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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프랑스 公企業에 관한 硏究
金 東 熙*

1)

Ⅰ. 序言

우리 행정법상 공기업은 기본적으로는 학문적 관념으로서, 그것은 비권력적 

급부행정의 한 작용형식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논의는 행정법 각론

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이론적 검

토 수준은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에서는 프랑스의 공기업

에 관한 법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공기업이론의 검토

에 있어 하나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여 보려고 한다.
우리 행정법상 공기업의 관념에 대하여는 최광의설, 광의설, 협의설, 최협의

설의 4개 학설이 있으나, 이 중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협의설과 최

협의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설은 공기업의 주체와 목적을 표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 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공기업으로 보

는 입장으로서,1) 이러한 의미의 공기업은 대체로 프랑스의 公役務 관념에 상
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최협의설은 공기업의 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社會公共의 利益을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업 중에서 일정한 

營利性 또는 企業性을 가지는 사업만을 공기업으로 본다. 따라서 이 설에서는 

代價를 받지 않고 역무를 제공하는 하천․항만․도로․공원 등의 관리사업은 

공기업에서 제외되고,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는 우편․전신․전
화․철도 등의 사업만이 공기업으로 된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김도창, 행정법(하), p.369. 김 박사는 공기업을 “급부주체가 직접 국민에 대한 
생활배려를 위하여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갖추어 경 하는 비권력 사업”으로 정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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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에 의하면 공기업은 ① 그 주체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

접 또는 간접으로(공사 등 특수법인체) 경 하는 것에 한정되고, ② 목적상으

로는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정되고, ③ 사업의 성

질을 리목적을 가지거나 적어도 그 경 상 收支均衡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정된다.2)

협의설과 최협의설은 모두 공기업을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 하는 비권력적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는, 양설은 공통적이다. 이들 설의 기본적 차이는 이러한 공기업의 

관념에 그 수익성이라는 요소를 부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요컨대 우리 

학설상의 공기업은 비권력적 공익활동이라는 당해 사업의 실체적 내용에 초점

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법상의 공기업은 수익성을 내용으로 하는 상공업적 활동

에 종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일

단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공기업의 관념은 기본적으로 관련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아니라 그 활동주체라는 형식적 측면에 초점을 둔 관념

이라 할 수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공기업법제에 있어서도 공

익적 사업 내지는 보다 일반적으로 공익적 요소가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점은 이를 부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공기업의 정의 자체에 있어서는 이 관념
이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지는 아니한 것이다.3)

일반적으로 말하여 오늘날의 행정은 그 질적․양적에서 확대되고 있고, 그 

형식면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권력작용 외에도 비권력작용의 의의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서, 프랑스의 공기업은 경제 역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행정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역에서 행정은 단지 경제의 지도․규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상공업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혹은 특수법인으로 하여금 

이들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등의 형식으로 직접적으로 그에 참여하는 경우가 

2) 김동희, 행정법(II), 2002, pp.259-260, 박윤흔, 행정법(하), 2002, pp.400-405.
3) 이처럼 우리 학설상의 공기업의 관념과 프랑스의 이 관념은 그 내용에 있어 차

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랑스의 공기업은 이를 공공기업으로 표현하려고 하 다. 
그러나 이 용어는 불어의 entreprises publiques의 譯語인데, 실제 이 용어는 공기업으로 
번역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논문에서도 초기와는 달리 프랑스의 경우에도 공기업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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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아니한 것으로서, 후자 즉 상공업적 활동을 담당하는 특수법인( 조물법

인․국유회사․공사혼성자본회사)이 이 의 주제로 되고 있는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프랑스 경제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서, 예컨대 

에너지 분야에서는 공기업인 프랑스 전기(Electricité de France), 프랑스 가스

(Gaz de France), 프랑스 석탄(Charbonnages de France), 원자력위원회(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및 Elf는 이 산업분야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69%를 점
하고 있으며, 운수분야에 있어서는 프랑스국 철도회사(Société nationale de 

chemins de fer), 파리지하철공사(Régie autuonome de transports parisiens), 에어

프랑스 등은 이 분야의 부가가치의 12,4%를 점하고 있고, 또한 금융분야에서는 

국유은행은 프랑스 은행 총수탁고의 89,7%를 점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은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의 수행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즉 이들 공기업에는 그 고유한 업무 외에 그와는 별개의 책무
가 부과되고 있는 바, 예컨대 물가유지의 관점에서 SNCF, EDF, RATP, EDF의 

요금인상요청에 대한 정부의 거부조치는 그 대표적 예이다. 국가는 때로는 공기

업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공기업에 대하여 그 고유한 기능과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이러한 경제․사회

적 책무는,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달리 공익실현을 그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

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은 인정되는 것이나, 이들은 각 공기업에 의한 최적재
정수지의 달성에 있어 중대한 장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공기업은 국가경제상 질적․양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나, 이들 공기업은 일관성있는 계획에 따라 창설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일정 시기에 있어서의 정치적․사회적 요

인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에서는 먼저 공기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연혁적 고찰에 이어 공기업의 관념, 공기업이 종류, 공기업의 구
조, 공기업의 관리의 문제 등을 검토하고 나서, 끝으로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통제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公企業의 形成 및 發展

1. 序說

프랑스에서 공기업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 발전되었다. 1차 대전 이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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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당시의 경제자유주의에 따라 재화․역무의 생산․공급은 사인의 활동에 

유보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공익적 경제활동(철도, 수도․전기․가스 공급 등)

에 국가가 간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인에의 당해 역무의 특허방식

(concession de service public)4)에 의하고 있었다. 즉 국가는 일정 사기업과 체

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그 경 ․관리권을 사인에 부여하여, 당해 기업으로 하

여금 관련 역무․재화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이 방식에 의하여 
국가는 그 통제하에서 사인으로 하여금 그 경제적 위험과 부담하에서 당해 역

무를 수행하면서도 공익적 관점에서 당해 기업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행정에도 상공업적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 따라 오늘날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

다. 먼저 이들 사업은 독립법인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이다. 다음에 보다 기본적인 것으로서, 이들 활동은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

(담배․성냥 전매사업)나 예술적 전통의 유지(세브르, 고블랭, 보베 제조소), 또

는 공안적 요청(인쇄, 화폐․메달의 주조)에 따른 것이었지, 경제적 고려에 기

한 것은 아니었다.

1878. 5. 18.의 법률에 의하여 종전에는 특허방식에 의하여 사기업에 의하여 

운 되던 철도사업이 국가행정의 일부로 되었으나, 당해 철도사업도 국가에 
의하여 직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오늘날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 공기업이 결정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를 이룬 것은 2차 대전 

이후 및 1982년의 국유화조치이다.

2. 2次大戰 以前 時期

국가는 1차 대전 기간 중 주로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무기생산, 식량공급, 
운수, 해운보험 등의 활동을 직접 수행하게 되었던 바, 전후에도 국가의 이러

한 경제분야에서의 국가의 활동은 계속 증대되었다. 그러나 수행 방식은 종전

의 국가에 의한 직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는 일단 독립된 기관이 이들 활동

4) 공역무의 특허(concession de service public)은 법형식상으로는 행정계약에 의하
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서는 여기서의 특허라는 개념은 우리 행정법상의 그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金 東 熙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2호 : 118∼164122

을 수행하는 다수 등장하게 되었던 바, 이것이 오늘날의 공기업의 효시를 이

루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공기업은 조물법인으로서의 공

사 또는 주식회사로서의 공사혼성자본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 公社(offices)

1차 대전 후에 일정수의 상공업적 조물법인(établissement public industriel 

et commercial)이 설립되었다. 본래 조물법인은 전통적으로는 행정적 공역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인격이 부여된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1차 

대전 이후 이 법제는 경제분야에서도 채택되게 되어, 상당수의 상공업적 조물

법인이 설립되었던 것이다.5) 이러한 상공업적 조물법인의 일부는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 따라 프랑스에 귀속된 재산 또는 사업을 경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

던 바, 國營窒素工業公社(Office national industriel de l'azote)니 알사쓰 國有칼

륨鑛山(Mines domaniales de potasse dlAlsace)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베르사유조약과는 무관하게 설립된 조물법인도 있었던 바, 국립농업기금금고

(Caisse nationale de crédit agricole)나 석유공사(Régie autonome des pétroles) 

등이 그 예이다.

(2) 公私混成資本會社

전술한 조물 법인 외에도 다수의 공사혼성자본회사가 창설되었던 바, 그

것은 다음의 사유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일정 수의 공사혼성자본회사는 국가
적 이익에 의하여 정당화되나 사적 부문만에 의하여서는 이를 수행하기 어려

운 새로운 경제적 역무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 경우 혼성

자본회사 방식에 의한 공적 자본과 사적 자본의 결합은 사기업의 경 방식과 

그 이윤추구를 보장하면서도 공익적 관점에서의 국가에 의한 당해 기업의 경

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정 공사혼성자본회사는 위와는 전혀 다른 동기에 따라 설립되었

5) 프랑스 행정법상 공역무는 전통적으로는 공익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적 역
무만을 의미하 다. 이러한 의미의 공역무는 행정이 직접 이를 수행하기도 하나, 국가
와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된 기관이 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바, 후자를 조물법인이
라고 한다. 그러나 이후 공역무의 관념 또는 그 내용의 확대에 따라 공역무는 전통적 
행정적 역무 외에 상공업적 역무도 그 내용으로 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상공업적 공역
무를 수행하는 법인격을 가진 기관을 상공업적 조물법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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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일정 경제 역의 경우 그에 대한 자본주의적 지배현상은 受忍할 수 없

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결과, 이러한 역에서는 국가가 관련 기업의 자

본의 과반수를 점함으로써 당해 기업경 에 있어 사적 자본가의 실질적 결정

권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사혼성자본회사가 성립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설립된 중요한 혼성자본회사는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 기인

한 것이었다. 즉 1929년의 경제공황 이후 해운, 철도, 항공 등의 특허기업들은 
중대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여 국가의 보조금에 의한 지원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거나, 또는 이들 기업에 대한 국가의 전도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관련 공역무의 계속적 수행, 전도금의 회

수, 당해 사업에 대한 국가의 계속적 지원이나 그 경 에 대한 국가의 통제확보

를 위한 가장 적절한 형식은 당해 특허기업을 공사혼성자본회사로 전환하는 방

식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1936년의 법률 및 1937년의 협정에 따라 
종전에 5개의 사기업이 경 하던 철도사업이 국 철도회사(Société nationale de 

chemin de fer)로 전환하고, 이 회사에서 국가는 그 자본금의 51%를 점하는 것

으로 되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같은 과정을 거쳐 1932년에 공사혼성자본회사

로서 에어프랑스가 설립되었던 바, 국가는 그 자본의 25%에 상응하는 享有株式

을 소유하고 있었다.

3. 二次大戰 후의 國有化措置

2차 대전 이후 약 2년간의 기간에 걸쳐 상당히 광범한 사기업의 국유화조치

가 단행되었던 바, 이것이 프랑스에서의 공기업의 확대․발전의 결정적 계기

를 이루었던 것이다.

국유화조치는 내용적으로는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당해 경제분야의 

거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1) 個別企業이 대상이 된 경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르노자동차공장의 국유화조치를 들 수 있는 바, 이

것은 전쟁중 르노가 취한 독일점령군에 대한 협력적 태도에 대한 제재조치로 

취해진 것이다.
이 외에 그놈․론느 모타회사도 국유화되어, 국 비행기모타연구․제조회사

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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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經濟分野의 企業 전부가 대상이 된 경우

航空運輸 분야에서는 아직 국가에 속하지 아니하던 에어프랑스와 에르블뢰 

및 대서양횡단에어프랑스사의 주식이 모두 국유화되었다. 금융분야에서는 프랑

스은행 외에도 4개의 基幹銀行이 국유화되었으며, 보험분야에서는 36개의 基
幹保險會社가 국유화되었다. 끝으로 에너지분야에서는 전기․가스의 공급․생

산에 관련된 모든 기업이 국유화되어, 이들은 공기업으로서 프랑스전기 및 프

랑스가스로 되었다.

이러한 국유화조치에 있어서의 기본적 이념은 당해 기업들을 국민(nation)의 

소유로 복귀시켜 생산자와 소비자의 통제 하에서 이들을 경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의 국민(nation)이라는 용어는 엄격한 의미의 법적 용어는 아니나, 그것
은 요컨대 당해 기업의 국유화에 의한 관료적 경 을 내용으로 하는 국 화의 

배제를 그 기본적 이념 또는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6) 이러한 이념은 국유화회

사의 경 구조에 구현되어, 이들 회사의 중심적 경 기관인 이사회는 동수의 

국가, 직원 및 이용자의 대표로 구성되게 되었다.

(3) 1982년의 국유화조치

이것은 사회당의 집권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5개의 공업기업집단, 36개의 

은행 및 2개의 금융기관이 그 대상이 된 매우 광범한 내용의 것이었다. 이러

한 1982년의 국유화조치는 그 대상기업의 종전의 법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단

지 그 주식만을 국가에 이전하는 형식으로 행해졌다.

이상에서 프랑스에서의 공기업의 형성․발전과정에 관하여 개관하여 보았거

니와,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다음의 여러 측면에 있어서의 다양성에 의하여 특

징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공기업은 창설은 단일의 법적 방식이 아니라, 국유화, 새로운 기업의 

창설, 기존 사기업에의 국가의 참여 등의 형식에 의하고 있다.

다음에 공기업의 창설 동기면에서도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일정 공기

업의 창설 목적은 공기업의 활동을 사적 자본의 지배에서 배제하려는 것이었

는가 하면, 다른 경우에는 당해 활동의 국가에 의한 직접 수행에 따르는 공법

상의 제한을 완화하고 당해 기업에 보다 광범한 자율권을 부여하려는 것이 그 

6) A. de Laubadère, Traité de droit administratif, t. 4, 1977, pp.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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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동기인 경우도 있다.

그 법제면에서도 공기업은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공기업은 공법인

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상공업적 조물법인), 주식회사의 형식을 취하

는 경우도 있다(국유회사 및 공사혼성자본회사).

공기업의 업무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의 역무는 

공역무인 경우도 있으나(운수, 에너지), 그러한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도 있다(자동차생산, 금융, 보험 등).

시장에서의 공기업의 위치 또는 비중의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서, 일정 공기업은 당해 경제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나, 대

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다.

Ⅲ. 公企業의 觀念 및 種類

1. 槪說

프랑스법상 공기업의 일반적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 1948년에 국

회에 제출된 공기업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공기업의 관념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 법률안은 토론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폐기되었다.

현재 프랑스의 공기업은 그 설치법령, 그 통제에 관한 법령 등의 다수의 법

령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나, 이들 법령은 그 어느 것도 공기업의 일반적 기

준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일정 법령 기타 법적 문서는 공기업의 
관념이나 형태에 관하여 일정한 준거지침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서, 그

러한 것으로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프랑스의 經濟狀況目錄

이 목록은 당시 재정부장관인 슈만의 지시에 따라 1946년에 작성된 것으로

서, 여기서는, ① 상공업공사 ② 국유기업 ③ 공사혼성자본회사의 3개 항목하

에서 당시의 공기업을 열거하고 있다.

(2) 舊 會計檢査委員會 및 會計監査院의 檢査에 관한 法令

이들 법령의 하나로서 1948. 1. 6.의 법률은 회계감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공기업으로서 ① 상공업적 조물법인, ② 국유화기업, ③ 국가가 그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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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공사혼성자본회사를 들고 있다. 또한 1976. 6. 22.

의 법률은 위의 3개 공기업은 회계감사원의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의 支配的 統制를 받는 企業 目錄

이것은 1984. 10. 22.의 데크레7)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이 목록은 공

기업을 다음의 3개 항목하에서 열거하고 있다.

① 1級 公共部門(국  상공업적 조물법인, 국유기업, 국유화기업, 국가가 그 

주식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공사혼성자본회사, 공제조합형식의 국유화기업)
② 1級 共管公共部門(국가가 그 자본금의 과반수를 점하지 아니하면서 공기

업의 자회사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그 경 에 참가하는 기업)

③ 2級 公共部門(1급 공기업의 자회사로서 국가가 그 자본금의 과반수를 점

하는 기업)

2. 公企業의 觀念

기술한 바와 같이 공기업의 관념에 관한 법령상의 일반적 정의는 없고, 또

한 판례상으로 정립된 공기업의 일반적 관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현

상에 기인하는 것인지 모르나, 학설상으로도 공기업의 관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그 기본적 내용에 

있어서는 의견이 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公企業의 意義

공기업의 관념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일정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다음에서는 그 대표적인 3개 견해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로바데르 교수의 견해

로바데르 교수는 공기업을 국가 등의 지배적 통제하에서 재화․역무의 생산

활동에 당하는 법인격이 부여된 기관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지배적 통제력

은 국가 등에 의한 당해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과반수의 소유 또는 그 의

7) 데크레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발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개별
적 처분과 법규명령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에서의 데크레는 대부분의 경우 

법규명령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부 장관이 발하는 처분 또는 법규명령은 
arrêt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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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기관에서의 과반수의 투표권 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다.8)

2) 브델 교수의 견해

브델 교수는 공기업을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

하고 있다. 있다. 먼저 공기업의 적극적 요소로서 동 교수는 ① 법인격 및 재

정자치권, ② 상공업적 활동 ③ 사기업과 유사한 경 방식 ④ 그에 대한 공공

단체의 지휘․통제를 들고 있다. 그 소극적 요소로서 동 교수는 공기업은 반

드시 조물법인은 아니고 또한 그 사업은 반드시 공역무는 아니라는 점을 들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교수는 공기업은 그에 이윤추구 및 수익성의 원칙

이 적용되고 있고, 또한 그 활동이 공역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

우에도 그것은 이익의 실현만을 그 배타적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사기업과는 구별되는 계기가 있다고 하고 있다.9)

3) 뒤포 교수의 견해

뒤포 교수는 공기업을 그 자본의 전부 또는 과반수가 국가 등에 속하는 상

공업적 사업에 당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뒤포 교수의 공기업의 

정의와 위에서 본 로바데르 및 브델 교수의 그것과의 기본적 차이는 뒤포 교

수는 당해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그 요소로 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공기업에 대한 국가 등의 통제는 공기업에 있어서는 공익실현도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는 부응하는 것이나, 그것은 공기업의 경 에 관한 것이지, 

그 정의에 있어서의 기본적 요소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다음에서

는 뒤포교수의 정의에 따라 즉 공기업의 법인성, 그 상공업적 활동 및 국가 

등에 의한 당해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과반수의 소유라는 세 가지 요소 또

는 기준에 따라 공기업의 관념 내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2) 公企業의 觀念․內容의 具體的 檢討

1) 公企業의 法人性

공기업은 법인격이 부여된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국가 등에 의하여 직접 수

8) A. de Laubaère, J. C. Vénézia, Y. Gaudemet, Triaté de droit administratif, 
1999, t. 1, p.927.

9) G. Vedel, P. Delvolvé, Droit administratif, t.2, 1990, 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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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사업은 그것이 상공업적 공역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공기업은 

아니다. 따라서 직 방식으로 수행되는 사업은 그 경 상 부속예산의 형태로 

재정적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화폐․메달 주조, 국 인쇄소 등)에도 그

것은 공기업은 아니다.

공기업에 대한 법인격의 부여에 따라, 공기업은 이러한 법인에 인정되는 다

음의 여러 법적 특성 또는 권한이 인정된다.
공기업은 그 명의로 행위하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을 가진다. 공기업은 또한 

그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경 상 재정적 자율권을 가지는 바,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근거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공

기업은 고유한 예산을 작성하고 잉여수익금을 보존하여 차기의 활동에 충당할 

수 있다. 끝으로 공기업은 소송상 원고로서 공법인, 사법인 내지는 국가 등에 

대하여도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방어할 수 있다.
법인으로서의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전문성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즉 공

기업은 법령상 그에 부여되어 있는 특정 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러나 공기업의 경우는 이러한 전문성의 원칙은 그 근거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

여 매우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서, 그 실질적 의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국 철도회사의 조물법인으로의 전환에 관한 1982. 12. 31.

의 법률은 당해 법인은 그 업무와 직접적․간접적 관련이 있는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편 및 프랑스전신의 설치에 

관한 1990. 7. 2.의 법률은 이들 공기업은 프랑스와 외국에서 그 직무와 직접

적․간접적 관련이 있는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2년에 국유화된 기업의 경우는 전문성의 원칙은 그 의의를 완전히 상실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것은 이들 기업은 그 활동 역이 매

우 다양한 다수의 子會社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公企業의 商工業的 性格

공기업의 상공업적 성격은 그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직 및 경 방식에

도 구현되고 있다. 공기업은 생산, 운송, 교환 등의 활동(전기․가스․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 해운․철도운수․항운 등)에 있어 사기업의 그것과 유사한 활동

을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는 공기업은 사기업과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기업은 이윤추구라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데 대하여,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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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우는 그 기본적 목적은 이익의 실현이 아니라 공익실현에 있다는 점에

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공기업의 활동은 그 성질상 사기업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사기업과 동일한 구조 및 경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행정방식에 따라 운 되는 행정적 조물법인은 공기업은 아닌 것이다.

다수의 공기업의 사업은 상공업적 공역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단순
한 상공업활동인 경우도 또한 적지 아니하다. 특정 공기업의 활동이 공역무인

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은 없다. 공기업에는 공법인으로서 조물법

인과 사법인으로서의 국유회사 및 공사혼성자본기업이 있는 것이나, 공기업이 

조물법인이라고 하여 그 역무가 공역무인 것은 아니다. 즉 공기업으로서의 

일정 조물법인은 상공업적 공역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프랑스전기, 

프랑스가스, 국 철도회사), 공역무를 그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조
물법인도 적지 아니하다(프랑스석탄 등). 사법상의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공기업은 다수의 경우 그 사업은 단순한 상공업적 활동인 것이나(르노 

자동차회사, 금융․보험회사), 에어프랑스나 일반해운회사의 사업은 상공업적 

공역무에 해당한다.

당해 공기업의 사업이 독점적인지 여부도 당해 기업의 사업의 공역무성의 

판단기준이 되지는 아니한다. 예컨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전기
나 프랑스 가스의 사업은 공역무이나 프랑스석탄의 사업은 공역무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 반대로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해운․항만관계 공기업의 사

업은 공역무에 해당한다.

공기업의 사업이 공역무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매우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즉 당해 기업의 사업이 공역무인 경우에는 그것이 상공업적 

공역무인 경우에도 공역무 일반에 적용되는 일정한 법원칙으로서의 공역무 앞

의 평등원칙, 공역무의 계속성원칙, 행정에 의한 공역무 이행조건의 일방적 변

경특권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공역무에 따르는 여러 원칙은 공역

무를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관계 공기업의 합리적 경 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3) 국가 등에 의한 당해 企業 資本의 全部 또는 過半數의 所有

법령 및 판례는 당해 기업이 공기업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數的 또는 量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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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準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서,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물법인이나 기타의 

공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그 자본금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은, 당해 기업의 활동이 공역무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기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꽁세유데따의 일관된 입장인 것으로서, 꽁세유데따는 다

수의 관련 판례에서 이러한 양적 기준설을 채택하고 있다.10) 예컨대, 꽁세유데

따는 항공운수프랑스회사기업위원회 사건에서 당해 회사의 자본금의 과반수는 

국가, 공기업인 우주항공공업회사 및 리옹기금의 子會社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당해 회사는 공기업이라고 판시하 다.11)

이러한 공기업의 형식적 판단기준은 공기업의 자회사우에도 적용되는 것으

로서, 모기업 기타 공공단체가 그 자본금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자회사는 

공기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자본의 과반수를 국가

가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은 국 혼성자본기업으로 되고, 지방공공단체
가 이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혼성자본기업으로 판정되게 된다. 그러나 이

러한 양적 기준에 따르는 경우 당해 기업의 형식적 지위는 그 실질적 성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등이 그 주식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고속도로회사는 그 경 상 

국가의 절대적 지배 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회사는 그 외형에도 불

구하고 국가기업으로 보는 것이 실제에 부합하는 것이다.12)

3. 公企業의 종류

공기업은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상공업적 공역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과 

그러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그 연혁적 관점에서는 국유화기

업과 비국유화기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공기업을 공법인으로서의 조물법인과 사법인으로서의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주식회사 형식의 공기업
은 또한 국가 등의 공공단체가 그 자본금 또는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국

10) Conseil d'Etat, 10 juillet 1972, Compagnie Air Inter; CE, 24 novembre 1978, 
Syndicat national du personnel du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CE, 22 décembre 
1982, Comité central d'énergie atomique.

11) CE, 22 décembre 1982, Comité central de la société française pour la 
navigation aérienne.

12) Jean Duffau, op. cit.,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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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사와 그 주식의 과반수만을 점하는 공사혼성자본회사로 분류된다.

(1) 營造物法人인 公企業

이것이 공기업의 일반적 형태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공기업
은 商工業的 公役務 또는 단순히 상공업적 사업의 경 에 당하는 공법상의 법

인이다. 기존의 사기업의 자본의 국가 등에의 이전이라는 단순한 방식에 의하

여 새로운 공기업이 창설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공업적 조물법인의 

방식으로 당해 공기업이 창설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대표적 

조물법인을 예시하고 나서, 그 법제에 관하여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1) 代表的 營造物法人

상공업적 조물법인은 국 조물법인 뿐만 아니라, 시․도 등의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지방 조물법인도 있으나, 이하에서는 국가의 대표적인 조물

법인만을 예시하기로 하는 바, 이들은 연역적으로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창설

된 것도 있으나, 그 다수는 국유화조치에 따라 창설된 것이다.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 조물법인으로서는 프랑스전기, 프랑스가스, 프랑스
석탄, 광업․화학회사, 원자력위원회 등이 있다.

교통․운송분야의 중요한 것으로서는 국 철도회사, 국립해운공사, 파리지하

철공사 등을 들 수 있다.

농업분야의 것으로서는 국립산림공사(Office national de forêts), 國立職際穀

物公社(Office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céréales) 등을 들 수 있다.

출판, 문화활동 분야의 것으로서는 국립출판공사, 국립샤이오극장, 국립오페
라극장 등이 있다.

2) 商工業的 營造物法人의 法制

(i) 商工業的 營造物法人性의 判斷

상공업적 조물법인은 그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근거법령 기타 관련 법령

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바, 그 근거법령에에서 당해 조물법인의 성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것이 그 실제 활동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공기업의 상공업적 

조물법인성의 인정 문제가 제기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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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기업의 상공업적 조물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그 근거법률이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서, 프랑스전기, 프랑스 가스(1946. 5. 

17.의 법률), 담배․성냥공사(1959. 1. 7.의 법률), 프랑스라디오․텔레비존공사

(1959. 2. 4.의 법률), 국립산림공사(1964. 12. 23.의 법률), 國立職際穀物公社

(1986. 1. 6.의 법률)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처럼 근거 법률 자체가 당해 공

기업을 상공업적 조물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해 기업이 
행정적 공역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대한 재판통제 수단은 없는 것이

므로, 당해 기업은 상공업적 조물법인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당해 조물법인이 명령에 의하여 창설된 경우는 꽁세유데따 또는 

관할재판소는 근거명령상으로는 당해 공기업이 상공업적 조물법인으로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당해 조물법인을 행정

적 조물법인으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다.14)

근거법령상 당해 조물법인의 성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꽁세

유데따는 당해 기업의 활동의 내용, 그 경 방식 및 資金源의 세 가지 점을 

고려하여 그 법적 성격을 판정하고 있다.

그 근거법령상으로는 상공업적 조물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해 공

기업은 실제로는 상공업적 역무와 동시에 행정적 공역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二重的 營造物法人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는 그에 대한 적용 법규 내지는 재
판관할의 결정 등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15) 예컨대, 

근거법률상 상공업적 조물법인으로 되어 있는 국립산림공사는 산림의 관리

적 측면에서는 상공업적 공역무를 수행하나, 산림의 보호․유지의 측면에서는 

행정적 공역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공업적 조물법인으로 

13) 기술한 바와 같이 조물법인이란 공역무의 수행을 그 임무로 하는 법인격이 

부여된 조직을 지칭하는 바, 당해 조물법인의 공역무가 행정적 공역무인 경우에는 그 
조직, 활동은 등은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에 대하여 상공업적 공
역무가 당해 조물법인의 활동이 상공업적 공역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14) 예컨대, 농업시장조직규제기금(Fonds d'organisation et de régularisation des 
marchés agricoles)은 그 근거명령인 데크레상으로는 상공업적 조물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재판소는 이를 행정적 조물법인으로 판정하 다(TC, 24 juin 
1968, Société Distilleries bretonnes). 또한 꽁세유데따는 근거명령상 상공업적 조물법
인으로 규정되고 있던 프랑스대외무역공사를 행정적 조물법인으로 판정하 다(CE, 4 
juillet 1986, Berger).

15) A. de Laubadère, Traité de droit administratif, t. 4., 1977,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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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원자력위원회도 행정적 공역무(핵정책의 수립, 핵광물의 탐사․채굴

활동의 규제)와 상공업적 공역무(핵물질의 처리, 원자력발전소의 설치 등)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ii) 商工業的 營造物法人에의 適用法規

공기업으로서의 상공업적 조물법인은 기업적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법

의 규제를 받으나, 조물법인성의 측면에서는 일정 한도에서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상공업적 조물법인의 경 , 활동상, 그 직원, 원료등의 공급자, 당해 기업

이 공급하는 재화․서비스의 이용자 기타 고객과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사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에 대하여 조물법인으로서의 측면에서는 당해 공기업은 다수의 측면에

서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행정법이 

적용되는 사항으로서는, 당해 공기업의 임원 및 회계관의 신분이나, 당해 기업

이 체결하는 일정 계약 등이 있는 바, 예컨대 당해 계약이 공토목공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것은 은 행정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조물법인으

로서의 공기업은 중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당해 기업에 대하여는 사법상

의 강제집행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株式會社 形式의 公企業

공기업에는 위에서 검토한 조물법인 형식을 취하는 것 외에, 사법상의 주

식회사의 형식을 취하는 것도 다수 있는 바, 이러한 주식회사 형식의 공기업

에는 당해 회사의 자본금의 전액이 국가 등의 소유로 되어 있는 국유회사와 

국가 등이 당해 회사의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는 공사혼성자본회사 및 이

들 모기업의 자회사가 있다.

A. 國公有會社(société à capital public)16)

1) 意義 및 種類

이것은 그 자본금의 전액이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기업

16) 여기서의 국공유회사는 그 자본금의 전액이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기업을 나타내는 불어 용어인 société à capital public을 번역하여 본 것이나, 
이 번역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필자 스스로 의문이 없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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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국유회사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대부분의 국유회사는 

1945년 및 1982년의 국유화조치에 따라 설립된 것이나, 법령에 의하여 원초적

으로 설립된 국유회사도 또한 있다.

① 國有化措置에 따라 설립된 國有會社

(i) 槪說
이것은 국유화조치에 따라 그 주식의 전체가 국가에 이전된 주식회사를 말

한다. 즉 1945년 및 1982년의 국유화조치에 의하여 상공업분야에서의 일정수

의 사기업의 국유화조치에 의하여 종전에 다수의 사인인에 속하던 주식 전부

를 국가에 이전되었으나, 사법상의 주식회사로서의 법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국유회사인 것이다.

이러한 국유회사는 위에서 검토한 조물법인으로서의 공기업과는 기본적으

로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국유회사의 경우에는 조물법

인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법인이 창설된 것은 아니고, 종전의 회사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 조물법인인 공기업과는 달리 국유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ii) 代表的 國有會社
(a) 1945-1946년의 국유화조치에 따른 국유회사

위의 국유화조치에 따라 설립된 국유회사로서는, 금융업분야에서는 프랑스

은행, 리옹與信(Crédit lyonais), 一般銀行(Société générale), 국립파리은행 등이 

있고, 보험분야에서는 프랑스총보험(Assurances générales de France), 파리보험

연합(Unon des Assurances de Paris), 국립보험집단(Groupement des assurances 

nationales) 등이 있다.
(b) 1982년의 國有化措置에 따른 國有會社

공업회사로서는 뻬슈네유진쿨만, 론느뿔랭, 쌩고뱅, 일반전력회사, 톰슨브란

트 등이 있다.

금융회사로서는 빠리․베이바 금융회사, 스웨즈 금융회사등이 있다. 1982년

의 국유화조치에 의하여 창설된 국유은행은 38개에 달하는 바,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북부여신, 프랑스상업여신, 공업․산업여신, 빠리․뻬이바은행, 로
칠드은행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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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 法令에 의하여 創設된 國有會社

이것은 국유화조치와는 무관하게 법령에 의하여 원초적으로 창설된 것으로

서, 따라서 이러한 국유회사의 창설에 있어서는 종전의 주주의 주식의 국가에의 

이전조치는 수반되지 아니하고, 국가는 처음부터 유일한 주주의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형식의 국유회사는 대부분의 경우 해외식민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

여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방송, 통신 등의 분야에서 설립된 것도 
있는 바,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라디오프랑스, 테레비제2방송, 프랑스레지옹 

제3테레비방송, 프랑스 국제방송 등을 들 수 있다.

2) 國有會社의 法制

국유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당연히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에 그치는 것으로서, 그 실
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사법상의 주식회사와는 다수의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기본적 차이점으로서, 1966. 6. 24.의 상사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

식회사의 주주는 7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인데 대하여, 국유회사의 경우는 그 

법제의 속성상 국가가 유일한 주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주식회

사의 기본구조의 하나인 주주총회는 국유회사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경 , 재정 등에 있어서도 국유회사는 사법상의 주식회사와는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테레비젼프로그램 관련 국유회사의 경우, 그 예산

은 정부가 작성하고 의회가 이를 의결한다. 또한 그 재원은 광고수입 외에 사

용료에 의하여 그 실질적인 부분이 충당되고 있다. 그 경 적 측면에 있어서

는 대표이사는 방송미디어고등위원회(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에 의

하여 임명되며. 당해 회사의 업무는 꽁세유데따의 자문을 거친 데크레로 정하
는 條件明細書(cahier des charges)에 의하여 책정된다.

국유회사의 경 기관은 사기업인 주식회사와는 다른 원칙에 따라 구성되고 

있으며, 그 경 에 있어서는 사기업과는 달리 국가의 엄격한 행정적․기술적 

경제적 통제를 받고 있다.

전술한 사기업으로서의 주식회사에 대한 국유회사의 여러 예외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국유회사는 형식적으로 주식회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그
것은 외형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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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公私混成資本會社(sociétés d'économie mixte)

가. 意義

공사혼성자본회사란 그 자본이 국가․지방자치 등과 사인에 배분되어 귀속

되어 있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 중에서 공기업으로서의 공사혼성자본회사는 

그 자본의 과반수 이상이 국가 기타 공공단체에 속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공

사혼성자본회사는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자본의 과반수를 점하

고 있는 것이므로, 그 자본의 귀속주체에 따라 이들 회사는 국 혼성자본회사

와 지방혼성자본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국 혼성자본회사의 경우는 이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이에 대하여 공

혼성자본회사의 경우는 1983. 7. 7.의 법률이 일반법으로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위에서 상공업적 조물법인인 공기법과 국공유회사의 경우에는 국 기

업에 한정하여 검토하 다. 이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공사혼성자본회사
의 경우에는, 공 혼성자본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있다는 

점에서, 이하에서는 그 법제에 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나. 國營混成資本會社

기술한 바와 같이 국 혼성자본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존

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 혼성자본회사의 경우도 그러하거니와 국 인 경

우에도 당해 기업이 혼성자본회사로서 인정되기 위하여는 국가가 그 자본의 

과반수를 점하고 그 경 에 참여하여야 하고, 또한 당해 회사는 사법상의 주

식회사의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국 혼성자본회사의 법제나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고, 이어서 

몇 가지 중요한 국 혼성자본회사를 예시하기로 한다.

1) 國營混成資本會社의 判斷基準

(i) 국가에 의한 당해 會社 資本의 過半數의 所有

① 국가가 小數資本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혼성자본회사는 국가가 그 소수자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그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경우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소수자본만을 점하고 있는 경우

에도 국가에 특권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서, 예컨대 법령상 

17) J. Duffau, op. cit.,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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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복수투표권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는 당해 

기업은 국가가 그 자본금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경우와 실질적 차이는 없다

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설․판례상으로 확립된 기준에 의하면, 혼성자본회

사는 국가 등이 그 자본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기업으로

서의 성격이 인정되고 있다.

② 形式的 混成資本會社

근거 법령상으로는 혼성자본회사로 되어 있으나, 그 자본을 국가 기타 공공

단체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형식적 혼성자본회사의 

설립은 조물법인에 대한 경직적인 법적 규제를 배제하면서, 일정수의 공공

단체에 의한 관련 사업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형식적 혼

성자본회사도 법적으로는 혼성자본회사의 지위를 가지고, 그에 따라 그 운

도 혼성자본회사의 법제에 따른다. 예컨대 1955. 4. 18.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된 유료고속도로건설․경 회사가 그러한 것으로서, 이 회사는 근거법령상 혼

성자본회사로 되어 있으나, 이 회사에는 사적 자본의 참여분은 없다. 테레비존

프그람제작회사의 경우는 사인의 참여분은 그 자본의 0.01%에 그치고, 기타 

자본은 국가가 24.99%를, 프랑스제3방송이 44.99, 라디오프랑스가 14.99%를 

그리고 국립미디어청이 14,99%를 점하고 있다.

(ii) 會社 經營에의 參與

혼성자본회사의 성격은 당해 회사의 경 에 국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 등이 당해 기업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경 에 참

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해 기업은 공기업으로서의 혼성자본회사의 성격은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가가 당해 기업의 주식을 몰수한 경우든가 또는 
시효에 의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iii) 私法上의 株式會社로서의 公私混成資本會社

혼성자본회사는 국 ․공 의 경우 모두 사법상의 주식회사의 지위를 가지

며, 따라서 혼성자본회사는 1966. 7. 24.의 상사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

율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실제와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상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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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먼저 공기업으로서의 혼성자본회사는 그에 있어서의 국가와 사인이 

추구하는 목적의 相違性으로 인하여, 그것은 주식회사의 법제와는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혼성자본회사에서 그 주주인 사인의 목적은 당연히 이윤

추구인 데 대하여, 국가는 공익실현이 일차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다음에 

혼성자본회사의 설치에 관한 근거법령은 전기한 1966년의 법률에 의한 혼성자

본회사의 법제에 대하여 다수의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이유에 따라 공기업으로서의 혼성자본회사는 사법상의 그것에 대하

여 다음의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그 설립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사법상의 주식회사는 주주 사이의 계약

에 의하여 설립되는데 대하여, 대표적 국 혼성자본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창

설되었다는 점이다.18)

다음에 당해 회사에의 출자에 있어 현금출자는 주식회사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나, 현물투자에 대하여는 이와는 다른 법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서, 예컨대 공물의 경우는 그 소유권이 아니라 그 사용수익권만이 출자대

상으로 되는 것이다. 국 혼성자본회사의 경 진의 구성에 있어 이사회의 의

장이나 사장 등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그 임명에 있어서는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국 혼성자본회사는 1966. 7. 24.의 법률에 따른 것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내용의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전술한 혼성자본회사의 특이성을 감안하는 경우 이들 회사의 실체적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판례는 이들 회사

는 사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설립되었다는 형식적 측면만을 그 판단기준으로 하

여 당해 회사들은 주식회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예컨대 뒤포교수는 혼성자본회사를 사법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虛構

에 그치는 것으로서, 그것은 이들 공기업의 실제와는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판례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19)

18) 국 론느회사(Compagnie nationale de Rhône) 및 프랑스석유회사(Compagnie 
française de pétroles)는 법률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19) J. Duffau, op. cit.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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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營混成資本會社의 問題點

국 혼성자본회사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

고 있다.

위에서 검토한 형식적 국 혼성자본회사는 물론이고, 그에 사인의 소수자본

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공금의 사용․관리에 대한 엄격한 재정적 

통제를 배제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

다는 점으로서, 이것은 회계감사원이 종종 지적하는 사항이다.

보다 기본적인 것으로서는 공사혼성자본회사 있어서 국가와 사인의 이익은 

상반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즉 사인은 리추구가 그 기본목적인데 대하

여 국가의 목적은 공익의 실현에 있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국가가 그 과반수

의 자본을 소유하고 그 경 에 있어 결정적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사인은 

그러한 혼성자본회사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3) 代表的 國營混成資本會社

전술한 혼성자본회사의 기본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혼성자본회사는 실

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용적인 공기업의 형식으로 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

서도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공기업의 수는 매우 많은 편으로서, 그 대표

적인 것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통․운송분야에서는 일반해운회사(Compagnie générale maritime), 에

어프랑스, 몽블랑터널건설운 회사, 국 석유운송회사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고속도로부문에서는 프랑스북동부고속도로회사, 파리노르망디고속도로회사, 프

랑스남부고속도로회사 등을 들 수 있다. 산업분야에서는 국립우주항공산업회

사, 비행기엔진설계․생산회사, 르노자동차회사 등을 들 수 있고, 정보․광고

분야에서는 프랑스라디오방송회사, 아바스사(Agrence Havas) 등을 들 수 있으
며, 주택분야에서는 국 근로자주택건설회사 등을 들 수 있다.

다. 地方混成資本會社

이것은 당해 회사의 자본금의 과반수를 지방자치단체 기타 국가 이외의 공

공단체가 점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 혼성자본회사의 

경우는 이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없는 결과, 개별회사의 법제는 그 근거법령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것인데 대하여, 공 혼성자본회사 그 일반법으로서 198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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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위의 법률 제정 이전의 지방혼성자본회사의 상황에 대하여 간단

히 기술하고, 이어서 동법에 따른 이들 회사의 법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1983. 7. 7. 法律 이전의 地方混成資本會社의 狀況

먼저 법제적 측면에서는 지방혼성자본회사는 시기적, 구체적 상황과 관련하
여 제정된 것으로서 내용적으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다수의 법률, 명령, 

규칙 등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었다.

다음에 지방혼성자본회사는 매우 다양하고 엄격한 국가의 통제하에 있었던 

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발성, 창의성 등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그 설립에 있어서는 시 혼성자본회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그리고 도 혼성

자본회사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요하 다.

그 경 에 있어서는 상당히 광범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던 정부위원

(commissaire du gouvernement)의 통제를 받고 있었고, 또한 이들 회사의 규정

이나 계약은 국가가 작성한 모델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전술한 내용의 공 자본회사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통제는 지방자치단체 등

의 자치권을 제한한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은 다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을 국가에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결과로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의 제한은 당해 기업의 경 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포기 및 그 당해 

권한의 당해 기업에로의 실질적인 이양사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 다. 

즉 상당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혼성자본기업의 경 을 그 “전문가”인 

대표이사나 사장단에 방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점

은 특히 회계감사원이 수차 지적하고 있던 것이었다.

2) 1983년의 法律에 따른 地方混成資本會社의 法制

전술한 지방혼성자본회사의 전통적인 여러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

혼성자본회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1983. 7. 7.에 지방혼성자본회사법이 제정

되었던 바, 이 법률의 기본적 내용은 ① 지방혼성자본회사의 법제의 통일, ② 

그 자율권의 확대, ③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배적 지위의 보장의 3가지
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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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地方混成資本會社의 統一的 規律

① 地方混成資本會社의 觀念

1983년의 법률 제1조는 지방혼성자본회사를 단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공

동체와 사인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본

금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혼성

자본회사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지방혼성자본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회사

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사혼성자본회사의 공통적 요소로서, 지방혼성자본회사

에 특유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방혼성자본회사의 경우에는 법률상 주주의 수

는 7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과, 국 혼성자본회사에서 볼 수 있는 似而

非 混成資本會社는 배제되고 있다.

둘째, 지방혼성자본회사는 사법상의 주식회사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도 공사혼성자본회사의 공통적 요소로서, 지방혼성자본회사에 특유한 것은 

아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본금의 과반수를 점하고 또한 이사회에서도 그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국가 기타 공공단

체도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회사의 자본금의 80%까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는 잔여 20%의 한
계내에서 국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1983년의 법률은 일정수의 지방혼성자본회사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최소한

도액을 정하고 있다.

② 地方混成資本會社의 說立

지방혼성자본회사의 자본금의 과반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여야 한다는 

점 및 일정 회사의 경우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최소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는 점을 제외하면, 지방혼성자본회사의 설립은 일반상사회사에 관한 1966년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은 그것이 공표되고 도지사에 

통지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도 지방자치단체

의 다른 사항에 관한 의결과 마찬가지로 1983. 3. 2.의 법률에 따른 적법성통

제를 받는 바,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당해 의결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 및 당해 회사가 1966년의 상사회사에 관한 법률 및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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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방혼성자본회사에 관한 법률에 합치되는지 여부 관한 것이다.

③ 地方混成資本會社의 構造 및 經營法制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지방혼성자본회사에도 그 경 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있다(다만 새로운 경 구조로서 업무집행이사회(conseil de directoire) 및 업무

감사이사회(conseil de surveillance)의 체제가 채택된 경우에는 이사회에 상응

하는 기관은 업무감사이사회이다).
집행부로서는 이사회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표이사․사장(또는 업무감사이사

회에 의하여 임명되는 업무집행이사회)이 있다.

이 외에 의결기관으로서 주주총회가 있다.

1983년의 법률 기타의 관계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한, 지방혼

성자본회사의 법률관계는 일반 상사회사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사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ii) 地方混成資本會社의 自律權의 擴大

이러한 측면에서는 지방혼성자본회사의 업무범위의 확대 및 그 경 에 대한 

국가의 통제의 완화조치가 특기할 만하다.

① 地方混成資本會社의 業務範圍의 擴大

지방혼성자본회사도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기업이라는 점에서는 그에도 그 업

무의 전문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원칙은 실제로는 매우 광의로 해

석되고 있다.

1983년의 법률은 지방혼성자본회사는 당해 지역의 개발․건축사업, 상공업

적 공역무 및 기타 공익적 활동을 그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혼성기업의 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범위내의 것

이어야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개발․건축사업 및 상공업적 공역무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적 사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분야에서 지

방혼성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지방혼성자본회사는 상공업적 공역무 또는 단순 상공업적 사업의 경 을 위

하여 설립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들 회사가 상공업적 공역무를 관리할 수 없

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방혼성자본회사는 행정적 공역무인 항구의 시설 및 

경 의 책무가 위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본질상 또는 입법자의 의사
에 따라 당해 역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혼성자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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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위임할 수 없는 행정적 공역무가 있는 바,20) 경찰, 조세징수 등이 그 대

표적 예이다.

당해 활동이 그 사무범위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

계 혼성자본회사의 창설은 상공업의 자유원칙의 한계 내에서만 이를 할 수 있

는 것으로서, 이 원칙은 꽁세유데따의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이며, 또한 

1983년 법률 제5조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여 구체화
된 이 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혼성자본회사의 창설은 다음의 2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첫째, 당해 활동은 지역적 공익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꽁세유데따의 판례상 이

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역무의 범위는 점차 증대하고 있다(보

건, 식료품, 주택, 건상, 연극․ 화, 스포츠, 관광사업 등). 둘째, 사인의 활동

만에 의하여서는 관련 지역적 공익사업의 수요가 충족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은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서, 예컨대 지방혼성기업이 

보다 저렴한 급부 또는 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

로 보고 있다.

1983년의 법률의 제정 이후에는, 실제로는 전문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

에 의하여 대치되어, 지방혼성자본회사는 그 기본적 사업 외에 그와 보충적 

관계에 있는 다수의 사업을 동시에 경 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21)

② 地方混成資本會社에 대한 統制의 緩和

1983년 법률이 제정 이전에는 지방혼성자본기업에는 정부위원(당해 회사의 

활동이 동일 도내에 한정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도지사가 이 직책을 수행하

고 있었다) 또는 국가검사관(그 활동범위가 다수의 도에 미치는 경우로서, 이 

경우 국가검사관은 관계부 장관의 공동결정에 의하여 임명되고 있었다)이 있

었던 바, 정부위원은 당해 회사의 활동에 대하여 문서 및 현장조사권을 가지
고 있었다. 정부위원은 또한 회사의 경 기관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의견을 

발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83년 법률은 지방혼성자본회사의 자율권의 확대의 관점에서 위의 정부위

원제를 폐지하고, 그에 대신하여 다음의 매우 완화된 통제방식을 도입하 다.

동법 제6조에 따라 혼성자본회사의 의결사항, 동회사가 체결한 계약, 그 년

20) 1986. 10. 7.의 꽁세유데따의 자문의견
21) J. C. Douence, L'action économique locale, 1988,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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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회계 및 그에 관한 회계감사관의 보고서는 그것이 체결 또는 채택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사의 본사가 위치한 도의 도지사22)에 통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예컨대 당해 혼성자본회사의 이사회의 의결내용이 그 주주

인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거나 또는 동회사의 사채의 

보증인으로서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위험을 증대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는, 이를 지방회계감사원에 통고한다. 그 경우에는 당해 의결을 한 이사회는 
당해 사항을 再議하여야 하며, 지방회계감사원은 그 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 회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문제에 대한 의견을 통고한다.

위의 절차는 어떠한 법적 제재도 수반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계감사원의 전

문적 지식과 동 기관의 권위에 따라 당해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혼성

자본회사에 의한 위험한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는 활동의 예방, 저지 등에 있

어 매우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ii) 地方混成資本會社에서의 地方自治團體의 優越的 地位의 確保

1983년의 법률은 일정 규정을 두어 혼성자본회사에서의 그 대주주인 지방자

치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사법상의 일반상사회사의 법제

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것은 동회사의 이사회에의 지방자치단체

의 특별한 대표방식 및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의 특별한 법적 지위의 두 

가지로 요약될 있다.

① 地方混成資本會社에 있어서의 地方自治團體의 특별한 代表方式

지방혼성자본회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본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

므로,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 에 있어서는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외에도 지방혼성기업에 참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또는 그 공동체)는 
그 이사회(또는 업무감사이사회)에 적어도 1인의 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혼성자본회사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이사의 총수는 이들 지방자치단

체가 회사자본에서 차지하는 持分에 따라 결정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사

22) 종래 도의 경우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고 있던 도지사(préfet)는 지방자치단체로
서의 당해 도의 장의 지위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그
러나 1982년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확대에 관한 3개 법률에 따라, préfet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지위만을 가지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도의회의 의장이 수
행하는 것으로 되었다. 여기서는 préfet를 도지사로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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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도 또한 총자본에서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점하는 지분액에 따라 결정

된다. 따라서 동일한 자치단체가 수인의 이사를 파견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1인의 주주는 1인의 의석만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법상의 일

반제도에 대한 중요한 예외를 이루는 것이다.

상사회사에 관한 1966년 법률은 이사의 수는 12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3년의 법률은 혼성자본회사의 주주인 각 지방자
치단체의 그 경 에의 직접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혼성자본회사에서는 이

사의 수는 18인까지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 수를 18인으로 하여

도 이사를 파견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은 특별회의에

서 공동으로 1인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代表로서의 理事의 特別한 地位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이사회의 이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

출된다. 1983년 법률 이전에는 지방의회 이외에서 당해 이사가 지명되는 경우

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1983년 법률이 이사의 선출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해 회사의 경 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이었다.

당해 혼성자본회사의 주주는 아니나, 이들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보증인이

거나 또는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회에서 선출되는 

“특별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되는 이사는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으로서의 지

위를 가지며, 그 직책은 지방의회의 종료와 함께 종료된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그 이전에도 그 선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이사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며, 

그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민사법원이다.

Ⅳ. 公企業의 經營機關

공기업의 기관으로서는 이사회(또는 업무감독이사회), 집행부 및 주주총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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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理事會(또는 業務監督理事會)

가. 構成

2차 대전후 국유화조치에 따른 공기업의 이사회는 이익집단대표제 방식에 

따라 구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1983. 7. 26.의 공공부문의 민주화에 관한 법률

은 이사회의 구성에 새로운 대표방식을 도입하 다.

(1) 1945년의 國有化措置에 이후의 公企業 理事會의 構成方式

기술한 바와 같이 2차 대전후 국유화시에 있어서의 기본 이념은 사기업의 

국유화가 그 국 화의 결과로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었다. 즉 사기업의 국

유화조치에 따라 창설되는 공기업은 국가의 관료적 경 체제를 취하여서는 아

니되고, 그 경 에 있어서는 진정한 경제적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이러한 기본적 이념에 따라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同數의 국가, 직원 

및 이용자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사회의 구성방식은 조물법인으로서의 공기업에서 채택하고 있었

던 것으로서, 예컨대 프랑스전기의 이사회는 각 6인의 국가, 이용자 및 직원의 

대표로 구성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보험분야의 공기업의 이사회는 4자 구

성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이들 공기업의 이사회는 각 
3인의 국가, 직원 및 피보험자 대표 외에, “그 전문적 능력”을 이유로 선출되

는 3인의 이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국유화은행의 이사회는 원칙적으로는 3자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그

에 있어서는 전문가 대표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그

것은 실질적으로는 4자 방식에 가까운 것이었다. 즉 1945. 12. 2.의 법률에 따

라 이 부문의 공기업의 이사회는 각 분야의 대표성이 가장 높은 전문직종단체

의 추천에 기하여 임명되는 상업․공업 및 농업분야의 종사자의 대표인 4인의 

이사, 직원대표인 4인의 이사 및 프랑스은행 및 공적․준공적 여신기관의 대

표인 2인의 이사 및 “금융업에 광범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선출되

는 2인의 이사로 구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사회는 초기에는 3자 구성방식이 원칙이었으나, 이후에는 4자 구성방식이 

일반화되었다. 즉 1953. 5. 11.의 데크레는 이사회에 전통적인 3개 집단의 대
표 외에, “그 전문적 식견”에 따라 지명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 다. 이러한 

전문가집단의 대표의 도입으로 이사회에서의 국가의 비중이 증대되게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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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것은 이들 새로운 이사는 전문가집단의 대표로 실제는 국가의 대표이었

기 때문이다.

(2) 1983. 7. 26.의 公共部門의 民主化法律에 따른 理事會의 構成方式

(i) 序說

위의 법률은 그 직원 및 그 대표를 그 공기업의 경  및 근로조건의 책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공기업의 민주화의 실현을 그 기본적 목표로 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따라 공기업의 경 기관의 조직에 기본적 변경

이 가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이 법률의 제정 이후에도 전통적인 경 기구로

서의 이사회 또는 1966년의 상사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입된 업무감독

이사회․업무집행이사회의 기본적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공기업의 민주화의 관점에서 직원의 대표를 이사회의 “완전
한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또한 간부직원의 대표방식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1983년의 법률에 따르면, 동법이 적용되는 공기업의 이사회는 3자 

또는 2자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ii) 3者 構成方式의 理事會
이 방식에 따른 이사회는 먼저 국가 또는 私株主의 대표(국 혼성자본회사

의 경우), 직원대표 및 “그 전문적․과학적․기술적 식견, 당해 사업에 대한 

지역적 여건에 대한 식견, 당해 기업과 관련된 공적․사적 활동에 대한 식견

에 따라 선출되거나 또는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대표로서 선출되는” 이사로 

구성된다.

이러한 이사회의 구성방식은 ① 국유회사 및 국 혼성자본회사, ② 국유보
험회사의 모기업 및 국유공제기업 ③ 프랑스 무역은행 및 프랑스 무역공사의 

4개 범주의 공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iii) 2者 構成方式의 理事會

이 이사회는 18인의 이사로 구성되는 바, 이들은 직원의 대표 및 주주 총회

에서 선출되는 이사로 구성되나, 후자의 경우 국가의 대표는 장관에 의하여 
임명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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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2자 구성의 이사회도 4개 범주의 공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① 1983년 법 제1조에 정하는 조물법인 또는 회사의 자회사(그 기간

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과거 24개월에 걸쳐 20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

고 있는 법 제1조상의 의미의 공유회사, ③ 1983년의 법률의 부칙 I에 열거되

어 있는 회사 및 ④ 혼성자본회사 및 국가 소유의 지분이 그 총자본의 90% 

이하인 주식회사이다.

나. 理事의 任命

이사회의 임명방식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대표인 이사는 당해 공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도 데크레에 의하여 

임명된다.

이에 대하여 국가 이외의 주주의 대표인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된다. 전문가 

대표인 이사는 그 대표조직에 대한 자문절차를 거쳐 데크레에 의하여 임명된

다.

직원의 대표인 이사는 1983년의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된다. 즉 그 후보자는 국가적 차원의 그 대표적 노동조합에 의하여 추천
되어 비례대표제의 명부식투표방식에 따라 선출된다.

1983년의 법률은 간부직원의 대표방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 理事의 法的 地位

1983년의 법률은 이사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한 다음에 직

원의 대표인 이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理事의 一般的 地位

이사회 또는 업무감독이사회의 이사의 임기는 5년이다. 이사회의 이사직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후임자는 이사회의 更新時까지의 잔여기간만을 이사

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이사는 국회의원 또는 장관직을 겸직할 수 없다. 이사는 동시에 4

개 이상의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계속하여 4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국가의 대표인 이사의 직무는 無報酬이나 전문직 대표는 이사직의 수행에 

따르는 보수를 수급할 수 있으며, 혼성자본회사의 사주주의 대표인 이사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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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이다.

이사회의 이사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해임될 수 있다. 국가의 대표인 

이사는 데크레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해임되는 바, 그에 있어 국가는 거의 완

전한 재량권을 가진다. 전문가 대표인 이사도 데크레로 해임되나, 그것은 중대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대하여 私株主의 대표인 이사는 상사법에 따라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만 해임될 수 있다. 이사간의 중대한 의견차이로 회사의 정상적 운 이 저해

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전문가대표인 이사는 집단적으로 해고되며, 이러한 경

우에는 이사회 이사의 전원이 更新된다.

이사회의 이사는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예컨대 1946. 4. 8.의 전기․

석탄회사의 국유화법률 제1조는 ( 조물법인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같

은 조건하에서 회사에 경 에 따르는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 및 그에 대하여는 국가가 

여러 측면에서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의 책임은 

자율적 경 을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실제 이사의 민사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

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사는 형사상의 책임도 진다. 위의 법률 제31조는 부정한 회사실적의 공표 

등의 일정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405조상의 형벌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사 및 대표이사․사장은 1948. 9. 25.의 법률에 따라 일정한 경우 예

산․재정징계법원에 고발될 수 있다.

(2) 職員代表인 理事의 特別한 地位

이들 이사는 그 직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

먼저 이들 이사에는 1966. 7. 24.의 법률상의 의무 또는 금지가 적용되지 아
니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최소한의 주식보유의무는 이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사는 기업내에서의 직원을 대표하는 직책으로서의 기업경 위원회의 위원

이나 보건위원회의 위원 등의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 이것은 이사직과 직원

의 대표라는 지위의 혼동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는 월 15시간 이상을 이사직의 수행에 할당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경

에 대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이 연수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사직은 무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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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이사로서의 직원에 대하여는 그 해고 및 근로계약의 실질적 변경시

에 특별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직원 대표인 이사는 중대한 과오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되는 바, 그 해임조

치는 이사회의 과반수 이사의 요청 및 대심법원의 긴급심리절차서의 결정에 

기하여서만 행해질 수 있다.

직원대표인 이사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당해 이사직무가 무보수로 수행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어느 경우에나 이들에 대하여 주주

대표인 이사와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執行機關(organes de direction)

공기업에서의 지휘․통할업무는 사장단 또는 업무집행이사회가 이를 수행한

다. 일정 공기업(에어프랑스, 금융․보험회사, 국 철도회사, 프랑스전기, 프랑

스가스 등)에서는 이 업무는 각각 별개의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의장 및 사장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른 공기업(르노자동차회사, 1982년의 국

유화회사)에서는 앞의 업무는 이사회의장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장은 사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다.

(1) 法的 地位

1958. 11. 28.의 법률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책정된 리스트에 열

거되어 있는 공기업의 사장단은 국무회의에서 임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재 이들 사장단의 리스트는 1985. 8. 6.의 데크레의 附則에 수록되어 있다.

1983년의 공공부문의 민주화법률 제1의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기업 및 1982년에 국유화된 회사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제
의에 따라 그 이사 중에서 임명된다.

업무집행이사회․업무감독이사회의 체제를 취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그 집행

이사는 당해 이사회의 제의에 따라 외부 인사 중에서 임명된다.

이사회의 의장이 당해 직무를 겸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공기업의 사장

은 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된다. 예컨대 프랑스전기 및 프랑스

가스의 사장은 이사회에의 자문을 거쳐 임명되며, 프랑스국 철도의 사장은 

이사회 의장의 추천과 이사회에의 자문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1979. 2. 28.의 데크레에 의하면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회의 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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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인 경우에는 이사의 자격상실과 동시에 사장의 신분도 종료된다. 1984. 9. 

13.의 법률에 따르면, 1983년의 공공부문의 민주화법률 제1조에 규정되어 있

는 공기업 및 공사혼성자본회사의 이사회의 의장, 사장, 업무집행이사회의 이

사의 정년 연령은 65세로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일정 사유(사임, 정년의 도래, 공무원의 경

우 파견근무기간의 종료 등)의 발생과는 무관하게, 정부는 당해 조치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어느 때나 공기업의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그 기간을 정하여 임명된 사장의 경우에도 정부는 그 재량에 따라 이들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단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

여 파리행정법원은 1986. 5. 23.의 판결에서 그 확정임기로 임명된 경우에는 

관계인은 동기간 중에는 不可動的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 아랍세계연구소의 

소장의 임기 전의 해임조치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예컨대 1983년의 공공
부문의 민주화법률 제10조와 같이 이사회의 의장 또는 업무집행이사회의 이사

는 데크레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함에 그치고, 그 해임요건은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의 해임조치는 재량처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2) 權限

이사회의 의장 및 사장의 권한은 공기업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프랑스국

철도, 에어프랑스, 해운회사 등의 일단의 공기업에 있어서는, 그 경 에 있어 

이사회의 의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회사의 지휘․통할

권은 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장은 이러한 이사회의장의 단순한 협조
자로서 의장의 통제와 책임하에서 관련 업무를 집행함에 그친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전기나 프랑스 가스 등의 일단의 공기업에서는 사장은 

엄격한 의미의 당해 회사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즉 사장은 이사회의 광

범한 권한 위임을 받아서 회사 경 상의 실질적 경 에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장은 통제기관과 사장과의 의견대립시

에 그 조정적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3. 株主總會

주식회사의 대표적 기관으로서의 총회는 그 자본금의 전액을 국가가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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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국유회사의 경우에는 그 존재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따라서 주주총회

는 혼성자본회사의 경우에 비로소 거론될 수 있는 문제이다.

(1) 國有會社

국유회사의 경우는 국가가 유일한 주주이므로, 그에는 주주총회는 없으며, 

총회의 권한은 공기업에 따라 다음의 몇 개 기관이 이를 행사하고 있다.

공업회사, 1982년의 국유화조치에 따라 창설된 금융․재정회사 등에서는 총

회의 권한은 이사회가 이를 행사하고 있다.

다른 기관이 총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1973. 1. 4.의 법

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국유금융회사에서의 총회의 권한에 일응 상응하는 

권한은 은행감독위원회가 이를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권한은 

주식회사의 총회의 권한과 비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이 

위원회는 이사회의 이사임명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승인 없이는 

당해 회사의 정관이나 그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었다.

국유보험회사에 있어서는 국가보험평의회가 총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관도 위의 은행감독원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이사의 임명권이나 

당해 회사의 정관의 변경 또는 그 자본금액의 변경권은 없었다.

(2) 國營混成資本會社

이러한 혼성자본회사에는 주식회사에 관한 일반법제에 따라 주주총회가 설

치되어 있으나, 그 구성이나 권한에 있어 당해 기관은 일반 주식회사와는 다

른 법제를 취하고 있다.

먼저 이 총회에서 국가의 대표의 정도는 그 자본금에 대한 국가의 소유지분

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프랑스석유회사의 경우, 국가는 그 자본금의 

35%를 소유하고 있으나, 총회에서는 총투표수의 40%를 점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현상으로서 그 자본금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혼성자본회사에 있어서 국

가가 총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국유혼성자본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가 그 대부분의 실질적인 권한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것이다. 

예컨대 당해 회사의 정관이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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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관의 변경권은 주주총회의 권

한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회사자본금의 변경도 마찬가지이다. 

주주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또는 특별과반

수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전술한 총회의 제한적 기능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국유혼성자본회사에는 총

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은 단지 주식회사로서의 외관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23)

Ⅴ. 公企業에 대한 監督

1. 槪說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개의 상반적 요청이 기본

적 고려대상이 된다.

일면에 있어서는 공기업의 사업의 상공업적 성격에 따라 그에는 경 상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공업적 사업은 그 사업주체의 완전

한 책임하에서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

진의 창의성은 상실되게 된다. 따라서 극단의 엄격한 감독조치는 필연적으

로 경 진의 책임의식의 결여사태를 유발하고 기업경 에 있어서의 낭비 및 

비능률성의 원인이 되는 관료적 경 사태로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는 공기업의 경 은 국가적 공익, 특히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상의 기본적 요청에 부합하는 공기업의 경 을 확보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는 것이다. 공기업에 지나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공익보다는 당해 

기업 자체의 이익을 보다 중시하고 있는 테크노크라트에 의하여 장악되고 있

는 강력한 경제적 세력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자율권

의 인정에는 그에 대한 국가의 일정한 감독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 있어서는 전술한 상반적 이익 또는 요청

의 균형점의 발견이 그 기본과제라 할 것이다.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는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방식이 있다.

사전적 감독은 주로 공기업 주체의 결정에 대한 국가의 승인방식으로 행해

23) J. Duffau, op. cit.,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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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서,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의 경 권의 국가에의 이양, 또는 

적어도 공기업의 공동경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후적 감독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는 공기업주체는 그 결정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이 감독에 있어서는 이미 행해

진 결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적법성통제의 관점에서 과오 또는 과실로 행

해진 결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2. 事前 監督

공기업에 대한 인적 감독(공기업의 이사 또는 사장단의 임명, 해임 또는 그

에 대한 승인 등)의 문제는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공기

업의 활동에 대한 감독의 문제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공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국가의 감독은 재정 및 경제적 균형에 

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경제․재정적 감독과 각 기업의 경 문제에 대한 

기술적 감독으로 나뉘어진다.

(1) 經濟․財政的 監督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

(i) 事前承認

1953. 8. 9.의 데크레(1978. 2. 16.의 데크레로 일부 개정)는 공기업의 경

진의 일정수의 결정은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기업의 다른 공기업의 자본에의 참여 또는 그 확대결정은 데크레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공기업의 예산, 대차대조표, 경 결산서 및 

이익의 할당. 이사의 출석수당, 이사회의 의장 및 사장의 보수 등에 관한 결정

은 재무부장관 또는 관계 장관의 공동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계 장관은 공동결정에 의하여 개개의 기업 또는 일정 범주의 기업의 결산

서의 관리, 고정자산 減價償却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직원의 보수에 관한 일정사항에 관한 결정도 관계 감독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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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國家檢査官(contrôleur d'Etat) 및 檢査團(mission de contrôle)에 의

한 監督

공기업의 경제활동 및 재정관리는 재무부장관을 대신하여 국가검사관 또는 

검사단이 이를 감독하는 바, 검사단의 장은 국가검사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

고 동일한 책임을 진다. 국가검사관은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어 있는 職群을 

형성하나, 검사단의 장은 특별한 직군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국가검사관, 
꽁세유데따 또는 회계검사원의 구성원, 또는 재무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임

명된다. 국가검사관 및 검사단의 장은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된다.

국가검사관 및 검사단은 공기업에 대한 감독활동과 관련하여. ① 관계 공기

업의 의결 또는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무장관에게 제출하고 ②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정기보고서 및 그 감독하에 있는 공기업의 경제․재정상황에 관

한 년간보고서를 위 장관에게 제출한다.
국가검사관 및 검사단은 공기업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는 서류검사 및 현장

검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의견을 발하거나, 기타 당해 

회사의 위원회 또는 총회의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국유회사 및 혼성자본회사는 당연히 국가검사관 또는 검사단의 경제․재정

감독을 받으며, 이들은 데크레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본금의 과반수를 소

유하고 있는 위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하여도 위의 감독을 행할 수 있다.

(2) 技術的 監督

이 감독은 당해 공기업의 소관부의 장관의 대표인 정부위원에 의하는 것이 보

통이나, 특정 문제에 대하여는 일정 전문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i) 政府委員에 의한 監督

정부위원은 그가 배속되어 있는 공기업에서 소관감독장관을 대신하여 지속

적으로 행정적․기술적 통제를 행한다. 정부위원의 책무는 소관감독부의 국장

(예컨대 프랑스전기 및 프랑스가스에 대하여는 상공부의 전기․가스담당국장)

이 이를 수행한다.
이러한 감독기관으로서의 정부위원의 일반적 지위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은 

없는 결과, 그 권한은 개별적 법령, 당해 기업의 정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

여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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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의 권한은 정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프랑스 석유회사에는 2인의 정부위원이 있는바, 이들은 당해 회사의 경 에 

대하여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먼저 이들은 일정수의 이사회의 

결정을 정지하거나(예컨대 주식이양에 관한 결정),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再議時에도 이사회가 그 결정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정부위원은 정부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위원은 국가의 일반정책에 관한 사항(외교, 군사정책, 합병에 의한 회사

에 대한 감독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일종의 거

부권을 가지고 있다. 즉 이들 사항에 관한 제안이 주주총회의 議事日程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정부위원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있어서는 3

분의 2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바, 당해 회사의 정관에 따라 국가는 

그 투표권의 4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의사에 반한 결정이 행해질 가능
성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1990. 12. 12.의 데크레는 우편․프랑스정보통신회사에 소관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되는 정부위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위원은 동회사의 이사회에 의하여 수립되는 그 기본정책의 정부

의 일반방침, 조건명세서 및 계획이행계약에의 합치성의 확보를 그 기본 임무

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의견을 발할 
수 있다. 정부위원은 감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검사

할 수 있다 정부위원은 모든 관련 문제를 이사회의 의사일정으로 등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의결에 대하여는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위원은 또한 

특정 사항의 심의를 위한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ii) 特定問題에 대한 專門機關의 監督

전술한 바와 같이 기술적 감독은 정부위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

나, 특정 문제에 대하여는 일정 전문기관이 이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경제․사회기금의 지도이사회는 프랑스 전기․가스, 프랑스석탄 등의 에너지 

분야의 공기업, 프랑스국 철도, 파리지하철공사, 에어프랑스, 파리공항, 일반

해운공사 등의 운수분야의 공기업 및 우편․정보통신공사와 같은 정보통신 분

야의 공기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을 검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상기 공기업의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나 그 사업의 진행속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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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발한다. 

이사회는 또한 위의 투자 등 계획의 변경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며, 당해 계획

의 집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다.

다른 공기업의 경우는 그 투자계획은 소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3. 事後 監督

공기업의 경 에 대한 사후 통제기관으로서는 일정수의 전문기관 및 의회가 

있다.

(1) 專門監督機關

전문통제기관으로서는 회계감사원, 회계감사관 기타 일정수의 특별감독기관
이 있다.

(i) 會計監査院

종전에는 1948. 1. 6.의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있었던 행정기관으로서의 공

기업회계검사위원회가 공기업의 회계 및 재정실적을 검사하고 있었으나, 1976. 

6. 22.의 법률의 제정 이후에는 그에 대신하여 회계감사원이 공기업의 회계 및 
경 실적을 검사하고 있다.

국가의 상공업적 조물법인, 국유회사 및 공사혼합자본회사는 반드시 회계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기타 상공업적 활동에 당하는 기업(앞의 기업의 

자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우는 회계감사원의 검사는 임의적으로, 검사 여부는 

회계감사원이 이를 결정한다.

회계감사원이 관계 공기업에 대한 검사를 마치면, 소관감독부 및 당해 공기
업의 임원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바, 그에서는 기업의 회계, 활동, 경  및 

그 결과에 대한 일반적 소견과 아울러 그 회계의 적정성 및 성실성과 당해 기

업의 경 의 질에 대한 의견이 개진된다.

(ii) 會計監査官

1945년의 국유화조치에 따라 창설된 주식회사 형식의 공기업 및 일정 수의 
상공업적 조물법인(프랑스 전기, 프랑스 가스, 프랑스 석탄)에는 회계감사관

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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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관은 재무부장관(국유화은행, 프랑스 전기․가스) 또는 고등법원의 

제1부장(국유화보험회사, 해운회사)에 의하여 임명된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 

이들 회계감사관은 소관감독부(해운회사, 조물법인) 기타 공공감독기관에 그 

감사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회계감사관제도는 1984. 3. 1.의 법률에 의하여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동

법 제30조는 그 직원수 및 그 총매상고 또는 총 업실적이 데크레로 정하는 

일정 수치 이상의 상공업적 조물법인에는 1인 이상의 회계감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주식회사 형식의 공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iii) 기타 特別監督機關

1984. 1. 24.의 법률에 따라 여신회사는 경 원칙에 관하여 금융규제위원회

가 제정하는 규칙의 규제를 받고 있다. 당해 회사에 의한 관련 법령의 준수의 
확보는 금융위원회가 이를 담보하고 있다.

1958. 9. 23.의 법률에 기하여 재정감찰단(Inspection générale des finances)

도 공기업에 대하여 일정 한도의 통제를 하고 있다.

전술한 일반적 감독기관 외에도 공기업은 특별기관으로서 공역무의 비용 및 

생산성조사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 공공계약중앙위원회 등의 조사, 감독을 받

는 경우도 있다.

(2) 議會

의회에 의한 공기업의 통제는 그 일정한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행한

다. 그러한 위원회로서는 먼저 일정 수의 검사위원회가 있는 바, 이들 위원회
는 공역무 및 공기업의 행정적, 재정적 및 기술적 경 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이러한 검사위원회 외에도 일정수의 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이들 위원회는 일정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위의 위원회의 위원들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원의 특별보고서를 받

고 또한 그 통제하에 있는 모든 공기업의 경 에 대한 모든 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기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1958. 12. 30.의 법률에 따라 정부는 매년 공기업의 목록과 그 경 실적, 

업상의 손실 및 국가의 前拂金에 관한 정보를 매년 의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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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의회에 의한 공기업에 대한 유용한 통제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4. 公企業에 대한 監督의 問題點

공기업에 있어서는 국가의 여러 통제는 당해 사업 또는 활동의 공익성의 측

면에서 그 정당성의 계기가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 바, 이들은 대체로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공기업에 부과되고 있는 현행의 통제는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로 사전적 통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통제는 

임원들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로 된다는 것이다.

둘째, 다수의 감독은 그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후적 

감독에 당하는 기관과의 관련에서 제기되는 것으로서, 비판론들은 이들 감독

기관은 공기업의 회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그 적법성의 시각에서만 이를 통

제함으로써, 당해 기업경 의 문제나 그 경제적 실효성의 측면이 간과되고 있

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기업에 대한 대표적 감독기관

인 회계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기업의 재정적 활동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그 경 의 질도 또한 심사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의 비판은 전적으

로 타당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기업에 대하여는 과도하게 다양하고 많은 통제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은 기술적 통제와 재정․경제적 통제를 대비하여 보면, 일단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은 단일 통제기관이 아니라, 

그 기본적 관심사를 달리 하는 2개의 상이한 기관으로서의 국가검사관․검사

단과 정부위원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 경우 국가검사관 또는 검사단은 경

제․재정적 요청의 관점에서 관계 기업을 통제하는데 대하여, 정부위원의 통

제의 시각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당해 기업의 원활한 운 인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의미의 기술적 측면과 재정․경제적 측면을 구분하여 다루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측면은 내용적으로 긴 하

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비능률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회계검사원이나 

의회의 위원회의 검사가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예컨대, 

이들 기관의 보고서에서 수차에 걸쳐 공기업의 위법 또는 남용 사례가 규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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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으나, 그에 따라 그 경 진이 인책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이들 경 진은 

다수의 측면에 있어 공기업의 경 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이러한 상황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Ⅵ. 結語

위에서 프랑스의 공기업에 관하여 그 형성․발전과정, 공기업의 관념, 공기
업의 경 구조 및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던 바, 다음

에서는 먼저 이러한 프랑스의 공기업에 대한 평가적 견해 및 이러한 프랑스 

공기업법제가 우리나라의 행정법상의 공기업의 연구에 있어서의 의의에 대하

여 나름대로의 견해를 개진함으로써 이 을 마치고자 한다.

기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는 상공업적 조물법인, 국유기업 또는 공사혼

성자본회사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공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이러한 공기업이 
국민 경제에서 점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에 대하여는, 

지방혼성자본회사를 제외하면, 그에 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결과, 

프랑스의 공기업의 법제는 그 다양성 내지는 복잡성에 의하여 특징지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기업의 법제가 다양성을 띄우고 있는 것은 아마도 프

랑스의 공기업은 일관된 이념이나 원칙에 따라 창설된 것은 아니고, 일정 시

기에 있어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생성된 것이라는 점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 관점에서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으로는 보

이지 아니한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는 공익적 관점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생활상 긴요한 재화․써비스를 생산․공급을 사기업에 

일임하는 경우, 사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고 보면, 그 경 에 있어서는 

이윤의 극대화가 至上命題로 되고,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공익적 측면은 전적
으로 도외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것은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또는 정책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임은 물론이다.

경제정책적 관점에서는 당해 사업의 공익성이 특히 부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그것이 국민경제상 점하고 있는 비중이나 역할의 관점에서 이를 사기업

에 일임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1982년에 다수의 사적 금융기관이 국유화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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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기업의 존재의 정당성의 관점

에서는 부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공기업에의 국가의 적극적 참여 및 그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기본적으로는 

전술한 공익요청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공기업에의 국가의 적극적 참여는 공기업의 형태의 측면에서는 상공업적 

조물법인, 국유회사 및 공사혼성자본회사의 형식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당

해 경 에 있어서의 국가의 지배적 지위에 의하여 구현되고 있는 것임은 위에

서 본 바와 같다.

공기업에는 그것이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그 합리적․능률적 경 이 담보되

어야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 프랑스의 공기업은 그 공익성에 따

르는 국가의 관여라는 측면이 보다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공기업에 대한 감독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의 

지나친 관여는 공기업의 경 진의 책임성이나 창의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여 그것은 결국 당해 공기업의 不實經營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유

발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에 따른 궁극적 피해자는 국

민 일반임은 물론이다.

이상에서 프랑스의 공기업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 또는 소감을 간단

히 적어 보았거니와, 이를 요약하면 프랑스의 공기업의 법제 내지는 그 실질

적 운 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것은 잠정적인 것에 그치고, 이 주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일정 수의 공

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보려고 한다.

이 은 우리나라에서의 공기업이론의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 보려는 데에 그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임은 서두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괄적이기는 하나, 프랑스 공기업에 관한 검토를 마친 이 시점에서는 

프랑스의 공기업의 법제가 우리 공기업론의 검토에 있어 어느 정도의 유용성

이 있는지는 필자 스스로 확실하지 아니하다.

먼저 기술한 바와 같이 공기업에 대하여는 일반법이 없는 결과, 공기업에 관

한 일반론의 정립상 프랑스의 공기업의 구체적 법제는 별달리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마도 실무적 관점에
서는 특정 회사의 법제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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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관념의 정립에 있어서도 프랑스의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형식적 관

점에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것이 우리 행정법상 공기업에 관한 일반

론의 정립에 있어서는 그다지 유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공기업의 경 구조도 마찬가지이다.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의 관점에서도, 프랑스의 법제는 그에 특유한 것

이라는 점에서는 이들 법제가 우리나라에 유용하게 도입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공기업은 그 법제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공기업에 관한 일반론의 정립에 있어서는 그 유용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

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 공기업에 있어서의 기본적 요소 

또는 이념을 이루고 있는 공익실현이라는 관념은 우리나라에서의 공기업론의 

전개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도구개념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는, 이 측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것은 필자의 다음의 연구

과제로 하기로 하고, 이 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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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Une étude sur les entreprises publiques 

en France

Dong-Hi Kim
*

24)

L'entreprise publique en droit administratif coréen est définie comme une 

forme d'actions administratives destinée à founir des services ou prestations 

matérielles aux citoyens. Contrairement aux actes administratifs, qui sont des 

actes des puissances publiques, la forme d'action d'entreprise publique est un 

acte de gestion.

Cette forme d'action d'entreprise publique prend une position non négligeable 
en droit administratif coréen; malgré cela, le niveau de sa théorie est, pour 

ainsi dire, dans un etat de sous-dévelpement.

C'est pour founir des matériaux de référece uniles pour des recherches     

éventuelles plus aprofondies de cette brache de l'entreprise publique que nous 

avons étudié les entreprise publiques françaises.

Nous les avons examinées sous les rubriques suivantes: la naissance et     
l'évolution des entreprises publiques, la notion et classification des entreprises 

publiques, les structures des entreprises publiqes, et enfin, le contrôle des 

entreprises publiques.

Nous avons examiné les diverses formes d'entreprises publiques: les 

entreprises à forme d'établissement public industriel et commercial et celles à 

forme de société; ces dernière nous les avons étudiées sous ses deux formes 
juridiques distinctes: sociétés à capital public et les société d'économie mixte.

Nous avons examiné les entreprises publiques françaises sous ses divers 

aspects indiqués ci-dessus de façon bien conrète pour en tirer des idées ou 

matériaux de réference utiles pour l'étude de notre entreprise publique. Une 

telle attente n'est pour le moment pas satisfaite, cela, essentiellement à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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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disparités et diversités trop poussées des régimes juridques qui existent 

entre les entreprises publiques. Malgré cela il y a un résultat bien positif de 

cette recherche: c'est la constatation que la raison d'être, ou la légitimité 

d'existence des entreprises publiques, on ne peut la trouver que dans l'idée de 

l'intérêt général attaché à des rôles ou fonctions des entreprises publique. Une 

autre étude des entreprises publiques françaises sous cet aspect concret pourrait 
donner un résulata plus ut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