 12. 31. 법률 제

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공사가 위 법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

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

나, 원래 담배사업이 반드시 국가의 독점사업이 되어야 한다거나 담배의

판매를 특정한 자에게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자체에 반윤리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담배 사재기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국민경제

의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

과하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275)고 하여 적법성과 사

회적 타당성을 구분하고 있으며, 강행규정이 사회질서에 관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276)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

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

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

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275) 대법원 2001. 5. 9. 선고 2001다1782 판결
276) 송덕수(註 1), 134면, 김준호(註 1),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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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

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

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

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

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

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77)라고 함으로써 목적, 취지,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서양속 위반이 아니라 판단하였는데, 적법성을 사회적 타당성

보다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278)

그러나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

추어 보면, 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279)거나, “소득세법

령(제96조280))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277)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278) 金亨培, 金奎完, 金明淑 共著(註 1), 72, 162면
27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 57633 판결
280)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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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

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281)고 판시하여, 특별한 이유 제시 없이 강

행규정 위반과 사회질서 위반을 별개로 본 적도 있다.282)

(3) 적법성의 결여와 사회적 타당성을 무관하게 판단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을 구별하였던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은 “단순한 단속규정이라 하여도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

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택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을 제명하면서 그 제명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무자격조합원에

게 아파트를 임의분양하기로 한 약정은 무자격조합원과 주택조합이 통정

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기로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라

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
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
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 12. 31. 신설되었음).

28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282) 金載亨(註 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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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시하였다.

다) 소결

(1) 명문으로 그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일반규정인 사회적 타당성에 비추어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규정에서 그 효력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모두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률행위의 적법

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 다만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념에 따라 시기적으로 강행규정에 포섭되는 경우

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에는 벤다이어그램상

교집합이 되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 즉 강행규정 위반과 사회질서 위

반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강행규정 위반과 사회질서

위반이 구별되는 경우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

우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2)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사회 가치관념상 행정적 규제에 해당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위반의 경우에 그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경제영향 부분283)은

논외로 하더라도 위 법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과 동시에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이든 아니

283)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의 경제영향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중이다[2017. 9. 21. 및 24. 연합뉴스(당해 기사는
로앤비 http://www.lawnb.com/lawinfo/print.asp?ap=Y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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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모든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정청탁금지

법은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이 위 법이 실질적으로 사

회적 관습과 문화적 측면에서 변화를 낳았다고 생각한다.284) 부정청탁금

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실질적인 ‘위반행위’를 규율하지만, 이러

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수단으로서 사적 이해‘관계’

를 규율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제가 가져오는 그 효과와 변화는 실로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그 동안 얽매여

있었던 사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해충돌 규율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오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감수하면서도

당해 규율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면, 규제의 현실적 이행력이 확보됨과

동시에 문화 및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여 전사회적인 구

조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285)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의 문제는 더

이상 민법상 사회적 타당성의 문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284) 임동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조사 1, 2차 조사 결과 분석”, 청탁금지법 1년과 한
국사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 한국사회학회,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7. 6., 56-64면 - 2016년 11월 1천566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와 2017년 8월 2차
추적조사에서 응답자 1천 202명 중 89.5%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는데, 실제 직
무 관련 부탁, 선물 교환, 단체식사 등이 법 시행 초기보다 줄었으며, 더치페이가 늘
고 일상생활이 조심스럽다고 답변하였다., 박 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주요 주체들
의 인식조사 결과: 일반국민, 법적용대상, 영향업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토론회, 국민권익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 2017. 9.,
35-37면에서도 총 3천 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법 시행 이후 관행에 대한 인식
이 변했다는 응답이 국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언론인, 교육계 등 모든 집단에 걸
쳐 상승되었다고 하며, 공직자와의 만남이나 접촉, 불필요한 만남이나 인맥을 통한
부탁, 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자의 접대나 선물 관행이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285) 양현아,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부정청탁의 문화와 법, 그리고 문제점”, 청탁금지법 1
년과 한국사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 한국사회학회, 서울대 사회발전
연구소, 2017. 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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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접촉 신고 대상 및 사적 노무 요구 등 금지 대상에서 사회상규에 따

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286) 여기서의 사회상규는 현재 사회적

으로 합의된 의미의 타당성, 즉 공서양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데, 이와 같이 공서양속은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의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

도 하고 있다.

라) 공서양속 위반의 판단 기준

부동산의 이중양도 사안은 공서양속이 법률행위의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우이다.287) 그 동안 부동산 이

중매매의 반사회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으로 판례는 “이중

양도의 반사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

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

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

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88) 그리고 매

도인과 제2매수인 간에 특수한 관계(형제관계, 사찰과 별개로 운영되던

286)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인 사회상규에 대해 명확
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
6․412․662․673 결정). - 형법 제20조에서의 사회상규 개념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한다.

287) 金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429면, 그러나 432-433면에서는 이중양도 사안에 민
법 제103조를 적용하게 되면 불법원인급여 및 판결의 기판력 등의 이유로 양도인의
말소청구가 부정되는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제2양도가 절대적으로 무효로 되어
등기까지 갖춘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기 못하여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고 형평에 어
긋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로 해결하자고 한다. 사해행위 또는 제3자의
채권침해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해[박수곤(註 114), 61면]에 대해서도 민법 제407조
에서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 특정 채권자만을 위
한 채권자취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288)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f
_:
M
S
_0
00
1M
S
_0
00
1

- 112 -

신도회단체와 사찰의 주지 등)가 있으면, 일응 적극 가담한 것으로 추정

한다.289) 그러나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은 이중매매의

반사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290)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

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

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

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

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

료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경우에, 소유자의 그러한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

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자의 위와 같은 의무위

반행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공서양속에 반하

여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려

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도 그러한 무효의 제재, 보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나아가 그가 의도한 권리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 귀속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2의 양도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사

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어떠

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당원의 많은 재판례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

시한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라는 기준은 대체로

이를 의미한다)를 일차적으로 고려할 것이고, 나아가 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그와 소유자의 인적 관

계 또는 종전의 거래상태, 부동산의 종류 및 용도, 제1양도채권자의 점유

여부 및 그 기간의 장단과 같은 이용현황, 관련 법규정의 취지․내용 등

과 같이 법률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참

작되는 제반 사정을 여기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289) 대법원 1978. 1. 24. 선고 77다1804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072 판결
290) 박수곤(註 114), 37-38,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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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구하는 민법 제186조의 입

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의 양도채권자가 소유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양도의무를 지고 있음을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

은 책임귀속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다.291) 이로 인해 공서양속에 반

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안, 즉 제2매수인의 권리취득을 좌절시킬 정당화

사유가 없는 예외적인 사안의 존재가 가능하게 되었기에 부동산이중매매

의 반사회적 무효가능성을 한층 더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292) 더구나 판

례는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도 위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293)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배임행위에의 적극가담’이라는 요건이

실제에 있어서 반드시 명확하지 않는 등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가리는 판

단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제2양수인이 단순히 악의인 경우라도 자기의 행

위로 인하여 제1양수인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자신에 대한 양도인의 이중

양도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와 구별할 필요가 없고,294) 제1매수인의 피

대위권리의 존부 또는 선의의 전득자의 보호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

며,295) ‘2중으로’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동기의 불법의 문제로 논의되

어야 할 것이라는 등296)의 지적을 받는다.

29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이 위 판결을 따르고 있다.
292) 김홍일, “부동산 이중매매의 반사회성에 관하여”, 판례연구 제22집, 부산판례연구회,

2011, 469면
29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294) 金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431-432면
295) 박수곤(註 114), 61면
296) 姜台星(註 101), 530-5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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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기의 반사회성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 동기에 반

사회성이 있는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력 여하가 문제된다.297) 경제적 동기

가 부패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298) 동기의 반사회성

도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에서 일응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학설

(가) 표시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는 견해

계약의 경우 거래의 안전상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면 무효가 된다299)거나 급부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동기가 불

법일 때에도 그와 같은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무효

가 된다고 한다.300) 다만 단독행위에서는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301)

(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견해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해서 법률행위를 언제나 무효라고 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나,

297) 김준호, 민법강의(이론․사례․판례) 제24판, 法文社, 2018, 232면
298) 정대익(註 6), 244-245면
299) 池元林, 民法原論, 弘文社, 2017, 78, 945-946면
300) 김상용․박수곤 공저(註 98), 1829면
301) 김준호(註 297), 232면,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9판, 박영사, 2016,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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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는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법률행위의 동기의 불법성과 상대방

의 인식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질서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302)

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그 동기의 불법성을 과실로 알지 못

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고, 문제되는 공서양속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상대방이 불법적인 동기를 알지 못

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불법의 동기가 상대방

에게 알려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항상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동기의

위법성, 당해 동기와 법률행위의 관련성, 상대방이 공서양속 위반의 결과

를 실현하는 데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303)

(2) 判例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

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

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

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304)고 하여 대체로 표시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는 견해를 취

한다.305)

302)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Ⅰ] 제9판, 박영사, 2013, 288-289면
303) 金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413-414면
304)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305) 김준호(註 297),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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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해충돌 규제의 필요성이 부패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지

만, 부패 발생의 개연성이 높거나 그러한 오해의 여지가 큰 ‘관계’를 미리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신고’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이미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에 적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

단된다.

더구나 공서양속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 자체에 불법적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계약 내용이나 의사표시의 내용 이외에, 법률

행위 내지 계약이 갖는 법적․사실적 효과의 총체를 의미하므로, 동기의

불법을 단순히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의 불법 문제로 볼 것은 아니고 당해

법률행위의 법적․사실적 효과와 연관된 내용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다.306) 따라서 이해충돌 규제에서 동기의 반사회성 문제는 법률행위 내용

의 반사회성 문제로 포섭될 수 있다.

바)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의 要否

(1) 학설

(가)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해

良俗秩序위반의 법률행위가 사적 자치의 한계를 넘는 것으

로 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행위의 법적 비난가능성에서 연

306) 李東珍(註 118), 221-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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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양속질서에 반하는 사정에 대한 인식을 요한

다는 견해307)와 법률행위를 할 당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308)가 있다.

또한 반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주관적 요건은 당해 법률행

위의 반사회질서성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를 사회질

서에 반하게 하는 사정에 대한 인식이므로,309) 법률행위의 내용 그 자체

가 반사회질서적일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또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는 견해310)도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 법률행위가 주위사정에 의하여 반

사회질서적일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무효로 된다

고 한다.311)

(나)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사회질서는 국민이 지켜야 할 일반규범으로서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식 여부를 묻지 않고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312)

(2) 判例

307) 李英俊(註 1), 253면, 李銀榮(註 98), 37면
308) 金亨培, 金奎完, 金明淑 共著, 民法學講義[이론․판례․사례] 제15판, 新潮社, 2016,

170면
309) 김상용(註 98), 413면
310) 김증한․김학동(註 103), 373면
311) 김상용(註 98), 413면
312) 송덕수(註 1), 141면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f
_:
M
S
_0
00
1M
S
_0
00
1

- 118 -

위에서 살펴본 판례 중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617

판결에서는 법률에 위반한 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판단

하면서 국민이 수입금지규정을 준수해야 할 공익적인 요청의 강도는 매우

크다는 점, 위 매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에 국가의 경제질

서와 공공질서가 문란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당사자가

불법을 인식하고도 통모하여 수입이 금지된 중고선박을 국내에 반입하고

자 한 주관적인 악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313)

계약이 단속규정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주관

적 인식 또는 반사회성을 고려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한 판결도 있

다.314)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

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

조제2항제2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

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

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

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

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315) 따라서 단순히 계약 담당공무원

313) 金載亨(註 108), 20면
314) 金載亨(註 108), 20면
31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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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절차에서 위 법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

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

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

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

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316)고 하였다. 이 판결은 어떤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일정한

사유가 추가되면 사법상의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한 점에서 중대

한 의미가 있다.317)

(3) 소결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당사자의 인식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으나, 법률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

기타 부가적 사정과 관련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은 있어야 할 것이다.318) 왜냐하면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가 사적자치의 한계를 넘어 무효가 되는 데에는 결국 그러한 행

위에 대한 법적 비난가능성에서 연유하는 것이고, 불공정 법률행위의 주

관적 요건으로 판례가 폭리자의 악의를 요구하는 점에서 반사회적 법률행

위의 경우에도 그 취지를 같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319) 반면 공서양속에

316)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317) 金載亨(註 108), 21면
318) 金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412면, 池元林(註 98), 202면, 金龍潭/白泰昇(註 99),

497-4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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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다는 의식은 원칙적으로 필요치 않다.32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도 당사자의 인식을 반사회질서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거나 효력 여부를 판단하면서 주관적 인식을

고려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는 법률행위 내용 자체를 규율하는 것과

는 무관하므로 법률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 즉,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소속된 기관 등에의 채용,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영향력 등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 공서양속 위반의 유형

공서양속 위반의 유형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윤리적 질서

에 반하는 행위(혼인 기타 가족질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정신적․신체

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여 인격의 발전을 막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

는 재산의 처분행위, 폭리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등으로 나누는 견

해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정의관

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321)

문제되는 공서양속이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하

는 관점에서 분류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는 공무원 제도, 선거제도,

319) 김준호(註 1), 232면
320) 金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412면
321) 李英俊(註 1), 236-251면, 金載亨(註 179), 661-664면, 池元林(註 98), 205-213면, 송덕수

(註 1), 144-152면, 李銀榮(註 98), 39면, 金亨培, 金奎完, 金明淑 共著(註 1), 172-177면,
김준호(註 1), 234-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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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조세제도 등 국가의 기본 제도의 운영을 해하는 행위로부터 ‘공

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서양속’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322)

아) 행정규제 위반시 민법 제103조의 적용 여부

행정규제에 의한 행위금지는 민사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 이는 공법과 사법의 준별원칙에서 나오는 것인가, 공

법이 추구하는 사회질서와 사법이 추구하는 사회질서는 다른 것인가, 공

법에서 정하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도 민법 제103조가 말하는 사회질서에

는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등의 의문이 제기된다.323)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판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관계 공무원이 지

켜야 할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이에 더하여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

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324)

경찰법령 등에 의하여 거래가 희생되는 것을 피한다는 관점에

서는 분명히 공법상의 규제와 사법상의 효력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러나 경제법령이나 소비자보호법령 혹은 노동관계법령 등이 등장하

게 되면, 이들 법령의 목적이 개개의 거래를 직접 규율하거나 또는 거래

의 환경을 정비하는 데 있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으로

322) 金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417면
323) 李銀榮(註 152), 17면
32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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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청구권 또는 행정개입청구권이라는 개념

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므로, 법령의 목적과 거래의 효력은 결코 무관계

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이른바 ‘사적 자치’ 혹은 ‘계약

의 자유’에 대항하는 ‘契約正義’의 원리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

보호라든가 경쟁유지라고 하는 시장환경의 정비를 위한 ‘經濟的 公序良

俗’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법 제103조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제103조가 규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를 매개로 하는 헌법가치의 실현을 중시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개인의 국

가에 대한 기본권보장을 확보함으로써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발동을 적

극적으로 요청하며, 또한 그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즉, 여기서의 공

서양속은 자유를 방향지우며, 지원하는 공서인 것이다.325)

라. 강행규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적 규제인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위반의 경우에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정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공

무원 행동강령의 경우 공직 사회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규율이고,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를 사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강행규정에

대한 판단기준과 그 효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공직자 이해충돌 규율이 별도의 독자적 법률로 입법되거나 부정청탁금지

법에 도입되는 경우 그리고 그 효력 여하를 명시하는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규정의 타당성, 성격 및 효력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싶다.

325) 徐元宇, “行政法規違反行爲의 私法的 效力”, 행정판례연구 제8집 524호(2003), 박영사,
216-217면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f
_:
M
S
_0
00
1M
S
_0
00
1

- 123 -

1) 판단기준

법률에 있는 규정에 대하여 그 규정의 내용을 제시한 다음 강행규

정 또는 효력규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들이 많다. 이러한 판결들에

서 상세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단속규정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들도 그 결론을 보면 명확한 듯하나, 법규정의 내용만을 제시하고 결

론을 내려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이 판결하고 있는지 알아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326)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판례의 태도가 비교적 자세하게 제

시된 판결을 중심으로 강행규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회적 타당성과

의 관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입법취지 고려하거나 이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한 사례

대법원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현재 공인중개법)이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2000. 7. 29. 건설교통부령 제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2항에서

는 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함과 동시에 그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호, 제38조제2항제5호는 중개업자가 위에서 정해진 수

수료를 초과하여 금품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들이 위와 같은 금지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326) 金載亨(註 108), 15-16면 - 상세한 이유 제시 없이 단속규정[註 182부터 註 185까지]
및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註 192부터 註 197까지]이라고 판단한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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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려는 데에도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위반행

위에 대한 일반사회의 평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금지행위 위반은 반사

회적이거나 반도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만으

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규정들은 부동산중개의 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

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327)고 하여

강행규정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반사회성을 들고 있으나 강행규정

위반이 사회질서 위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어떠한 입장을 밝히

고 있지 아니하다.328)

위 판결 선고 전 “구 紹介營業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한 소개영업 보수약정 중 법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

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고 보수약정의 사법상의 효력을 법 소

정의 최고액까지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최고액을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329)는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부

동산중개업법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금품수수행위의 효력이나

수수된 금품의 처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

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금원의 지

급경위, 수액의 크기만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327)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328) 金載亨(註 108), 12-13면
329)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1146 판결,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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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

력규정은 아니다]330)이 엇갈리고 있었기 때문에, 2000다54406, 54413 판결

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어야 했을 것이다.331) 다만 2000다54406,

54413 판결은 위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결과

는 달리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들고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의 목적, 금

지규정의 입법취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반 사회의 평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도 부동산중개업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32)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확인하였다. “구

부동산중개법업(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

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

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수

료 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

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물론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의하

여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거래

330)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0972 판결
331) 金東勳(註 158), 121면
332) 金載亨(註 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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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높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업자

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부동

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

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333)라고 판결하였는데, 그 이

유로 법률의 입법목적,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방지할 필요성을 들고 있다.334)

이에 더하여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

로(제1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

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은 이

333)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334) 양창수․김재형 공저(註 99), 651면 - 위 판결에 대하여 金載亨(註 108), 23-26면에서

는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정 한도로 규제한 이유는 중개업
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중개의 의뢰인, 즉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도 거래의 안전을 침
해할 우려가 없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법무사 보수 제한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으로 다소 부동산중개업자의 직
업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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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

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

상인 부동산이 그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전문성을 갖

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전

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이

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

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

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중개사

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

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

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335)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

33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 이 판결에 대하여 姜台星(註 101),
500면에서는 “금지규정에는 사법에 속하는 것과 공법에 속하는 것이 있고, 공법에
속하는 금지규정 중에는 그 금지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있으며, 공법에 속하는 금지규정 중에서 그 금지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강
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평석하였다. 이 견해는 강행규정과 임의규
정 및 단속규정과의 구별 논의에서는 사법영역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공법영
역에는 단속규정이 포함된다고 하다가 위 판례평석에서 공법 영역의 금지규정 중
효력 부인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관된 논의를 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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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

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

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사법상의 효력까지

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

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

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라

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

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336)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

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중개수수료 약정이 부

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337)고 하였다.

대법원은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이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원과 더불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거생활 안정

336)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337)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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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하는 근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에서 같은 항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

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0호)’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정한 다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

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임차인의 동의 없는 상호전환의

사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338)고 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화 강화 노력과 아울러 해석으로서 임차인 보호를 꾀하

고 있다.

나) 소결

앞서 살펴본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은 법령에서 법령

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당해 법령을

강행규정으로 보는 근거로서 세 가지 판단요소를 들고 있다. 첫째, 입법목

적이다. 그러나 입법목적에 따라 위와 같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

지, 아니면 단속규정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둘째,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다. 규제의 필요성이 크면 강

행규정으로 볼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러나 그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도

역시 모호하다. 셋째, 경제적 이익의 귀속 방지이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

338)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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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약정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

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약정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39)

2) 강행규정 및 단속규정에 반하는 행위의 효력

가) 효력을 정하는 기준

법률에서 일정한 법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법률에 당해 규정에 위반된 경

우에는 무효라고 정하고 있든지, 당해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법률에 위반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항상 명확하게 결정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에 법

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이익형량과 가치평가를 통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주요한 내용으로는 법규정의 목적, 보호법

익, 위반의 중대성,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이익형량을 통하여 법률 위반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정해

야 하는데, 개별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

과 유효라고 볼 경우의 손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효력을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340)

339) 金載亨(註 179), 58-59면
340) 金載亨(註 108), 27면,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402-403면에서는 유럽계약법원
칙상 강행규정에 위반한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유럽계약법원칙(PECL) 제15: 102조(강행규정에 위반한 계약) (1) 계약이 이 원칙 제
1:103조에 따라 적용되는 강행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강행규
정에서 그 위반이 계약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강행규정의 위반이 계약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전부 유효인 것, 일부 유효인 것, 전부 무효인 것 또는 수정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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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설

단속규정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대별된다.

(1) 원칙적으로 유효로 보자는 견해341)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을 명쾌하게 구분하는 기준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분명한 것은 규정 자체의 성질에서 그 기준이 당연히 도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칠 결과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대부분의 금지규정은 일정한 행

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사법상의 판단에 있

어서는 이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민법 제103조의 정신을 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매우 행

정편의적인 발상이며 민사법원은 이에 일정한 제동을 걸 필요도 있다. 우

리 민사법원이 금지규정을 대부분 단속규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사거래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고양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보

것 중의 어느 하나로 선언될 수 있다.
(3) 제2항의 선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위반에 대한 적절하고도 균형 잡힌 대응이 되도록 행하여져야 한다.

(a) 위반된 법규의 목적;
(b) 그 법규가 보호하는 인적 대상의 종류;
(c) 위반된 법규상 부과될 수 있는 제재;
(d) 위반의 심각성;
(e) 위반의 고의성 유무; 및
(f) 위반행위와 계약 사이의 연관의 긴밀성.

341) 金東勳(註 158), 125-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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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이다.

(2)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자는 견해342)

공법과 사법을 엄격하게 준별하려는 전통적인 사고 및 사법상

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규 관련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에 의하여 실무에서

는 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유효라고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343) 그러나 사법의 해석에서도 공법 규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할 때 공법과 사법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좀 더

바람직한 법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질서는 모순이 없어

야 한다. 법률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계약을 유효라

고 하는 것은 법질서의 자기모순이며, 법률적으로 금지된 의무를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법상의 거래를 규제하

는 법령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적어도

규제법령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는 범위를 현재보다는 넓혀야 한

다는 견해이다.

다) 判例

342) 金載亨(註 108), 27-28면
343) 金載亨(註 108), 14면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첫 번째 이유는, 공법과 사법을

엄격하게 준별하려는 전통적인 사고에 기인하여 공법 규정에서 사법상의 거래를 규
제하더라도 그러한 규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유효로 보려고 한 것이고, 두 번째 이
유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에서 초래
된 것이다. 사법상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규가 충분한 검토 없이 행정관료에 의하여
갑자기 입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입법을 행정부에 근무하는 주
사나 사무관이 만든다고 하여 ‘주사 입법’ 또는 ‘사무관 입법’이라는 비난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회나 행정부에서 사법상의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규가 손쉽게
만들어졌다가 폐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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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법령344)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

원과 더불어 각종 제한을 부과하면서, 특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임대사업자가 위와 같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초과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다음 임차인에게 그에 따라 분양계

약을 체결할 것을 통고하고 이에 응한 임차인에게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

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게 되어 같

은 법의 입법 취지를 심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만일 임차인이 같은 법

관련 법령이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분양계

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344)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주택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
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

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3.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

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
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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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박탈하고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독점할 수 있

게 되는 등 임대주택제도가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이는 같은 법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고 같은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정한 분양전환가격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임대사업

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한 같은 법 관련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

결된 분양계약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345)라고 하면서 기존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위배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러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346)하였던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령에서 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의 효력을 무효로 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금지시

킴으로써,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

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347)

그리고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또는 구 임대주택법 제12조348)에 위반하

345)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346)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3605 판결
347) 윤진수(註 230), 71면, 金載亨(註 179), 60면
34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각 규정을 찾을 수 없었으며, 현재 전부 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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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국민주거생활의 안

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지원을 규정한 구 임대

주택건설촉진법과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서 사법상으로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349)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라) 소결

규제에 위반한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필요가 없이는

규제를 마련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합리적인 규제 정립을 위해 여러 가지

입법 과정상 요건과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

하여, 규제 자체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 효력의 여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취지, 이익

형량 등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입장에서 차이가 없

으므로, 위 두 가지 입장은 공법적 규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로만 보인다(물론 구체적인 사안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커다란 시각의 차이를 가져오겠지만!).

결국 이러한 원칙론적인 입장을 논하기 보다는 규정 자체에서

그 효력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규정이 공법규정이든지 사법규

정이든지 구체적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고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이때 일반조항으로서 민법 제103조 적용 여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제1항 ‘임대사업자
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기간("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여 매각 제한 기간을 두고
있다.

349)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1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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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될 수 있다.

민법 제103조의 기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03조는 사회 일

반의 가치 관념의 변천이나 사회의 변동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 발생에 대

하여 법원이 탄력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질서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칫하면 법원이 자신의 주관

적 가치관을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강요할 수도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

다. 그러므로 법원은 민법 제10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탐구하

여야 한다.350)

3. 행정규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특수성

가. 행정규제의 개념

행정법규란 행정목적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규이다.351) 행

정주체의 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정

의에 규범정립 과정상의 개념도 포섭하여 입법 과정상의 통제를 통해 행

정규제가 보다 설득력 있게 작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규제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제1설

350) 金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399면
351) 金榮三(註 16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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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

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

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

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규제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인허가, 감독 및 제재, 영업상 행위의무 등 행

정규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 내의 행정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절차적인 내용의 경우에 한하여 행정규제로 분류될

수 있다.35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행

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를 부과할 수 없으며(제4조제1항,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행정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규

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규

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제5조). 이를 위해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할 때에는 그 필요성, 실현

가능성,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등을

352) 이태종,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지정토론요지”, 저스티스 제106호, 2008. 9., 399-4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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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등의 절

차를 거쳐야 한다(제7조, 제9조, 제10조 내지 제16조). 위와 같이 합리적인

규제 법규의 정립을 위해 마땅히 규제되어야 할 대상이 규제되고 있는지,

규제의 수단과 강도가 적절한지 등353)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하기 위한 입

법 과정상 절차적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다.

2) 제2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행정

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

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인바,

실제 개인이나 기업이 직면하는 정부규제에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개

념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행정규제의 개념이 너무 협소하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기업활동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일

반적인 법적 개념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규제란 ‘행

정주체가 공익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적 주체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354)

353) Stephen Breyer 저, 법제처 비교공법연구회 역, 규제의 악순환 - 효과적인 위험 규제
(Breaking the Vicious Circle), 법령정보관리원, 3면

354)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지정토론에 대한 답변의견”, 저스티스 제106호, 2008.
9., 414-415면, 이에 반하여 규제인지의 여부는 행정의 직접 상대방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
므로 행정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활동에 대한 ‘침익적 개입 내지 제한’으로 국한하여
보아야 한다는 견해[조성규, “전파법상 무선국 허가․검사제도의 법적 문제”, 행정법
연구 제39호(2014. 7.),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78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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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설

규제란 단순히 행정법상의 개별 행위와 그에 대한 작용형식적 구

별을 넘어서 일종의 결합개념으로서 규제의 주체, 규제의 목적, 규제의 형

식 등과 같이 전체적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적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더불어 행정규제는 행정의 집행작용뿐만 아니

라 (행정의 관여 하에) 규범정립을 하는 입법의 요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통하여 이른바 규제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법규범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355)

4) 소결

행정규제기본법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정의

개념을 참작하여 볼 때 행정규제는 일정한 범위 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으로 그 입법 형식이 정하여져 있고, 규제의 범위가 인허가, 감

독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규범 정립 과정에서 관련법상 여러 가지 통

제를 받고 있다. 행정규제의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 및 내용상 통제를 통

하여 합리적인 행정규제를 정립함으로써 행정 작용의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가 도입되는데 있어 그 규제가 필요한 배경,

입법목적, 규제 시행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될 것이므로 행

355) 박재윤, “행정규제에 있어서 사인의 규범정립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제44호(2016.
2.),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7면, 박재윤,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
의 문제”, 행정법연구 제41호(2015. 2.),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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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제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통한 합리적 행정규제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 행정규제 위반의 효력

1) 효력 여하에 따라 단속규정 및 효력규정으로 나누는 견해

이하의 학설들은 주로 행정규제의 효력 유․무에 따라 단속규정(단

순한 단속규정) 및 효력규정으로 분류하되 강행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언

급 없이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 제1설

행정법규에는 단순한 단속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 많지만, 구

체적으로는 규율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를 유효․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그 법규의 입법취지가 법규에서 규정하는

내용 그 자체의 실현까지 금지하고 있는가 혹은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하

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치고 있는가에 따라 그 효력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자가 효력규정이고 후자가 단순한 단속

규정이라 할 것이다.356)

이들의 구별을 위해 ① 당해 규정의 취지, ② 거래의 안전, ③

당사자의 신의․공평, ④ 사회의 윤리적 평가 등을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

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같은 행정규정이라도 위반행

356) 徐元宇(註 325),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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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단속규정으로 풀이되고, 또 다른 때에는 효력규

정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견해가 대부분인데, 이에 따르면, 공익적

내지는 정책적 요청에 가까운 ①, ④의 요소와 사적 자치 내지는 계약자

유의 원칙의 요청에 가까운 ②와 ③의 요소들을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여

하히 적절하게 조화해야 할 것인가의 형량문제에 귀착된다고 본다.357) 단

속규정 자체에 그 위반행위의 공법적 효과 이외에 사법적 효과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혹은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

률행위의 유효성의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3조의 해석 및

연관성이 문제된다.358)

나) 제2설

단순한 단속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는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

야 하는바,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위반한 단속규정의 입법취지 내지 보호

목적, 단속대상인 당해 법률행위의 금지 내지 제한에 대한 사회적 요청의

정도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윤리적 비난의 정도, 위반행위를 무효로 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의 신뢰 및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그리고

공법상의 단속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아직 이행되기 전으로 상대방의

신뢰와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되는 문제만 없다면 무효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이행된 법률행위인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

뢰와 거래 안전의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효력을 인정할 경우 단속규

정의 입법취지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면,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

다.359)

357) 徐元宇(註 325), 213면
358) 徐元宇(註 325), 213면
359) 서광민․박주영(註 115),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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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설

단속규정은 이를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과 제재에만 그치고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는 단

순한 단속규정으로 구별되며, 법규에서 그 효력을 정하지 않는 경우 효력

규정과 단순한 단속규정은 당해 법규의 목적과 의미를 고려하여 해석을

통하여 규명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그 규정이 법률행위의 내용

을 시인하지 않아 법률효과의 발생을 금지하는가 아니면 내용을 문제 삼

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하게 된 외부상황(장소, 시간, 인적요소 등)을

규제하는가에 따라 효력규정과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

다. 주의할 것은 단순한 단속규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법

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로 될 수

있을 것이다.360)

라) 제4설

추상적으로 보면, 단속규정은 일정한 행위가 현실로 행해지는

것을 금지 내지 제한하는 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

으로 처벌만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그 결과의 실현

에 국가가 조력한다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하는 자도 있

을 수 있으므로,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는 것이 그 행위의

금지 내지 제한이라는 목적에서 보아 보다 더 적절한 경우가 많을 것이

360) 金龍潭/白泰昇(註 99), 477-4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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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경우 사법상 효력 부인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스스로 법

에 반하여 행한 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여 의무를 면하려고 하는 자의 주

장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단속규정에 관하여 입법

의 취지,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비난의 정도, 일반거래에 미치는 영

향, 당사자간의 신의․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361)

마) 제5설

원칙적으로 행정법적 규제는 사법적 규제를 당연히 포함하지

않으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까

지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정책적 고려가 입법작용 및 법령의 해석에 있어

서도 필요하다. 근래 법령의 성질이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치를 실

현하기 위한 경찰법령으로부터 거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제법령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경제법령의 위반에 있어서는 거래의 효력을 부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거래의 사법적 효력을 부

인하게 되면 거래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은 도모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362) 따라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것인가는 입법의 취지, 위반행위

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 비난의 정도, 일반거래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간

신의·공정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례도 무효에 의하여 달성될

공익적 질서와 그것에 의하여 야기된 사익의 불균형을 비교형량하여 무효

로 할 것인가 아닌가를 정책적으로 결정해 왔다. 이를 통하여 공익과 사

익의 조화를 도모하려 한다.363)

361) 김증한․김학동(註 103), 364면
362) 李銀榮(註 1), 394-395면
363) 이은영(註 166), 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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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에 위반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이미 이행된 거래관계를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하는 부당함

이 초래되고,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거나 소구할 수 있게 하는 것

도 법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행 전에는 소송상 이행청구

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행 후에는 급부를 보유하도록 허용한다. 즉 금지

법규가 공법이든 사법이든 관계없이 그 이행에 법이 협력하여서는 안 되

므로, 원칙적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되, 이행 단계별로 그

효과를 달리하여 보자는 것이다.364)

2) 행정규제 유형에 따라 그 효력을 논의하는 견해

행정법규는 그 목적에 따라 질서행정법규, 경제통제법규, 사회행정

법규 등으로 나누거나, 경찰법규, 자격요건법규, 경제통제법규 등으로 나

눌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에 따라 그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한다.

행정규제 자체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는 견해 이외에도 그러한

행정적 제한이 私法행위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지에 따라 유형을 구

분하는 견해도 있다. 개입의 정도를 첫째 행정법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를 정하고 있는 경우(식품위생법, 마약법), 둘째, 행정행위

364) 이은영(註 166), 29, 33면에서는 “규제법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무효의 주장을 당
해 규정이 보호하려는 자에게 제한해야 한다”는 편면적 무효주장의 법리를 주장하
는데, 공직자 이해충돌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은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자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서 악의의 적극가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
고, 다만 이미 이행이 완료된 후의 전매자 등 제3자는 보호필요성은 있으나 이미 이
행단계설에 따르면 급부 보유가 정당화되는 단계로서 굳이 무효주장을 할 이유도
없으며,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 단계도 벗어났다는 점에서 당해 견해가 적용되기 어
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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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형성에 공법상 제한이 수반되는 경우(토

지수용법, 광업법), 셋째,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발효하기 위한 개별․구체

적 행정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전기사업법, 농경지조성법, 자동차운

송사업법)로 분류하는 것이다.365)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전자의 견해에서

효력을 논의함에 있어 위반의 정도, 행위의 금지·제한에 대한 취지의 강

도 등으로 이미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행정규제의 목적에 따

른 분류 방법에 따라 효력을 구분하여 본다.

가) 질서법규위반행위와 사법상의 효력

질서행정이란 행정주체가 직접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

하여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

한하는 행정작용으로 공공질서유지 등 소극적인 안보목적을 위한 작용이

라고 한다. 이를 위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질

서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질서행정벌의 대상으로 하지만 사인 사이의 그

에 관한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느냐의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즉 행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취지가 있는 질서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는

사법상 유효하다.366) 질서행정에 관한 법규 가운데 경찰법규는 공공의 안

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단속규정으로

서,367) 단순한 단속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 많을 것이며 행위주체를 금

지․제한하는 취지의 경찰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는 그 사법상 법률관계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368)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가공무원 제

365) 金榮三(註 253), 98면
366) 高翔龍(註 162), 100-101면, 高翔龍(註 129), 93-94면, 金榮三(註 253), 100면
367) 김상용(註 98), 395면
368) 吳昌洙(註 129), 21면, 민형기, “團束法規 違反行爲의 私法上의 效力(1989. 9. 12. 선

고 88다카2233, 2240 판결)”, 大法院判例解說 제12호, 法院行政處, 1989, 343-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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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조에 따라 금지되는 공무원의 영리행위도 경찰법규의 일종으로 보고 유

효하다고 한다.369)

그러나 경찰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행정의 금지·제한에 대한 취

지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의 금지·제한에 대한

취지가 강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하지 않으면 행위의 금지·제한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대한 취지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

는데 있다. 대단히 어려운 판단이 되겠지만 그 시대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의식 특히 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법감정, 윤리적 비난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370)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물건의 이전

까지도 억제하려는 취지가 있는 질서법규도 있다. 즉 사법관계가 직접 공

공질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질서법규 자체가 사

법상의 효력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질서법규 가운데서

이른바 효력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371)

또한 법률이 특히 엄격한 표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기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규는 효력규정이

다. 특히 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물건의 이동까지도 억제하려는 취지

김준호(註 1), 228면, 김주수·김상용(註 117), 317면, 김상용(註 98), 398면
369) 곽윤직․김재형(註 1), 268-269면, 金龍潭/白泰昇(註 99), 478-479면, 송덕수(註 1), 136

면, 金龍潭/白泰昇(註 99), 509-510면, 김주수·김상용(註 117), 317면, 김상용(註 98),
395면, 김상용․박수곤 공저(註 98), 174면, 김증한․김학동(註 103), 364면

370) 高翔龍(註 162), 100-101면, 高翔龍(註 129), 93-94면, 金榮三(註 253), 100면
371) 高翔龍(註 162), 101면, 高翔龍(註 129), 94면, 金榮三(註 253),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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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긴 경찰법규는 당해 법규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을 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사법상 무효이고 이러한 법규는 경찰법규

가운데서 효력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다.372)

나) 경제통제법규위반행위와 사법상효력

(1) 제1설

경제법규는 그 법규의 기본취지가 다양하므로 법규의 목적,

의미, 금지하는 것이 내용인지 외부상황인지 등을 고려하여 효력규정인지

또는 단순한 단속규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전쟁 또는 경제

위기시의 국민생활의 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거나 투기를 통

한 탈세․탈법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관련법은 효력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373)

경제통제법규는 효력법규로서 위반시 제재로서 벌칙이 과하여

질뿐만 아니라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경

제통제법규가 일반적으로 일정한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

위 그 자체를 규제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위반행위는 그 한도에서 법규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그 효력을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374)

또한 법률상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경제통제

법규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에 위반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위

372) 吳昌洙(註 129), 21면
373) 金龍潭/白泰昇(註 99), 480면, 민형기(註 368), 344면
374) 金榮三(註 167), 65-68면, 高翔龍(註 162), 100-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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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무효이다. 경제통제법규의 규제대상이 자연사실인 것은 질서단속

법규와 같지만, 그 밖에 법률행위 그 자체를 규제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

고 한다.375)

(2) 제2설

경제통제법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법규는 사법상의

효력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이 효력규

정인지 단속규정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

선 당해 법규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당해 법규가 규제하려고 하

는 것이 행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려는 것인가 또는 행위의 결과로서 생

기는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까지도 억제하려는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려는 것만이 취지이고

행위의 결과로서 생기는 재화의 이동은 문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

규정으로 보고, 당해 법규가 재화의 이동을 억제하는 취지일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면 그 법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를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해 법규가 재화의 이

동을 금하는 취지는 아니고 일정한 행위자체만을 금지․제한하는 취지라

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금지․제한의 취지가 강한 경우에는 당해 법규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에 반하는 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

다. 둘째,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 비난의 정도나 위법행위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이나 그 이익의 귀속 그 자체에 대한 부당성의 유무 등

그 행위에 대한 반사회적 또는 반도덕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나 이를 감안

한 사회경제정책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376) 셋째, 당해 행위의 사법상

375) 金榮三(註 253), 101-102면
376) 민형기(註 368), 342-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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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의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률행위를 무

효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거래의 안전

을 해하게 되므로 제3자 보호 내지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당해 법규를

효력규정으로 보는가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당사자간의 신

의․공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한규정위반행위의 사법상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당사자로서 자신이 행

한 행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신의․공평이라는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사

항들을 고려하여 당해 법규의 성격을 규명한다고 하여도 제반 기준 사이

의 충돌 내지는 우선순위가 문제되는 바, 이 경우에 안이하게 공익상의

요청을 우선시켜서는 안 될 것이고, 사법질서의 정의문제를 제1순위로 하

고 공익상의 요청은 가능한 대로 형벌 또는 행정상의 불이익처분을 가중

하여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 민사재판의 제도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즉 당해 제한규정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로 보고 예외적

으로 당해 법규 위반행위가 중대한 법익을 해치게 되고 강력한 비난을 면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를 무효로 볼 것이다.377)

다) 복리법규위반행위와 사법상의 효력

복리행정은 국민 각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고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케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경제질서의 균형적 발

전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이러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행정법규는

사법상의 효력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한다.378)

377) 吳昌洙(註 129), 24-25면,
378) 高翔龍(註 162), 101-102면, 金榮三(註 253),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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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법규(사회법상의 제한규정)위반행위와 사법상의 효력

일반적으로 사회법의 영역에 속하는 특별법으로서 근로기준

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이 영역에 속한다. 사회법

이 공법과 사법이 융화된 중간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 양자에 공통되는

동시적·동가치적인 효력을 갖는 법규라고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법

상의 제한규정은 곧 공법상의 제한규정일 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효력에도

직접 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사회법의 이념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

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측

면에서 사회법상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유효․무효를 정해야 할 것

이다.379)

3) 判例

가) 효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울고등법원 1999. 10. 22. 선고 99나17540 판결은 “불공정거

래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등의 처

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

는 법률행위 또는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법률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또는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법률행위를 모두

사법상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위반당사자에게 그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효

379) 高翔龍(註 162),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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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누리게 한다면 공정거래법의 금지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같은 법의

목적 달성은 불가능하게 되는 반면, 이를 전면적으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로 인한 광범한 사법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이를 추상적,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

법에 위반된 개개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앞서 본 공정거래

법의 입법취지와 성질, 각 금지규정의 내용, 당해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

반한 정도 및 이를 무효로 하는 경우 초래된 사법관계의 혼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의와 형평의 관념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개

별적으로 그 사법상의 효력을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고 하였는

데, 최고법원의 견해가 아니어서 아쉬운 감이 있지만 당해 판결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위법

성의 정도, 거래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부정한 유일한 판결례로 선례적 의미가 크다.380) 그러나 이 견해

는 반사회질서위반의 유무로 사법상 효력을 판단하게 되면 독점금지법 위

반의 점은 무효화하기 위한 고려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하게 되어 독점금

지법의 목적달성이 그만큼 철저하지 못하게 되는 폐단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데,381) 이는 행정규제 중 특히 독점금지법의 입법취지만을 그 우위에

두는 것으로써 타당하지 아니하다.

광주고등법원 1995. 7. 5. 선고 95나2431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을지언정 불공

정행위 그 자체를 무효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그와

380) 金次東, “獨占禁止法 違反行爲의 私法上 效力”, 憲法․行政判例硏究 第20輯(2), 2006,
85면

381) 金次東(註 380), 6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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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비

로소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1999. 10. 22. 선고 99나17549 판결은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독점금지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위반되는 허위

광고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행정상, 형벌상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382)

나) 효력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상 국민주택에 관하여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

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1998. 12. 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제2항

및 제8조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383)라고 하여, 금지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규정의 효력을 한정

적으로 해석하였으며, 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1995. 3. 30. 법률 제494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384), 제8조에 따르면 그 등기신청의 원

382) 金次東(註 380), 77면에서 위 판례 재인용
38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이 이 판결을 따르고 있다.
384)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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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행위인 같은 법 제7조제1항 소정의 목적에 의한 계약명의의 신탁약정

자체가 금지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지적하는 명의신탁약정이 그 사

법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국토이용관

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이어

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385)라고

하여 규정의 의미를 최대한 좁게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새기지 않으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386)

그 밖에 판례에서 문제된 경제법규 각각의 성질을 법령의 종류

에 따라 구분하여 그 효력을 논의한 판례의 판단은 이미 효력규정과 단속

규정의 구분 부분에서 살펴본 바 있다.387)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규제 위반의 효력 문제를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구별의 일반론으로 검토하는 견해도 있고, 행정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규제 유형을 나누어 검토하는 견해도 있다.

결국 위 두 가지 견해 모두 개개의 구체적 사건이 있어서 법규의

취지, 거래의 안전, 당사자의 선의․악의, 신의칙, 행위에 대한 사회적․윤

리적 비난의 정도 등이 개재되어 있는 특유한 요소를 검토하고 이익을 비

제7조(명의신탁금지) ①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규정은 1995. 3. 30.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385)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
386) 송덕수(註 1), 568면
387) 6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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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형량하여 판단하고 있다.388) 위와 같은 유형의 분류는 규제의 취지, 규

제의 범위, 규제의 정도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주목을 끄는 것은 법규에서 일정한 법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사법상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법규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

이다. 다만 판례는 그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한 단속규

정으로 이해하고 있다.389)

다.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공법적 규제와 사법의 역할

종래에는 주로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혹은 민상법을 비롯한 여러 가

지 사법규정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보았지만, 오늘날의 거래사

회에 있어서는, 위 규범과 함께 공법적 규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390)

그 동안 공법적 규제에 대하여 ‘단속규정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

력’이나 ‘단속규정 위반이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가’라는 것이 주로 문제되었고, 公法․私法二分論을 전제로 공법적 규범의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장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하였다. 앞에서 강행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에 관련하여 논의된 바

와 같이 단속규정은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禁壓防止하

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강행규정은 당사자가 일정한

388) 金榮三(註 253), 102면
389) 金龍潭/白泰昇(註 99), 481면
390) 徐元宇(註 325), 196-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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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법상의 효과의 실현에 대하여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단속규정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391)

그러나 공법적 규제가 오늘날처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公法․私法二分論을 전제로 한 논의가 그대로 유지된다

고 보기는 어려우며, 거래에 밀접히 관련된 공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그

거래에 관한 사법상의 판단에 있어서도 공법과 사법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상호의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재인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

고 있다.392)

즉 단속규정에 위반한 계약이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은 단계에 있

는지와 이미 이행되고 있는 단계인지 구별하여 그 효력을 달리 보는 이행

단계론과 문제가 되고 있는 법령의 목적 내지 내용에 착안하여 효력을 논

의하는 경제적 공서론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행의 전후라고 하는 장면

의 상이에 따라 효력을 달리 보아 법률행위의 효력을 사건의 진행 경과가

어떠한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393) 또한 경제적 공서론에 따르면, 거래

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警察法令 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효력은 부정되지 아니하고, 거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經濟法令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공서양속을 판단함에 있어

법령의 목적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 이는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개개의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령(去來利益保護法令)’과 ‘거래의 환경이 되는 시장질서의 유지를 목적으

391) 徐元宇(註 325), 197-199면
392) 徐元宇(註 325), 197면
393) 徐元宇(註 325), 199-200면 - 앞에서 전술한 견해(147면 이하 이은영 교수의 견해 참조)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f
_:
M
S
_0
00
1M
S
_0
00
1

- 156 -

로 하는 법령(經濟秩序維持法令)’으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는 위반거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법령의 규제목적의 실현과 당사자의 신의․공평에

도 부합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위반거래를 무효로 하면 당사자간의 신

의․공평을 해칠 염려가 생긴다.394)

라. 법률행위법에 있어서의 단속법규론의 재구성

사법에 대해서도 입법 및 재판을 통하여 국가가 사법을 정립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국가가 관련되는 한 국가에 대

하여 과해지는 제약, 즉 헌법에 의한 제약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

문에, 공법․사법관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395)

1) 헌법 아래서의 국가의 역할

가) 헌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헌법상

의 介入禁止, 基本權保障義務, 基本權支援義務를 지고 있다. 헌법 제14조,

제15조 등에 근거한 개입금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대응하는 것으로

국가의 부작위를 구하는 권리(防禦權)가 대표적이다. 헌법 제10조, 제34조

등에 근거한 기본권보호의무 및 기본권지원의무는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

를 요청하는 것으로 ‘국가에 의한 자유’에 속하고, 기본권보호의무는 타인

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

는 의무이며, 기본권지원의무라 함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이 잘 실현되

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무이다.396) 물론

394) 徐元宇(註 325), 201-202면 - 앞에서 전술한 견해(149면 이하 金榮三 교수의 견해 참조)
395) 徐元宇(註 325), 204-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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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기본권지원의무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아래

와 같이 기본권보호의무의 일종으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여야 할 의무를 국

가의 기본권보호의무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는 주체로 존재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로써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방어적인 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 지

위에 있게 되었다.397)

모든 국가기관이 수범자인 기본권보장의무는 그 구체적인 내용

에 따라 국가의 기본권침해금지의무, 기본권의 적극적 실현의무, 사인간의

기본권침해방지 의무로 나누기도 한다.398)

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

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96) 徐元宇(註 325), 206-209면
397) 鄭宗燮, 憲法學原論, 第9版, 박영사, 2014, 393면
398) 성낙인, 헌법학, 제14판, 법문사, 2014, 956-9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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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

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

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

소는 제한적으로만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에 의한 보호의

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

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

를 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399)고 하였다.

또한 “헌법 제34조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

러한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

이다”라고 하였다.400)

즉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로 보고,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고 있다. 과소보

호금지의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

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다.401)

399)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80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
헌마419․423․436 결정

400)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결정
401) 성낙인(註 400), 9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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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속법규론의 재구성

가) 기본권의 보호 내지 지원조치로서의 공법과 사법

국가가 단속규정을 통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 내지 명령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정하는 것은 그것에 의하여 다른 개인의 기본권

을 보호하거나 혹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

력을 부정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402)

나) 법원에 의한 법령의 계속형성으로서의 法令型公序良俗

사법상의 효력의 부정은 단속규정 자신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단속규정이 목표로 하는 기본권의 보호 내지 지원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 법원이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것인가 어떤가를 결

정하는 것이다. 민법 제103조를 통하여 법원이 법령을 보완할 것이 요청

된다.403)

다) 과잉개입의 금지에 의한 제약

단속규정 자체가 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명령하

며, 경우에 따라 제재를 과하여 이미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민법 제103조를 이용하여 그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계약자유까지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402) 徐元宇(註 325), 209면
403) 徐元宇(註 325), 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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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개입금지가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도 허용

되므로, 단속규정의 목적인 기본권의 보호 혹은 지원과 그에 의해 제약되

는 개인의 기본권과의 형량이 문제된다. 개입금지라는 것은 전자의 목적

을 위해 후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

고, 그 한도 내에서는 ‘과잉개입의 금지’라 부를 수 있다(헌법 제37조).404)

라) 소결

단속규정이라 함은 국가(입법자)가 기본권의 보호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 내지 명령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경우

에 따라 제재를 과하는, 일정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법원이

단속규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법 제103조를 써서 위반행위의 효

력을 부정함으로써 공법적 규율과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 등 사법적 자율

성을 여하히 조정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다분히 가치선택적인 법형성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러한 법형성이 과잉개입의 금지에 반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

중한 비교형량(균형성, 적합성, 필요성 등의 제 원칙)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법과 사법의 상호의존관계가 도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05)

결국 행정규제 위반의 효력은 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필요최소한의 작용이라는 행정규제의 특징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404) 徐元宇(註 325), 210-211면, 이에 대하여 金榮三(註 167), 40-43면에서는 “법치행정의
원리 및 복리행정의 발달에 따라 절차적 규제를 통한 행정작용의 적정화와 개인의
자유․권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가 요청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405) 徐元宇(註 325), 211-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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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논의함에 있

어서도 위와 같은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규제

2018년 1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라,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공무원의 헌법 및 공무원법령상 성실․공정․청렴의무 및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등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러한 의무로 공무원은 행동에 있어 일정한 제약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인으로서의 기본권 행사가 금지되기도 한다. 공적 업무를 수행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러한 희생이 강요되는 것 같지만 헌법상 기

본권보호의무에서 파생되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및 우리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대 자유 보장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은 일차적으로 그 규범의 상대방, 수범자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공동체 속에서의 그 사람의 위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결국 그 사람의 자유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406) 이해충돌 규제의 자발적인 준수는 수범자인 당해 공무

원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인 것이다. 즉 법은 일차적으로 자유를 제

406) 박정훈,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지정토론요지, 저스티스 제106호, 2008. 9., 3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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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는 것이지만, 공동체와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결국 모든 사람의 자유

를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407)

나. 사법적 효력

1) 공무원이 금지되는 직무 관련 외국 기관을 대리하였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한 행위, 고위공무원의 가족 등이 산하기관에 채용되었거나

고위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무원이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 차용, 물품 또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이러한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이 규제 위반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적법성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는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강행규정이라고

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행정법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내부 구성

원들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내지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속규정으

로 볼 수도 있다.

판례는 내부 구성원에 대한 규율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그

효력을 달리 보고 있다. 상호신용금고가 출자자․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

친족에 대하여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단속규정으로 보았고,408)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등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라고 하였다.409)

407) 박정훈(註 406), 397면,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제106호, 2008. 9., 361-363면

408)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8604 판결(註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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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해충돌 규제 유형에 따라서 효력에 관한 논의를 달리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영리 행위 등 외부활동 금지, 가족 채용 및 수의계

약 체결 금지와는 달리 공직자와 특정 이해관계자의 거래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 자체의 내용이나 효력에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다.

2) 부정한 목적으로 뇌물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은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원칙이

다.410) 그리고 뇌물제공(합의)를 매개로 체결된 주계약의 효력에 대하여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본다.411)

공무원의 직무 관련 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정의관

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거나,412) 공무원 제도, 선거제도, 사법제도, 조세제

도 등 국가의 기본 제도의 운영을 해하는 행위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한 공서양속’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413)에 따르면, 공직자 이

해충돌 규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공무원

제도 운영을 위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공서양속에 포함된다.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한 담당사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영향을 주어 공무원의 청렴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40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註 240)
410) 정대익(註 6), 250-251면
411) 정대익(註 6), 260-261면
412) 註 321 참조
413) 註 3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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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다.414)

판례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한 담당사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영향을 주어 공무

원의 청렴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반사회질서의 무효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415) 나아가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 부정하

게 경락받을 목적으로 경매사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

하는 범법행위를 함으로써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경우 이는 경매법 제

3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제2호가 규정한 최고가경매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35조제2항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가 된다”고 결정하였다.416)

다만 중재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무원 특히 법관과 같은 공정성

을 요구받고 있어 형법상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과 동일한 지위가 인정

되는 중재인417)에 대한 규율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중재법(2010. 3. 31.

법률 제102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에 정해진 ‘중재인

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의 당사자들에 대한 고지

의무’에 관한 규정 자체는 같은 법 제5조418)에서의 ‘이 법의 임의규정’이

414) 金龍潭/尹眞秀․李東珍(註 104), 422면, 송덕수(註 1), 147면, 김준호(註 1), 234면, 金
亨培, 金奎完, 金明淑 共著(註 1), 172면, 池元林(註 98), 205면, 李銀榮(註 98), 39면 -
이는 공무원의 직무 의무 위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공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權五乘(註 115), 69면].

415) 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다1645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994 판결
도 이 판결을 따르고 있다.

416) 대법원 1985. 2. 8. 자 84마카31 결정
417) 김경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仲裁硏究 第18卷第1號, 2008,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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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중재인 등의 사무국에 대한 서면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직원들이 그 밖의 다른 경위로 알게 된 중재인 등의 공

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통지받은 사유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기피

신청을 한 바 없다면, 그 중재인 등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

을 야기할 사유가 예컨대 구 민사소송법(2007. 5. 17. 법률 제8438호로 일

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정해진 법관의 제척사유와 같이 볼 수 있

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그 중재인 등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구 중재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중재인 등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중재규칙 제25조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

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중재법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중

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

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된 경우, 구 민사

소송법 제41조제4호의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

심을 야기할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419)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실․공정․

418) 구 중재법(2010. 3. 31. 법률 제102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위반
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
한다.

41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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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금지되는 직무 관련 영리활동, 수의계약 체결,

가족 채용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므

로,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결국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법에 속하는

이해충돌 규제 위반의 경우 행정적 불이익 등 공법적 제재에 의하여 그러

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사법의 영역에까지 그 효력을 미쳐서 당

해 법률행위의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공

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거래하는 것은 우회적 뇌물로 악용

되는 등 부패의 소지가 높으므로 그 행위의 반사회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금지규정

에 대한 사회적 요청 및 당해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효력 제한의 필

요성, 금지규정으로 보호되는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 그리고 반대로 그 규정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되는 공무원이

감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의 정도, 금지행위에 기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

여 일어나는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을 부인하게 될 경우 제3자

의 보호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우선 현재 도입 과정 중에 있는 이해충돌 관련 규제 중 공무원

이 몰랐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당해 공무

원이 알 수 없었던 경우 신고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야 신고한다

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경우에도

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직무의 공정성이 침해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경우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현행 다른 신고 규정과의 균형 문제도 제기될 소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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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20)

그 다음으로, 법률행위 상대방이 공무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

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공서양속에 위반 여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상대방으로는 직무관련자, 계약 업무 담당

자,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이 될 경우가 많을 것인데, 앞에서 적시한 이해충

돌 관련 사례에서는 구체적으로 하천협회, 업무 유관 기업, 채용 등 인사

청탁자, 부품납품업체, 건설업체, 남대문서장,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케이

티, 현대자동차, 출연을 요구받고 미르를 설립한 기업들, 광주시 교육청

소속 장학사, 직원, 금전을 대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다. 이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합의)을 한 경우도 있고 강압이나 영향력의 행사에

못 이겨 청탁 대상을 채용하거나 인사상 유리한 조치를 하거나 마지못해

출연 또는 노무 제공을 하였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공직자 자신이 설

립한 업체 또는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가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있

었다. 또한 대표자 등의 지시 하에 아무런 주관적 인식 없이 담당자로서

업무처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는 공직자

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하에 의무 지워진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하

여 규율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인식이나 가담 여하가 규정상 위반의 요건

으로 되어 있지 아니 하다. 다만 공직자 이해충돌이 문제되는 다양한 유

형의 사안에서 인식 주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주관적 인식

이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필요한지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일률

적으로 상대방의 인식을 요하는 것은 어렵고, 공서양속의 구체화 과정에

서 고려되는 여러 형량요소 중 일부, 가령 신뢰보호나 예방 목적 등의 일

420)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5조(외부강
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항 및 제3항.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제9조, 제10
조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하게 당해 공직자등이 안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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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문제로 보고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421)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지위에 편승하여 이를 적극 이용하려

는 자는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적어 보이고,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지시를 받은 담당자로서 구체적 사정에 대한 주관적 인

식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의심 우려가 있는 경

우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면 공서양속 위반의 여지가 커지는 것으로 보

인다.

마지막으로 이해충돌 위반은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가 없는 경

우에도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것인지가 거래 안전 보호 문제와 함께 논의

될 수 있는데, 개정안 제16조에서 규정한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관련자 등과의 부동산 거래이지만 정상적인 가격 하에 그 거래가 이

루어진 후, 목적물을 양도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경우 공서양속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로 본다면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종

전 소유자의 직업 관련 소속이 어디인가에 따라 거래 질서가 흔들리게 되

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제3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직무 관련

영향력의 행사와 계약 체결 간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며 결과적으로 구체적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서양속 위반이 아니라고 보

아야 한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위반시 당사자의 책임관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421) 李東珍(註 118), 227-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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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직자가 업무분장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였지만 그것이

소속 기관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공직자 자신이나 제3자의 이

익을 위해 한 경우,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 남용

에 따른 위험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업무의 효과는 소

속기관 및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이하 같다)에 귀속한다. 다만, 이러

한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 없으므

로, 국가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과는 국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422)

실제로 공직자의 위반행위에 가담하는 자는 부당한 이익을 함께 누리기

위해 공직자의 지위 등 영향력에 편승하여 이를 이용하는 관계라는 특

성상, 공직자와 이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악의인 경우가 많아 국

가가 책임을 지는 사례는 적을 것이다.

개정안 제5조에서 정해진 사적 이해관계가 있고 소속 기관장이

당해 공무원에게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공무원이 배제된

업무에 참여한 경우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의

효과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423) 그런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부서도 이동되지 않는 한 대리권의 성립․범위․존

속에 관하여 외관이 존재하고, 일반인 입장에서 업무 분장의 구체적인 내

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 관련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데 선의․무과실

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경우 거래 안전을 위해 국가가 표현대리 책임

을 지게 될 것이다.

422) 김준호(註 297), 229-300면
423) 김준호(註 297),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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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서는 이해충돌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

로서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산하기관 담당 공무원의 수의계

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무원 자신

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는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관련 업무

수행 전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공

무원에게 당해 사안에 대한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권대리행위가 되고, 국가가 추인할 경우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민법 제124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공동수행자

를 지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 공동수행자로 지정된 자와 공동으로만 대리

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당해 공무원이 혼자서 단독으로 대리행위

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가 된다(민법 제126조).

국가는 이해충돌 규제를 위반한 공무원에게 임용근거에 따른 채

무불이행, 적극적 채권침해 등을 이유로(민법 제390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뇌물수령이 다수의 형법규정(보호법규)를 위반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임을 이유로 뇌물을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24)

국가는 불법 목적으로 받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기회에 우연히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자신

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경우까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무처리한 것으

로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의무(민법 제684조)를 근

424) 정대익(註 6), 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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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해충돌 규제 위반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위임사무 처리 중 얻은 이익으로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

다.425)

2013년 8월 국회 제출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등)제2항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이해충돌 규제에 위

반하여 수행한 공직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

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

익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규제 위반 및 수행 직무의 위법

이 확정되면, 직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

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주로 사적 이

해관계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편파적인 인허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선

의의 제3자(경원자, 경쟁자)가 위법한 행정작용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

를 문제삼아 당해 인허가가 재판 등의 불복절차에 따라 무효로 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사후적으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후

속 조치로서 논의가 될 것이다.

2) 상대방의 책임 등

가) 국가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서 뇌물제공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426)

425) 정대익(註 6), 264-265면
426) 정대익(註 6), 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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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면에 뇌물제공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될 것이다. 이해충돌 규제 위반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를 용인하게 되면 스스로 법률의 이상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에 대

해 결과적으로 법률에 의한 보호를 해 주는 셈이 되어 명백히 모순되므

로, 불법원인에 기해 급부가 행하여진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

지 못한다(민법 제746조본문). 즉 급부의 목적 내지 내용이 법률 또는 선

량한 풍속에 반하여 그 급부의 원인된 법률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급부자가 급부한 경우에, 그 급부는 그것의 수령자에게 부당이득이 되

지만, 급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배제된다.427) 급부자에게 불법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급부수령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든 없든 불법원인

급여가 성립한다. 다만, 불법원인이 급부자에게는 없고 수령자에게만 있

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당이득의 문제로서 급부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이 인정되며(민법 제741조, 제746조단서), 불법원인급여의 문제는

아니다.428)

뇌물제공과 같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에 기초해 이루어진

급부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429) 다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이해충돌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불법의 원인이 급부자에게만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사안의 대부분은 수령자와

427) 김준호(註 297), 1202면, 金亨培, 金奎完, 金明淑 共著(註 308), 1617-1618면, 池元
林(註 299), 84, 948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
한 사람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428) 김상용․박수곤 공저(註 98), 1826면
429) 정대익(註 6), 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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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자가 불법의 원인을 공유하는 경우일 것이므로, 제746조 단서가 적

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430) 따라서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불법

이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전술한 데로 국가는 위임사무 처리 중 얻

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3) 제3자의 책임추궁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

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431) 또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개정안 제16조에서 규정한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정상

적인 가격 하에 그 거래가 이루어진 후 목적물을 양도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로 공서양속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 그 제3자는 그

급부를 보유하게 되므로 제3자의 책임추궁 문제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430) 池元林(註 299), 946면
43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9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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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일종의 대리권을 부여받아 공적인 업

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가분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사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요청에 부합하

기 위해,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2018년 1월 개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의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는 공직자로서의 헌법 및 공무원법령상 성

실․공정․청렴의무 및 영리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도입 및 강화되는 이해충돌 규제는

크게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는 공적 업무 수행시 의무

규정,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등 사적인 영역에 대한 제한 규정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사적인 영역을 제한하는 규정에 위반한 사법상의 효

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미국에서는 미의회의 의원․대의원․상주대표인 자가 미연방 및 그

기관을 대리하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라고 규정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로비스트와의 계약은 민사상

무효라고 하여 부분적으로만 명문으로 그 사법상 효력을 정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안에는 사법상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데, 공무원 내부 구성원에 대한 행위기준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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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법상의 효력까지 규율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

지만, 사적인 영역을 제한하는 이해충돌 규제는 공무원 이외의 제3자와의

거래 등 법률행위까지도 금지 또는 제한하게 되므로, 그 효력 검토는 반

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사법상의 효력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

률행위의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에 관련된 일반규정인 민법 제103조 및

제105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행정규제로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필요최소한의 작용이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효력 여하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공무원 제도 운영을 위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공서양속에 포함

된다. 금지되는 직무관련 영리활동, 수의계약 체결, 가족 채용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므로,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결국 금지규정으로 보호되는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투

명성 및 신뢰성,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법적 거래까지 부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해충돌 규정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되는 공

무원이 감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의 정도, 금지행위에 기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을 부인하게 될 경우

제3자의 보호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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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vate Effect of

Violating Action on regulations

under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Park, Eulmi

School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 officials are carrying out public duties by giving themselves

some kind of delegation from the nation, but remain independent as a

private individual.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se roles and

privileges, public officials must reconsider the ethics and

responsibilities of public servants, and then need to establish a system

for securing public trust,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public decision.

This is also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law that reques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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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case of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we may be able to

deal with each other individually, for exemple the abuse of power of

attorney, tort liability of public officials, as a post-control settlement.

But we require enactment of a statute of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as a pre-management approach. To ensure voluntary

compliance with this regulations, I would like to the validity of Civil

law of practices against regulations under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As part of the efforts to prevent corrupt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ACRC) is adopting regulations under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in Code of Conduct. The amendment of

Presidential Decree is currently under government legislation. This is

only a matter of internal discipline that apply to Public officials. It will

serve as an important criterion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public

affairs of public officials, by managing and resolving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s appropriately. Moreover,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a

certain public official may not exercise his influence to be specially

employed his family in the agency in which he is serving or over

which he exercises jurisdiction or control, influence on having a private

contract with him and his family. And public officials should be

required to notify and seek the approval of his or her public service

employer to carry out certain contract. Like this, legal acts with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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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es other than public officials are prohibited or limited, the validity

of Civil law on that must be reviewed.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that makes the legal effect of the

volation of regulations of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executed

in other names invalid. Therefore, to organize and solve this problem

in the civil law, I considered the justification for the purpose of legal

action, good morals and other public order and so on. I organized the

existing theory systematically, and then analyzed the case in detail.

According to the view that clearly distinct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the position of the court that is considered valid if the

effect of violation are explicitly null and void in the regulations, it is

very difficult that to deny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But we must review seriousness, impact of corruption on violation,

etc. And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ave brought a lot of changes to our social members’

perception, substantially altered in terms of social mores and cultural

aspects. The issue of the violation of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is no longer considered to be independent of the public morals

of th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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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conflict of interest, official duty, public corruption,

justification for the purpose of legal action, good

morals and other public order, manatory/compulsory

rule, administrative regulation

Student Number : 2004-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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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통령령 제28587호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

은 호 나목부터 아목까지 중 “단체”를 각각 “법인ㆍ단체”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

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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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

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

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

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

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

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

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

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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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

성이 더 큰 경우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

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

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

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사항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

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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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

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

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

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

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

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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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

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

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

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

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

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중앙행

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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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 중 “다른 공무원”을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공직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

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

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

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

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

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

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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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

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

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

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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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

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

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

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

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

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

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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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

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

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

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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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

는 단체를 말한다.

1. ------------------------------------

-------------------------------------

-------------------------------------

-------------------------------------

-------------------------------------

------------------------------------

법인ㆍ단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

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

체

가. --------------------------------

---------------------------------

---------------------------------

----------------------- 법인ㆍ

단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

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

는 단체

나. --------------------------------

-------------------------------

-------------------------------

-------------------------------

------------------------------

법인ㆍ단체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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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

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

체

다. --------------------------------

---------------------------------

-------------------- 법인ㆍ단

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

(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

인 또는 단체

라. --------------------------------

---------------------------------

---------------------------------

---------------------------------

---------------------------------

--- 법인ㆍ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마. --------------------------------

---------------- 법인ㆍ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

---------------------------------

---------------------------------

-----------------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

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

---------------------------------

---------------------------------

--------------------- 법인ㆍ

단체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

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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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

감(이하 “중앙행정기관

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

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

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

---------------------------------

---------------------------------

-------------------------------

법인ㆍ단체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

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

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

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

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

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

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단

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

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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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

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

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

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

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

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

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

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

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

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

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

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

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

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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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

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

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

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

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

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

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

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

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

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

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

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

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

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

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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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

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

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

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

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

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

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

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

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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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

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

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

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

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

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

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

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

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

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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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

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사항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

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

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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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

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

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

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

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

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

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

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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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

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

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

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

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

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

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

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

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

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

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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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

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

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

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

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

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

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

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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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

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

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

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

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

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

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

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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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

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

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

--------------------------------- 다

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

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

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

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

---------------------------------------

---------------------------------------

------------------------ 공직자-----

--------------------------------.

<신 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

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

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

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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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

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

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

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

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

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

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

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

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

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

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

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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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

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

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

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

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

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

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

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 설>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

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

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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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

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

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

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

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

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

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

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

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

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

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

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

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

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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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

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

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

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

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

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

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

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

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

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

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

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

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f
_:
M
S
_0
00
1M
S
_0
00
1

- 214 -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

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

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

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

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

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

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

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

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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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

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

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

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

--------------. ------------------------

-----------------------------------.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

리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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