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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의 계약에서 대리인 정부에 대한 통제
Controlling Agent Government in Contract with State

 이혁우
배재 학교 행정학과

 Hyukwoo Lee(hwlee@pcu.ac.kr)

 요약

규제의 용이나 조세의 부과와 같은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 가 아닌 국가와의 등한 계에서 이루어

지는 계약에서 왜 이런 특별한 규칙이 필요한 것일까? 규칙은 사인 간의 계약을 다루는 규칙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국가와의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등한 

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와 계약의 효력부담자가 다른 구조  성격으로 인

해 민간경제 주체끼리의 계약과는 다른 다양한 특이성이 존재한다. 즉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리인인 정부

의 기회주의  행 를 통제하기 한 규칙들이 매우 구체 으로 사 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계는 그것이 설령 강행성의 역이 아닌 사 계약의 역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리인 정부는 임자인 국가의 이해와 다른 단과 결정을 내리는 기회주

의  행 를 보일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에 이에 한 사 통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중심어 :∣계약∣대리인 정부∣기회주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Abstract

Besides the imposition of taxes and mandatory actions, why in a special rules needed in the 

contract between state and civilians. The contract between the state and civilian are  unlike with 

civilian’s contract in the comparable effect, even if the effect of the agreement and the parties 

bear the structural nature of the self-other agreement between private economic actors and there 

are a variety of different specificity. In other words, the agents of the contract with the state 

government for control of opportunistic behavior are very specific rules exist. Through this, even 

if i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non-mandatory private realms of the contract, even if 

the area forced me to the fact that the difference can be confirmed.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to understand the delegate decisions and judgments and other 

opportunistic behavior always seem to exist on the possibility of such devices for the pre-control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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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국가는 권력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 작용도 한다. 

계약이 그 표 이다. 그런데 국가의 활동은 권력 작

용이든 비권력 작용이든 정부라는 리인을 통해서 이

루어진다[1]. 어느 국가든 정부라는 국가 작용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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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

권력 작용, 특히 계약에 한 논의는 그동안 행정학 분

야에서는 비교  연구되지 않은 분야에 속한다. 국가를 

신한 정부의 계약의 특징과 그에 따른 독특한 계약의 

효과를 분석한 는 법학과 경제학 분야에서 일부 진행

되어 온 데 반해, 행정학 역에서는 심의 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통상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의 계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가장 표 이 논리인 수직  계

의 존재여부, 즉 강제성의 작동여부로 설명하는데, 만약 

이에 더해 국가와 개인 간의 수평  계인 계약에서 

개인 간의 계약에서와는 다른 어떤 규칙이 발견될 수 

있고, 그것의 특징과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면 행정

학이 다루는 정부를 둘러싼 상호작용에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강제성이 없는 

수평  계인 계약에서도 민간 간, 그리고 국가와 민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런 차이를 해석하는 과정에

서 국가, 정부, 행정의 원형(原形)에 해 좀 더 깊이 있

는 논리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이런 국가의 모습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정부라는 리인의 존재에 주목한

다. 그리고 이런 리인을 통제하기 한 규칙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에 을 둔다. 국

가와의 계약을 언제나 리해서 수행하는 정부를 통제

하기 한 세세한 규칙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규칙은 

민간 간 계약에서의 리에서와도 달라서 단순히 구상

권의 청구와 리의 효과와 련된 부분을 넘어서는 

차와 형식의 수를 요구한다. 정부는 국가를 일반 으

로 리하지만, 민간 간의 계약은 건건이 다른 주체와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해서는 보다 일반 인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와의 

계약의 모습은 그 효과에 있어서 민간에 비해 상 으

로 비효율 일 수밖에 없다.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들

이 지나치게 신 하도록 제도설계를 하는 것은 계약의 

효과를 비효율 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

나 계약은 그 자체로 방의 이익의 증 를 통해 사회

체의 가치를 제고하는 행 인데, 계약의 신 함으로 

인해 계약 자체에 제약을 받게 되면 이런 효과가 감

되게 된다. 이런 결과가 흥미로운 것은 리인인 정부

를 통제하기 한 계약규칙의 존재가 역설 으로 작든 

크든 계약의 비효율을 래한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국가와의 계약에서 리인 정부

의 통제를 한 규칙의 존재와 그 원인과 효과를 규명

하기 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런 연구를 통해 민간과

는 비되는 정부의 본질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길 기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 
국가와 사인과의 계는 크게 비권력 계인 수평  

계와 권력 계인 수직  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계약은 이  수평  계를 일컫는 것이다. 국가는 사

인과의 수직  계에서 규제나 조세와 같은 강제 인 

수단을 동원해서 정책목표의 달성을 의도하기도 하지

만, 사인 간의 수평  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국가운 에 필

요한 유·무형의 자원을 공 받기도 한다[2][3]. 

이 게 볼 때, 계약을 통한 국가와 민간의 수평  

계는 강제성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수직  계만큼이

나 보편 인 양태로 볼 수 있다[16]. 를들어, 국가의 

조달업무는 통 으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표 인 

역이었으며, 정부부문에 한 시장원리의 작동을 강

조했던 신공공 리의 아이디어 이후에는 정부에 의해 

독 으로 이루어져왔던 다른 많은 업무들이 민간의 

경제주체와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다[15].  

그런데 이런 국가와 사인과의 계약 계를 이해하기 

해서는 먼  계약에 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8][18]. 계약은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계약당사

자 방의 이익을 증 시키는 것이다. 계약은 교환의 

측가능성과 확정성을 담보하는 장치인 것이다. 만약 

계약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교환을 원하는 당사자들은 

항상 동일한 시간에 계약 상의 재화와 서비스를 직  

가지고 바꾸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약제도로 인해 계약당사자들은 정해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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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교환의 조건을 체결하고 그 로 실행할 것을 

방이 약속함으로써 교환의 시간 , 공간  범 를 극

단 으로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2. 국가와의 계약에서 대리인 정부의 성격
국가와 사인과의 계약은 에서 언 한 계약 자체의 

불완 성에서 기인하는 문제 에 더해  다른 복잡성

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와의 계약은 사실은 리인인 

정부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국가

와 사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정부의 등장은 통제라는 골

치 아  문제를 래하게 된다. 즉 국가를 신해 계약

을 체결하는 정부가 어떻게 하면 국가의 이익을 최 한 

반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해 나갈

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요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와의 계약에서 이런 리인의 문제가 요한 것

은 이미 여러 측면에서 이론 인 체계가 수립되어 왔

다. 즉 리인 이론에 의하면 리인은 주인을 해 행

를 하는 주체를 말한다. 이 경우 리인의 행동의 결

과는 주인에게 귀속된다. 이런 의미에서 주인과 리인 

계의 핵심은 리인의 행 가 어떻게 하면 주인의 이

익에 부합하게 될 수 있을까의 문제로 귀결된다. 물론 

이런 실에서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

것은 주인과 리인 사이의 정보의 비 칭(information 

asymetry) 때문이다[17]. 이 경우 리인은 주인이 제

시하는 보상을 극 화시키도록 만들기 한 행동을 선

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주인은 리인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원한다면 보상구조를 하

게 설계해서 높은 노력을 했을 때의 보상이 낮은 노력

을 했을 때 보다 높게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와의 계약에서 나타나는 리인 정부의 

특성은 국가와 사인과의 계약이 수평  계에서 이루

어지는 행 에 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과 같은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

다. 국가를 상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리인 정

부를 통제하는  다른 과제가 존재하며 이를 한 규

범이 기존의 민간 간의 계약 계에서 용되는 민법상 

계약규정 이외에도 필요한 것이다.  

3. 선행연구의 고찰
기존의 리인 정부에 한 논의는 리인 이론을 

심으로 실증주의  연구와 이론구축을 한 연역  연

구로 정리될 수 있다.

먼  실증주의  근에서는 주인과 리인이 목표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이런 상

황 아래에서 리인의 사익추구 행태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기술하는데 을 둔다. 이런 

흐름의 연구에는 다음 연구가 표 이다. 먼  Jensen 

& Meckling(1976)은 회사의 소유구조를 연구하면서 회

사 소유자의 이해 계와 동등한 정도로 리자의 이해

계가 나타날 수 있는 리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주목하 다. Fama(1980)은 최고 리자의 

사익추구  행태를 통제하는데 사용되는 정보 메커니

즘으로서의 효율 인 자본과 노동의 역할을 논의했다. 

Fama & Jensen(1983)은 규모 회사 내에서의 주주가 

최고경 의 기회주의  행태를 감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으로서의 원회(board of directors)

의 역할에 해서 논의하 다.  

한편 이론구축을 한 연역  연구에서는 고용자와 

고용인, 변호사와 고객, 구매자와 공 자 등의 일반  

주인 리인 계 모두에 용이 될 수 있는 일반이론에 

주목하면서 주인과 리인 사이의 최 계약, 행태, 그리

고 결과에 을 두고 있다. 이를 해 이들은 완 한 

정보 하에서의 단순계약 모형을 구축하고 여기에 조건

을 추가해 나가면서 모형의 확장을 통해 보다 실 합

인 모형의 수립을 추구해 갔다[13]. 

이처럼 리인 이론에 해서는 무수히 많은 이론이 

있어왔으며 이를 용해 리인 정부를 설명할 수도 있

다[14].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의 존재와 그에 한 분석을 통해 우

리나라에서 국가와의 계약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성격

을 규명해 낸다는 에서 매우 특징 이다. 사실 리

인 정부에 한 이론  논의는 매우 많이 있어온 것이

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한 연구를 보면 이를 

수용하여 공공조직, 혹은 민간조직의 상호작용에 용

해 보는 것이 다수 다[3][4]. 그러나 이런 시도는 단순

히 기존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거나, 리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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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가정  한둘에 한 부분 인 근인 경우가 

많았으며, 정작 리인 정부를 통제하는 규칙 그 자체

를 분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민법과 같이 기

존에 사인 간 계를 규정하는 규칙이 있음에도 여기에 

주목해서 국가와 사인과의 계의 독특한 양상을 규명

하려는 시도는 드물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연구의 

장 은 국가와 사인과의 계약 반을 다루는 련 제도

를 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들 계의 

부분만을 분석하는 미시  연구에 비해서 포 이고 

체 인 조망이 가능하기도 하다.

Ⅲ.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

률과 련 례에 한 분석을 시도한다. 원래 동법은 

과거 산회계법 상의 계약에 해 규정한 제6장을 

체한 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 인 사

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이런 국가와 민간과의 계약을 다루는 

수평  계를 밝히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법

률 제7조와 시행령 제44조에서 정부가 일방 으로 계

약의 상 방을 미리 지정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거나 혹

은 입찰가격 이외에 품질을 종합 으로 심사하는 등 사

인 간의 계약에서는 없는 조항들이 발견되고 있다. 

한 련 례에서 국가와 사인과의 계약에서는 사인 간

의 계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격자 심사제도의 타당

성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2. 연구의 내용
1) 사인간의 계약과 국가 간의 계약의 차이
리인인 정부와의 계약에서는 먼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리인인 정부가 국가의 

이익을 최 화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닌 주체를 계약

의 당사자로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자신의 계약 집행비용을 낮추기 해 계

약상 방인 사인에 한 통제가 용이하거나 선정이 쉬

운 상을 미리 지정할 수도 있다. 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계약내용이 요해진다. 역시 리인인 정부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사인에게 국가의 이익을 보장하

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한 계약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인 간 계약에 있어서 이행과 

련된 불확실한 부분을 상호 의에 의해 결정할 문제로 

개방해 놓은데 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서는 이것이 매우 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계약이행 과정에서 정부가 많은 재량을 가지게 

되면 될수록 리인 정부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계약불이행 시

의 청산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먼  실패한 

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정부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국가가 아닌 정부가 국가를 

한 청산행 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차피 정부가 수행하는 청산행 의 효과는 정부가 아

닌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기에 계약실패로 인한 비용 역

시 정부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계약단계별 대리인정부 통제를 위한 규칙
첫째, 계약 상자의 선정규칙을 분석한다. 계약 상

자를 결정하기 해서는 청약 상에 한 자격자의 선

정과 청약방식의 결정이 가장 핵심 인 내용인데, 사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 이 부분은 철 하게 자율 인 의사

결정의 역으로 되어 있다. 즉 사인 간의 계약에서 어

떤 계약자가 구를 상 로 어떤 구매계약을 체결할지

를 결정하는 것은 완 한 자율의 역인 것이다. 따라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이런 취지와는 다른 

조항들과 법 용의 례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리인 정부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계약체결의 규칙에 한 분석이다. 사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 역시 계약당

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자율의 역이다. 

를들어 사인 간 계약에서는 어떤 당사자가 계약당사

자를 결정한 이후, 그와 어떤 가격에 언제까지 이를 이

행할 것인지 등에 해 제3자의 개입 없이 자율 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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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 으로 이루어

지는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계약의 내용에 상당한 

법 제약이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리인 정

부를 이해하기 해서는 그 구체 인 내용을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셋째, 계약 이행과 불확실성에의 응 규칙의 분석이

다. 사인 간의 계약과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에 있어서

는 계약의 이행과 불확실성에 한 응에 있어서도 차

이가 발생한다. 리인 정부는 계약 이후의 과정에도 

국가의 계약에 한 개입의 근거를 둘 가능성이 높다. 

리인 정부의 실패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계약불이행 시의 청산 규칙에 한 분석이다. 

계약에서는 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되거나 계약당

사자  일방의 기회주의  행동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

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가와의 계

약은 청산에 있어서도 리인인 정부가 래한 손실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험을 리하기 한 규칙이 필

요하다.

3) 대리인 통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국가와의 계약에서의 규칙의 양태는 계약형식을 사

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리인인 정

부가 계약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세한 지침을 사

으로 제시하고 이를 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규

칙은 법률, 혹은 시행령이나 규칙의 형태로 규정해 놓

음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계약행 에 있어서 고정 인 

외부조건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것은 민간에서 사인간

의 계약의 경우, 계약내용 뿐만 아니라 계약의 구조와 

계약 계를 형성하는 규칙조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서 결정하게 된다는 을 고려한다면 이런 국가와의 계

약 계를 통제하는 규칙의 성격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물론 국가와의 계에서 이런 리인인 정부통제의 

규칙을 사 이고 고정 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리

인 통제에 한 거래비용을 이기 한 것이다[12]. 다

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국가와의 계약행 도 해당 계약

의 내용과 상황  특수성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날 것

이다. 물론 그에 따른 리인 통제의 양상도 각각 다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의 계약에

서 사인 간의 계약에서와 같이 계약 차에서 개별계약

의 특수성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결과 으로 계약의 한 

당사자인 정부에 한 통제가 매우 비효율 이 될 수 

있다[7]. 국가는 개개의 계약마다 계약의 다른 당사자인 

사인과 함께 해당 계약을 규정할 규칙을 설계해야 하

고,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한 논의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와 계약을 수행하는 사

인의 입장에서도 계약과정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는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이처럼 리인에 한 사

인 통제를 통해 계약에서의 거래비용을 일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별 인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체의 비효율이 유발될 수도 있

다. 더구나 국가계약을 리하는 통제 목 이 되어야 

할 규칙에 소수자 보호, 지역발  등 다른 정부의 목표

가 연계될 경우 이런 계약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근거한 계약내용

과 조건의 설정과 그 집행이라는 계약의 고유한 특성

에, 그 이외의 조건이 삽입되어 그것이 정부  민간의 

계약당사자에게도 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Ⅳ.「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분석

1. 대리인 정부의 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특징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의 여러 조문에서 앙 서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을 명시 으로 계약의 당사자로 

언 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동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국제입찰에 있어서 계약

의 주체로 각 앙 서의 장 는 계약담당공무원을 명

시 으로 언 하고 있다. 한 동법 제5조의 2에서 청

렴계약을 규정하면서 그 주체로 각 앙 서의 장 는 

계약담당공무원을 계약에 있어서의 청렴의 의무를 정

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계약사무의 임과 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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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면서 각 앙 서의 장에서 그 소 에 속하는 계

약사무의 수행을 해 계약 을 임명하여 사무를 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후 동법의 규정

에서 사인과 국가와의 계약에서 국가 측의 계약당사자 

앙 서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을 명시 으로 규정하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동법 제20조에서 회계연도 시작 의 계약

체결, 제21조에서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

에 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본 으로 회계연도 독

립의 원칙에 따라 운 되어야 하는 정부 재정운 의 독

특성을 반 하기 한 것이다. 한 제32조의 계약담당

공무원의 교육, 제33조의 앙 서의 장의 기획재정부 

장 에 한 계약실 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등은 리

인 정부의 내부통제를 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와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

률의 계약구조를 통해, 국가와의 계약에는 반드시 앙

서 는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리인이 간에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국가

와의 계약이 사인 간의 계약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결

정 인 부분이기도 하다. 

2. 대리인 정부 통제를 위한 규칙발견
1) 계약대상자 선정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을 보면 계약

상자의 선정 과정에서 리인 통제를 한 다음과 같

은 특이 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제4조 정부조달 계약의 

범 는 기획재정부 장 이 정하는 액 이상의 계약으

로 하며 이때, 계약의 목 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상으로 할 수 있다. 제7

조 계약의 목 ,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참가자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

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 경쟁 입찰의 경우 입

찰에 한 조항을 공고 는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입찰

의 공고 는 통지의 방법과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입찰보증 을 납부해야 한

다. 액,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입찰에 있어

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가 그것이다. 

이들 조항들은 사인 간의 계약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역으로 굳이 법으로 규정할 필

요성이 없는 것이지만 국가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리

인 정부가 존재하기에 필요한, 즉 국가와의 계약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속성이다. 를들어, 제4조의 계약의 

범 는 사 책임의 원칙이 용되는 사인 간의 계약에

서는 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단

하는 것이며, 제7조에서 정한 계약의 방식 역시 사인 간

의 계약에서는 계약의 상이 되는 재화의 속성에 따라 

경쟁 입찰  수의계약 등이 자율 으로 결정되는 역

이다. 그리고 입찰시 보증 의 납부를 강제하는 것 역

시 사인 간의 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할 

자율의 역에 해당됨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는 그 내용이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구체 으로 제시

되어 있다. 

물론 이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청약을 두

고 나타나는 특이한 조항은 바로 리인 정부로서의 정

부에 한 통제를 한 것이다. 국가를 해 계약업무

를 수행하는 정부가 불완 한 지식을 통해 계약체결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

는 것이 되기에 세부 인 규정을 사 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 소의 결(헌법재 소 2012. 10. 25. 자 

2011헌바99)을 보면, 국가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와 같

이 법규를 통한 특정 계약 상의 사  배제가 타당하

다 인정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특성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즉 동 결을 보면, 공기업· 정

부기 이 공개입찰의 공정성 확보와 계약에 따른 충실

한 이행을 담보할 목 으로 부정당업자에 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입법목 의 정당성이 인

정되고, 방법의 정성도 인정된다고 하며, 설령 어떤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부정당행

가 있었던 사업 이외 다른 사업 역과 련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공기업· 정부기

의 공공  내지 공익  사업에 한 공정성의 신뢰가 

크게 실추될 것이 충분히 견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에서 일정기한 동안 법규를 통해 배제할 수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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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기도 하다.

2) 계약체결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는 계약의 체결과 련

해서도 리인 정부의 통제를 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동법 제6조에서 계약 은 통령령이 정하는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11조에

서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계약의 목 , 계약

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 , 험부담, 지체상  기타 필

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역시 리인 정부에 한 통제의 양

상을 볼 수 있다.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조건조차 사 으로 구체화

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사인 간의 계약에서

는 이런 계약체결의 규칙조차도 사인 간의 사 자치에 

의해 결정되는 자유의 역이다. 

한편, 계약체결과 련해 흥미로운 것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에 따른 입찰 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

직 본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

의 목 물, 계약 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 는 최

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

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

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

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약에 한 승낙의무에 반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는 법원 례( 법원 2006.6.29. 선고 2005다41603)의 

내용이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리

인인 정부가 사후 으로 임의 인 조건의 추가를 통해 

계약당사자인 사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고 법원

이 례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일방인 사

인의 이익을 보다 체계 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인간의 계약의 경우, 만약 계약체결 후 그 내용의 수

정이 필요하다면 재계약 상을 해야 하고, 이런 차 

없이 계약의 수정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가

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의 리인인 정부가 상

으로 우월  지 를 통해 민간에 계약의 강제를 할 가

능성이 존재하기에 이런 정부의 행 에 한 한 통

제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 외  다른 법원의 례( 법원 2001. 12. 11. 선

고 2001다33604)를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차에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그 시행

령이나 그 세부심사기 에 어 나게 격심사를 하

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

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배한 

하자가 입찰 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히 침해될 

정도로 할 뿐 아니라 상 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는 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

는 행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

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차에 하여 규정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등한 

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계약을 맺는 민간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계약의 체결에 있어 리인으로서의 정부가 계약

의 효력이 자신에 미치지 않는 구조  특성으로 계약체

결과정에 신 함이 덜 할 가능성을 인정한 결로 볼 

수 있다. 

3) 계약이행과 불확실성 대응규칙
한편 계약법을 통해 사인 간의 거래를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이 게 되면 교환과 거래의 기회가 확 되어 

궁극 으로는 사회  이익의 증 에 기여하기 때문이

다. 이를 해 사인 사이에 행화된 계약이행의 수단

이 바로 보증 이다. 사실 계약의 가장 큰 한계는 계약

의 체결시 과 이행시 의 차이에 따른 험의 게재로 

인해 체결된 내용 데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에 있다. 이 경우 사인간의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보증 을 요구하여 해당 계약의 이행을 담보

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국가와의 계약에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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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에서 역

시 제12조에서는 계약 시 보증 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와의 계약에서도 동일

한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사인과의 계약과는 달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있어서는 이런 보증  조항이 강행규정이라

는 사실이다. 즉 보증 이란 장치를 둘 것인지 여부가 

사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인 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이

를 국가가 일방 으로 요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런 규정을 둔 것은 계약의 이행과 련해서 국

가의 리인으로서의 정부가 가진 불완 성에 기인한 

국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한 것이다. 즉 사인간

의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곧 계약의 효과를 받게 되는 

책임자이므로 계약의 상황에 따라 보증 과 같은 수단

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 과 같은 추가  조건을 두는 것에 비해 그 지 

않은 경우 보다 계약목 과 보다 합한 계약당사자를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리인인 정부의 존재로 인해 불완 한 

리인의 험을 최 한 이기 해 이런 보증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두게 된다. 

한편,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이외에도 사인 간의 계약

에서는 당사자의 자율 인 합의에 의해 계약내용에 포

함시키게 되는 조항들이 구체 으로 제시되면서 이에 

해 강행성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제13조 계약이행

의 내용을 확보하기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

독하도록 하고 감독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14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할 때는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5조 검사 혹은 검사조서를 작성한 

이후에 가를 지 해야 한다. 제33조 각 앙 서의 

장은 기획재정부 장 에 해 계약실 을 제출해야 한

다는 것이 표 인 내용들이다. 

특이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동

법 제19조에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액 조정의 근

거를 두면서 각 앙 서의 장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

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

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액을 조정(調整)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 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계약

의 상황이 바 었을 때, 추후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

정의 근거를 국가 측에 둔 것으로 기본 으로 사인 간

의 계의 등성을 인정하는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특

이한 모습이다. 물론 이에 해 법원( 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액조정에 있어,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

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

써 조정사유가 발생하 다 하더라도 계약 액조정은 

자동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

방에 한 법한 계약 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

소 이루어진다고 시하여 국가와 계약을 한 민간의 

등성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제19조를 두고 

있는 것은 사인간의 계약에서는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특이한 발견임을 알 수 있다. 

4) 계약불이행시 정산규칙
국가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기본 으로는 계약의 불

이행에 해 이런 보증 이나 손실보상이나, 가장 값싼 

보험자의 원칙(principle of cheap insurer)이 용되어

야 할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에서 제18조 하자를 보증하기 해 하자보수보증 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치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에서

는 사후 으로 이와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27

조에서 계약의 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 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서는 2년의 범  내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

이다. 즉 계약의 불이행을 다음 계약의 참가자격과 연

동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민간의 경우 자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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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리인 정부를 매개로 계약을 수행할 수밖에 없

는 국가가 계약의 상 방인 사인에게 보다 계약에 한 

높은 충성도를 요구하기 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해 

불완 한 리인인 정부에 의해 계약의 이행의 감시와 

감독이 불완 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에 한 일종의 안

장치인 것이다. 다만, 이런 규정은 다음 번의 계약에 

있어서 국가가 거래할 수 있는 사인의 범 를 제한함으

로써 국가의 최선의 계약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 

3. 대리인 정부 통제의 원인과 결과
앞서 분석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을 보면, 리인의 기회주의  행동의 통제를 해 법

규라는 일반 인 효력을 갖는 규정을 통해 계약의 

차, 구조, 내용을 사 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 즉 동법 제7조에서는 계약의 방법으로 경쟁 

입찰을 원칙과 입찰 참여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사인 간 계약에서는 계약기 은 방의 논의에 의

해 정하는 당연한 사항으로 굳이 법으로 두지 않는다는 

에서 특이한 발견이다. 한 제8조에서 입찰의 공고,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등을 정하며, 제10조에서 낙찰

자의 결정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 역시 계약을 사

으로 통제하고 있는 표 인 모습이다. 역시 일반 

사인 간의 계약에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황에 비

추어 자율 으로 단할 역임에도 국가와의 계약에

서는 기본 으로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

는 최고가격으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는 최 가격을 그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에 해 법원의 결( 법원 2006. 6. 29. 선

고 2005다41603)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에 따른 입찰 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으로

는 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 물, 계약 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의 입찰공고와 최고가( 는 최 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

립된 약에 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리인 정

부의 계약행 에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상의 

사  구속을 타당한 것으로 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의 특성은 구체 인 계약에 있어서 비효율 인 결과를 

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인 간의 계약에서는 사인

간의 사 자치에 의한 합의에 의해 계약의 내용과 차 

등 모든 것이 결정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있어서는 그것이 비록 사 인 계약의 역이라 하더

라도 사 으로 정해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당업자의 배제 등이 표 인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당업자는 국가의 이해를 해서는 

당연히 배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구체 인 계약의 상

황과 계약의 내용, 부정당업자의 개별  특성에 따라서

는 오히려 이들과의 계약을 인정하는 것이 부정당업자

로 분류된 사인의 이해를 해서 더 낫고 나아가 국가

를 해서도 더 합리 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Ⅴ. 결론

지 까지 국가와의 계약에서 리인 정부에 한 통

제의 문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과 

련 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국가와의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등한 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와 계약의 효

력부담자가 다른 구조  성격으로 인해 다양한 특이성

이 발견됨을 알 수 있었다. 즉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리인인 정부의 기회주의  행 를 통제하기 한 규칙

들이 매우 구체 으로 사 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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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국가와의 계는 그것이 설령 강행성의 

역이 아닌 사 계약의 역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리인 정부는 

임자인 국가의 이해와 다른 단과 결정을 내리는 기

회주의  행 를 보일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에 이에 

한 사 통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례를 통해 제시한 것처럼 이에 해서는 법

원과 헌법재 소 역시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련해 두 가지에 한 추가 인 문제제

기와 연구가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하다. 하나는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리인 정부에 한 통제로 인해 

사인 간의 계약에 비해 계약과정의 비효율과 불합리성

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인 간의 계약에

서는 사 자율의 역으로 해결될 일이 국가와의 계약

에서는 사 으로 결정된 계약의 규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와의 계약의 경우, 리인인 정부가 

국가의 이익이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여러 장치

를 두고 있지만,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의 다른 

당사자인 사인의 계약과정의 제약과 불편을 유발시키

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즉 국가 쪽의 이해 계의 보호에 

치 한 결과,  다른 계약의 당사자인 사인의 계약과

정에서의 이해가 상 으로 덜 고려될 수 있다는 이

다. 부정당업자의 배제 등이 표 인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당업자는 국가의 이해를 해서는 당연히 

배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구체 인 계약의 상황과 계

약의 내용, 부정당업자의 개별  특성에 따라서는 오히

려 이들과의 계약을 인정하는 것이 부정당업자로 분류

된 사인의 이해를 해서 더 낫고 나아가 국가를 해

서도 더 합리 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

인 간 계약에서는 사 자치에 의해 이것이 자율 으로 

단되지만,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련한 사 법규의 

존재로 인해 이것이 불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국가의 다른 정책

 목 을 해 계약의 조건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존재

한다는 이다. 이 게 되면 국가와의 계약이라 하더라

도 사 계약의 특성이 흐릿해지는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 를들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

률 제27조의 4를 보면, 하도  직불조건부 입찰참

가를 규정함으로써 하도 자 보호를 한 규정을 포함

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규제  

성격이 들어간 조항은 사인간의 계와 동일하게 않게 

계약의 내용에 개입하는 것으로 그 효과와 타당성에 

해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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