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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행정의 수행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패러다임은 행정의 전담자

(全擔者)에서 행정의 관리ㆍ감독자(管理ㆍ監督者)로 변화된 듯하다. 국가가 행

정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기보다는 일정한 영역은 국가 이외에 다른 존재들에

게 맡기고, 국가는 이들이 적법ㆍ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ㆍ감독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역할을 선회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적

합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공단체’가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책임의 주체

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공공단체가 존재하며, 공공단체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

음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국가의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또,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및 

그 기관이 행정청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공단체의 활동으

로 사인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정하여 사인

으로 하여금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공공단체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일정한 생

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주체다.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순수

한 사인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

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자치행정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지역적 자치행정 주체인 지방

자치단체, 일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기능적 자치행정 주체인 협의의 

공공단체로 구분할 수 있고, 협의의 공공단체는 다시 구성 형태에 따라 인적 

결합체인 공법상 단체, 재산적 결합체인 공재단, 인적ㆍ물적 결합체인 영조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공공단체가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국가로서는 

행정 수행의 부담을 경감하게 되는바, 마땅히 공공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는 행정의 궁극적인 책임자로서 



ii

공공단체의 위법한 활동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공공단체가 

사인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국가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고,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은 독자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공공단체의 기관이 공공단체

의 담당 사무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ㆍ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하였고, 사인에게 이러한 행정작용의 취소를 구

할 법률상 보호 이익이 인정된다면, 공공단체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형성하고, 공무를 담당하고 있

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공공단체의 임ㆍ직원이 공공단체의 담당 사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집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공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공단체가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

하고 있는 이상, 공공단체는 행정법의 지배 영역 내로 포섭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주요어: 공공단체, 기능적 자치행정, 항고소송, 국가배상소송, 행정주체, 행정청

학  번: 2010-2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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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을 규제하는 질서행정을 중심으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논의되었지만, 현재는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급부행정까지 행정의 영역으로 포섭되고 있다. 또, 경제 성장, 사회 

발전과 맞물려 행정이 관여하는 영역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되었는데, 종래 

행정법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던 환경, 방송ㆍ통신, 식품, 지식재산권, 공

정거래 등과 같은 주제들도 오늘날에는 행정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을 수많은 ‘행정’은 과연 

누가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과거에는 오로지 국가만이 행정을 수행할 수 있

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행정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위와 같이 다종ㆍ다양한 행정을 국가가 직접 일일이 수

행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부당할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1) 행정은 

기본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통해 확보된 예산(재정적 요소)과 물리적

인 실체가 없는 국가를 대리하여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공무원(인적 요소)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뤄지는 것인데,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공무원이 한정되

어 있는 이상2), 폭증하는 행정을 국가가 예전처럼 전담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행정의 수행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패러다임은 행정의 전담

자(全擔者)에서 행정의 관리ㆍ감독자(管理ㆍ監督者)로 변화된 듯하다. 즉, 국

가가 행정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기보다는 일정한 영역은 국가 이외에 다른 

 1) 이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청｣,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68권, 2002, 190면.

 2) 2013. 1. 1.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615,487명, 지방공무원 정원은 287,961명이

며, 국가 예산은 263조 6,038억원, 지방 예산은 156조 8,88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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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들에게 맡기고, 국가는 단지 이들이 적법ㆍ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ㆍ감독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역할을 선회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는 지극

히 현실적이고, 적합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누가 무엇을 담당하느냐다. 이는 규범적인 관점에서는 권한 

배분의 문제이며,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자원 배분의 문제로서 일정한 영역은 

오로지 국가만이 담당할 수 있다는 당위성과 일정한 영역은 국가(또는 다른 

존재들)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합리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

는 복잡한 문제다. 

또, 이는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며, 공동체 구성원의 가치관과 

이념의 변화, 시대적인 요청과 흐름에 의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인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구성원의 적극적

인 참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다.

이러한 인식 하에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공단체’가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3) 이는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공공단체가 존재하며, 공공단체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국가의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

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

공단체 및 그 기관이 행정청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공단

체의 활동으로 사인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정하여 사인으로 하여금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현행 법령 중 325개가 공공단체라는 용어를 법문에서 사용하고 있

으며4), 이들 중 상당수는 공공단체를 국가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3)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

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4) 최영규, ｢행정주체 및 공공단체의 개념과 범위 -공공단체의 개념과 행정주체성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5권 제1호, 2004, 345면 각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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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공공단체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좋은 예라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령들 중 공공단체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 1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10여개의 법령이 공공단체의 

범위라는 제목 아래 일종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역시 개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나타내는 수준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5) 더욱이 실

무상 공공단체보다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으

며6)7), 학문적으로도 공공단체의 개념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대다

수의 학자들이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단체들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해는 학자마다 상이하여, 통일된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단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절실한 상

황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이 글은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공공단체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공단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공단체의 

개념을 정리하며, 공공단체의 성격을 규명할 것이다. 논지 전개의 편의를 위

 5) 병역법 시행령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의

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어업정보통신국

4.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

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최영규, 같은 글, 347면 각주 44).
 7) 2014. 7. 15. 현재 현행 법령 중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이 

1,090개, 공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이 31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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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글은 공공단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공

공단체로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른바 지역

적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다. 단지 공공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체계상의 포섭 여부만이 문

제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전술한 헌법 제29조 제1항이 국가, 공공단체를 국가배

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공단체와 지방

자치단체가 과연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

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행정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간단히 검

토하고 넘어가도록 하며, 새로운 형태의 행정주체인 협의의 공공단체의 개념

과 성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8)

이 글의 부차적인 목적이 실무상 혼란이 있는 공공단체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정법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공공단체의 개념과 성격을 검토함에 있어, 논의의 범

위를 실정법의 해석에 국한하는 것은 아님을 미리 밝힌다. 즉, 공공단체의 

개념과 성격은 실정법 규정과 무관하게 규범적이고, 실증적인 차원에서 검토

되어야 하는 문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배상책임의 주체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앞서 소개한 개념체계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를 광의의 공공단체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협의의 공공단체는 실정법상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어떠한 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직원의 활동을 공무원의 직무 집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해당 단체

의 직원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개념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등을 규범적

 8) 이 글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공공단체는 원칙적으로 협의의 공공단체를 가

리키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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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실증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뒤에 판단하여야 한다. 전술한 개념체계는 

헌법의 상위 규범성을 고려하여, 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

항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인 도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

며, 이를 근거로 공공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국가, 

공공단체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공공단체를 전

술한 광의의 공공단체로 이해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협의의 

공공단체로 이해하거나 광의의 공공단체, 협의의 공공단체 등의 개념을 인정

하지 않고, 공공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상하 포섭 관계가 아닌 대등한 개념

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부인하는 견해는 

없다.9) 어떠한 단체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해당 단

체의 활동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는지, 해당 단

체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판단하여야 한다.

바꿔 말하면, 법령에서 공공단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라도, 해석을 통해 공공단체를 포섭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

며, 반대로 공공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단체

의 개념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은 공공단체의 개념과 성격을 규범적

이고, 실증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

로 실정법의 해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 논의하

는 공공단체와 실정법상 가장 유사한 개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9) 행정소송법은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 처분의 귀속주체 대신 처분을 한 행정청

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3조 제2항이 처분의 귀속

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을 한 행

정청이 소멸하여 피고 적격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

서 엄밀히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며, 지

방자치단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피고가 된다.



- 6 -

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동법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ㆍ기관을 동법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

년 현재 총 304개의 기관이 기획재정부 고시(제2014-1호)에 따라 동법상 공

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공단체와 동법상 공공기관

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정법적인 개념인 동법상 공공기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기능적 자치행정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동법상 공공기관은 임원 선임, 예산ㆍ회계, 경영 평가ㆍ감독 

등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일정한 통제를 받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

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지를 전개한다.

모든 논의는 “왜”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공공단체의 개념과 성

격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공공단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하

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가 이외에 단체들이 국

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들을 국가

에 준하는 행정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것

은 아니다. 예컨대, 이들을 행정주체가 아닌 순수한 사인으로 취급하는 방법

도 있을 수 있다.

즉,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다종ㆍ다양한 단체들을 

공공단체라는 이름으로 포섭하여, 이들을 국가에 준하는 행정주체로 인정하

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 행정주체로서 공공단체의 개념을 인

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전력공사를 행정주체로 보아 한국전력공사가 사인

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구속력과 공정력을 갖는 처분으로 인정하

는 것과 한국전력공사를 사인으로 보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사법(私法)

상 효력을 갖는 통지행위로 인정하는 것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는 공ㆍ사 법률관계의 구별 문제와도 연결된다.

다음은 “어떻게”다. 단순히 행정주체로서 공공단체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

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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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공단체를 행정주체로 인정하게 되면, 공공단체는 행정법의 지배 영

역 내로 포섭되게 되고, 따라서 행정주체로서 공공단체를 행정조직법적으로

나 행정작용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공공단체의 활동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정하여 공

공단체를 상대로 한 항고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공공단체의 활동을 국가배상

법상 공무원의 직무 집행으로 인정하여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

을 허용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공단체에 대한 행정구제법적인 

취급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었던 한국토지공사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및 대집행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판적으로 살펴

보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처분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의

미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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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공단체의 개념

제 1 절 논의의 도입

오늘날 국가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환경, 방송ㆍ통신, 식품, 지

식재산권, 공정거래 등 인간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가 행정의 대상으

로 포섭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국가가 이 모든 것을 직접 담당하리

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료주의에 불신을 갖고, 행정의 민간으로의 

이양을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따라서 다종ㆍ다양한 단체들이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

다는 점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실체는 명쾌하게 정

리되지 않고 있다. 학자마다 정의하는 내용도 조금씩 다르거니와 실정법상으

로도 주어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공공단체라는 표현은 불확정 

개념은 아니지만10), 다분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접근이 용이하지 않

다. 이처럼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공공단체라는 개념

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과연 무엇인가.

위와 같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단체들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그들의 활동을 과연 행정으로 인정하느냐는 분명 별개 문제다. 오늘날 행정

의 범주에는 다종ㆍ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 개념으로서 행정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급부행정의 경우

에는 통상적인 사경제작용과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요컨대 행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보다 무엇을 행정으로 인정할 것이냐가 보다 중요한 문제

인 것이다.

공공단체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는 이유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다종ㆍ다양한 단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포섭하고, 이들의 활동을 행정으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즉, 이들에게 국가에 준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와 역

10) 이원우, 앞의 글,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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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부여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이들을 행정주체로 인정하

여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을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11) 헌법 제정 당시부터 국가 이외에 공

공단체도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2)

국가배상관계의 성격에 대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법적 원인으로 발생

한 불법행위의 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13)와 행정주

체가 특권적 지위를 포기하고 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책임을 지는 특별법

적 성격을 지닌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14)가 대립하는데, 헌법이 국가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통설인 전자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통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공단체를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단체들을 공공단체라는 이름으로 포섭하

여 행정주체로 인정할 경우, 이들을 상대로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

배상청구권으로서 공법상 청구권이 된다.

반면 이들을 순수한 사인으로 이해할 경우, 이들을 상대로 행사하는 손해

배상청구권은 사법(私法)상 청구권이 된다.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단

체들을 공공단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여 행정주체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

라 관련 법률관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11)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457면.
12) 제헌헌법 제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

제되는 것은 아니다.
13)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2, 545면.
14) 대법원 1972. 10. 10. 69다701 판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며...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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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를 본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ㆍ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것이 행정청 또

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

위가 아닌 이상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5)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단체들을 공공단체

라는 이름으로 포섭하여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

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로 인정할 경우,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와 관계되

는 사항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이들의 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

된다. 그러나 이들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행위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에 직접 효력을 미치더라도 동법상 처분으로 인

정되지 않고, 사법(私法)상의 효력만 지닌다.

요컨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단체들을 공공단체라는 개념으로 포

섭하여 행정주체 또는 행정청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들이 사인과 형성하는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법관계로서, 공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반면 이들

을 행정주체 또는 행정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사인과 형성하는 

법률관계는 사법(私法)관계로서, 사법(私法)의 지배를 받게 된다.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단체들을 공공단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여 

행정주체 또는 행정청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들이 사인과 형성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공법관계와 사법

(私法)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 문제는 공ㆍ사법의 구별 

문제와 연결된다.

15) 대법원 1995.02.28. 94두36 결정.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

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

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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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단체 개념의 실익

I. 공ㆍ사 법률관계의 구별

오늘날 공ㆍ사 법률관계의 구별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ㆍ사 법률관계를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에서 조차

도 행정소송 제도가 도입되는 등16) 공ㆍ사 법률관계의 구별은 당연한 흐름

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공ㆍ사 법률관계를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ㆍ사 법률관계는 추구하는 이익이 상이하여, 서로 

다른 취급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17) 전자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

률관계라면, 후자는 사익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 결과 양자의 성질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를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자신의 귀책에 

따라 책임을 질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자유롭고, 동시에 평등하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인 간에 형성되는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

치와 당사자 대등을 기본 원리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적 자치라는 이름 아래 사인들이 무분별하게 자유를 향유할 경

우, 그들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질서가 파괴될 우려가 있게 된다. 이에 공동

체로서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사인들을 규율할 필요가 있게 되었는데, 문제

는 공동체가 그 권한을 월권ㆍ남용하여 사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인들은 공동체의 자신들에 대한 규율 권한의 발동 요건과 범위를 

제한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본 규범을 

제정하게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근본 규범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 공동

체와 사인 간에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특유의 원리를 발전시키고, 

이에 적용되는 법령과 이를 다투는 절차 역시 사인 간에 형성되는 법률관계

16) 이원우, 앞의 글, 164면.
17)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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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별하여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통설이 이른바 권력설에 따라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관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다종ㆍ다양한 단체들이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사인과 법률관

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설명은 불충분하다고 할 것

이다. 더욱이 오늘날 공익의 개념에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까지 포함되고 있는 이상, 국가가 우

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권력작용만이 공법관계라고 단정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공ㆍ사 법률관계의 구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이가 발생

하였다.18)

공동체의 사인들에 대한 규율 권한은 월권ㆍ남용의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

기 때문에, 공동체의 근본 규범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다. 즉, 공법관계는 통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요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

리 사법관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요식이다. 이것이 공

ㆍ사 법률관계의 절차법적인 차이다.

공법관계는 공동체의 규율 권한과 사인의 기본적인 권리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과 헌법의 내용이 구체화된 원리

들이 적용된다. 반면, 사법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이익 충돌로서, 사적 

자치와 당사자대등을 기초로 하는 원리가 적용된다. 이것이 공ㆍ사 법률관계

의 실체법적인 차이다.

한편 전술한 특징들을 고려할 때,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은 사법관계에 관

한 분쟁과는 다른 절차에 의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법관계에 관

한 분쟁이 종국적인 해결에 이른 경우, 해당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사인들만

이 그 효력에 구속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지만, 공법관계의 경

우 해당 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게

18) 홍정선, 앞의 책,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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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효력이 미쳐야 분쟁의 실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적인 민사소송 절차 외에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별도의 소송절

차를 마련하여,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법원이나 재판부를 설치하고, 이를 위

한 별도의 소송법규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ㆍ사 법률관계의 소송법적

인 차이다.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단체들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에 따라 이들이 사인과 형성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법률적인 취급이 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취급상의 차이가 우리 

법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항을 바꾸어 검토한다.

Ⅱ. 구체적인 인정 실익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종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

투자기관의 장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게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19) 이에 따르면 한국전력공

사는 동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이 아니고 법

령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도 아니므로, 한국전력공사장이 사인

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사인의 지위에서 상대방을 입찰에 참가시

키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법(私法)상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0)

19) 최근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처분으로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기

존의 입장을 변경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본다.
20) 대법원 1999. 11. 26. 99부3.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법인일 뿐이

고 위 공사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예산회계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 정

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97. 8. 28. 법률 제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구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또는 같은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76조를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위 공사는 위 법령 소정의 '각 중

앙관서의 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위 공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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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1) 제15조 제6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도

록 하고 있고, 동조 제1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

당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있

다.22)

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근거로 삼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245조가 

정부투자기관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에 의하여 제정된 것임은 분명하나 그 

점만으로 위 규정이 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

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

서 위 공사가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위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

로 위 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

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상

대방을 위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21) 1984. 3. 1. 제정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은 1999. 10. 21. 정부투자기관 회계기준, 정

부투자기관 회계규칙으로 분리되었고, 2007. 11. 28. 다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

무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의 제정으로 각각 폐지되었다. 한편 정부투

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 4. 1.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정부투자기관이라는 표현은 현재 공공기관으로 대체되었다.
2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⑥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생략>
⑦ 기관장은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8항 단서 및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8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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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과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은 중앙

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집

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있다.23)

즉,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장과 같은 공공기관의 장이 

사인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사법(私法)상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은 당사자인 공공기관과 사인에게만 미치고, 당사자가 아닌 중앙관서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른 공공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사법(私法)상 통

지행위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24)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생략>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

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

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이 개시되기 전에 게재하여야 한다.  <생략>
⑦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

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

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4)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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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실효성을 몰각하는 것이다.25) 더

욱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입찰참

가자격 제한의 통보ㆍ게재를 무시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받은 사인의 입찰참가를 허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26)27)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공공기관의 장이 사인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성격을 사법

(私法)상 통지행위로 보게 되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

분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인은 항고소송

을 통해 침해받은 자신의 권리ㆍ이익을 구제받을 수 없다.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인의 경우 항고소송

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28) 결국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 받은 사인은 민사소송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효력을 

다툴 수밖에 없는데, 사안의 성질상 이행소송은 불가능하고, 형성소송 역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무효 확인소송

만이 가능할 것이다.29)

25) 이원우, 앞의 책, 333면.
26) 이원우, 앞의 책, 363면.
27)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공

공기관의 장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통보ㆍ개제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이를 무시하고 입찰에 참가시킨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조치 

등이 가능할 것이다. (공공기관은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필요적 회계감사ㆍ직무감찰을 받는다.) 이원우, 앞의 책, 363면.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

에 게재된 자에 대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 입찰

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정작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

무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

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개제된 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ㆍ개제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

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28) 중앙관서의 경우 대법원 2013. 5. 23. 2011두19666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법원 2012. 11. 15. 2011두31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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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확인소송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면,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현존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한 사실관계는 확인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30) 비교적 단기간 동안 진행되는 입찰의 특성상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되고 종료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은 

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인으로서는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자신의 권

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없게 되기 때문

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31)

또 다른 문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인이 해당 조치를 한 공공기

관의 장뿐만 아니라 이를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른 

공공기관의 장과의 관계에서 입찰참가 제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 대법원 판

례는 공공기관의 장이 사인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사법(私法)상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

른 공공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앙관서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다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사인에

게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

르게 된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효력 단순한 사실관계에 

29) 이원우, 앞의 책, 345면.
30) 대법원 1991. 12. 10. 91다14420.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

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

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

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

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
31) 이원우, 앞의 책, 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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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여,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32) 설령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다 하더라도, 사인이 모든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을 상대로 일일이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사

실상 사인의 권리구제를 원천봉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처분으

로 인정하게 되면33), 사인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위법

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신의성실 원칙과 같은 

헌법의 제 원리가 구체화된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적용되며, 사인이 공공기관

의 장을 상대로 승소할 경우, 정부투자기관의 장의 입찰자격제한 통보ㆍ게재

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른 공공기관

의 장을 상대로 개별적인 무효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결국 공공기관의 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정하면, 사인의 입장에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단순한 사법(私法)상 의사표시가 아닌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른 공공기관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행정청의 처분

으로 인정되게 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34) 공공기

관의 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정하여 항고소송

을 허용하는 것은 사인과 공공기관 모두에게 득이 되며, 단순한 득실의 문제

를 떠나,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행

정청의 처분으로 인정하여 항고소송을 허용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종래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공공기관의 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리적

32) 이원우, 앞의 책, 346면.
33) 엄밀히 말해 행정주체인 공공단체(공공기관) 대신 행정청인 공공단체의 장(공공

기관의 장)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논지 전개의 편의를 위해 종종 위와 같이 표현한다.

34) 이원우, 앞의 책, 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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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왔다.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의 법문상의 표현에 충실한 나머지 정부투자기관을 중앙행정기

관(또는 지방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정부투자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

부투자기관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

법원은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적으로 사인임을 전제로, 공무수탁사인 법리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개별적인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았는지를 기준으

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부인

하였다.35)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은 공공기관, 즉 공공단체가 현실 세계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다종ㆍ다양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수탁사인 법리를 

지나치게 일관되게 적용한 나머지, 법령에 의해 개별적인 행정권한의 위임ㆍ

위탁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설령 위와 같은 해석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후술하

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고 있고, 정

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이 정부

투자기관관리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

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부투자기관이 동법상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요컨대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공공단체의 다종ㆍ다

양한 활동을 행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공단체의 활동으로 침해된 사

인의 권리ㆍ이익을 충실히 구제하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공공단체의 활

동에 대한 적법성 통제 또한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단체를 행정주체 또는 행정청으로 인정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

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5) 이원우, 앞의 책, 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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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공단체 개념의 분석

I. 공공단체의 지위

공공단체의 개념, 종류 등에 대해 학자마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는 공공단체의 개념이 아직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공단체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들은 모두 공공단체를 행

정주체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달리 말하면 공공단체의 개념

을 인정하는 것은 공공단체를 행정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단체

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주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1. 행정주체의 개념

행정주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체라는 표현의 

일반적인 용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주체는 일단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를 의

미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행정법관계는 곧 공법관계고, 통상 국가

와 사인이 형성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라고 하는데, 국가가 행정주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지만, 반대편 당사자인 사인을 행정주체라고 하

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라는 정의는 반쪽짜

리 정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주체의 개념과 관련하여 학설은 크게 행정권한 행사의 담당자로 정의

하는 견해36), 행정권한 행사의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로 정의하는 견해37), 행

정임무 수행의 책임자로 정의는 견해38)로 나눠진다.39) 1설은 국가가 행정권

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상 자체에 주목한 견해인 반면, 2설은 국가의 행정권

36) 김동희, 앞의 책, 79면.
37)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12, 90면.
38) 홍정선, 앞의 책, 821면.
39) 최영규, 앞의 글, 3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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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사에 따른 법률효과에 초점을 둔 견해다. 3설은 행정의 담당자로서 국

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견해다.

생각건대,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는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사인을 규율할 권한과 책임

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국가는 행정권한의 행사가 시원적으로 허용된 자

로서 행정권한 행사의 담당자이자 행정임무 수행의 책임자라는 정의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는 구성원인 사인 전원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추상적으로 인격이 부여

된 것에 불과하여, 물리적인 실체를 지니지 못할뿐더러, 행정의 방대성과 복

잡성을 고려할 때, 하나뿐인 국가가 수많은 사인과 일일이 법률관계를 형성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인 사이를 매개하여 법

률관계를 형성하는 대리인(agency)의 존재는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40) 

즉, 현실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가 아

닌 국가의 대리인인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국가를 대

신하여 사인과 형성한 법률관계의 효과는 국가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기 때

문에, 공법관계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행정기

관이 아닌 국가 자신이다.

요컨대 전술한 견해들을 모두 종합하여 행정주체는 행정권한 행사의 담당

자이자 행정임무 수행의 책임자로서 행정권한 행사의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

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행정기관과의 구별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는 자신을 대신하여 현실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

고,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대리인(agency)을 필요로 한다. 위와 같은 대리인

(agency)을 행정주체의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행정기관이라고 한다.41) 단, 사

40) 행정기관의 영어 표현이 사법(私法)상 대리인과 같은 agency라는 점도 이와 무관

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법(私法)상 법

인의 기관과 유사한 면도 있다.
41) 단, 실정법상 행정기관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 정부조직법 제2조는 부ㆍ처ㆍ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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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私法)상 대리인과 달리 독자적인 법인격은 인정되지 않는다.42) 행정기관

은 행정사무를 분담하는 행정주체 내부의 모든 조직을 의미한다.43) 따라서 

행정기관에는 행정(관)청, 의결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자문기관, 집행기관, 

감독기관 등이 포함된다.44)

통설은 행정기관 중 행정주체를 대신하여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을 행정청으로 정의한다.45) 통상 행정

주체가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사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의사표

시를 법률행위의 요체로 보는 사법(私法)이론의 영향에 따라 행정청에 관한 

논의가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행정청의 개념을 의사결정ㆍ표시 기관으로 한

정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행정청을 의사결정ㆍ표시 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행정청의 처분을 의사표시, 즉 행정행위로만 한정한다는 의미인

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취소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의 대상을 행정행위

로 한정하고 있는 독일과 달리46),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처분을 행정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국민의 권리ㆍ이익 구제 

차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포섭하

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행정청을 의사ㆍ결정표시 기관으로 한정하여서

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 행정주체를 대신하여 사인과 형성하는 법률

관계의 효과는 행정주체 자신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공법관계의 효과는 행정

주체를 상대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소

송 수행의 편의를 고려하여 처분을 한 행정청이 직접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

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소멸한 경우나 당사자소송의 경우

에만 국가,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정기관은 사무 분담의 기준으로 사

용된 개념이다.
42) 홍정선, 앞의 책, 824면. 반대 견해로는 김동희, ｢행정법 II｣, 2012, 9면.
43) 홍정선, 앞의 책, 824면.
44) 홍정선, 앞의 책, 825면.
45) 김동희, 앞의 책, 10면.
46) 이원우, 앞의 글,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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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주체의 종류

행정주체는 크게 국가, 자치행정 주체, 사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단

체를 행정주체로 인정할 경우, 과연 이들 중 어디에 편제시킬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1) 국가 : 시원적인 행정주체

국가는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

활의 보장을 위해 사인을 규율할 권한과 책임을 보유한다. 다만, 국가가 자

신의 권한을 월권ㆍ남용하여 사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

재하기 때문에, 사인들은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근본 규범

을 제정하여 공동체의 자신들의 규율 권한의 발동 요건과 범위를 제한하고,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사인에 대한 규율 권한은 공동체의 근본 규범인 헌법에 의

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 자신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인이 이를 무단으로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국가는 시원적으로 행정권한의 행사가 허용되는 자로서 행정주체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국가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2) 자치행정 주체

국가는 시원적인 행정주체로서 행정 수행의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하

지만 경제 성장, 사회 발전과 맞물려 폭증하는 행정의 모든 영역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부당할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는 자신을 대신하여 현실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행정임무를 수행

하는 행정기관 외에 자신과 마찬가지로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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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정한 생활영역에서는 국가로부터 독립한 주체가 행정권한 행사의 

담당자이자 행정임무 수행의 책임자로서 활동하고, 그 효과가 해당 주체 자

신에게 귀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러한 단체를 자치행정 주체라고 

하고, 자치행정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행정을 자치행정이라고 한다.47) 역사

적으로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48), 우리 헌법도 제정 당시부터 지

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왔다.49)

자치행정 권한의 본질과 관련하여 영미법계에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자치행정 주체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는 반면, 대륙법계에서는 분권 원리에 

따라 자치행정 주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본다. 전자는 이른바 

주민자치설과 결합하여 자치행정 주체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는 견해고, 후

자는 이른바 단체자치설과 결합하여 자치행정 주체의 독립성을 견해다.50)

생각건대 국가의 행정권한은 근본 규범인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서, 

국가 자신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국가

가 모든 영역에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일정한 단체에게 행정권한의 행사를 허용

하고, 그 효과가 해당 주체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치행정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시원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51)

다만, 자치단체설을 따르면 후술하는 공무수탁사인과 자치행정 주체의 차

이를 설명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치행정 주체는 일정한 생활

영역에서 포괄적인 행정권한의 행사를 위임받고, 이를 통해 자치행정 주체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자치를 향유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설 역시 일응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두 가지 견해를 종합하여 자치행정 

47) 김동희, 앞의 책, 17면.
48) 김동희, ｢행정법 II｣, 박영사, 2012, 47면.
49) 제헌헌법 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

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헌헌법 제97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50) 홍정선, 앞의 책, 852면.
51) 이원우, 앞의 글,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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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는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

당하는 행정권한 행사의 담당자이자 행정임무 수행의 책임자로서 활동하고, 

그 효과가 주체 자신에게 귀속되는 주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아닌 자로 하여금 국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가 직접 자신의 권한을 월권ㆍ남용하는 경우보다 더 심

각하게 사인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치행정 주체에게 

포괄적인 행정권한의 행사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뿐만 아니

라 근본 규범인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치행정 주체 역시 행정권한 행사의 효과가 귀속되는 행정주체인 

이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권리

능력 내지 법인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성질상 자연인은 불가능하므로 필연적

으로 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일정한 목적에 따른 

설립을 필요로 하는 바, 자치행정 주체는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적인 행정권한의 행사를 위임받는 예외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설립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해당 법률이 자치행정 주체의 설립 목적이 공익 실현에 있다는 것

과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치행정 주체가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야 한다.52)

즉, 민법ㆍ상법 등 법인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별도의 법률을 통해 자치행정 주체의 설립 

근거, 사무 범위를 규율하고 있다면, 이는 해당 사무가 본래 사적 자치에 의

해 임의로 수행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

된 자치행정 주체로 하여금 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53)

자치행정 주체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살펴보면, 

52) 이원우, 앞의 책, 358면.
53) 이원우, 앞의 책, 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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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헌법은 제8장 이하에서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헌

법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54)

그리고 위와 같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

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

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고, 동법 제3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55), 이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이

라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 동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등 총 6개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

고 있는 바56), 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행정관리, 주민의 복지 

54)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

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5)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

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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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관련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인 : 공무수탁사인

사인도 행정주체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주

체가 될 수 있다. 공무수탁사인제도는 사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

율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57)

전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권한의 본질에 대하여 대륙법계의 통설인 단

체자치설은 자치행정 주체가 분권 원리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

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단체자치설에 의할 경우 자치행정 주체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수탁사인과의 구별이 쉽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데, 

공무수탁사인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자치행정 주체와 중요한 차이를 보

인다.

먼저, 자치행정 주체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인 반면, 공무

수탁사인은 행정 수행 목적과는 무관하게 실존하고 있는 순수한 사인으로서 

자연인과 법인 모두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 있다. 즉, 자치행정 주체는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자치행정 

주체가 사인과 형성하는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공법관계다.

반면 공무수탁사인은 순수한 사인으로서 공무수탁사인과 형성하는 법률관

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고, 다만 공무수탁사인이 위임받은 행정권한을 행

56)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

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방자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생략>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생략>

57) 홍정선, 앞의 책,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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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공무수탁사인이 사인과 형성하는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로 인정되게 된다.58)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주체가 아닌 행정기관인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무수탁사인의 경우 성

질상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이 행정주체이자 행정청

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 주체의 경우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

여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포괄적인 행정권한의 행

사를 위임받는 반면,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로부터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행정

권한의 행사를 위임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자치행정 주체가 헌법 

및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자치할 수 있는 존

재인데 반해, 공무수탁사인은 순수한 사인이 행정 수행의 편의를 위해 제한

된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로 기능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이 

행사할 수 있는 행정권한은 필연적으로 개별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공무수탁사인 역시 시원적인 국가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기 때문

에, 법률이 공무수탁사인에게 개별적인 행정권한의 행사를 위임하고 있어야 

하지만, 자치행정 주체와 달리 포괄적인 행정권한의 행사를 위임받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의 근거는 필요로 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확장시켜보면 법률에 자치행정 주체에게 특정한 행정권한

의 행사를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주체가 

이를 행사한 경우, 자치행정 주체는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적인 행정사무

를 담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사된 권한이 자치행정 주체의 담당사무 범

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권한 행사의 위

법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수탁사인의 경우 위임받은 행정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정주체나 행정청으로 인정될 뿐, 위임받지 않은 행정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애당초 행정주체나 행정청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대상적격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학설이 공무수탁사인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에 대해 살펴보면59), 

58) 김동희, 앞의 책, 17면.



- 29 -

공공사업 시행자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동법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행정권한의 행사를 위임받는

다.60)

4. 검토

공공단체는 자치행정 주체와 공무수탁사인 중 과연 어느 것으로 이해하여

야 할 것인가. 이러한 논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행정주체로서 공공단체를 어

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공공단체에게 요구되는 개념요소들이 달라지고, 공

공단체의 권한 행사가 지니는 의미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공단체를 자치행정 주체로 이해할 경우, 공공단체에게 행정권한의 행사

를 위임하는 헌법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공무수탁사인으로 이해할 경우에

는 법률상의 근거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법률에 공공단체에게 구체적인 행

정권한의 행사를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단체가 

이를 행사한 경우, 공공단체를 자치행정 주체로 이해하면, 권한 행사의 위법 

여부가 문제되지만, 공무수탁사인으로 이해하면, 당사자적격, 대상적격이 문

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크게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자치행정 주

체로 이해하는 견해61)와 공무수탁사인과 같은 공무수탁사인으로 취급하는 

견해62)로 나뉜다. 전자는 공공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공단체 전

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공공단체의 설립의 근

거가 되는 법률을 검토하여, 공공단체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률

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

59) 홍정선, 앞의 책, 56면.
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

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

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61) 이원우, 앞의 글, 190면.
62)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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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자치행정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다.

반면 후자는 사실상 공공단체라는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 개별적인 행정권한의 행사를 위임받은 단체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위

임받은 행정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정주체 내지 행정청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에서 한국전력공사를 행정소송법상 행정

청 또는 기관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한국전력공사는 기

본적으로 사인이고, 따라서 관련 법률이 한국전력공사에게 입찰참가자격 제

한조치라는 개별적인 행정권한을 행사를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전력

공사는 공무수탁사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조치 역시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현행 헌법이 공공단체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만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 제29

조 제1항은 공공단체를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배상

책임은 공법적 원인으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주체가 부담하는 배상

책임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행정주체로서 공공단체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일정한 생활

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법인인 공공

단체와 행정수행의 편의를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로 기능하는 

사인에 불과한 공무수탁사인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단체는 지역적 자치행정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기능적 자치행

정 주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63) 여기서 기능적 자치행정

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종사자들이 해당 영역과 관련된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64)

다만 공공단체를 자치행정 주체로 이해하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이 공공단체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

63) 이원우, 앞의 글, 181면.
64) 이원우, 앞의 글,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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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무엇을 공공단체로 볼 것인지, 공공단체라는 이름 아래 포섭할 수 있는 

단체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Ⅱ. 공공단체의 개념요소

대법원에서 항고 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심 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판례는 증권거래법이 동법,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대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65), 한국증권업협회의 가입이 임의가입 형태이

고 탈퇴에 별다른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 한국증권업협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성격이 이용료가 아닌 통상적인 운영경비로서, 그 징수절차가 이사회

에 의해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조세체납절차가 준용되지 않는 점, 한국

증권업협회의 임원 구성에 행정청 등이 개입하지 않는 점, 한국증권업협회가 

민법상 사단법인에 준하여 임의적인 해산이 가능한 조직인 점, 한국증권업협

회의 임ㆍ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나 한국증권업협회의 결정을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

증권업협회가 사법(私法)상 사단법인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66)67)

65) 증권거래법 제170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6) 김민호, ｢행정주체로서의 공법상 사단법인의 존재의의에 관한 재검토｣,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74권, 2003, 152면.
67) 대법원 2004. 3. 4. 2001무49, 서울고등법원 2001. 12. 4. 2001루100.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피신청인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등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① 피신청인은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이고(법 제162조 

제2항), 회원들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법 제165조), ② 증권거래법 또는 

위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법 제170조), ③ 피신청인은 회원인 

증권회사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가입처리되는 임의가입형태이고, 탈퇴에 대

하여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정관 제7조 제1항), ④ 피신청인의 회원들이 내는 

회비의 성격은 이용료가 아니라 협회의 통상적인 운영경비이고(정관 제15조), 그 

징수절차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일 뿐(정관 제16조) 
조세체납절차가 준용되지 않는 점(법 제165조), ⑤ 피신청인의 임원구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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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는 한국증권업협회가 공공단체로서 행정주체 내지 행정청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한국증권업협회의 설립의 근거가 된 증권거래

법 및 동법 시행령, 한국증권업협회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증권거래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이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기타 거

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동법 제162조는 증권관계단체로서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 질서

를 유지하고, 공정한 매매거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인으로 한국증권업협

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8) 이를 종합하면 한국증권업협회

는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 질서 유지, 공정한 매매거래, 투자자 보호를 통

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69)

더욱이 동법 제162조의 2는 한국증권업협회가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

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이 아닌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구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영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전문 인력의 운영 및 관리’, ‘증권관련

행정청 등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선출되

는 점(정관 제20조), ⑥ 회원조직인 피신청인의 본질상 사단법인의 해산에 준하여 

임의적인 해산이 가능하고, 또한 해산시 그 잔여재산이 정회원에게 균등분배되는 

점(정관 제45조), ⑦ 그 밖에 법률상 피신청인의 임직원을 그 지위와 관련하여 공

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나 피신청인이 행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행정심

판에 의한 구제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

인은 회원조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8) 증권거래법은 2007. 8. 3.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69) 증권거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

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법 제162조 (설립) ①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

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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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조사ㆍ연구’, ‘증권연수업무’ 등 총 5개의 사무를 한국증권업협회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로써 한국증권업협회가 회원의 영업질서,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된 생활영역에서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70)

즉,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 질서 유지, 공정한 매매거래, 투자자 보호 등

의 사무는 사적 자치에 의해 임의로 수행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행정사무

로서 증권거래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로 하여금 이

를 전담케 하는 것이 바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것이다.71) 따라서 동법

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

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민법, 상법이 아닌 특별법

에 의해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의 본질적인 성격이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변

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인정되고 있

는 사법(私法)상 사단법인의 종류가 민법상 사단법인과 상법상 사단법인인 

회사 두 가지 밖에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조치는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것이

다.72)

대상 판례는 한국증권업협회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단체고, 한국증권

업협회의 회비의 성격이 이용료가 아닌 통상적인 운영경비에 불과하다는 이

유로 한국증권업협회가 사법(私法)상 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공단체의 종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으며, 공법상 재

70)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업무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2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이 아닌 주권의 장외매매거

래에 관한 업무

3.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

4. 증권관련제도의 조사ㆍ연구

5. 증권연수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수되는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71) 이원우, 앞의 책, 359면.
72) 이원우, 앞의 글,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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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처럼 가입ㆍ탈퇴, 이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공단체도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준들은 어떠한 단체가 공공단체로서 행정주체 

내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73)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5조는 지방자치단체

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이 역시 가입ㆍ탈퇴, 이용과는 무관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74)

한편 한국증권업협회의 임ㆍ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지 여부75), 한국증권업협회의 회비 징수절차에 조세체납절차가 준용되는지 

여부, 한국증권업협회의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역시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국가가 어떠한 

단체의 인적 구성, 재정 운용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해당 단체를 통제할지 여

부는 기본적으로 입법 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설령 공공단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통제가 요구되는 경우라도, 공공

단체의 회비징수 절차에 조세체납절차를 준용하거나, 공공단체의 임ㆍ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공공단체를 통제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증권거래법은 한국증권업협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거나76), 한국증권

업협회의 활동이 법령 등에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업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한국증권업협회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77) 

73) 이원우, 앞의 글, 196면; 김민호, 앞의 글, 153면.
74)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75) 오히려 공공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려면, 공공단체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원우, 앞의 글, 196면.
76) 증권거래법 제164조(규정의 신고 등) ① 협회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

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정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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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증권거래법, 행정심판법 등이 한국증권업협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

심판법상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절차를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가사 행정심판절차를 통한 구제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는 행정소송 절차가 봉쇄되어 있

지 않은 이상 권력분립 원칙,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행정심판법상 구제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

다고 할 것이다.

어떠한 단체가 공공단체로서 행정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 단체의 설립 목적과 사무 범위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충분하

다고 할 것이다. 하급심 판례 중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

인 변호사법이 공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법상 사단법

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는데78), 어떠한 법률이 공법인지 사법인지 

심사하는 명확한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79), 이를 구분할 필요 없

이 어떠한 단체의 설립 목적이 공익 실현에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단체가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

당한다는 것이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80) 헌

법재판소도 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에 의해 

77) 증권거래법 제168조 (업무의 정지등의 명령)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협회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2.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때
78) 서울행정법원 2001. 12. 14. 선고 2001구26398.

“변호사법을 살펴보면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자격, 등록과 개업, 권리와 의무, 
법무법인․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법조윤리협의기구 

등의 설치 및 운영, 징계 및 자격정지, 벌칙 등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

들만 있을 뿐, 변호사와 일반 국민들의 사이 또는 변호사와 변호사회의 사이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법은 공법과 

사법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공법’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9) 김민호, 앞의 글, 152면.
80) 이원우, 앞의 책, 359면; 김민호, 앞의 글, 162면.



- 36 -

설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81)82)

한편 단체 설립의 목적이 공익 실현에 있는지 여부는 법률의 목적 규정, 

단체 설립의 근거가 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 폭넓게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또, 단체가 일정한 생활영역

에서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 역시 법률이 직접 단체의 

사무 범위, 자치 규칙의 기재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

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이 종래 사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를 살펴보

면, 한국전력공사의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인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는 동법

의 목적이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

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

지하는데 있음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고83), 동법 제13조는 ‘전력자원의 개

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 

‘해외사업’ 등 총 8개의 사무를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으로 예시하고 있다.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헌법 제9장 이

81)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0헌마28.
“오히려 공법상의 사단법인은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고 국가에 의하여 설

립된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바, 기본적으로 축협은 

축산업의 진흥과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과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양축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이고(축협법 제1조, 제98조), 구역 내에 

거주하는 유자격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하며(축협법 제14조, 제100
조), 조합원의 출자로 자금을 조달하며(축협법 제103조, 제20조), 축협의 결성이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임의탈퇴나 해산이 허용되며(축협법 제103
조, 제27조, 제74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는 등(축협법 제

103조, 제41조 제3항) 그 목적이나 설립ㆍ관리면에서 자주적인 단체로서 공법인이라고 하

기보다는 사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82) 다만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회가 사법

상 사단법인으로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판시하였는데, 결론의 당부는 별

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은 의문이다.
83)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

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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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익 

실현과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84), 비록 법문에서 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이 한국전력공사의 사무 범위를 나타내는 것임

이 분명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국전력공사가 사인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 촉진,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통

한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국전

력공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력자원의 개발, 발

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등과 관련된 생활 영역에서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

당하는 공공단체라고 할 것이다.85)

제 4 절 공공단체의 종류

I. 공공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단체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닌 자치행정 주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자치행정 주체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공공단

체로 구분된다.

그런데 헌법 제29조 제1항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84)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5) 이원우, 앞의 글,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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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국가, 공공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와 같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을 국가

배상책임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어, 양 규정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

연 공공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공무수탁사인을 제외한 행정주체를 구분하는 방식

에 따라, 크게 행정주체를 국가, 공공단체로 구분하고, 공공단체를 다시 지방

자치단체, 공법상 단체(사단), 공법상 재단, 영조물법인으로 구분함으로써 지

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86), 지방자치단체와 공

공단체를 대등하게 취급하여, 행정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구

분하고, 공공단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단체, 공법상 재단, 영조물법

인으로 구분하는 견해87), 공공단체의 개념을 포기하고, 행정주체를 국가, 지

방자치단체, 공법상 단체, 공법상 재단, 영조물법인으로 구분하는 견해88)로 

나뉜다.

생각건대 헌법의 법률에 대한 상위 규범성을 고려할 때, 헌법 제29조 제1

항에 규정된 공공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후술하

는 바와 같이 기능적 자치행정 주체는 구성 형태에 따라 공법상 단체, 공법

상 재단, 영조물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지방자치단체와는 구

별되면서 위 개념들을 포섭할 수 있는 상위개념으로서 이른바 협의의 공공

단체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89) 요컨대, 광의의 공

공단체는 자치행정 주체를, 협의의 공공단체는 자치행정 주체 중 기능적 자

치행정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견해를 따르더라도 문리 해석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배상책임

의 주체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

체가 헌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국가배

상법 제2조 제1항이 공공단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

86) 김동희, ｢행정법 II｣, 박영사, 2012, 48면.
87)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1, 71면.
88) 김남진ㆍ김연태, 앞의 책, 91면.
89) 이원우, 앞의 글,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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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공공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헌법, 국

가배상법의 전반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헌법 제29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광의의 공공단체의 예시로 보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단체 모두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Ⅱ. 협의의 공공단체의 종류

통설은 공공단체를 구성 형태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하

고90), 여기에 공공단체 특유의 개념인 영조물법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협의의 공공단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91)

1. 공법상 단체(공법상 사단, 공공조합)

공법상 단체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정한 사원, 조

합원으로 구성된 인적 결합체를 의미한다.92) 공공조합이라고도 하며, 공법상 

사단법인이라는 의미에서 공법상 사단이라고도 하나, 공법상 사단법인이 사

법(私法)상 사단법인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공법상이라는 표현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강조

하는 것에 불과할 뿐, 해당 법인이 사법(私法)상 사단법인과 다른 형태를 띠

거나, 사법(私法)상 사단법인과 다른 방식으로 활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

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법(私法)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행 법체

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법(私法)상 사단법인의 종류가 민법상 사단법인, 상

법상 사단법인인 회사 두 가지 밖에 없는 이상, 공법상 사단법인 역시 이를 

상당 부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공법상 사단법인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

90) 판례는 공공단체보다 공법인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이 행

정주체로서 공법인 내지 공공단체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91) 이원우, 앞의 글, 187면; 박균성, 앞의 책, 71면.
92) 김동희, 앞의 책,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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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활동 자체는 사법(私法)상 사

단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의 근

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법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성격이 사법(私法)상 사단

법인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일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공법상 단체는 통상 동일한 직업, 신분, 지위를 가진 자

들로 구성된다. 역사적으로 직업단체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93), 일정한 직

업, 신분, 지위를 가진 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관련 법률관계를 스스로 처리하던 관행이 오늘날 공법상 단체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특징은 자치로는 인정될 수는 있어도, 자치행정으로 인

정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94) 즉, 자치단체가 공법상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치하는 것을 넘어, 행정권한 행사의 담당자이자 행정임무 

수행의 책임자로서 즉, 행정주체로서 활동하고, 그 효과가 단체 자신에게 귀

속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자치단체에게 위와 같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매개는 

무엇인가. 바로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떠한 단체의 설

립 목적과 사무 범위가 별도의 법률에 규율되고 있다면, 이는 해당 단체와 

관련된 사무가 사적 자치에 의해 임의로 수행되어서는 안 되는 성격의 것으

로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하여금 이를 전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정법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던 단체라도, 법률이 제정되어 해

당 법률의 규율을 받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공법상 단체의 범주 내로 편

입되어, 행정주체로 인정되게 된다 할 것이다. 한편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법률이 단체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서 단

체의 설립 목적이 공익 실현에 있다는 것과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

93) 최영규, 앞의 글, 352면.
94) 이원우, 앞의 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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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

한다는 것을 규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법률에 구체적인 행정권

한의 행사를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단체가 공익 실현을 목적

으로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해당 법률의 규율을 받고 있다면, 국가

로부터 포괄적인 행정권한의 행사를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에 불과한 공법상 단체에게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

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건대 자치단체의 사무는 통상 구성원의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행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사

법(私法)관계고, 따라서 이해관계자인 구성원들이 사적 자치에 따라 자주적

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사무 중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공익

성ㆍ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은 행정의 영역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는 바, 국가

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를 대신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그 효과가 자

치단체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대신 법률을 통해 자치단체의 설립과 사

무를 규율하는 것이다.

한편 공익성ㆍ공공성에 대한 판단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95) 입법자가 현 상황에서 공익성ㆍ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무

를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한 단체들은 공공단체로 인정되어 법률의 규율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공공단체로 인정되지 않고, 법률의 규율도 받

지 않는 것이다.

공법상 단체는 설립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이 가능하다.96)

1) 지역 개발 단체

먼저 농지 개량, 도시 정비 등과 같이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

체들이 있다. 도시개발조합(도시개발법), 정비사업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95) 이원우, 앞의 책, 765면.
96)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 II｣, 박영사, 2012,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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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단체들은 특정 지역의 발전을 목

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지역 행정, 

주민 복리와 관계된 포괄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주로 

토목ㆍ건설 등에 한정된 사무를 담당한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성립하여,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들

로 구성되는 반면, 이러한 단체들은 통상 개량ㆍ정비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

의 소유자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지역보다는 기능에 초점을 둔 단체라고 

할 수 있다.97)

한편 이러한 단체들은 다른 공법상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 설

립 목적, 사무 범위 등을 규율 받지만,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되는 것은 아

니라는 특징이 있다. 즉, 법률은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들로 하여금 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나, 단체 설립을 직접적으

로 주도하지는 않는 바, 결과적으로 일반법에 가까운 형태로 단체의 설립을 

규율한다. 따라서 동일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 단체가 무수히 늘어날 수도 있

고, 반대로 한 개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조합에 대해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이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

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

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13조는 도시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법인으로 도시개

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용ㆍ사용, 환지 등의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98)

97) 김남진ㆍ김연태, 앞의 책, 60면.
98) 도시개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

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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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조합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

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이라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이라는 별도

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과 관련된 생

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직업단체

다음으로 동일한 직업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는 직업단체가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통상 중앙회ㆍ지부라는 이원적인 체계로 조직되는데, 대한변호사협

회ㆍ지방변호사회(변호사법), 대한의사협회ㆍ지방의사회(의료법)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법상 단체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직업단체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직업의 공익성ㆍ공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

하지 않다는 이유로 직업단체를 공법상 단체의 범주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99)

즉, 모든 직업이 생계 수단이자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요소로서 

일정한 공익성ㆍ공공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직업은 공익성

ㆍ공공성을 강하게 인정하여, 관련 직업단체를 공법상 단체로 이해하는 반

면, 어떠한 직업은 공익성ㆍ공공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관련 직업단체를 

사법(私法)상 사단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 견해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

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

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

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

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

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99) 최영규, 앞의 글, 3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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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이다. 특히 이 견해는 직업단체는 통설이 공공단체의 개념 요소로 들

고 있는 국가로부터 존립 목적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위 견해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익성ㆍ공공성에 대한 판

단은 상대적일 수 있고, 때때로 자의적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어

떠한 직업의 공익성ㆍ공공성을 인정하여, 관련 직업단체를 법률로 규율하려

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면 그 자체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

히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할 것인바, 현재 법률에 의해 설립 목적, 사

무 범위 등을 규율 받는 직업단체들은 입법자인 국민이 현 상황에서 판단하

기에 관련 직업에 공익성ㆍ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며, 이러한 판단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률의 제ㆍ개정, 폐지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달

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성원의 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직업단체라도 법률이 제

정되어, 법률에 의해 설립 목적, 사무 범위 등을 규율 받게 된다면, 그 순간

부터 국가로부터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이 통설과 반드시 충돌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법률의 규율을 받는 직업단체들은 통상 관련 직업이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들만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인 경우가 대부분

인데, 이러한 이유에서도 공익성ㆍ공공성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사무나 의료사무 같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로부터 

엄격하게 자격을 인정받은 자들만이 종사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자격을 인정

받은 자들로 구성된 직업단체라면 일정한 공익적ㆍ공공적 역할을 부여하여

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부여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할 것이다. 예

컨대 공익성ㆍ공공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직업의 경우, 직업단체가 자율적으

로 구성원들을 규제함으로써, 직업 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면, 해당 직업단체를 행정주체로 편입하여 공익적ㆍ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직업단체가 등록 거부, 징계 절차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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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자격을 사실상 제한ㆍ박탈하는 활동을 하였다면, 이러한 활동을 행

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하여 구성원으로 하여금 항고소송 절차를 통해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성원의 권익 보호에 부합한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직업단체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대해 살펴보면, 변호

사법 제1조, 제2조는 변호사가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

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4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

며, 변호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한 법인으로 지방변호사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6조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회원의 권

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자산과 회계

에 관한 사항’ 등 총 7개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0)101)

100)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

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변호사법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

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

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1)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 범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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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변호사회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개인의 인권

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 사회정의, 공공성 등과 같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변호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변호사의 권리ㆍ의

무, 변호사의 지도ㆍ감독 등과 관련된 생활영역에서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

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협동조합

한편 지역 개발, 구성원의 이익 도모 양자 모두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

합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 역시 통상 중앙회ㆍ지부라는 이원적인 체계로 조

직되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지역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ㆍ지역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이 바로 여기에 해

당한다.

농엽협동조합에 대해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이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고, 동법 제4조

는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하는 한편, 

동법 제6조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 회원ㆍ조합원으로부터 수집ㆍ판매위탁 받

은 농산물ㆍ축산물 등의 판매, 유통 등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책무로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는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

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

이 필요한 기술ㆍ자금ㆍ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

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102)103)

그러나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변호사회 회칙 기재 사항 등을 통해 지방변호

사회의 사무 범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02)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

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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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여 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농업협동조합 모두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

로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산물ㆍ

축산물 등의 판매, 유통 등과 같은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

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사회 보험ㆍ공제 사업 단체

마지막으로 사회 보험, 공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있다. 국민건강보

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건설공제조합(건설산업기본법) 등이 바로 이에 해당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

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ㆍ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고,  동법 제13조, 제15조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되는 법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

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

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3) 마찬가지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책무,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목적 등을 통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사무 

범위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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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 13개의 사무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다.104)

이를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

ㆍ진단ㆍ치료ㆍ재활, 출산ㆍ사망ㆍ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를 통한 국

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

단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ㆍ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등과 관련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

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류체계는 어디까지나 편의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상

104)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

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

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

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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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하지 않은 유형의 단체라도 설립 목적, 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공법상 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공법상 단체의 개념요소인 공익 실현 목적은 

단체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단체의 설립 목적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공익 

실현 목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인바, 실제로 대부분의 공법상 단체가 

구성원의 이익 도모 외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법률에 따라서는 단체의 설립 목적이 공익 실현에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

의 목적 규정 등을 통해 단체의 설립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법상 단체는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강제가입이 공법상 단체의 

개념요소는 아니다.

2. 공재단(공법상 재단)

공재단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산적 결합체를 가리킨다.105) 국

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

나106),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당연히 출연자가 될 수 있다. 한편 공

법상 재단법인이라는 의미에서 공법상 재단이라고도 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조직이나 활동 자체는 사법(私法)상 재단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 목적으로는 설립될 수 없는 바, 결국 사

법(私法)상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 역시 공익 실현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립 목적만을 놓고 공법상 사단법인과 사법(私法)

상 사단법인을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결국 설립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공재단의 출연자가 될 수 있으나107), 통상 공

재단의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정부를 출연자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기 

105) 김동희, 앞의 책, 49면.
106) 김남진ㆍ김연태, 앞의 책, 62면.
107) 공법상 단체가 출연자인 공재단도 이론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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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공재단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으

로 정의하기도 하나, 엄밀히 말해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법), 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법) 등이 바

로 여기에 해당하는데108),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연구재단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이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ㆍ연구개발 활동과 관

련 인력의 양성ㆍ활용 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고, 동법 제2조는 한국연구재단이 활동ㆍ운영에 있어 독립성ㆍ자율성을 보

장받는 법인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는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등 7개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의 사무로 예시

하고 있다.109)

이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연구재단은 학술ㆍ연구개발 활동, 관련 인력의 

양성ㆍ활용이라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법이라는 별도의 법률

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학술 및 연구개

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등과 관련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

하여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재산적 결합체에 불과한 공재단이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재단을 공공단체의 범주에서 제외

108) 김동희, 앞의 책, 49면.
109) 한국연구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

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법인) ①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2.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3.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평

가ㆍ관리ㆍ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5.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구ㆍ운영 지원

6.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7.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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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특히 이 견해는 인적 요소가 부재하는 

공재단을 자치행정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110)

생각건대,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주체는 행정권한 행사의 담당자이자 행

정임무 수행의 책임자로서 행정권한 행사의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다. 재단법

인도 현행 법체계 하에서 인격이 인정되는 주체로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상,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

다. 재단법인이 사단법인과 달리 인적 요소가 부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

까지나 재단법인의 특성상 인적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할 

뿐,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는 인적 조직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러한 조직이 행정기관으로서 공재단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

하다.

자치행정이란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한 주체의 의해 포괄

적인 행정사무가 수행되는 것을 의미할 뿐, 인적 요소를 전제로 하지 않으

며, 구성원의 다수결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민주주의 원칙 등과도 무

관한 개념이다. 따라서 공재단도 당연히 행정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재단의 

이사장 등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인정될 것이다.

한편 공재단과 영조물법인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검토하도록 한다.

3. 영조물법인

통설은 영조물법인을 행정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적ㆍ물적 결합체로 

정의한다.111)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법(私法)에서 비

롯된 것이고, 현행 법체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법(私法)상 법인의 종류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가지기 때문에, 공공단체 역시 이에 대응하여 공법

상 단체와 공재단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조물법인에 대

응하는 개념의 사법(私法)상 법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조물법인은 공법 특

110) 김남진ㆍ김연태, 앞의 책, 62면.
111) 김동희, 앞의 책,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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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개념인 것이다.

행정 수행 목적은 공법상 단체, 공재단과 마찬가지로 공익 실현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ㆍ물적 결합체의 의미인

데, 통설은 이를 시설 로 이해한다. 시설이란 이용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서, 결국 영조물법인은 일정한 이용자를 위해 제공된 수단과 이를 돕는 직원

으로 구성된 시설인 것이다.112) 이용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재단이나 공

법상 단체와 구별된다.

이용이라는 개념의 특성상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상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전담케 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 생각건대 공익성ㆍ공공성을 띠는 시설로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

한 관련을 갖는 것은 행정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국가가 이에 적절히 개입하

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즉, 법률을 제정하여 시설의 이용ㆍ운영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생활과 관련을 갖는 급부를 적절히 보장ㆍ통제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통상 전기ㆍ수도ㆍ철도ㆍ교육ㆍ의료 시설을 영조물법인으로 이해하는 

바113), 대표적인 예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등이 있다. 서

울대학교병원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

이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의학ㆍ간호ㆍ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ㆍ진

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음을 밝

히고 있고, 동법 제2조는 서울대학교병원이 법인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는‘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7

개의 사무를 서울대학교병원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다.114)

112) 김남진ㆍ김연태, 앞의 책, 60면.
113) 이상덕, ｢영조물에 관한 연구 - 공공성 구현 단위로서 ‘영조물’ 개념의 재정립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26호, 2010, 284면.
11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

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

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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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의학ㆍ간호ㆍ약학 등에 관한 교육

ㆍ연구ㆍ진료를 통한 의학 발전 도모 및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

로서 인재 양성, 임상연구,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등과 관련된 생활영

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재단과 마찬가지로 영조물법인 역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도 설립자가 될 수 있으나, 통상 영조물법인의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설립자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 영조물법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정의하는 견해도 있으나, 역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115)

Ⅲ. 검토

공법상 단체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통설이 제시하고 있는 공공단체의 구분 기준은 일찍이 독일에서 논

의된 것으로서, 우리 법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일부 내용은 독일에

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통설은 법인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하는 

사법(私法)의 구분 체계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나, 정작 사법(私法)상 권리능

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에 불과한 영조물법인에 인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

육(臨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115) 김명식, ｢행정주체로서의 특수법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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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영조물법인을 공법상 특수법인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정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적ㆍ물적 결합체라는 개념은 행정주체보다는 행정기관에 

가까운 개념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조물법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수행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는 조직으로 이해하

는 견해도 있다.116)

나아가 영조물의 개념 자체가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명확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수도 설비를 갖추고 주민에게 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상수도사업본부를 영조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수도공급 사업

을 영조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수도설비를 영조물로 부르기도 한다.117) 

Otto Mayer가 영조물의 개념을 제시할 당시만 해도 급부행정 작용으로서 수

도공급사업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나, 오늘날에는 행정조직으로서의 영조물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8)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한국방송공사가 운영하는 개별 방송국이 영조물인지, 개별 방송국을 운영

하는 한국방송공사가 영조물인지 분명하지 않다.119) 

한편 통설은 공법상 사단법인, 공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공

공단체를 영조물법인으로 명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체들을 영조물법인이라

는 이름 아래 단일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하지 의문이다.120) 예컨

대, 한국은행,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물적 요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단체

들은 행정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적ㆍ물적 결합체라는 영조물법인의 정

의에 부합하지 않는다.121)

더욱이, 기업 형식으로 설립되는 영조물법인은 물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영조물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국가, 지방자

치단체 외의 자를 주주로 모집할 경우, 공법상 단체와 마찬가지로 구성원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공법상 단체와의 경계 또한 모호해진다.122) 예컨대, 

116) 최영규, 앞의 글, 352면.
117) 이상덕, 앞의 글, 282면.
118) 이상덕, 앞의 글, 282면.
119) 최영규, 앞의 글, 353면.
120) 이상덕, 앞의 글, 290면.
121) 최영규, 앞의 글, 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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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 제9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본금을 금융회사 등이 출자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123)124)

영조물법인과 공재단의 구별 역시 쉽지 않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이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교육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

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는데 있음을 밝히는 한편, 동법 제6조는 한국학중앙

연구원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의 정수를 연구하는 지도적 인

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조직상으로는 공재단이나, 기능상으로는 영조물법

인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125) 실제로 오늘날 독일에서 공재단의 개념은 영조

물법인에 의해 대체되었다.126)

생각건대, 영조물 이론은 행정의 기능적ㆍ실체적 활동에 주목한 최초의 

급부행정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127) Otto Mayer가 제시한 

영조물의 개념이 개방적이었던 덕분에, 오늘날 다종ㆍ다양한 유형의 단체들

이 공공단체로 포섭되고, 행정주체로 검토될 수 있었던 것이다.

122) 최영규, 앞의 글, 353면.
123) 최영규, 앞의 글, 353면 각주 58.
12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금융회사등이 출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략>
125)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

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

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6조(대학원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

(精髓)를 연구하는 지도적(指導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

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연
구원장"으로 본다.

126) 이원우, 앞의 글, 171면.
127) 이상덕, 앞의 글,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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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시에 영조물법인의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일정한 범위 

내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영조물이론은 과거 특별권력

관계이론과 결부되어, 발전된 이론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실정법에서 영조물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공공기관, 공기업 등

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요컨대 영조물법인의 개념, 나아가 공공단체를 공법상 단체, 공재단, 영조

물법인으로 구분하는 이른바 공법인 3유형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고 본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는 후일에 맡긴다.

행정주체

국가

자치행정 주체

지방자치단체

협의의 공공단체
공법상 단체

공재단
영조물법인

사인 공무수탁사인

[표 1] 행정주체의 종류

제 5 절 기타 개념과의 구별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단체의 존재, 기능과 역할에 대해 대다수의 학자들

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공단체의 개념은 이론적으로나 실

정법적으로나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판례도 공공단체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정법적 차원에서 공공단체의 개

념을 명확하게 규율하려는 시도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공공단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공공단체보다 널리 활용되

고 있는 개념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 역시 

현재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하에서는 공공단체와 사실상 혼용되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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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들을 살펴봄으로써, 위 개념들과 공공단체의 관계, 차이점 등을 규명하고, 

공공단체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Ⅰ. 공공기관

1. 개설

공공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공공기관은 실정법적인 개념에 가깝다. 즉, 공

공기관에 대한 개념 정의는 개별 법률의 목적, 적용범위 등에 따라 천차만별

로 달라진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을 동법상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 기관들을 동법상 공공기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개념이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따라 산발적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개념 체계와 충돌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전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회ㆍ법원ㆍ헌법

재판소 등의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ㆍ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를 공공기관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섭하고 

있어, 기존의 개념 체계로는 설명이 어렵다.128)

한편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법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 중 상당수는 

1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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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다.129) 동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공단체의 개념과 실정법상 가장 유사한 개념이며, 동법을 

영조물법인의 기본법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동법의 해석 문제를 넘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공기관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2. 공공기관130)의 개념

1)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과 달리 지정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법률 자체에 의해 주어

지는 공공기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비

로소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정되게 된다. 물론, 모든 기관이 동법상 공공기관

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만이 동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동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못하면, 동법상 공공기관으로 인

정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법 제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내에 고

시를 통해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매년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큰 변동은 없으나, 정책적인 이유에서 새로운 기관을 신규지정하기도 하고, 

기존의 기관을 지정해제 하기도 한다.131)

12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

다.
130) 이하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1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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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지정 요건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동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정부가 해당 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배력을 행

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정부란 동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취지

를 고려할 때 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배력은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해당 기관의 재정적인 기반을 통제하

는 재정적 지배력과 임원 임명 권한 등을 행사하여 해당 기관의 인적 구성

을 통제하는 인적 지배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부가 총수입액의 1/2을 초

과하여 지원하거나 50/10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재정적 지배력을 행

사하고 있는 기관, 정부가 30/100 이상 50/10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임

원 임명 권한 등을 행사함으로써 인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은 동법

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

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

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

"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

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ㆍ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0 -

구분 재정적 지배 인적 지배

제

1
항

1호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

2호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 초과

3호

정부가 50/100 이상 지분 보유

정부가 30/100 이상 지분 보유
임원 임명권한 행사를 통해 

사실상 지배력 확보

4호

정부가 1~3호 기관과 합하여 

50/100 이상 지분 보유

정부가 1~3호 기관과 합하여

정부가 30/100 이상 지분 보유

임원 임명권한 행사를 통해 

사실상 지배력 확보

5호

1~4호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50/100 이상 지분 보유

1~4호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30/100 이상 지분 보유

임원 임명권한 행사를 통해 

사실상 지배력 확보

6호
1~4호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설립기관이 출연

[표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적극 요건

나아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독으로 또는 정부, 다른 기관

과 결합하여 위와 같은 수준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 역시 동법상 공공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1호는 별

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재단

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다소 어폐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출연을 넓은 의미에서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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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건
제

2

항

1호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ㆍ영업질서 유지 목적으로 설립

2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관여

3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표 3]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소극 요건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의 요

건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기관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1호에 따르면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영업질서 유지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공법상 단체는 동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여지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을 통

해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한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우 동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 기관들에 동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선언을 나타낸 것에 불과할 뿐, 위 기관들이 유

사한 성격의 다른 기관들과는 달리 영조물법인이나 공공단체로 인정되지 않

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공공기관의 종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공기관을 직원 규모, 자체수입액 

비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132) 이는 법 적용의 편의를 위한 구

1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

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

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

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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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표현은 이론상의 개념과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133)

구분 요건

공기업
시장형

직원

50인 이상

자체수입액

1/2 이상

자산규모 2조원 이상 +

자체수입액 85/100 이상
준시장형 준시장형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자체수입액

1/2 미만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관리

위탁관리형 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표 4] 공공기관의 종류

4.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4장은 공공기관이 기관 운영과 관

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

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133) 이에 대해 동법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의 하부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동일시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박정훈, ｢한국의 공기업의 이

론과 실제 － 공기업의 개념과 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행정

법이론실무학회 제218회 정기학술발표회, 2013. 12. 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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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임

원

이사ㆍ감사
상임이사 1/2 미만 공기업ㆍ일부 준정부기관
상임이사 2/3 미만 그 외 준정부기관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
주무기관장 제청 + 대통령 임명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주무기관장 임명

준정부기관

상임이사 기관장의 임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
기재부장관 임명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
주무기관장 임명

준정부기관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
기재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
기재부장관 임명

준정부기관

예

산

회

계

회계처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기재부장관, 주무기관장에게 보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계획 수립
기재부장관에 제출 공기업
주무기관장에 제출 준정부기관

결산서 제출
기재부장관 승인 공기업
주무기관장 승인 준정부기관

경

영

평

가 

감 

독

경영목표 수립 기재부장관ㆍ주무기관장에 

제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 보고

경영실적 평가 기재부장관 평가

감독
기재부장관 경영지침 감독
주무기관장 사업수행 감독

감사원 감사 감사원 업무ㆍ회계 감사

감사 결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

[표 5]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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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주로 임

원 선임, 예산ㆍ회계, 경영 평가ㆍ감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정부가 기관장을 비롯한 비상임이사, 

감사의 선임에 상당 수준 관여함으로써 인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여하는 것

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으나134), 동법상 공공

기관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기관으로

서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

의 개입은 오히려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

에게 하여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 여부 등을 감독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ㆍ회계를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규정

하는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국가기관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5.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국가가 지

원금을 지급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는 방법 등으로 일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이다. 또, 동법상 공공기관은 임원 선임, 예산ㆍ회계, 경영 평가ㆍ

감독 등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일정한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

려할 때, 동법상 공공기관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일정한 생활영

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공단체로 인

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무 범위 등을 고려

134) 이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경제개혁연구소, 기업지배구조연구  
제45권, 2012,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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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
장
형
공
기
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
시
장
형
공
기
업 

(16)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
금
관
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행부) 공무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표 6] 공공기관 지정 현황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동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88관광개발(주)나, 한국지식

재산보호협회의 경우 설립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공공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동법상 공공기관

의 개념은 동법이 적용되어 정부의 통제ㆍ지배를 받은 기관의 범위를 나타

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도 공

공단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성원의 상호부조,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관은 동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으나, 공법상 

단체로서 공공단체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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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준
정
부
기
관

(17)

(미래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
탁
집
행
형
준
정
부
기
관 

(70)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안행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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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안전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방재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기
타 
공
공
기
관 

(187)

(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정보통신정 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기재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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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안행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체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시아문화개발원, 세종학당재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생활체육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재)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명동․정동극장, (재)국악방송,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산업부) ㈜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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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센터 

(해수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미래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산업기술연구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전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기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식약처)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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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기업

1. 개설

오늘날 공기업이 행정법의 연구대상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는 없으나, 

정작 공기업의 개념은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공기업이라는 용어가 

실무상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적 차원에서 공기업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 정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전술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동법상 공기업을 직원이 

50인 이상 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기관으로 규정

하고 있는 반면,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은 동법상 

공기업을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

식회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총 6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별 법률마다 공기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이러한 

이유에서 공기업을 실정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135)

그러나 공기업의 개념은 이론적으로도 현재 통일되어 있지 않다. 특히 학

자마다 공기업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한데, 이하에서는 공기

업의 개념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2.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의 개념과 관련하여 학설은 크게 경영주체를 기준으로 국가, 공공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을 공기업으로 보는 광의설, 광의설에 공익 실현 목적

을 추가하여 국가ㆍ공공단체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을 공기

업으로 정의하는 협의설136), 협의설에 기업성을 고려하여 국가, 공공단체가 

135) 김동희, 앞의 책, 301면.
136) 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1헌바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자본으로는 

합리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간산업이라든가, 성질상 사인에게 경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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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성을 가진 사업을 공기업으로 이해하는 

최협의설로 나뉜다.137)

이 밖에 국가, 공공단체로부터 특허권을 발급받아 경영하는 특허기업을 

공기업에 포함시키는 최광의설이 있으나, 특허권 발급은 민영화의 한 방식으

로서 특허기업은 민영화 된 사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138), 공기업의 범위

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최광의설을 제외한 나머지 학

설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기업의 개념징표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한

다.

1) 경영주체

경영주체는 공기업 개념의 출발점이다. 최광의설을 제외한 모든 학설들이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일 것을 요구한다. 국

가,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이상 법적으로 독립될 필요도 없다. 따라서 행정기

관과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행정기업이나 예산ㆍ회계의 분리를 통해 재정

적인 독립성만 보유하는 자기기업도 공기업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139)

국가, 공공단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면 충분하고, 소유하고 있을 필요

는 없다 할 것이나, 국가, 공공단체가 해당 사업을 지배하고 있을 필요는 있

을 것이다. 예컨대, 국가, 공공단체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이른바 특수

법인기업 형식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국가, 공공단체 외의 자도 지분 

보유 등을 통해 사업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국

가, 공공단체가 해당 법인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경영

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기본적인 생활수단 또는 국토방위 등에 직결되는 사업을 

관리, 경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필요성에서, 사인의 경제생활에 개입하여 그것을 

감독, 유도할 뿐 아니라 직접 기업가로서 활동한지는 오래되었고, 이러한 의미에

서 공기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회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가하는 기업을 말한다.”
137) 김동희, 앞의 책, 301면.
138) 이원우,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포럼 , 

1998, 제7권, 225면.
139) 이원우, 앞의 책, 7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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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기업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지배력 행

사와 관련하여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공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단체도 공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조직과 규모가 영

세한 공공단체가 경제적 독립성을 지닌 공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공익 목적

공익 목적은 순수한 영리활동을 공기업의 개념에서 배제하기 위한 요건이

라고 할 수 있다.140) 그러나 과연 어떠한 것이 공익 목적이고, 어떠한 것이 

영리 목적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공익 목적 개념의 문제라기보다

는 공익 개념 자체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141)

국가, 공공단체가 순수하게 공익 목적 또는 영리 목적에 따라 사업을 경

영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공익 목적과 영리 목적이 혼재되

어 있는데, 통상 헌법을 비롯한 각종 공법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의 범위 내

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공익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공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기업성

공익 목적과 기업성은 상충하는 요건이 아니다. 기업성이란 경제주체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 즉, 경제적 독립성을 의미한다.142) 공기업은 이익 

140) 김동희, 앞의 책, 302면.
141) 이원우, 앞의 글, 227면.
142) 이원우, 앞의 책, 7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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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 수지 균형을 위해 합리성과 경제 원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창출된 이익을 구성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법상 법인의 영

리성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상법상 회사의 영리성과 구별된다고 할 것이

다. 공기업이라는 명칭을 고려할 때, 기업성은 공기업의 필수적 개념징표라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주체, 공익 목적, 기업성을 모두 요구하는 최협의

설이 타당하다고 본다.143)

3. 검토

공기업은 국가, 공공단체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성을 가

진 사업이다. 공기업과 공공단체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

정한 접점을 지니지만, 공기업은 사업이고, 공공단체는 이를 경영하는 주체

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영역과 범주를 달리하는 개념이다.

다만, 공기업이 경제적 독립성에 법적 독립성까지 갖춤으로써 특수법인기

업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공기업이 곧 공공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기업이 공공단체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공기업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 기업의 설립 목적과 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법이 아닌 민법ㆍ상법

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공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할 것

이다.

반대도 가능하다. 근래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의 형태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법적 독립성을 갖춘 

공기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술한 한국전력공사를 예로 들면,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 촉진, 전기사

업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

로서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등과 관련된 생활 영역에서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공단체지만, 동시에 한국전력공사법 제4조

143) 이원우, 앞의 책, 766면. 같은 취지로는 박정훈, 앞의 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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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국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영하

고 있는 공기업이라고 할 것이다.144)

144) 한국전력공사법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6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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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공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정구제

제 1 절 논의의 도입

이상에서는 공공단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공공기관ㆍ공기

업 등의 개념과 공공단체를 비교해 봄으로써 공공단체의 개념과 의미에 대

해 확인해 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의 관계, 공법상 단체ㆍ공재

단ㆍ영조물법인 등 공공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을 검토하는 한편, 각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단체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공단체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률

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

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주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단체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공공단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행

정주체로 인정하기 위함이다.

행정주체는 행정권한 행사의 담당자이자, 행정임무 수행의 책임자다. 따라

서 사적 자치를 인정받는 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의 규율을 강하게 받

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자치행정 주체의 경우 시원적인 행정주체는 아니지

만 국가로부터 포괄적인 행정권한의 행사를 위임받는 존재다보니, 그 조직과 

활동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 재정 운영, 사무 처리 등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94조는 헌법 제118조의 취지에 따라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치

행정 권한의 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한편, 동법 제112조

는 지방공무원법을 통해 일정한 능력과 자격을 인정받은 자만이 지방공무원

으로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자치행정 권한의 행사에 전문성 또한 담보되도록 

하고 있다. 또, 동법은 제7장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을 안전행정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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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방자치단체의 예ㆍ결산, 수입 지출과 관련된 절차를 통제하고 있으며, 

제9장 이하에서 주무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 직무이

행명령 권한, 안전행정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 등을 통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한편 감사원법 제22조, 제2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사무를 필요적 감

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로서 조직과 활동 면에서 다양한 규율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공단체를 행정권한 행사의 담당자이자, 행정임무 수행

의 책임자로 인정하는 이상, 공공단체 역시 행정주체로서 법률의 규율을 받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통

제를 가하느냐다.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과 달리, 공공단체는 헌법이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

지 않을뿐더러, 특히 공공단체의 범주에 순수한 사인으로만 구성되는 공법상 

단체, 기업성을 강하게 인정받는 영조물법인 등 성격을 달리하는 다종ㆍ다양

한 단체들이 포섭되다 보니, 공공단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

주체로 취급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또, 공공단체라는 개념 자체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완벽하게 정리

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공공단체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 또한 존재하지 않

는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상 공공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의 임원 선임, 예산ㆍ회계, 경영 평가ㆍ감독 등과 관

련하여 일정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는 방법 등으로 일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들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304개 기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 

뿐, 공공단체의 범주에 포섭되는 그 외의 수많은 단체들, 특히 공법상 단체

에 대한 법적인 규율은 설립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공공단체 역시 자치행정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조직과 활동을 통제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공공단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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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수준의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

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설립된 지역적 자치행정의 주체로

서 해당 지역 내의 모든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지역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 복리와 관계된 포괄적인 사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단체자치이자 주민

자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설립

되어 해당 기능과 관련된 사무만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공공단체에 비해 

이해관계자도 많고,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은 바, 지방자치단체

와 공공단체를 대등하게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무엇을 어떻게 통제할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있는 

문제다. 국가가 모든 공공단체의 모든 활동을 일일이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입법자가 어떠한 단체의 인적 구성, 재정 운영, 사무 수행 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해당 단체의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에 그 내용을 규율하여 놓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를 통해 해당 단체의 조직

과 활동을 통제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그러한 규율이 존재하지 않

는다면, 해당 단체로 하여금 폭넓은 자치행정 권한을 향유케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기능적 자치행정 주체라는 공공단체의 특징을 고려할 때, 공

공단체의 조직과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공단체 자신이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공단체가 사인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국가

가 이를 엄격히 심사하고, 시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것이 오늘날 요구되는 

행정의 관리ㆍ감독자(管理ㆍ監督者)로서의 국가의 역할이라고 본다. 즉, 공공

단체가 사인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이를 행정작용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구제를 허용함으로써 공공단체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 통상 행정작용으로 권리ㆍ이익을 침해받은 사인은 행정쟁송

을 통해 해당 행정작용을 취소하거나 행정상 손해전보를 통해 손해를 회복

함으로써 침해된 권리ㆍ이익을 구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공단체의 활동을 행정소송

법상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정하여 공공단체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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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능한지, 공공단체의 활동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정

하여 공공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도

록 한다.145)

제 2 절 공공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정쟁송

I. 항고소송의 의의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위 원칙들이 우리 헌법의 주요 원칙이라는 것을 부인

하는 이는 없다. 헌법 제40조, 제66조 제4항, 제101조 제1항은 입법ㆍ행정ㆍ

사법권이 각기 국회, 정부, 법원에 귀속됨을 선언하고 있는데146), 이에 따라 

국회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정부는 국회의 법률을 집행할 권한을, 법원은 

정부의 법률 집행을 심사할 권한을 보유한다.

또,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147), 자신의 권리ㆍ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

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판받을 권리로서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148) 즉, 행정에 

대한 사법(司法)적 통제는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145) 이 글의 목적상 재결소송, 영조물 책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146)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

으로 본다.
헌법 제66조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147)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48)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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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149)

공공단체를 행정주체로 인정하고, 공공단체의 활동을 행정으로 이해하는 

이상, 공공단체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과연 무엇을 어

떻게 통제하느냐라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공공단체의 활동을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 절차를 통해 심사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며, 구체적으

로 공공단체가 사인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공공단체의 

기관을 동법상 행정청으로, 공공단체의 기관의 활동을 동법상 처분으로 인정

하여, 동법상 항고소송 절차를 통해 공공단체의 기관의 활동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한다.

그런데 공공단체의 활동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공공단

체의 활동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절차를 통해 심사하여야 한다는 결론으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공공단체의 활동을 민사소송법상 민사소

송 절차를 통해 심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단

체의 활동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절차를 통해 심사하는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행정소송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이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

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ㆍ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소송이 다음의 두 가지 역할

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ㆍ이익을 구제하는 행정구제의 기능을 수행

한다. 행정소송은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구제수단으로서 법원에 의한 권리보호, 법률에 의

한 권리보호, 개별적인 권리보호라는 근대 권리보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권리보호 방법이다.150)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을 통제하는 행정통제의 

149)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2, 694면.
150) 김철용ㆍ최광률,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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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객관적인 법통제 수단으로서 행정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치국가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151)

요컨대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ㆍ이익을 구제하는 주관소송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정을 통제하는 객관소송으로서의 역할을 두루 수행하

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민사소송과는 구별

되는 행정소송 고유의 법 원리를 발전시켰는데, 대표적인 예로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권력의 행사ㆍ거부 등을 소송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단기제소기간, 집행부정지원칙, 직

권심리제도, 사정판결 등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되고 있다.152) 또, 공권력의 

행사ㆍ거부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신의

성실 원칙 등과 같은 헌법의 제 원리가 구체화된 행정법의 일반 원리를 적

용되는 한편, 판결의 효력 역시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관계행정청

에까지 두루 미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단체의 활동이 공권력 행사의 실질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인정

되는 이상, 이를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하여 동법상 항고소송 절차를 

통해 공공단체의 기관의 활동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

민의 권리ㆍ이익 구제는 물론 행정의 적법성 통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Ⅱ.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행정소송법 제2장은 취소소송에 대해, 제3장은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인 무효 등 확인소

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153),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 역시 확인을 

151) 김철용ㆍ최광률, 앞의 책 3면.
152) 김동희, 앞의 책, 655면.
153)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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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법률상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점 외에는 취소

소송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공공단체를 상대

로 한 항고소송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통상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

는데, 먼저 원고의 소장이 적식(適式)하여야 하고, 원고의 소가 적법하여야 

하며,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 이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이 

증거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154) 대부분의 소송법규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

법 역시 이상의 네 가지 요건 중 두 번째 요건인 소의 적법요건, 즉 소송요

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은 크게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 대상적격에 관한 

사항, 소의 이익에 관한 사항, 제소기간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 전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 중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 

대상적격에 관한 사항, 소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위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적격, 대상적격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어 소송요

건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반해,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이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적격,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

로 간주되어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민사소송이 통상 소송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행소송인 반면, 항

고소송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취소

소송이라는 데서 기인한 차이일 수 있으나,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항고소

송의 소송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과

행정소송법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

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

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15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7, 182면.



- 82 -

연 국민의 권리ㆍ이익 구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소

송요건을 까다롭게 요구하여 사인의 청구를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각하하

기보다는 사인으로 하여금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는 것이 국민

의 권리ㆍ이익 구제라는 항고소송의 목적에도 부합할뿐더러, 소송경제 차원

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본다.155)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는 항고소송의 원고, 피고를 각각 처분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문 자체가 명시하고 있듯이 원고적격이 대상적격, 소의 이익을, 피고적격이 

대상적격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소의 이

익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한편 동법 제2조는 위와 같은 소송요건들에 공통되는 처분, 행정청의 의

미에 대해 직접 정의하고 있는 바, 1985년 개정 이후부터 동법상 처분에 공

권력의 행사ㆍ거부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ㆍ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동법상 행정청에 법률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인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다종ㆍ다양한 행정청

의 다종ㆍ다양한 활동을 항고소송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항고소송 절차를 통해 공공단체의 기관의 활동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

으려면,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항고소송이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인 처분, 행정

청,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살펴보고,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항고소송이 각각

의 소송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1. 행정청

항고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156) 전술한 바와 

155) 이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청｣,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68권, 2002, 184면.

156)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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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행정소송법은 동법상 행정청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고는 있으나, 행정권

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사인이 행정청에 

포함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작 행정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공공단체의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아야

만 동법상 행정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연 행정권한의 위임

ㆍ위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통설은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과 법령ㆍ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ㆍ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이라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의 정의 규정을 활용하여157), 전자를 행정소송법 전반에 통용되는 개념으로, 

후자를 동법 제2조 제2항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보아, 행정청을 의사결정ㆍ표

시 권한을 보유하는 행정기관, 즉, 의사결정ㆍ표시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158)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행정청을 의사결정ㆍ표시 기관으로 한정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은 목적과 성격을 완연히 달리하는 법률인 바, 

행정청의 정의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행정소송법의 해석에 어느 정도 

참고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행

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

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159), 행정청의 정의에 관한 동법의 규정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

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157)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158) 김동희, 앞의 책, 697면.
159)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

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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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법의 적용을 받은 행정청의 범위를 의사결정ㆍ표시기관으로 한정한다

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을 위와 같이 해석하

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ㆍ이익 구제 및 공법상 권리관계ㆍ법적용에 관한 다툼의 적정한 

해결이라는 행정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은 행정절

차법상 행정청보다 기본적으로 넓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

다.160)

설령 행정청의 정의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참고한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그 자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 

제2조 제1항 가목은 의사결정ㆍ표시 권한을 보유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행정청으로 정의하는 반면, 동항 나목과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은 

의사결정ㆍ표시 권한 대신 행정권한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법령

ㆍ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ㆍ위탁받은 공공단체 또

는 그 기관이나 사인이 행정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권

한이라는 표현의 일반적인 용례에 비추어 볼 때, 행정권한은 의사결정ㆍ표시

권한 뿐만 아니라 의결ㆍ집행ㆍ감독 권한을 포함한 행정에 관한 권한 전반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게 되

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의사결정ㆍ표시권한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행정청으로 인정되는 반면, 공공단체나 사인은 의사결정ㆍ표시권한이 아니더

라도 행정권한을 보유하기만 하면 행정청으로 인정되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

하게 된다. 이에 통설은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항 나목과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의미 역시 기본적으로 의사결정ㆍ표시권

한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고, 판례 역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의사결정ㆍ

표시 권한의 위임ㆍ위탁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단체의 항고소송의 당사자적

격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법 문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정의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을 의사결정ㆍ표시 기관으로 해석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60) 이원우, 앞의 글,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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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어느 면에서나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청을 의사결정ㆍ표시기관으로 한정하는 해석은 ‘처분 = 행정행위 = 

의사표시’로 이해하였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161) 과거 행정행위

를 중심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의미가 논의되었는바, 동법상 처분을 행정

행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실체법적 개념설162)과 행정행위와는 무관

한 국민의 권리ㆍ이익 구제를 위해 소송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는 쟁송법적 개념설163)이 대립하였다.164)

그러나 1985년 개정 이후 동법이 동법상 처분에 공권력의 행사ㆍ거부뿐

만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ㆍ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오늘날 어떠한 견해를 따르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에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외의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통설은 처분이 사인에게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처분을 의사표시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나, ‘법률행위 = 의사표시’라는 공식은 사법(私法)의 해석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ㆍ이익 구제 및 공법상 

권리관계ㆍ법적용에 관한 다툼의 적정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법

의 해석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의 권리ㆍ이익에 미치는 행위인 이

상 법률행위, 의사표시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동법상 처분에 

법률행위, 의사표시 외의 것이 포함되는 이상 동법상 행정청을 의사결정ㆍ표

시기관으로 한정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은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개념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

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소의 이익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동법 제13조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

면 동법상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물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모든 활동이 동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는 기관, 즉 처분 권한이 없는 

161) 이원우, 앞의 글, 182면.
162) 석종현, ｢행정법(상)｣, 삼영사, 1997, 190면.
163) 김동희, 앞의 글, 701면.
164) 김철용ㆍ최광률, 앞의 책,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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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도 존재하기 때문에, 처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의 개략적인 범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동법상 처분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2. 처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ㆍ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에 통설과 판례는 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은 아니나, 공권

력의 행사ㆍ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국민의 권리ㆍ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활동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행정주체(행정기관) 내부의 활동, 

행정주체(행정기관) 상호 간의 활동 등은 처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165)

그러나 직접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기본적으로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이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분명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상 

처분에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외의 것도 포함되는데, 권력적 사실

행위,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경우 과연 이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ㆍ이익이 직

접적으로 침해되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설령 직접적의 의미를 대외적, 최종적 등으로 선해하더라도, 우리 법은 독

일과 달리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일으킬 것을 처분의 요

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도 없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의

미를 위와 같은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166)

한편 법집행이란 말 그대로 법률ㆍ법규명령을 적용하는 행정작용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인바,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작용인 이상 기본적으로 

165) 대법원 2011. 4. 21. 2010무11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

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

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66)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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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167)

일각에서는 국민의 권리ㆍ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활동까지 처

분에 포함시키게 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고 주장하

나, 남소의 위험은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 등을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168) 한편 통설과 판례가 주장하는 행정청의 활동으로 직접적으

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ㆍ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소의 이익에 관

한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통설과 판례는 내

용 자체로 처분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처분적 법규명령의 경우 동법상 처분

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행정입법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처분

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규율의 구체성과 규율 대상의 구체성은 구별하여야 한다.169) 동법

상 처분은 말 그대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규율 대상이 구체적이

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규율 내용이나 효과가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행정입법은 규율이 아닌 규율의 기준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

문에, 규율 내용이나 효과 자체는 대체로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나, 규율 대

상 자체는 구체적인 이상 동법상 처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해 국민으로 하여금, 일단 이에 따라 위법한 

처분을 받은 뒤, 후일 그 처분을 다투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ㆍ이익 

구제 측면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170) 요컨대 규율 대상이 구체

적인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대표적인 예로 공권력의 행사를 제시하고 있다. 공

권력의 행사는 공법행위라는 점에서 사법(私法)행위와 구별되며, 단독행위라

는 점에서 계약, 합동행위와 구별된다.171) 통상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167) 박정훈, 앞의 책, 176면.
168) 박정훈, 앞의 책, 177면.
169) 박정훈, 앞의 책, 72면 각주 7.
170) 박정훈, 앞의 책, 175면.
171) 박정훈, 앞의 책,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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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하는 권력행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공권력

의 행사가 법률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권력적 사실행위와 같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실행위도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설령 공권

력의 행사가 법률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권력적 사실

행위 등을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포섭하여 동법상 처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상, 특별히 문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관

리행정, 국고행정의 경우 관할 사무 범위, 개별 법률의 규율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72)

행정소송법이 제시하고 있는 처분의 또 다른 유형으로 바로 공권력의 행

사 거부가 있다. 공권력의 행사 거부 역시 공권력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행정

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는 여기에 추가적인 요건으로 신청권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사인

이 행정청에게 공권력의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에만 공권력의 행사 거부가 비로소 동법상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

장이다. 그러나 소송요건으로서 대상적격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개념인 바, 사인의 구체적,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신청권

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근래에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 등을 고려

하여 이른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함으로써, 신청권의 존부에 관한 심사를 

다소 완화시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원고적격 

단계에서 심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173)

한편 행정소송법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전

통적인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다종ㆍ다양한 유형의 행정작용이 동법상 처분

으로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어떠한 행정작용이 동법상 처

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사안 별

로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172) 박정훈, 앞의 책, 4면.
173) 박정훈, 앞의 책,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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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74)175) 그런데 동법은 법률상 이익

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전적

으로 학설에 맡겨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크게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장되는 법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권리구제설, 전통

적인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령 해석을 통해 보호되는 개인의 법률상 이

익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법률상 보호 이익설, 실체법적인 이익이 아닌 

재판상의 보호가치로서 소송법적인 이익으로 이해하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 개인의 권리ㆍ이익 구제와는 무관한 처분과의 객관적인 관련성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는 적법성 보장설로 나뉜다.

생각건대 법률상 이익이라는 법문상의 표현 자체가 나타내고 있듯이, 동

법상 법률상 이익이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상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처분과의 객

관적인 관련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176) 한편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보호가치의 존

174)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

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175) 소의 이익에는 법률상 이익 외에 분쟁을 재판에 의해 해결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의미하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 바, 이 글에서는 협의의 소의 이익

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176) 대법원 1965. 9. 23. 65누88.

“그러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

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처분의 직접의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변

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로서 소

를 제기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피고의 소외 윤명여에 

대한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다면 동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사성여를 거쳐 

본건 대지를 매수한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본건 

취소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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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률상 보호 이

익설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177)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법률상 이익의 존부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심사하

여 사인의 청구를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각하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ㆍ이

익 구제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의 존부는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 법률 규정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취지, 헌법의 

기본권 규정, 행정법의 일반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소결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

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사인이 행정청에 포함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법상 행정청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처분을 비롯한 다른 동법상 다

른 개념들과의 연관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청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으로서 상호 

깊은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그 범위가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닌

데,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이 항상 동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듯이, 처

분을 하여야만 동법상 행정청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어떠

한 행정기관이 현실적으로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당해 사건에서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당 기관이 동법상 행정청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처분과 일정한 접점을 지니면서 동시에 처분으로부터 독립

된 행정청의 개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매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

데, 그것은 바로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즉, 동법상 행정청은 구체적 사실

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ㆍ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이라고 할 것이다.

177) 김동희, 앞의 책, 6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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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또,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권리는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 경우에

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서행정이든 급부행정이든 행

정기관의 처분은 사인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처분을 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

한 권한은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한다.

즉, 행정기관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처분 권한을 부여받아

야 하며, 동법 제2조 제2항이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

단체 및 그 기관, 사인이 동법상 행정청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다. 비단 공공단체 및 그 기관, 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관 역시 처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

해 처분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소송요건으로서 행정청에게 요구되는 처분 권한을 부여받은 정도

라고 할 것이다.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비록 당해 사건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처분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해당 행정기관의 동법

상 행정청으로서의 지위, 나아가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당사자적격으로서 요구되는 행정기관의 처분 권한은 포괄적인 것이면 충

분하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인 처분 권한의 존부는 위법성 문제로서 궁극적

으로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만일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처

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이 결과적으로 처

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이 처분과 같은 

외관을 지니고 있어, 사인이 이를 처분으로 인식한 이상, 당사자적격과 대상

적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법률이 해당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

다는 이유로, 해당 행정기관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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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해당 행정작용을 동법상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인은 민사소

송 절차를 통해 이에 대해 다툴 수밖에 없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는 침해된 권리ㆍ이익을 충실히 구제받기 어려우며 행정통제

의 기능 또한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처분 권한의 존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심사하여, 사인의 청구를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각하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ㆍ이익 구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178)

물론, 사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위임받는 처분 권한 자체가 구체적이고, 제한적일 뿐 아

니라,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행정주체 내지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179), 구체적인 처분 권한의 존부를 기

준으로 동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원적인 행정주체인 국가, 자치행정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주체로서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국

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사무 범위 내에서 행

정작용을 하는 이상,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서 당사자적격, 대상적격을 인정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체적인 처분 권한의 존부를 불문하고 동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항고소송의 상대방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행

정 수행에 장애아 야기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

이 이 글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심사 역시 다소 완화하자는 입장인 

바, 이렇게 되면 남소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동법상 행정청의 개념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은 공법관계의 당사자인 행정주체 내신 

행정주체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에게 항고소송의 당사자적격을 부여하고 

있다. 사법(私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권리능력 내지 법인격을 지닌 자만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법관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178) 이원우, 앞의 글, 185면.
179) 이원우, 앞의 글,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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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행정권한 행사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마땅하나, 동

법은 소송 수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한 행정청이 직접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기관에게 예외적으로 당사자적격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동법상 행정청은 소송법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정

도의 독립성을 지닌 행정기관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180) 여기서 독립성이

란 다른 기관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지위에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조직법적인 독립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작

용법적인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즉, 동법상 행정청은 독자적인 지

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기관은 동법상 행정청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고, 소의 이익 등을 통해 남

소의 위험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공공단체가 독자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

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ㆍ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에서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항고소송을 대법원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한다.

Ⅲ. 판례의 태도

공공단체의 기관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공공단체의 활동을 동법상 

처분으로 인정하여, 동법상 항고소송 절차를 통해 공공단체의 활동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체마다 달리, 동일한 

단체라도 활동마다 달리, 동일한 단체의 동일한 활동이라도 달리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공공단체의 활동을 동법상 처분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판례가 공

180) 이원우, 앞의 글,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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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판례가 공공단체

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동법상 행정청으로 인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

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 주택건설ㆍ택지개발 사업

대법원은 주택건설ㆍ택지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대체로 행정소

송법상 행정청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판례는 대한주택공사

가 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

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으로서, 동법 제8조 제1항이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

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이 건설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검사 권한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8

조는 건설부장관이 대한주택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 바, 대한주택공사의 설립목적ㆍ취급업무의 성질, 권한ㆍ의무, 택지개발사

업의 성질ㆍ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주택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고 판시하며, 대한주택공사를 동법상 행정청으로 인정하였다.181)

181) 대법원 1992. 11. 27. 92누3618.
“피고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

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경우 피고

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제9조 제1항), 건설부장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일부 권한을 피고에게 위탁할 수 있고(제2항), 건설

부장관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피고의 업무를 지도, 감독(제18조)할 수 있으며, 한

편 택지개발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를 통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나 그 사업

의 시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

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시행자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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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공기업인 에스에이치공사(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서는 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ㆍ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의 개발ㆍ공급, 주택의 건

설ㆍ개량ㆍ공급ㆍ관리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

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계약

에 의해 대행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과 에스에이치공사장이 택지개발촉진

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상, 에스에이치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거

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로서 동법상 행정청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182)

경우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을 할 수 있으며 건설부장관이 시행자를 감독하고 

시행자는 건설부장관에 대하여 보고의무 등이 있고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건

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 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설립목적 및 취급업

무의 성질, 권한 및 의무, 택지개발사업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관

계법령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82) 대법원 2007. 8. 23. 2005두3776.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

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

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지의 개발과 공

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관리 및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

하여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변경 후 명칭임, 이하 ‘피
고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99. 7. 26. 조

례 제3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

고 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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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단체의 등록ㆍ면허취소

반면 직업단체가 소속 회원을 상대로 등록ㆍ면허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항고 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원심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판례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사법(私法)상 사

단법인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과 달리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은 

지방자치법 제1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

무나 구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규정하는 증권시장

의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주요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회등록취소결정은 

국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증권업협회가 협회등록 취소결정을 하는 것

은 국가사무를 위탁받아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183)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례에 근거

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피고 공사 사장 사이에 체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서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위 계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행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의 관계 규정과 

대행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특별시가 사업시행자가 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다가 사업시행

에 필요한 가옥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게 택지개발촉진법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에 따라서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여 주거나 분양아파트 입주권

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가 된 이 사건 택

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피고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정당한 피고

는 피고 공사가 된다고 할 것이다.”
183) 대법원 2004. 3. 4. 2001무49, 서울고등법원 2001. 11. 16. 2001루100.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조 제2호는 ‘금융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4호 

‘증권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처리하는 업무 중 등록기준 또는 등록취소기준의 설정

과 같이 일반적,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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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이었으나, 판례는 한국마사회가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한국마사회가 조교사ㆍ기수 

면허를 부여ㆍ취소하는 것은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 일정한 기능ㆍ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ㆍ박탈하는 것에 

불과할 뿐, 공법적 권력관계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184)

가사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개개의 협회등록법인 중 특정 법인의 등

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가리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라거나 증권시

장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주요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을 근거로 협회

등록취소결정이 국가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
신청인은 협회중개시장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

는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법 제3조 제4호) 위 등록업

무가 국가사무임은 명백하고 따라서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협회등록과 등록취

소 또한  이에 준하여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해 법인이 발행

한 유가증권이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금융

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한 것은 시장에의 최초진입에 대하여는 부적격업체가 

시장에 등장함을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고, 아직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인 상태에서는 국가가 등록단계에서 직접 간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법이 

등록취소여부를 시장관리인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것은 협회등록을 거쳐 일단 

중개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그 시장의 특성상 행정청보다는 시장상황을 신속하고 

면밀히 추적 검토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시장관리

인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시장으로의 최초진입에 관하여 금융감

독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성격이 다른 협회등록 내지 등록

취소까지도 국가사무라고는 할 수 없다.”
184) 대법원 2008. 1. 31. 2005두8269.

“원심은, 피고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

인으로서, 위 법에 따르면 그 업무에 관하여 농림부장관(한국마사회법이 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인 이 사건 면허 취소 당시에는 문화체육부장관

이었다)의 감독을 받고,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규약을 정하거나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이는 경마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감안하

여 국가가 이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규정들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 한국마사회의 조교사ㆍ기수 



- 98 -

3.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이를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으나, 종래 판례의 입장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는 어렵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판례는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래185), 공공기관을 동법상 행정청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면허 취소를 공법적 권력관계로 파악할 수는 없고, 오히려 한국마사회법과 이에 

근거한 피고 한국마사회의 경마시행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의하더라도 피고 한

국마사회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 한국마사회가 행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

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경주마의 조교 또는 기

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피고 한국마사회로부터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받아

야 하는데 그 면허의 요건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일체를 피고 한국마사

회가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

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

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의 일정한 기능과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

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85) 대법원 1985. 4. 23. 82누369.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위 공사는 한국

전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일 뿐이

고, 위 제재조치 당시 시행중인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는 

위 법령 소정의 " 각 중앙관서의 장" 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

고의 이 사건 제재조치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

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원고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

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원고에게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제2항, 지

방재정법 제52조의4 제2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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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또 다른 전신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 판례

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본금 전액 

정부투자법인으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구 예산회계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30조를 준용하지 않는 이상,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위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는 정부투

자관리기본법 제20조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ㆍ소속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들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법상 행정청으로 인정되지 않고, 한국토지개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역시 동법상 처분이 아닌 사법(私法)상 통지행

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86)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동법 제39조 제2항에 공

기업ㆍ준정부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186) 대법원 1995. 2. 28. 94두36.

“기록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자본금 전액 정부투자법인일 뿐이고 재항고인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예산회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예산회계법 제95
조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를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재항고인은 위 

법령 소정의 "각 중앙관서의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제재처분의 근거로 삼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가 정부투자기관

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정부

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에 의하여 제정된 것임은 분명하나 그 점만으로 위 

규정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

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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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었고, 동조 제3항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

격 제한조치의 요건,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동법이 동 규칙에 위임

하고 있는 것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요건이 아닌 기준에 불과하며 동

법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요건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

을 해칠 것이 명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칙이 ‘경쟁

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

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동법에 규정된 

것보다 완화된 요건을 규정하여 처분 대상을 확대한 것은 대외적인 구속력

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 

규칙에 따라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187)

187) 대법원 2013. 9. 12 2011두1058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은 정부가 출연한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계약 등과 관련하여 제39조 제2항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요건 및 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제15조 제

1항(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에서 “기관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1개

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
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공기관법 및 이 사건 규칙 조항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건을 공공기관법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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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검토

다종ㆍ다양한 단체들이 공공단체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는 만큼, 공공단

체가 사인과 형성하는 법률관계의 형태, 내용 역시 다종ㆍ다양하다고 할 것

이다. 예컨대, 공법상 단체의 경우 주로 단체와 구성원의 법률관계가 문제되

는 반면,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 공재단의 경우에는 재단과 직원의 법률관

계가 문제될 수 있다. 한편, 영조물법인에서는 영조물의 이용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공단체의 다종ㆍ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공단체에 

대한 법적인 규율을 포기하여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은 독자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이

름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기관이라고 할 것인바, 공공단체 또

는 그 기관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당연히 동법상 행정청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히 공공단체가 기능적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사

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는 공공단체의 활동으로 침해된 사인의 권리ㆍ이익을 충실히 구제하

기 어려우며, 행정통제의 기능 또한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

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판례는 공공단체의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공무수탁

사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듯하다. 즉, 공공단체가 구체적이고, 제한적

인 처분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전제 하에,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만 행정주체 내지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법률이 공공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규칙 조항이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한층 완화된 처분요건을 규정하여 그 처분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법 제39조 제3항에서 부령에 위임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그 규정의 문언상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기간의 정도와 가중ㆍ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처분의 요건까지를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

칙 조항에서 위와 같이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

이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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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게 구체적인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단체가 행정

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당사자적격, 나아

가 대상적격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공공

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공공단체는 공익 실현

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

부터 독립하여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능적 자치행정의 주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공공단체의 사무가 사적 자치에 의해 임의로 수행

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단

체로 하여금 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결단

을 통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공단체 역시 자치행정 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처분 권한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고, 공공단체가 독자적인 지위에서 

공공단체의 담당 사무 범위 내의 활동을 한 이상,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담당 사무

란 공공단체가 기능적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를 가리킨다

고 할 것이며, 담당 사무의 범위는 공공단체의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이 규

정하고 있는 공공단체의 설립 목적, 사무 범위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188)

예컨대, 한국전력공사의 담당 사무는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등이라고 할 것이

다. 만일 한국전력공사의 기관이 주택건설ㆍ택지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

다면, 주택건설ㆍ택지개발은 한국전력공사의 담당 사무가 아님이 외관상 명

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활동을 한 기관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인

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189)

물론 공공단체의 활동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구체

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ㆍ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188) 이원우, 앞의 글, 199면.
189) 이원우, 앞의 글,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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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을 띠고 있어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단체의 활동이 동법상 처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사무 범위, 개별 법률의 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은 동법상 처분과 일정한 

접점을 지니면서 동시에 이로부터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현실적인 

처분의 존부, 처분의 근거 등과 무관하게 일정한 범주 내로 특정이 가능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판례는 공공단체의 행정주체 내지 행정청으로서의 성격에 대해 대체로 판

단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공단체가 기본적으로 사법인

임을 전제로 공공단체의 활동이 국가 사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 법률이 

공공단체에게 구체적인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공단체

가 동법상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적격과 대상적격, 소송요건 심사와 본안 판단을 혼동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은 소송법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

인 지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행정청이 현실적으로 처분을 할 필요도 없고,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처분으로 인정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행정기관이 

현실적으로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당해 사건에서 피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는 있으나, 동법상 행정청으로서의 지위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동법상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더

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적격이지, 당사자적격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처분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

부는 위법성 문제로서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행정청의 행정

작용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이 외관상 명백하

여 처분으로 인정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송요건 심

사를 통해 본안 판단이 선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사인에게 관련 법률을 일일이 검토하여 공공단체의 활동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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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음을 미리 확인하고,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오히려 공공단체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

되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

하고 있는 이상, 사인이 공공단체의 활동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법

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통상 항고소송 절차를 통해 해당 

활동의 위법 여부를 다투게 되지, 해당 활동이 동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

사소송 절차를 통해서는 침해된 권리ㆍ이익을 충실히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요컨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독자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처

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단체가 담당 사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통상 권한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동법 제2조 제2

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이라는 요건에 위배되는 것도 아

닐 것이다. 특히 동법 제2조 제2항이 단순히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대신 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인을 구분하고 

있는 것도 동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기관, 공

공단체, 사인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일 수 있다.190)

전술한 바와 같이 판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 철저하

게 사인으로 취급하여 구체적인 처분 권한의 존부를 기준으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일응 규범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을지는 모르나, 국민의 권리ㆍ이익 구제 및 위법한 행정

의 통제라는 항고소송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더욱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아니

라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동법상 처분으로 인정하

지 않아 오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를 동법상 처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과연 바람직한 

190) 이원우, 앞의 글,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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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191)

요컨대 공공단체가 담당 사무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

로서 공권력의 행사ㆍ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하였고, 사인에게 이러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보호 이익이 인정된다면, 사인은 공공단체

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전술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인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등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 최소한 법률상 이익을 보장받는다.

그런데 사인이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

면 해당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통보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이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하기 어렵게 된다. 공공기관의 장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당해 입찰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한 참가를 제한하는 효력을 지니는데, 이는 공공

기관의 장이 우월한 지위에서 사인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절한 이행

을 해칠 것이 명백한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한 뒤 내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사인은 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라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공공단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라 하여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담당 사무 범위 내의 활동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률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처분에 해

191) 이원우, 앞의 책, 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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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고 있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고 있으나, 공공단체의 경우 과연 어떠한 

기관이 동법상 행정청으로서 항고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공단체는 개별 

법령에서 처분 권한자는 물론 구체적인 처분 권한 자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

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령 해석을 통해 처분 권한을 지니는 기관이 누구

인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활동을 한 기관을 상대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공공단체의 경우 공공단체의 장 명의로 활동하

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통상 공공단체의 장이 처분 권한자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할 것이다.

개별 법령에서 처분 권한자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인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및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한

국전력공사장을 상대로 다퉈야 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변호사법 제92조 제1항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192),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변호사 징계

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징

계위원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아닌 대한변호사

협회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다퉈야 할 것이다.

192) 변호사법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

회가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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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공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정상 손해전보

Ⅰ. 국가배상소송의 의의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자치행정 주체로 인

정하는 이상, 공공단체로 하여금 행정권한 행사의 담당자이자 행정임무 수행

의 책임자로서 법률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공단체의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공공단체의 조직과 활

동에 대하여 별다른 통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공공단체로 하여금 기능적 자

치행정의 주체로서 폭넓은 자치권한을 향유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대신 국가는 공공단체가 사인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이를 엄격히 심사하고,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에서는 사인의 권리ㆍ이

익을 침해하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활동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정하여, 동법상 항고소송 절차를 통해 그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

지 검토하였다. 제3절에서는 이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 집행으로 인

정하여, 동법상 국가배상소송 절차를 통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한다.

물론 공공단체를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공공단체를 상대

로 한 국가배상소송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공공단체의 활동으로 침해된 사인

의 권리ㆍ이익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사인

으로서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발생한 손

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국가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왔

고, 국가, 공공단체를 상대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리고 위와 같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배상

의 범위와 절차를 규율하는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국가배상관계에는 동법

에 따른 일정한 특례가 적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동법 제2조는 배상자력이 

담보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한편, 사용



- 108 -

자책임과 달리 배상책임의 주체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인 손

해배상에 비해 피해자의 권리ㆍ이익 구제에 유리한 요소가 많다. 또, 동법 

제10조 이하에서는 국가배상심의라는 비교적 간단한 행정절차를 통해 피해

자가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한

편, 동법 제3조는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침해와 관련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193)

이처럼 어떠한 불법행위의 배상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국가배상관계로 인

정될 경우,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되게 되는데, 사인으로서는 공공단체의 활

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배상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헌법 제29조 제1항

과 달리 공공단체를 제외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을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행 법체계 하에서 공공단체를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인정하려면, 문리 해석 대신 목적론적 해석에 따라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가 대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

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가배상관계의 성격을 검토하여야 

한다. 즉, 국가배상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공공단체를 국

가배상책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국가

배상관계의 성격에 대하여 학설은 크게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와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전자는 헌법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193) 위 규정이 배상액의 상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김동희, 앞의 책, 
565면.
대법원 1970. 1. 29. 69다1203.
“결국 같은 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

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로써 배상액의 상환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이 국

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6조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법 제3조는 헌법 제26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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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국가배상관계를 공법적 원인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배상과 관련된 법

률관계로 이해하고 있다.194) 특히 이 견해는 국가배상소송이 손해전보의 기

능뿐만 아니라 행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195), 국가배상소

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견해

를 따를 경우, 동법이 공공단체를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더라도, 공공단체의 활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마찬가

지로 공권력 행사의 실질을 띠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기만 한다면, 공공단체

를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다.

후자는 국가배상법 제8조가 동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하여 민법을 따르

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국가배상관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면책의 특권적 지위를 포기하고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법률관계로 보고 있다.196) 이 견해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손해 발생의 결과에 

대해 부여되는 법률효과인 이상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성격에 대

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197), 국가배상소송이 일반적인 손해배

상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견해를 따를 경우, 국가배상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상 배상

책임에 적용되는 특별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법이 공공단체에 대해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공공단체를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생각건대, 우리 헌법이 제정 당시부터 국가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온 취지는 공법적 원인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배상을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4) 김동희, 앞의 책, 523면.
195) 박균성, 앞의 책, 499면.
196) 대법원 1972. 10. 10. 69다701 판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며...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197)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3, 5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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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국가가 주권면책의 특권적 지위를 포기하였다 하여, 그것이 필연적으

로 국가가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통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국가배상관계를 사법(私法)관계로 이해하는 판

례 역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순수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 즉, 사법(私法)적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책임의 범위

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198)199), 공ㆍ사법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

체계에서 국가배상관계의 원인이 공권력의 행사 등과 같은 공법적인 것인 

이상 그 결과인 국가배상관계 역시 공법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법관계로 인정되는 국가배상관계와 사법(私法)관계인 일반적인 

손해배상관계 사이에 특별법ㆍ일반법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이며, 결국 목적론적 해석에 따라 공공단체를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국가배상법

의 위헌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는 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학설은 크게 위헌설과 합헌설로 압축할 수 있

다. 전자는 헌법 제29조 제1항이 공공단체를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명시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

가,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배상제도를 보장하고, 국가배

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200) 특히 공공단체가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에서 제

198) 정준현, ｢국가배상의 책임주체와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1, 344면.

199) 대법원 1998. 7. 10. 96다38971.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

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

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는 것이다.”
200) 김동희, 앞의 책, 5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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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자는 헌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는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국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동일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201) 즉,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인 문제로서 국가배상법이 1967년 개정 이후 공공단체를 동법상 배상책임의 

주체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 공공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가 민법에 따

라 배상되고 있는 이상 별다른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공공단체가 기능적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다종ㆍ다양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단체를 국

가배상책임의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헌법 제29조 제1항은 국가배상의 요건과 절차만을 국가배상법에 유보하였다

고 할 것인데, 동법이 위와 같은 유보의 취지에 반하여 국가배상책임의 범위

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소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공공단체의 개념과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으로 구성되

는 유일한 광의의 공공단체인 지방자치단체만을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규

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202), 국가배상이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비해 피

해자의 권리ㆍ이익 구제에 유리한 요소가 많아,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확대

될수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고, 공공단체의 배상 책임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국가배상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행 국가배상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무턱대고 이

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제8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를 헌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광의의 공공단체의 예시로 보아, 협

의의 공공단체 역시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현재로서

는 최선이라고 할 것이다.203) 위와 같은 합헌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공공단체

201) 박윤흔, 앞의 책, 696면.
202) 박윤흔, ｢국가배상제도｣, 고시계 편집부, 고시계  제122호, 1967, 101면.
203) 정준현, 앞의 글, 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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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이 과연 공권력 행사의 실질을 띠고 있어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도

록 한다.

Ⅱ. 국가배상소송의 청구요건

1. 공무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 집행으

로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배상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이 동법상 공무원,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개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학설에 맡겨져 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법학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공무원의 개념과 관련하여 학설은 크

게 국가, 공공단체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광의설, 광의

설에 공법상의 근무관계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국가, 공공단체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해 지위와 신분을 보장

받는 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협의설로 나뉜다.204)

생각건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

가배상책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크게 배상자력이 담보되는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하여 부담

하는 책임으로 보는 대위책임설205), 행정작용상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자신이 부담하는 책임으로 보는 자기책임설206), 공무원의 경과실

로 인한 불법행위는 자기책임으로,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는 대위책

임으로 이해하는 중간설, 기본적으로 대위책임설을 따르나,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국가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기책임을 지는 것으로 

204) 김윤조,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에 관한 고찰｣,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 
2002, 제15집, 244면.

205) 홍정선, 앞의 책, 489면.
206) 류지태ㆍ박종수,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1, 5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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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절충설207)로 나뉜다.

대위책임설은 국가가 공무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가면책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권한 행사의 

효과는 행정주체인 국가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국가의 공

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와 사무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배려에 불과한 것이어

서208), 이를 근거로 과실과 고의ㆍ중과실을 구분하여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 

대해 달리 파악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요컨대 국가배상책임은 행정작용상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

가 자신이 부담하는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배상책임이 사용자책임과 달

리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과 국가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개념 역시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을 고려하

여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국가배상책임은 행정작용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

가 자신이 부담하는 책임으로서, 국가배상의 대상이 행정작용상의 불법행위

인 이상 이에 관여한 자는 모두 공무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개념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신분과 지위를 보장받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론적

인 관점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209) 판례 역시 

동법상 공무원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지닌 자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210)

207) 김동희, 앞의 책, 534면.
208)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 상｣, 박영사, 2004, 700면.
209) 이상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입법론상 문제점 - 공무수탁사인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 2010, 제26호, 227면.
210) 대법원 1991. 7. 9. 91다5570.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당원 1970.11.24.선고 70다2253 판결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설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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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이 2009년 개정 이후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 역시 국가배상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

는 이상,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개념을 행정조직법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야 할 이유는 하등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종래에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개념에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포

섭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으나,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분리되어 버린 오늘날에는 공무원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동법상 공무원의 개념이 국가공무원법상 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에 한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것

이나, 적어도 국가, 공공단체와 근무관계를 형성하고,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일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공법상의 근무관계나 공무 담당은 법률

에 의해 보장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국가, 공공단체 소속으로서 순수한 사

인과 구별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배상책임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책임인 

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특정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211)

례 제4조, 제6조 등에 의하면,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동장의 감독을 받아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

어 있고, 주민등록법 제1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등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

입신고를 하여야 할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관할이장

(시에 있어서는 통장)의 확인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

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1) 대법원 1995. 11. 10. 95다23897 판결.

“피고 소속의 전투경찰들은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

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

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

압을 한 잘못으로 소외 망 김귀정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

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김귀정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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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국가배상법은 2009년 개정 이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활동으로 발생

한 손해도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공무수탁사인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와 단순

한 수탁자, 행정집행자로 이해하는 견해로 나뉜다.212)

생각건대,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종래 학설과 판

례에 의해 동법상 공무원의 개념에 포섭되어 오던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명문화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

라서 행정주체로서의 공무수탁사인과 법문상의 표현 자체는 매우 유사하지

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구체적인 행정권

한의 행사를 위임받은 자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를 위임받은 자도 공

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주체로서의 공무수탁사인은 공무원, 행정기관이 아닌 행정주체

의 지위에서 활동하는 자이므로, 공무수탁사인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는 엄

밀히 말해 공무수탁사인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단순한 사실행위를 위임받은 사인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행정권한의 행사를 위

임받은 공무수탁사인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작용상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자력이 담보되는 국가로 하여금 확실히 배

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가배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수탁사인의 활동으

로 발생한 손해도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지 않은 사인의 활동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인의 활동이 공무원

의 직무 집행과 같은 외관을 지니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공무원의 직무 집

행으로 인식한 이상, 해당 사인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후술하는 직무 집행과 함께 검토하도록 

212) 이상천, 앞의 글,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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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직무 집행

국가배상법상 직무 집행의 개념은 국가배상의 대상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나, 동법은 직무 집행의 개념에 대해서

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역시 전적으로 

학설에 맡겨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크게 공무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권력행정만을 직무 집행으로 보는 협의설, 협의설에 관리행정을 추가하여 공

행정 전반을 직무 집행으로 이해하는 광의설, 권력행정, 관리행정 뿐만 아니

라 국고행정도 직무 집행에 포함시키는 최광의설로 나뉜다.213)

생각건대 협의설은 국가배상제도의 기원이 주권면책의 특권에 대한 반작

용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듯하나, 이는 국가배상의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배상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 한편 최광의설은 국가배상관계가 행정작용상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

해의 배상과 관련된 법률관계로서 공법관계라는 것을 망각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

다.

다만 권력행정, 관리행정, 국고행정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

을뿐더러, 어떠한 활동이 권력행정인지 관리행정인지 국고행정인지 판단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권력행정, 관리행정, 국고행정이라는 기계적인 틀

을 가지고 직무 집행의 의미를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즉, 공무원의 어떠한 활동이 행정작용상의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의 대상

이 될 만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권력행정인지 국고행정인지 관리행정인지 

굳이 따질 필요 없이 동법상 직무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것이다.

213) 이일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강원대학교 

비교법연구소, 강원법학  제8권, 1996,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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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응의 기준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있을 수 있다. 항고소송과 국가배

상소송은 기본적으로 취지와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지만, 양자 모두 행정구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항고소송이 우리 헌법

이 규정하고 있는 존속보장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국가배상소송은 가

치보장의 이념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항고소송에 의해 회복될 수 

없는 손해는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배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상 직무 집행의 의미는 공권력의 행사ㆍ거부, 이에 준

하는 행정작용보다 넓게 최소한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가배상책임이 사용자책임과 달리 배상책임의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공무원

을 통해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활동은 국가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야 할 것이다.

한편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지 않은 것을 국가배상법상 직무 집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공무원의 활동으로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작위ㆍ부작위를 달리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동법상 직무 집행은 

현실적인 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관념적으로 결정되는 개념으로서 작위든 부

작위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사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공무원의 활동

은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른바 보호이익이라는 요건을 적용하여 국가배상

법상 직무 집행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214) 물론, 판례가 보호이익

의 청구요건상의 체계적 지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나, 공무

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ㆍ이익을 보호하기 위

214) 대법원 1993.2.12. 91다43466 판결.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

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

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

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

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

론 직무상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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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함으로써, 직무 집행의 개념을 사실상 축소

시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보호이익을 항고소송의 법률상 이익에 대응

하는 국가배상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

다.215)

그러나 명확한 기준도 없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과 반사적 이익을 구

별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

욱이 사인에게 관련 법률을 일일이 검토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이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지 여

부를 미리 확인하고,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위법성 요건, 인과관계 요건, 손해발생 요

건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4.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활동이 국가배상법상 직무 집행에 해당

하지는 않으나, 직무 집행과 같은 외관을 띠고 있는 경우, 과연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책임에서는 이 문제를 이른바 

외형이론 법리에 따라 해결하고 있는데216), 국가배상에서 구태여 위 법리를 

배척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피해자의 권리ㆍ이익 구제를 불리하게 만

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무원의 활동을 직무 집행으

215) 정하중, ｢국가배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제9권, 2007, 113면.

216) 대법원 2007. 9. 6. 2005다20422.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

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그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이른바 외형이론은 그 외

형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보호와 형평의 관념에서 우러나온 것이므로, 그것이 사

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

지 못한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

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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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한 이상, 그 실질을 불문하고 동법상 직무 집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판례는 주관적인 공무 집행의 의사 또한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217)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예컨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공무

를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될 뿐, 위탁받은 범위

를 벗어난 활동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

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는 할 것이나, 판례는 직무 집행 요건에 외형 이론 법리를 적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218),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직무 집행의 개념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활동이 국고행정에 해당하여 동법상 직무 집행의 범

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무원의 활동을 직무 집행으로 

217) 대법원 1995.04.21. 93다1424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

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행위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

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

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18) 대법원 2001. 1. 5. 98다39060 판결.
“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

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는 것

이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참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

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

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에 의해 '교통할아버지' 봉사원이 지정된 시간 

중에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김조왕금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로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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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물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

만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배상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비해 피해자의 권리

ㆍ이익 구제에 유리한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

다.

국가배상의 취지는 행정작용상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자

력이 담보되는 국가로 하여금 확실히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에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지위, 직무집행의 범위

가 아닌 어떠한 활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사무 범위 내의 것으로

서,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시킬 수 있고, 위와 같은 활동이 국가

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을 만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하게 인정될

만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국가배상법상 직무 집행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를 공무 수행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있으나219), 공무원, 직무 집행이라는 

법문상의 표현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사무 범위 내의 

활동은 동법상 직무 집행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공공단체의 직원이 공공단체의 담당 사무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

였다면, 이를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을 판례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Ⅲ. 판례의 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국가배상소송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

송 절차가 아닌 민사소송법상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대법원이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제기한 경우 

각하ㆍ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으로 인정되어 적용법조

219) 정하중, 앞의 글,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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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달라지게 된다.

영조물 책임의 경우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

한 판례들이 있으나, 적용 근거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있지는 않

다.220),

반면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경우 대체로 부정하고 있는 듯하다.

철도청장의 직무 집행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판단한 판례가 있으나, 

철도청장이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철도청 소속으로서 직무를 집행하여, 한국

철도공사의 공공단체로서의 지위가 문제되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할 것이다.221)

22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

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

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

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

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

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4. 25. 선

고 99다54998 판결 참조), 이 사건을 그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사

고 지점의 도로에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221) 대법원 2011. 2. 24. 2010다83298.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 과거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

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고, 철도운영은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운영 관련사

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

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고 한다)를 설립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되었고, 2003. 12. 31. 법

률 제7052호로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다. 한편 법 부칙 

제7조는 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철

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철도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

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제1항),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시설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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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판례 중 한국토지공사에 국가배상법을 적용한 것이 있다. 즉,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 제2조, 제4조에 의해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89조 제1항,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 제6호 등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이상, 한국토

지공사는 대집행 실시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귀속되는 행정주체이지, 지방자

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

다.222)

그러나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한국토지공사의 배상책임에 동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판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

다.

Ⅳ. 검토

공공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영

역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제정자들이 공공단체를 국가배상

직원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며(제2항),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222) 대법원 2010. 1. 28. 2007다82950.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7. 4. 6. 법률 제834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토지공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

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같은 법 제9조 제

4호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으로서, 이러한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토지공사법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

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

탁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

는 권리ㆍ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

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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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주체로 규정한 것도 공공단체의 행정주체로서의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이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 지방자

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헌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의 예시로 보아, 공공단체 역시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공공단체를 공무수탁사인과 동일

하게 취급하고 있다. 즉, 공공단체가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처분 권한만을 위

임받는다는 전제 하에,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행정주체 내지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법률이 공공단체에게 구체적인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국가배

상소송에서는 더더욱 견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국가배상의 취지는 행정작용상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자

력이 담보되는 행정주체로 하여금 확실히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공공단체가 행정주체로서 자치를 향유하고 있고, 사인과 달리 통

상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단체를 공무수탁사인으

로 보아 공공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사인이 공공단체를 상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국가 스스로 공공단체를 공무수탁사인으로 취급하는 이상, 사

인으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되면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공단체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비록 국가배상법이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동법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에 한정된

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든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형성하고,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동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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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더욱이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

는 이상 공공단체의 임ㆍ직원 등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하

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단체의 임ㆍ직원 등이 공공단체의 담당 사무 범위 내에서 활

동을 한 이상, 국가배상법상 직무 집행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담당 사무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단체가 기능적 자치

행정의 주체로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며, 담당 사무의 

범위는 공공단체의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의 설

립 목적, 사무 범위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공공단체의 임ㆍ직원이 담당 사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집행하였

고, 이로 인하여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공단체를 상대로 국가배

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전술한 대집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

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주거생

활의 향상,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담당 사무는 기본적으로 한국토

지주택공사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토지의 취득, 토지ㆍ도시의 

개발, 주택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ㆍ관리 등이라고 할 것이

며, 특히 동법 제19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용검사, 준공인사, 사용승인, 

대집행 등을 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223)

2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

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생략>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생략>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 125 -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집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담당 사무 범위 

내의 활동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6.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

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

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

리시설의 건설ㆍ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

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

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

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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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제 1 절 요약

오늘날 인간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가 행정의 대상으로 포섭되고 

있다. 국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가 행정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버렸고, 누군가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식 여하와 무관하게 누군가는 국가의 역

할을 대신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남은 과제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다종ㆍ다양한 단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포섭하며, 이들의 활동을 행정으

로 이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위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의 관리ㆍ감독자(管理ㆍ監督者)로서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다종ㆍ다양한 단체들을 포섭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은 바로 공공단체다. 공공단체는 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으로서, 행정소송법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유서 깊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

다. 실제로 공공단체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독일ㆍ프랑스 등에서 왕

성한 연구가 진행된 개념이다.

그러나 공공단체는 적어도 오늘날 우리 법체계에서는 잊혀진 개념이 되어 

버렸다. 공공단체의 개념과 성격을 연구하려는 시도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

으며,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개념이 공공단체보다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판례는 공법인이라는 표현은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공공단체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아마도 공공단체가 지니고 있는 다종ㆍ

다양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다종ㆍ다양한 유형의 단체들이 현실 세계

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사인과 형성하는 법률

관계의 형태, 내용 역시 다종ㆍ다양하다고 할 것이어서, 과연 공공단체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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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이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능적 행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공공기관, 공기업 등과 같이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된 개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 문제와 결

코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단체라는 개념이 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고, 행정소송법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상, 구태여 이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

다.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 제27조 제1항이 공공단체를 국가배상책임의 주

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헌법 제정자들이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

신하고 있는 공공단체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려는 시도가 다소 미흡하고 막연한 수준에 머물게 된다 하더라도, 공공단

체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

다고 생각한다.

백번 양보하여, 어떠한 이름으로 명명되어도 좋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단체들의 존재, 기능과 역할을 외면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단체라는 표현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단체들의 존재, 기능과 역할을 확인하고, 이들을 과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검토해 보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공공단체의 행정법체계상의 지위는 과

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공

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자치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주

체로 정의하였다. 즉, 공공단체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순수한 사인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

한다는 점에서 자치행정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지역적 자치행정

의 주체라면, 공공단체는 일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기능적 자치행정

의 주체로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들이 공공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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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의 공공단체의 

상위 개념으로 광의의 공공단체를 인정하고, 다종ㆍ다양한 유형의 협의의 공

공단체를 구성 형태에 따라 공법상 단체, 공재단, 영조물법인으로 구분하였

다. 즉, 공공단체 중 인적 결합체는 공법상 단체로, 재산적 결합체는 공재단

으로, 인적ㆍ물적 결합체로서 시설은 영조물법인으로 정의한 뒤, 각각에 해

당하는 대표적인 예를 확인하였다. 또,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개념에 대해 

논의한 뒤, 위 개념들과 공공단체를 비교하여 보았다. 특히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는 방법 등으로 일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

다.

한편 공공단체가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국가로서는 

행정 수행의 부담을 경감하게 되는 바, 마땅히 공공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

로 보장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가는 행정의 궁극적인 

책임자로서 공공단체의 위법한 활동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공공단체에 대한 통제는 기본적으로 공공단체의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을 기초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입법자가 어떠한 단체의 인적 구성, 재정 운

영, 사무 수행 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해당 단체의 설립

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그 내용을 규율하여 놓았을 것이고, 이를 통해 해당 

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통제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규율이 존

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단체는 기능적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폭넓은 

자치권한을 향유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공단체가 사인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국가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고, 시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것이 오늘날 요구되는 행정

의 관리ㆍ감독자(管理ㆍ監督者)로서의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인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하는 공공단체의 활동을 행정작용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행정구제를 허용함으로써 공공단체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

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공공단체의 기관의 활동을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

하여, 동법상 항고소송 절차를 통해 그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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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인 행정청, 처분,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동법상 행정청을 독자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처

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기관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공공단체의 기관

이 공공단체의 담당 사무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

권력의 행사ㆍ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하였고, 사인에게 이러한 행정

작용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 이익이 인정된다면, 공공단체를 상대로 항

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되고, 동법상 항고소송 절차 등을 통해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 공공단체의 직원의 활동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 집행으

로 인정하여, 동법상 국가배상소송 절차를 통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배상소송의 청구요건인 

공무원,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직무 집행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동법상 공무

원을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형성하고,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였

다. 마찬가지로 공공단체의 임ㆍ직원이 공공단체의 담당 사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집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공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집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 집행으로서 동법상 국가배상소송 절차를 통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

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공단체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포괄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

능적 자치행정의 주체다. 이러한 공공단체의 활동으로 사인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다면, 마땅히 행정구제 수단을 통해 침해된 권리ㆍ이익을 회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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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항고소송, 국가배상소송을 폭넓게 허용

할 경우, 행정 수행에 장애가 야기되고, 남소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공공단체의 존재,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공공단체를 상대로 항고소송, 국가배상소송이 아닌 일반적인 민사소송

을 제기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인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

하는 수단인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공공단체의 활동으로 침해된 사인의 권리

ㆍ이익을 충실히 구제하기 어려울뿐더러, 공공단체의 활동에 대한 적법성 통

제 또한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국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공단체가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

신하고 있는 이상, 공공단체는 행정법의 지배 영역 내로 포섭되어야 할 것이

고, 이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고 할 것이다.

제 2 절 향후 연구 과제

공공단체는 다종ㆍ다양성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한다.

공공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전통적인 행정주체가 아닌 기능적 

자치행정주체로서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종ㆍ다양한 활동

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단체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오히려 일률적인 규율이 공공단체의 다종ㆍ다양성을 저해하

게 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단체가 현실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이러한 

공공단체의 활동을 행정으로 이해하여, 행정법 질서 내로 편입하려는 이상, 

어느 정도 행정법적인 체계성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단일한 법률을 통해 공공단체의 설립을 일률적으로 

규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공공단체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 마

련된 필요는 어느 정도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이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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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는 방법 등으로 일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동법상 공공기관으로 지

정된 기관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공공단체를 공법상 단체, 공재단, 영조물법인으로 구분하는 이른바 공법인 3

유형론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를 요한다고 본다.

한편 공공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정구제를 명문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현 단계에서는 해석론에 의존하고 있지만,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의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공단체를 국가배상책임의 주

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능적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심도 있는 연구는 후일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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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and th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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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ing on the Judicial Remedies against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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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a paradigm shift regarding the role of the State: from an 

exclusive exerciser of public administration to a supervisor of it. Rather than 

taking full charg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State, by leaving certain 

areas of its work to others, could alter its role into supervising the 

legitimacy and validity of their actions; this is surely a more practical and 

appropriate measure.

Paragraph 1 of Article 29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Public Entity" 

may be liable for state tort. The Code recognizes that there are Public 

Entities exercising public administration on behalf of the State, and that the 

issue of tort liability of them may arise in the course of their actions, which 

is to be dealt the same as that of the State.

In addition, according to paragraph 2 of Article 2 of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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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 Act, authorized Public Entity and their agency are included in 

Administrative Agencies. The Act allows individuals to litigate the actions of 

Public Entities which violate civil rights or interests of individuals, by 

treating them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s.

Public Entities, being established under special laws to achieve public 

interests and taking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independently from the 

State, are Administrative Entities. In the aspect of having separate laws as 

their base and pursuing the achievement of public interest, Public Entities 

are different from pure individuals, and have same legal status as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taking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independently from the State in certain areas.

Autonomic Administrative Entitie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Local Governments as region-based Autonomic Administrative Entities and 

Public Entity in the narrow sense as function-based Autonomic 

Administrative Entities. Also, Public Entities in the narrow sense can be 

sorted into Public Corporate, Public Foundation, and Public Institution, 

according to their formation.

As Public Entities lighten the burden of exercising public administration 

of the State, the State needs to promote and support  their actions. But at 

the same time, the State, as a ultimate exerciser of public administration, 

have a responsibility to strictly supervise the actions of Public Entities and 

rectify them when they violate the civil rights or interests of individuals.

Administrative Agencie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dicate agencies 

which have authorities to make disposals on their own. If an agency of a 

Public Entity performs an exercise of or refusal to exercise public power as 

function of law enforcement in relation to a specific fact, other similar 

administrative actions, in the scope of Public Entity's business and legal 

interests of individuals could be restored by the revocation of a disposition, 

it would be possible for them to initiate Appeal Action against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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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y.

Public Officers in State Compensation Act indicate officials work in 

Public Entities and are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If an officer of 

Public Entity inflicts damage on individuals by intention or negligence in 

performing his/her official duty, in the scope of Public Entity's business, it 

would be possible for them to initiate State Compensation Action against the 

Public Entity.

Once Public Entities are sharing the role of the State, no matter whether 

the State want it or not, they should be subsumed into the domain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and if the State ignore it's duty to do so that 

would be the abandonment of the obligation granted by the Constitution.

Key words : Public Entity, Function-Based Autonomic Administration,

Appeal Action, State Compensation Action,

Administrative Entity, Administr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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