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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규제란 공익을 위하여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는 상대

방에게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정당화가 요구된다. 적정 수준의 공공

재 공급, 독점이윤의 환수 및 소비자보호 등의 공익확보가 규제의 정당화 사

유이다. 그러나 규제로 인해 이익집단에 의한 정부의 포획, 정보부족, 관료적 

이익 추구로 인한 정부실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규제완화가 추진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로 전

파되었다. 그러나 극단적 규제완화는 금융위기와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심화

시켰다. 이제는 규제와 규제완화의 양 극단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

제를 수용하는 재규제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통제하려는 내

용으로 규제완화의 입장에 서 있다. 이러한 규제관념은 규제법의 구성을 어

렵게 한다. 왜냐하면 규제의 이익과 비용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만으로  

규제법의 고유한 논리를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행정

법학에서 규제법에 대한 일반 이론이 아직까지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는 규제법을 독점적인 

공익산업의 민영화 또는 자유화와 관련하여 인식한다. 독점적 공익산업이 민

영화된 이후 경쟁촉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규제로 파악하는 것

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특히 망을 중심으로 급부를 제공하는 망산업에 대한 

규제법적 연구에 유용하다. 망산업규제에 관한 법인 망산업규제법은 보장국

가론과 관련된다. 보장국가론에 따르면 민영화 이후에 국가는 급부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제공을 민간에 맡기되 급부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망산업규제법에 대한 연구는 망규제에 대한 공통적인 법리를 발

견하고 규제법의 일부로서 행정법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망

산업규제의 목적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보호로 나타난다. 망산업규제의 수단

으로 경쟁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진입장벽 완화, 제3자의 망이용 보장 및 적절

한 망이용료 설정이 있으며,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보편적 공급 및 소비자

가격 규제가 있다. 망산업규제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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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규제 전문기관에 대한 조직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망산업규제법의 논리는 독일의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법에서도 발

견된다. 독일 전력산업은 에너지산업법에 의해 규율된다. 역사적으로 독점화

된 전력산업의 규제를 위해 1935년에 에너지산업법이 제정되었으며, 규제완

화의 흐름 속에서 전력산업을 자유화하고 사업자의 협의에 의한 망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1998년 개정되었다. 협의에 의한 망접속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았기에 2005년 에너지산업법을 개정하며 망접속에 대한 법령상 근

거를 두었다. 독일 에너지산업법의 목적은 전기의 안정적 공급, 적절한 에너

지 가격, 소비자 및 환경 친화성 등이다. 전력산업 경쟁촉진을 위해 에너지

망사업에 대해서만 허가를 요구하고 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로 충

분하도록 하여 시장진입장벽을 낮추었다. 한편, 수직통합에너지공급기업을 

자연독점적 성격이 있는 망사업과 경쟁이 가능한 발전사업 및 판매사업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망접속을 보장하며, 망이용료가 적정하게 정해질 수 있도

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였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도록 사업자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전력

산업규제를 위해 독립적인 연방망규제청을 설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발전, 송전, 배전, 판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분리하고 경쟁적인 전력산업구조를 만들고자 「전력산업 구

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기사업법」을 전부개정하였다. 

「전기사업법」은 망분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원칙

적으로 전기사업의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수직통합체계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정한 망접속을 보장하며 전기설비 이용료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망이용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소비

자보호를 위해서는 전기사업자에게 보편적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망산업규

제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부개정된 「전기사업법」 부칙의 경과

조치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여전히 과거와 같이 모든 전기사업을 할 수 있

기 때문에 경쟁촉진을 위한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현실적으

로도 한국전력공사가 6개 발전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고, 송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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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ㆍ판매 부문에서 계속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전력산업

규제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을 두지 않고 사전 심의기관으로 「전기

위원회」를 두고 있을 뿐이다.   

2011년 순환정전사태 이후 매년 여름 발생하는 전력난의 한 원인으로 전

력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들 수 있다. 전력산업을 정상화하기 위

해 현재의 규제 일변도의 법체계에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법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전기사업법」은 망산업규제법의 일부 요소를 갖추

고 있으나 망분리와 정교한 소비자보호 수단이 미비한 문제가 있다. 망산업

규제법 연구는 향후 전력산업규제에 관한 입법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망산업 관련 행정법이론에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 규제법, 에너지산업법, 전문규제법, 전력산업, 망분리, 망접속, 망

이용료

학  번 : 2010-3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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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최근 한반도는 여름마다 무더위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가정, 사무실, 학

교, 사업현장 가릴 것 없이 냉방장치의 제한 가동으로 열파를 체감하고 있

다. 이는 이른바 ‘기후변화’1)(climate change)에 따른 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전력부족으로 인한 반강제적 수요관리2)에 기인한 바가 크다. 산업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정부가 공장 가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

전력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냉방장치를 끄는 것으로 부족해 사무실 전등

을 소등하여 어둠속에서 일하는 촌극이 벌어졌다.3) 이는 2011년 9월 15일 

전국적인 순환 대정전 이후, 여름마다 계속되는 풍속도이다. 언론에서는 연

일 전력 부족을 대서특필하고 있으며 나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느라 

분주하다.4) 이러한 현실의 도전 속에서 법학, 특히 행정법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일까? 

행정법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역사적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왔

다. 건국 초기에는 법률 제1호의 「정부조직법」5)을 통해 국가의 뼈대가 되

는 국가 기구를 형성하고, 각종 국가제도를 법률의 형식으로 가다듬었다. 한

편, 민주화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보호하는 방패 역

할을 담당했다. 거칠게 말하면 행정법은 조직법을 통해 국가의 기반을 닦았

1) 전 지구적으로 기온 및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며, 그 원인으로 

인간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지목되고 있다. 이유진, 기후변화 이야기 , 살림

출판사, 2010, 7-14면 참조. 

2) 2013년 8월 5일부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강제절전 등이 취해졌

다. ‘전력가뭄’에 언제까지 국민 절전만 호소할 건가, 동아일보, 2013. 8. 6., A27면. 

3) “한전 전력수급비상, 소등한 사무실”, 경향신문, 2013. 8. 12., <http://news.khan.co.kr/kh_news/ 
khan_art_view.html?artid=201308121507011&code=940100> (2014. 7. 10. 최종방문)

4) “산업용 전력 소비 줄이고 발전 용량 확보할 근본 대책을”, 조선일보 2013. 8. 13., A31면; “전기

는 땔감이 아니다”, 중앙일보, 2013. 8. 23., 30면 등. 

5) 1948년 7월 17일 공포ㆍ시행. 「정부조직법」은 제헌헌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는 국가 

형성에 있어 정부의 구성이 필수적인 요건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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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찰행정법의 논리로서 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확보하고자 했으

며, 급부행정의 논리로서 국민의 분출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전 분투

해 왔다.

이러한 행정법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공익6)의 증진이라 할 수 있다. 일단 

공익을 글자 그대로 ‘공적인’ 이익이라 한다면, ‘공적인’의 다른 표현인 ‘공

공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공익 증진이라는 행정법

의 목표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어떻게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 달리 말해 일단 규제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을 규제법이라 할 때, 규

제의 목적, 주체, 수단, 절차 등을 포괄하는 규제법의 체계 및 기능이 문제된

다. 규제법의 체계 및 기능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규제와 규제법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규제와 규제법의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이론상 그 의미와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국가

별 그리고 시대별 의미와 형성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 구체적인 연구영역인 망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전력산

업의 특성과 연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규제법은 진공상태에

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규제대상의 특성에 맞추어 구성되어 나가기 때문

이다. 연구대상인 전력산업은 에너지산업의 일부이다. 에너지 산업은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산업이다. 즉, 에너지 산업은 금융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산업이며7) 에너지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

대 문명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한편, 미시적인 측면에서 에너지는 개인

에게 생활필수품, 즉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에너지공급에 대한 공법적 관심은 20세기 초부터 이루어졌다. 특

히, 독일에서 포르스트호프(Ernst Forsthoff)는 ‘생존배려’(Daseinsvorsorge)에 

대해 논하면서 에너지공급과 관련한 국가의 역할 또는 기능에 대하여 언급

한 바 있다.8)   

6) 공익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익이 성립하기 위해 “다수의, 불특정적인 사람의 이익

과 관련이 있는 이익”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최송화, 공익론 –공법적 탐구- , 서울대학교출판

부, 1996, 62면 참조.

7) 김화진, “글로벌 에너지산업과 국제정치”,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2009, 149면.

8) Ernst Forsthoff, “Die Verwaltung als Leistungsträger”, Stuttgart 1938, S.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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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가의 역할 또는 기능은 전력산업에 대한 법적 규율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관련된다. 전력산업규제의 목적은 앞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는 공

익증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익은 모든 법이 추구해야 할 목적일 뿐만 

아니라 공익이라는 말이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기에 전력산업과 관련해서

는 그 목적을 좀 더 특정할 필요가 있다. 실정법의 예를 찾아보면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제도확립 및 경쟁촉진을 통한 전기사업 발전, 전

기사용자 이익보호, 더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을 들고 있으며(「전기사업법」

제1조), 독일의 에너지산업법(EnWG)9) 10)도 그 목적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전

기 및 가스 공급에 있어서의 안정성, 적절한 가격, 소비자친화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 및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확대를 들고 있다. 공익의 의미를 찾을 

9)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Energiewirtschaftsgesetz) vom 07.07.2005., BGBl. I 
S. 1970, ber. S. 3621. 2013년 10월 4일 최종 개정(BGBl. I S. 3746). 

10)  ‘에너지산업법’은 독일어 ‘Energiewirtschaftsgesetz’를 번역한 것으로서, 종래 ‘에너지경제법’으
로 번역되기도 했다 (예컨대,  롤프 슈토버/최송화․이원우(공역), 독일 경제행정법 , 법문사, 
1994, 457면; 롤프 슈토버/장경원(역), “현대 규제행정법의 모델에 관하여 – 공법상의 민영화후

속법의 현황과 관점”, 이원우(편), 정보통신법연구Ⅰ , 경인문화사, 2008, 9면 등). 독일어 

‘Wirtschaft’의 뜻을 살펴보면, 모델 독한사전(삼화출판사)에서는 “경제, 가계, 경제적 살림살이” 
등으로, 독일 Duden 사전은 “상품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시설들(Einrichtungen) 및 조치들

(Maßnahmen)의 총합” 등으로, Langenscheidt Collins German-English/English-German 사전은 

“economy” 또는 “industry and commerce” 등으로, 그리고 Verlag C.H.Beck의 전문용어 사전인 

Wörterbuch für Recht, Wirtschaft und Politik 또한 “economy” 또는 “trade and industry” 등으로 옮

기고 있다. 언어 용례에 비추어 보면 ‘에너지경제법’ 또는 ‘에너지산업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제명을 번역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위 법률의 주요 내

용이 에너지 관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전기산업 및 가스산업에 대한 공법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에너지산업법’이라는 번역이 보다 적절하다. 또한  ‘Energiewirtschaftsgesetz’
의 영어 번역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에너지정책을 관장하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및 

에너지규제를 담당하는 독일 연방망규제청(BNetzA)이 ‘Energy Economy Act’가 아닌 ‘Energy 
Industry Act’로 번역하고 있고(www.bmwi.de 및 www.bundesnetzagentur.de에서 검색한 다수의 문

서), 독일에서 출간된 독일 에너지법에 대해 영어로 쓰인 서적인 Energy Law in Germany의 부

록에 실린 ‘Energiewirtschaftsgesetz’의 영어 번역본에서도 제명을 ‘Energy Industry Act’로 하고 

있으며(Carsten Corino, Energy Law in Germany: and its Foundations in International and European 
Law, München 2003, pp. 183-205), 로베르 슈망 센터의 지원을 받아 유럽의 에너지법들을 서술

한 서적의 독일편에서도 ‘Energy Industry Act’라 하고 있다(Pritzsche/Klauer, §8 Germany, in: 
Peter Cameron (ed.),  Legal Aspects of EU Energy Regulation, New York 2004, S. 153 등 참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에너지경제법’이 아닌 ‘에너지산업법’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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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법문구의 기계적인 해석이 아니라 (물론 해석의 첫 걸음은 법문구에 대

한 분석에서 시작한다), 전체 제도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

력산업에 대한 법적 규율의 목적을 살피고 나면, 우리의 관심사는 그 공익 

달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규제원칙과 규제제도의 집행을 담당하는 

규제기관, 그리고 개별적인 제도를 구체화한 규제기준, 그리고 규제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을 살펴보아야 한다.11)

에너지산업, 특히 전력산업에 대한 법적 규율은 공적 개입의 강도와 관련

하여 여러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 또는 공기업이 직접 모든 전기공

급12)을 담당할 수도 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기능적으로 업무를 분담할 

수도 있으며, 민간기업이 전기공급을 담당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민간, 공

공부문을 막론하고 전기공급기업이 독점적 지위에 있었는바, 이른바 ‘자연독

점’(natürliches Monopol; natural monopoly)13)의 폐해를 교정하기 위해 공급

강제, 가격규제 등의 규제 방식이 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시장기능에 맡기

지 않고 (규제를 동반하는) 독점체제를 인정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

영할 유인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독점을 깨뜨리고 경쟁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규제를 폐지하고 전적으로 규제에 맡기는 경우 이후 사회기반시설 투자 부

족 및 요금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무분별한 규

제완화에 대해 반성의 움직임이 일었다. 이제는 규제와 경쟁 중 하나를 고르

는 문제가 아니라 두 수단을 어떻게 조화롭게 목적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하

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를 거시적인 역사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규제의 

11) 이러한 규제법의 체계는 규제법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논리적으

로 정리한 것이다. 통신규제법 및 금융규제법에 대해 이러한 체계를 통해 분석한 사례로서 이

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822-825면 및 883-889면 참조.

12) 이 논문에서 ‘전기’와 ‘전력’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물리학에서 전기는 에너

지의 일종으로, 전력은 전기가 단위 시간에 하는 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상 언어 용례나 법적 

측면에 명확한 구분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대체로 전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나 

이미 전력이라는 용어로 굳어져 있는 경우나 법령에서 전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력’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

13) ‘자연독점’이란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여 경쟁자 보다 비용상 이점을 가지는 규

모의 경제(Skalenvorteil; economy of scale)로 인해 발생하는 독점을 말한다. 이준구, 재정학 제

4판, 다산출판사, 2012, 92-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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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운동이라 할 수 있다.14) 현재 단순한 탈규제에서 벗어나 규제의 합리화, 

더 구체적으로 똑똑한 규제(smart regulation)15) 또는 더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16)의 문제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 즉, 규제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이 규제를 철폐하거나 규제강도를 낮추는 것으로부터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

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품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17) 

이러한 규제의 문제는 경제학 또는 행정학뿐만 아니라 행정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링거(Martin Bullinger) 교수는 “자유화된 경제 영역에서 

규제법이 환경법과 같이 현대화된 행정법의 실험장(Erprobungsraum)”으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하여 행정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바18), 향후 규제법이 

행정법의 지평을 확장하고 내용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공급에 대한 독일의 논의를 망산업규제법의 체계와 기

능이라는 틀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는 가장 상위의 규제법, 중간 층

위의 망산업규제법,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전력산업규제법이라는 세 층위에

서 검토된다. 행정법과 전력산업규제법 사이에 규제법 및 망산업규제법이라

는 중간 단계를 도입함으로써 전력산업규제법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역으로 행정법 각론의 잠정적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망산업규제법이 

전력산업이라는 구체적인 참조영역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종전에 독점화된 산업분야에 경쟁을 도입하며 후속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법

분야를 규제법으로 인식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서 독일 행정법학계에 

보편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19)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규제법을 독일의 보장

14) R. D. Cudahy, “The Coming Demise of Deregulation”, 10 Yale Journal of Regulation 1, 1993, p. 2. 

15) Baldwin/Cave/Lodge (ed.), Understanding Regulation: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Oxford 2013, 
pp. 265-267.

16) Baldwin/Cave/Lodge (ed.), op. cit., pp. 8-10.

17) 최계영, “규제개혁의 참된 의미와 올바른 방향 – 규제절차의 개선방안 -”, 규제개혁정책토론

회, 2013. 6. 29., 27면. 

18) Martin Bullinger, Regulierung als modernes Instrument zur Ordnung liberalisierter Wirtschaftszweige, 
DVBl., 2003, S. 1361.

19) 철도법, 통신법, 에너지법, 우편법의 공통적인 법리를 검토함에 있어 퀼링 교수는 망산업에 대

한 전문규제로서(Jürgen Kühling, Sektorspezifische Regulierung in den Netzwirtschaften, München 
2004, S. 65-163), 헤르메스 교수는 사회기반시설규제(Infrastrukturregulierungsrecht)를 중심으로

(Georg Hermes, Staatliche Infrastrukturverantwortung, Tübingen 1998), 그리고 베링거 박사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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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론에 영향을 받아 자유화된 망산업에서의 규제개념을 새로이 발견하고

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20)   

이 논문의 궁극적인 문제의식은 규제법이 전력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공익

을 구현할 것인가로 귀착된다. 모든 규제의 목적은 사실상 ‘공익’을 구현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21) 후술하겠으나 공익은 매우 가치지향적인 개념으로

서 일의적으로 규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 논문에서는 공익의 중간목표로

서 효율성(Effizienz) 증진, 안정적인 급부제공 및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전

개한다. 특히 중간목표 중 효율성 증진과 관련된 법제도에 대해 심도있게 다

룰 것이다. 다만, 효율성 증진이 규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중간 목표

일 뿐이고, 공급의 안정성, 소비자보호 등 다른 가치와 조화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견지될 것이다.22) 

를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의 목적달성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로 보면서(Christian 
Berringer,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Wirtschaftsaufsicht, München 2004, S. 142-159) 논
의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테오발트 교수 등은 에너지산업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통신법 및 철도법의 내용과 관계를 미리 검토하고 있는 등 망산업의 공통적 법리에 주목하고 

있다(Theobald/Theobald, Grundzüge des Energiewirtschaftsrechts, 3. Aufl. München 2013, S. 45-60). 
또한, 독일의 행정조직상 연방망규제청(BNetzA)이 통신, 철도, 우정 및 전기 및 가스 에너지공

급 분야에 대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위의 망산업들을 공통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원리가 있음을 조직법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20) 계인국, “망규제법상 규제목적의 결합과 그 의의 - 보장행정의 공동선 실현 메커니즘”, 강원법

학 제39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83-87면. 

21)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12면.

22) 공익과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시각으로서 거칠게 구분하면, 우선, 효율성이 가장 명확하게 인

식될 수 있는 공익이라는 입장, 다음으로, 효율성을 형평성 등 다른 목표들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공익판단의 한 요소로서 보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의 해석

과 관련하여 시장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의 부분영역으로서 시장기능을 보장하는 

국가 및 사회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시장이 추구하는 효율성이 국가 및 사회전체가 추구하는 

공익의 일부라는 타당한 견해가 있다 (이원우, 같은 책, 37-39면).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목
표수단의 효율성’(Zweck-Mittel-Effizienz), ‘목표달성의 효율성’(Zielerreichungseffizienz), 그리고 국

가기관의 ‘수행능력’(Funktionsfähigkeit) 또는 ‘능률성’(Leistungsfähigkeit)의 세 가지 의미를 가지

고 있다고 보면서 ‘행정의 효율성’은 다른 법규범과 상충되는 경우 형량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른바 좁은 의미의 ‘법원리’(Rechtsprinzip)로 보는 견해 또한 이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정훈, “행정의 효율성과 법치행정 – 독일에서의 논의와 원리이론적 분

석을 중심으로”,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목촌 김도창박사 팔순 기념논문집), 삼화원, 
2005, 222-2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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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논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력산업을 망산업규제법의 틀로 연구

함을 목적으로 한다. 망산업규제법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다. 망산업규제

법의 대상인 망산업규제는 어느 한 분과학문의 고유 영역이 아니라 여러 학

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시킨 분야이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공통

적으로 부딪힌 문제에 대해 각 국가가 해결책을 모색한 분야이기도 하다. 따

라서 망산업규제법에 대한 이 논문은 학제적 방법과 비교법 방법에 상당 부

분 의존한다. 

학제적 방법은 현대의 복잡한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규제개혁은 더 효율적인 규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되었기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탐구하는 경제학이나, 규제의 

형성 과정에 미치는 이익집단의 영향 및 국가의 기능을 연구하는 행정학, 정

치학 등의 연구성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도 경제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공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

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해당 분야의 성과를 일정 부분 참고할 필요

가 있다.23) 다만, 이 논문은 규제를 시장기능에 대한 제한과 억압으로 보는 

주류경제학의 시각에 매몰되지 않고, 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다.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의 경우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규제의 정당화를 위한 법

적 근거거가 필수적이고 또한 규제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의 

논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24)  

23) 예컨대 2000년 이후 서울대학교 학위논문만 살펴보더라도 김재성,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변

동에 관한 연구 – 경쟁 도입과 민영화를 둘러싼 찬반양론을 중심으로”,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2009; 이동헌, “전력산업 소매부문 경쟁도입의 유효성 분석 – 주거용 수용가의 전환비용을 중

심으로”, 경제학 석사학위논문, 2004; 최현석, “독점산업 구조조정 시행에서의 정책변동 연구 –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학 석사학위논문, 2011; 여인동, “한국전력산업 구조개

편의 정치경제적 동학”,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2009; 추연원,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이 시장효율

성과 혁신유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학 석사학위논문, 20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는 전력산업이라는 대상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분과학문이 아닌 여러 전공이 협업하여 

연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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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력산업 분야의 망산업규제법 연구에 있어서 비교법적 방법이 

유용하다. 어떠한 문제를 법학적으로 인식하고 해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법체계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행정법 또한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서 일정한 맥락을 가지고 형성되고 발전되기에 외국법

의 무분별한 수용은 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교법 연구는 이론적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다.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법이 인간 이성과 합리성

의 발현이라 한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에 대해 가장 최적화된 답으로

서 형성된 기존의 법체계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25) 또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외국법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그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검토

할 경우 우리 규제법 체계를 형성할 때 실험비용을 비용을 줄일 수 있다.26) 

모든 문명이 새로이 바퀴를 발명할 필요는 없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을 독일의 망산업규제법과 비교하는바 그 이

유를 우선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 연구에 있어 굳이 독일법을 참

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독일과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와 정책 방향에 유사점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종래 독일에서 소수의 전기공급기업이 시장을 공간적으로 

분할하여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독점이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나 최근 경쟁도입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위해 몇 차례에 걸쳐 관

련 법률을 개정해 왔다. 이러한 독일의 법정책은 전력산업 독점체제를 타파

하고 경쟁도입을 시도하던 중 일시 중단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참고할 

24) 규제와 시장의 관계와 관련하여 규제를 시장에 대한 ‘구속과 제한’으로 인식하는 경제학 일변

도의 논리를 극복하고 법적 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박정훈, “규제 및 규제개

혁의 의의와 규제의 피드백”, 규제개혁정책토론회, 2013. 6. 29., 5-6면 참조.

25) 츠바이게르트/쾨츠는 그들의 저서 비교법 입문 에서 ‘독일’ 물리학, ‘영국’ 분자생물학, ‘캐나

다’ 지질학이 따로 없듯이 법학 또한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Zweigert/Kötz, Einfü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auf dem Gebiete des Privatrechts, 3. Aufl. 
Tübingen 1996, S. 13-14 참조.  

26) 종래 비교법 연구가 외국법의 무분별한 소개에 치중하였음을 비판하면서 비교법의 실제적인 

역할은 우리나라의 법과 외국법을 평면적으로 병치하여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두 법체계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 평가하는 것이라는 견해로 박정훈, “비교법의 의

의와 방법론 – 무엇을, 왜, 어떻게 비교하는가?”, 심헌섭 박사 75세 기념논문집 법철학의 모

색과 탐구 , 법문사, 2011, 482-4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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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대목이다. 

둘째, 독일의 법체계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로서 미국이나 영국의 

보통법 체계(common law system)에 비해 비교․참고하기 용이하다. 각국의 

규제법제는 그 나라가 처한 경제적․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헌법 등 법체

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1948년 광복이후 대륙법적 체계 

하에서 꾸준히 법제를 발전시켜왔는바,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의 비교가 유용할 것이다. 

셋째, 독일의 망산업규제법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개별행정법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법 교과서의 수준에서 규제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찾아 보기 어렵다. 이는 규제법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법리

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부족한 문제로 인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망산업규제

를 중심으로 규제를 파악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직법, 작용법 상

의 원리를 탐구하고 있는바 향후 우리나라의 규제법 이론 체계 형성에도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7) 

이 논문은 비교법 연구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전력산업에 관한 국내 연구

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공법 분야에서도 초창기이기는 하지만28) 

27) 이러한 논리는 비교법의 대상으로서 독일법을 택한 근거는 대륙법계이며 유럽법의 영향 하에

서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구한 프랑스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전기 

유한책임회사(EDF, Électricité de France S.A.)는 발전 및 배전 부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송전망부문은 RTE(Réseau Transport Electrique)가 운영하고 있다. RTE는 조직상 프랑스 

전기 유한책임회사의 내부조직이지만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Thierry Lauriol, France, Peter 
Cameron (ed.), Legal Aspects of EU Energy Regulation, New York 2005, §7 S. 124-125). 프랑스 

전기 유한책임회사가 전국에 걸쳐 독점적 지위에 있으며,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프랑스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공사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독일법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영화된 망산업을 중심

으로 규제법의 통일적인 법리를 찾아가는 독일법의 사례가 우리의 규제법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8) 이는 기본적인 행정법 교과서 및 법학 단행본을 살펴보면 판연히 나타난다. 필자가 살펴본 바

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법에 대한 법학 단행본이 아직까지 출판되지 않았으며 행정

법 각론 교과서에서도 이를 다루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에 비해 독일에서는 다양한 입문서, 
연구서, 주석서, 논문들이 출간되어 있다. 입문서로서 Koenig/Kühling/Rabasch, Energierecht, 3. 
Aufl. Baden-Baden 2013;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Theobald/Theobald, Grundzüge des Energiewirtschaftsrechts, 3. Aufl. München 2013 등이 있

고, 에너지산업법에 대한 주석서로서 Britz/Hellermann/Hermes (Hrsg.), Energiewirtschaf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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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에 대한 법적 규율에 관하여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국내에서의 선행연구로 국가임무론을 중심으로 한 전력산업의 개

편29),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연구30), 경쟁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전력

산업에 대한 경쟁도입31)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헌들

을 참고하되 망산업규제법이라는 틀을 통해 에너지 산업에 대한 공법적 규

율을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 장인 제2장에서는 전력산

업에 대한 공법적 규율이 본질적으로 규제라는 전제 하에 규제법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규제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함의

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규제의 의미를 경쟁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관

련 논의사항을 정리한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 자유

화 내지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에 대해서도 살핀다. 그리고 규제와 민영화

라는 주제를 전반적으로 살핌으로써 전력산업에 대한 공법적 규율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것이다. 또한 규제법 총론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의 목적, 원칙, 

규제기관, 규제의 기준과 수단 등에 대해 스케치하듯 살펴 본다.

제3장은 규제법의 참조영역(Referenzgebiet)으로서 전력산업의 특성과 해당 

산업에 대한 특유한 규제법의 내용에 대해 살핀다. 전력산업이 망산업

(Netzwirtschaft; net industry)이라는 전제 하에 망산업에 대한 공법적 규율을 

일반론으로 하되, 전력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특별한 규율의 필요성이 있는

지, 만일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대부분의 인구가 도

시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게 되면서 스스로 필요한 물품을 구해 사는 독립적 

삶의 형태는 흘러간 역사적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출

Kommentar, 2. Aufl. Müchen 2010; Franz Säcker (Hrsg.), Berliner Kommentar zum Energierecht, 
Bd. 1., Frankfurt a.M. 2013 등이 있으며, Handbuch로서 Baur/Salje/Schmidt-Preuß (Hrsg.), 
Regulierung in der Energiewirtschaft, Köln 2011; Schneider/Theobald (Hrsg.), Recht der 
Energiewirtschaft: Praxishandbuch, 3. Aufl. München 2011 등 다수의 서적이 출간되어 있다. 

29)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 ,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0. 

30) 구지선,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공법적 연구 –전기의 공급관리를 중심으로- , 동국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31) 오성은, 전력산업의 경쟁도입에 따른 독점규제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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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독일의 생존배려론과 관련하여 서술한다. 이러한 생존배려의 문제는 시

민의 생존을 위하여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산업 경쟁도입 또는 자유화를 전제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시장진입규제와 망규제로 구분하고, 특히 망규제와 관련하여 수

직통합에너지공급기업에 대한 분리규제(Entflechtungsregulierung), 망접속규제 

(Netzzugangsregulierung) 및 망이용료규제(Netzzugangentgeltregulierung)에 대

해 논의한다. 전기공급의 흐름은 최종적으로 가계 등 소규모 소비자와 기업 

등 대용량 수요자에 대한 공급으로 나타나는데, 교섭력이 약한 가계부문에 

대해서는 시장의 수요-공급 메커니즘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는바 소비자보호

에 관한 공법적 규율에 대해서도 논한다. 

제4장에서는 규제법 일반, 망산업규제법, 전력산업규제법 일반에 대해 살

핀 이후에 앞서 다룬 개념과 법리가 실정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토

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에서 전력산업과 천연가스산업을 규율하는 에너지산업

법(EnWG)과 우리나라의 「전기사업법」을 중심으로 다룬다. 우선 두 나라

의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규제법의 변천과 현황을 살핀 후, 다음으로 규제의 

주체인 규제기관을 살핀다. 그리고 망분리규제, 망접속규제, 망이용료규제 등

의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각종 수단들을 비교․검토한다. 또한 

경쟁도입 이후 약화될 수 있는 공급안정성 문제와 소비자보호 수단도 논의

한다.

제5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전력산업에서 공법적 규율

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안정적이고, 적절한 가격의 에너지공급을 통한 공

익의 증진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 경쟁법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

력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규제법적 수단이 유용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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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규제의 의미 및 체계상 지위
제 1 절 규제의 의미

규제는 매우 많이 쓰이면서도 그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개념 중 

하나이다. 통상 규제 용어의 사용례를 살펴보면 ‘규제’의 고유하고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규제 ‘완화’, 규제 ‘철폐’, 규제 ‘개선’, 규제 ‘합리화’와 같이 

완화, 철폐, 개선, 합리화의 대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적 관점

에서 규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으로서의 규제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

니라 공익 또는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로서의 적극적인 의미로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규제의 일반적인 의미, 규제 및 규제법의 역

사적인 형성을 국가별로 살피도록 한다.

I. 도입

1. 규제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규제용어에 대한 이해의 난맥상

어떠한 분야이든 학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추상화와 엄

밀한 논증이 필수적이다. 행정법은 행정행위(Verwaltungsakt)를 비롯한 다양

한 개념과 법도그마틱을 통해 현실 행정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

을 수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엄격성을 위해 절차탁마된 개

념과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가 불일치하는 하는 문제는 예외라기보다는 오히

려 일반적인 현상인 감이 없지 않다. 예컨대 강학상 특허는 실정법에서 그 

‘특허’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며, 부관이라는 용어 

또한 실무상으로는 조건으로 통칭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32) 

32) 강학상 용어와 실정법상 용어의 불일치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건축허가가 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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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상적으로 보편화된 용어이고 심지어 법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 의미가 완전히 해명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한 용어의 하나로서 ‘규

제’가 있다. 예컨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 )을 20년 이하로 

하는 사항33),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사항34),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향응과 선물의 제

한35) 등에 대해 규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각자 의미하는 다르다. 

첫 번째는 안전에 관한 규제이고(이른바 ‘사회적 규제’), 두 번째는 토지이용

에 관한 규제(이른바 ‘경제적 규제’)이며, 세 번째는 특권제한 또는 부패방지

에 관한 사항이다.36) 이처럼 규제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분야에서도 의미의 모호성으로 

인하여37) 개념 정의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다.38) 

상 허가에 해당하는 ‘Erlaubnis’가 아니라 인가를 뜻하는 ‘Genehmigung’을 사용하여 

‘Baugenehmigung’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법상 용어상 혼용에 대해서는 최승필, “규제

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인ㆍ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공법학연

구  제12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322면 참조.

33) 「해운법」제5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3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2조 제1호.

35) 민주당은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2014년 2월 3일 언론에 발표하면서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국민일보, 2014. 2. 4., 5면 참조.  

36) 이러한 규제에 대한 언어사용의 혼란상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2008년 영국 BBC 
라디오의 아침 뉴스에서 세 차례 규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첫 번째는 2008년 미국 신용위기 대

책으로서의 금융시장 규제였고, 다음으로 살충제에 대한 규제방식이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하원의원에 대한 특혜(perk)의 규제에 관한 것이었다. 각 경우에 ‘규제’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였다. 이 사례에서 규제는 각각 경제적 규제, 위험물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 그
리고 부패 규제로서 그 내용을 달리한다. 이에 대해서는 Baldwin/Cave/Lodge (ed.), The Oxford 
Handbook of Regulation, Oxford 2010, pp. 3-4 참조.

37) 예컨대 슈토버(Rolf Stober) 교수는 규제의 형태가 불명확하며, 단지 열린 교량개념 또는 연결

개념으로만 나타날 뿐이라 기술한다. Stober/Eisenmenger, Besonder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5. Aufl. Stuttgart 2011, S. 174 참조. 

38) 이는 독일 행정법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예컨대, 한 독일 행정법학자는 “규제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아직 없다”는 문장으로 논문을 시작하고 있다. Martin Eifert, 
Regulierungsstrategien,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Ⅰ, München 2006, §19 Rn.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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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규제에 대한 법정 정의

규제는 일상생활이나 언론에서 사용되는 수준을 넘어 법정 용어가 되었다. 

‘규제’에 대한 정의규정은 아니지만, ‘행정규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ㆍ규

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호)이라고 정의하거나, 

또는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

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

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둘의 행정규제에 대한 정의개념이 주체, 내용 

및 수단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고, 전자의 행정규제개념이 후자에 비해 다소 

좁은 것으로 보인다.39) 두 법의 행정규제개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규제기본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

별조치법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

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

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목적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

내용

국민(국내법 적용 외국인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개입하는 것

규정

수단
법령 등이나 조례ㆍ규칙

39)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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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듯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행정규제의 

주체가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내용에 있어서도 ‘개입’이라는 추상적, 포괄적인 용어를 쓰고 

있으며,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규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맞닥뜨리는 규제가 「행정규제기

본법」의 정의만으로서 모두 다 포섭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

로 보인다.40)    

한편 이러한 ‘행정규제’는 헌법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내

용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

과’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율 대상이 된다. 즉,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므로 행정규제 또한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법정주의를 규정하였다. 또한,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척도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가 심사되어야 한다. 즉, 「행정규제기

본법」 상 규제의 ‘행정목적’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심사되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규제개념에 대한 학설의 상황

학자들도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규제개념에 직접 기

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규제행정’에 대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

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ㆍ재산을 제한하거나 규제

하는 행정”이라 하는 견해41), 마찬가지로 ‘행정규제’에 대해 “행정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사적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라 보는 입장42)이 있

40)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191면.

41) 김동희, 행정법 I 제17판, 박영사, 2011, 17-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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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규제를 “사적자치에 대한 입법적ㆍ행정적 제약과 개입”43)이라 보

는 시각도 있다. 표현에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규제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는 

공익이라는 목적,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사적영역, 국가개입이라는 수단, 국민

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이다.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규범으로 기술한 것이 ‘법’이라는 입장에서 규

제가 바로 “법령의 규정사항”이라는 입장도 있다.44) 이는 규제에 대한 어원

을 따져보면 규제에 해당하는 라틴어 ‘regula’가 규율의 의미라는 점, 언어 

용례상 규제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regulation’이 미국에서 법령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45), 「행정규제기본법」 상 행정규제에 대한 정의개념에

서 자유와 권리의 제한이라는 부분은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들어

간 것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46)   

그리고 규제작용의 중심요소를 국가의 ‘개입’으로 보면서 규제를 “행정주

체가 사적활동에 대하여 공익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다47). 규제를 행정법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행정법의 

구조인 행정주체, 행정작용, 행정통제의 틀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앞의 

정의는 이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익은 국가작용의 정당화 요인48)이라

는 점에서 규제의 개념정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행정법의 틀에서 보더

라도 주체(행정주체), 행정작용(사적활동에 대한 개입), 행정통제(헌법 제37조 

42) 박균성, 행정법론(하) 제11판, 박영사, 2013, 535면. 

43) 김유환, 행정법과 규제정책 , 박영사, 2012, 124면.

44) 박정훈, “규제 및 규제개혁의 의의와 규제의 피드백”, 규제개혁정책토론회, 2013. 6. 29., 3-4면. 

45) 미국에서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statute로, 행정기관에서 제정하는 하위법령을 regulation이라 

한다. 법령이라는 의미는 1년 동안 관보에 실린 연방 하위 법령(regulation 및 code)을 수록하는 

법령집을 연방하위법령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이라 하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연방하위법

령집은 미국 정부 부서 중 하나인 연방출판국(U.S. 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 발간한다. 
연방출판국은 <http://www.gpo.gov>, 전자 연방하위법령집은 <http://www.ecfr.gov> 참조.

46) 한편, 규제를 이와 같이 ‘법령상 규제 사항’ 또는 ‘규칙에 의한 법제’로 넓게 보는 관점에 대하

여, 영어 단어 regulation이 법령이라는 뜻 외에 행위나 과정에 대한 규제 일반이라는 의미를 가

지고 있는 점, 많은 영어 문헌에서 regulation을 규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182-184면 참조.   

47) 이원우, 같은 책, 11-12면.

48) 이원우, 같은 책,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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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공익과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의 가능성)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있게 제시된 규제개념이라 하겠다.  

2. 규제개념과 행정법 

(1) 행정법에서 규제행정법의 위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규제에 대한 확정된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체로 ‘공익’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사적활동’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

제개념은 규제가 발생하는 영역과 규제의 대상 및 방법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으므로, 일단 전술한 규제개념은 포괄적인 또는 광의의 규제라 할 수 있

다.49) 이러한 광의의 규제개념을 행정법 체계 속에서 어느 위치에 귀속시켜

야 할지는 분명치 않다. 현재 규제법은 적어도 행정법 교과서의 수준에서 그 

위치가 확고하지 못하다. 이는 행정법 총론과 각론 분야 양 쪽에서 모두 마

찬가지이다.

행정법은 개별적인 행정분야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을 

다루는 일반행정법 내지 행정법 총론과 개별적 행정분야에 대한 개별행정법

(특별행정법) 또는 행정법 각론으로 구분된다.50) 일반행정법은 행정의 주체, 

수단, 절차, 통제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며, 개별행정법은 경찰, 건설, 환경, 

조세, 사회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서술한다. 교과서 수준의 일반 행정

법 이론체계에서 규제행정법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규제기본법」의 문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규제행정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찾아 

보기 어렵다. 규제행정법이 다루고 있는 규제의 개념이 확정되지 않는 점, 

49) 슈토버(Rolf Stober) 교수는 ‘광의의 규제’를 규제가 적용되는 영역을 불문하고 규제여부, 규제

방법, 규제범위에 관한 정보 및 각 법체계의 구축 및 형성으로, ‘협의의 규제’를 경제 또는 개

별적인 경제분야에 대한 규제로 보고 있다. 슈토버 교수는 규제대상에 따라 광의와 협의의 규

제로 나누고 있는데, 광의의 규제개념은 규제대상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규제의 속성에 따라 

이해한다는 점에서 이 본문의 광의의 규제개념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Stober/Eisenmenger, 
Besonder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5. Aufl. Stuttgart 2011, S. 175 참조. 

50) 박정훈, “규제 및 규제개혁의 의의와 규제의 피드백”, 규제개혁정책토론회, 2013. 6. 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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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행정법 이론이 행정법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일반행정법에서 규제행정법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로서 열거될 수 있다. 

한편, 개별행정법의 편제에 있어서도 예컨대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공용

부담법, 지역개발ㆍ환경행정법, 경제행정법, 재무행정법과 같이 구분하여51) 

규제행정법을 독립적인 개별행정법 분야로 취급하지 않거나, 또는 경찰행정

법, 경제행정법, 개발행정법, 환경행정법, 조세행정법과 함께 규제행정법 항

목을 두면서도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데 그치기

도 한다.52) 규제행정법이 개별행정법의 일부로 삼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유력한 견해는 “규제행정의 구체적 수단은 질서행정, 배려행정, 조장행정 등 

기존 행정체제로 분할되어 행정법의 도그마틱으로 발전될 단초로서 역할하

지 못 (하는)” 것이라 한다.53)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규제행정은 이솝우화에

서 여러 새의 깃털을 자신의 몸에 꽂아 단장한 까마귀처럼, 여러 행정법의 

개별적인 영역에서 빌려 온 수단으로 치장하였을 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

립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규제법이 행정법학 체계상 그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종래 행정법

학이 “행정작용에 의한 권리침해와 그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전

개되었으며 경제질서를 구체화하고 경제에 참여하는 자의 행위 규칙을 정하

는 법률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점에서 찾을 수 있다.54)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여 원고적격, 소의 이익, 처분 개념을 넓히기 위한 이론적 근거

를 제시하기 위한 이론이 행정법의 핵심에 속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으

나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이론의 발전에 무관심한 것은 

행정법 이론의 임무 유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규

제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반행정법 이론은 고사하고 개별행정법에서도 

그 위치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개별행정

51) 김동희, 행정법 Ⅱ 제17판, 박영사, 2011.

52) 박균성, 행정법론(하) 제11판, 박영사, 2013, 535-537면.

53)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7-9면.

54) 김종보, “행정법학의 개념과 그 외연 – 제도중심의 공법학방법론을 위한 시론( ) -”, 행정

법연구 제2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8,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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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규제개념의 정교화 내지 협의의 규제

개념을 구성하려는 노력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하겠다.

(2) 행정법의 과제로서 규제개념의 구성

전술한 바와 같이 규제개념은 대체로 공익 달성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

가 사인의 활동에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대체로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개입에 대해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규제개념에 대한 ‘선

이해’( )는 대체로 규제의 속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엄격

히 따져보면 불명확성이 나타난다. 즉, 규제를 경제분야에 대한 효과로 볼 

것인가 또는 다른 사회분야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 만

일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규제개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망산업과 관련한 규

제와 그 밖의 규제를 구분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규제법과 민영화와의 관

계, 특히 규제법과 민영화후속법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다.55)  

규제를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규제’는 

시장 효율의 증진 및 일정한 상품의 공급과 관한 것이고, ‘사회규제’는 사회

적ㆍ환경적 가치의 증진과 관련된 것이다.56) 경제규제와 사회규제의 구분은 

규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관련하여 매우 유용한 방식이지만, 이로부터 공

통된 법적 논리를 뽑아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모든 규제를 법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법이론적으로 의미있는 것들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규제법의 형성을 위한 규제개념의 재구성에 앞서 일반적인 규제 개념과 

연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규제개념의 검토 방식

규제에 대한 법적 연구는 전통적인 해석론을 넘어 특유한 방법론을 요구

55) Matthias Ruffert, Begriff,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7 Rn. 1.

56) Christian Berringer,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Wirtschaftsaufsicht, München 2004, S.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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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7) 우리나라에서 규제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

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58) 규제에 대한 관심의 이유로서 우리나라의 경

제성장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미국 및 영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완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59) 규제에 대한 법학적 연구에 대한 단초가 

행정법 내부에서 나타났다기 보다 외국의 법제도와 경제 분야 등 사회 분야

에서의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규제개념을 도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접근이며 이를 위해서

는 국가성격의 변화와 헌법상 원리에 따라 규제개념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

지만 법적 검토에 앞서 규제개념의 형성과 관련한 언어적, 역사적, 경제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규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60)  

II. 규제개념에 대한 언어적 접근

1. 개관

아래에서는 규제개념을 언어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다. 우선, 규제용어의 

일상적 의미와 어원을 살펴봄으로써 규제의 의미를 검토한다. 일상적인 용어

57) Matthias Ruffert, Begriff,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7 Rn. 1.

58)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150-155면.

59) 이원우, 같은 책, 150면.

60) 이러한 규제에 대한 종합적․학제적인 접근방식은 다수의 독일 공법 학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예컨대, 아이퍼트(Martin Eifert) 교수는 정치학 및 행정학, 조종(Steuerung), 경
제 또는 경제학 관점에서 검토한 후 법학에서의 규제에 대해 서술하는 등 학제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고(Martin Eifert, Regulierungsstrategien,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Ⅰ, München 2006, §19 Rn. 2-6. 참조), 베링어박사(Christian 
Berringer)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 출발하여, 규제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미국

법의 규제개념을 거쳐 법적 의미에서의 규제에 대해 살피는 등 언어적, 역사적, 비교법적 접근

법을 사용하고 있으며(Christian Berringer,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Wirtschaftsaufsicht, 
München 2004, S. 84-120 참조), 루퍼트(Matthias Ruppert) 교수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종합하

여 어원, 일상적 언어 사용 및 유사ㆍ반대 개념을 통한 의미의 파악, 개념 형성의 역사적 전개, 
경제학 등 다른 학문에서 보는 규제 등을 중심으로 규제개념을 정리하고 있다(Matthias Ruffert, 
Begriff,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7 S. 332-361 참조). 이 논문

의 규제개념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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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가 법적 용어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성문법의 

해석은 ‘텍스트’를 읽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법용어의 특수한 의미도 

우선적으로 일상용어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언어상의 일반적인 사용례는 규제에 대한 개념을 형성함에 있어 한

계를 가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

나 우선 ‘규제’가 우리 법학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라기보다는 서구, 

특히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 만들어진 특수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법에 수용된 ‘규제’ 용어에 대응하는 외국어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규제개념이 발생하고 이를 외국에 전파한 미국에서의 규제개념과 이를 받아 

들여 대륙법 체계에서 재구성한 독일의 사례가 의미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어 및 독일어에서 학문적인 용어의 대부분은 라틴어에서 기원한 것

이 많은데 규제 또한 그러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리고 용어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 그 용어 자체로부터 해석해야 하겠

으나, 해당 용어와 관련된 용어와 대조하여 살펴볼 때 그 의미가 더욱 명확

해 지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서는 규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 

규제완화, 재규제,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한다. 

2. 규제용어의 일반적 의미 및 어원

(1) 우리나라에서 규제의 일반적 의미

법률 용어의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규제( )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째,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

하게 막음”이라 정의하고 용례로서 “수입에 대한 규제”를 들고 있으며, 둘

째, “규정( )”의 유의어라 하고 있다.61) 이렇듯 우리 언어 용례에서의 규

제는 무엇인가를 제한하거나 막는다는 의미와 어떠한 규칙을 문자를 적는다

61) 국어연구원,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서 표제어 ‘규제’로 

검색(2014년 7월 10일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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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간여라

는 의미의 규제는 첫째 정의에, 법 규정으로 이해하는 의미의 규제는 두 번

째 정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에서 규제의 일반적 의미

미국에서 규제에 해당하는 단어는 ‘regulation’이다.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

는 영어사전에서 regulation의 의미를 찾아보면, 첫째, “규제하는 행위 또는 

규제받는 행위”, 둘째, 규정의 의미로서 “세부적인 사항 또는 절차를 정하는 

권위있는 규칙(예: 안전규정)” 또는 “행정부 또는 규제기관에 의해 발해지며 

법적 힘을 가지는 규칙 또는 명령” 등으로 풀고 있다.62) 첫 번째 풀이는 행

위나 과정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며, 두 번째 풀이는 법령63)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는 규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반영하는 의미이며, 후자

는 미국에서 법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정의사항이라 할 수 있다.   

(3) 독일에서 규제의 일반적 의미

 독일에서 ‘Regulierung’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규제하는 것, 

스스로 규제하는 것, 그리고 규제되는 것”이라고 하여64) 동사 ‘regulieren’의 

62) Merriam-Webster's Online Dictionary,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에서 표제어 

‘regulation’으로 검색(2014년 7월 10일 최종 검색).

63) 규제를 법령 전체로 가리키는 박정훈 교수의 견해는 영어 단어 regulation에 대한 뜻 풀이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다(박정훈, “규제 및 규제개혁의 의의와 규제의 피드백”, 규제개혁정책토론회, 
2013. 6. 29., 3면 참조). 이러한 견해는 경제학적 논리에 매몰되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

운 경쟁을 이상적인 상태로 전제하고 규제를 제거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는 종래의 규제의 한

계성을 지적하고 공익 달성을 위한 국가의 활동 지침으로서의 법령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regulation’은 “행위나 과정에 관한 통제”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므로 규제의 일

반적 의미로부터 법적 개념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맥락에서 구

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182-184면 

참조.  

64) Duden Online Wörterbuch, <http://www.duden.de/woerterbuch>는 ‘Regulierung’을 “das Regulieren, 
Sichregulieren; das Reguliertwerden”으로 풀이하고 있다 (2014년 7월 10일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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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 기대고 있다.65) 한편, Regulierung이 파생된 동사 regulieren에 대해 

찾아보면, 첫째, “규율하다”,  둘째, (1) “특정한 관점에 따라 형성하거나 명

령하다; 사안이 안정적이고 바람하게 진행되도록 살피다; 규율하다”, (2) “질

서정연하게 경로에 따라 진행하다; 안정적이고 질서잡힌 경로를 따르다; 규

율되다”라고 서술하고 있다.66) 이처럼 독일어의 일반적인 언어 용례상 

Regulierung은 법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미국에서 법령의 의

미로 쓰일 때의 ‘regulation’의 용례는 독일어 ‘Regelung’에 해당한다.67)

(4) 규제에 대한 라틴어 어원 

영어 단어 regulation이나 독일어 단어 Regulierung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단어는 ‘regula’이다.68) 라틴어 regula는 명사로서 “곧은 자, 자 막대기; 척도, 

표준; 규칙, 규정, 법칙, 규율, 규준” 등을 의미하고, regulo는 동사로서 “지도

하다, 바로잡다; 조절(조정)하다; 규정하다, 통제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69) 

라틴어 단어 ‘regula’는 가장 구체적인 의미로서 (길이를 재는) 자를 뜻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척도, 규칙, 규정, 법칙 등으로 추상화된다. 라틴어 

‘regula’ 또는 ‘regulo’로부터는 규율의 의미 또는 조정과 통제의 의미를 모두 

가지는데,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제한의 의미가 아닌 조정

65) ‘규제’에 해당하는 독일어 ‘Regulierung’을 직접 정의하지 않고 동사 ‘regulieren’의 의미에 기대

는 것이 독일어권 사전의 뜻풀이 방식인 듯 한다. 독일어권의 대표적 사전 출판사 중 하나인 

Langenscheidt의 Großwörte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도 표제어 ‘Regulierung’에 대해 직접 정

의하지 않고 ‘regulieren’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66) Duden Online Wörterbuch, <http://www.duden.de/woerterbuch>에서 regulieren으로 검색(2014년 7월 

10일 최종 검색). 한편, Langenscheidt의 Großwörte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는 ‘regulieren’을 

“(1)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거나 교정하다 (예) 온도, 기
계, 하천 흐름을 바꾸다, 어린이의 덧니를 교정하다, (2) [재귀동사] 스스로 제어하다”로 뜻을 

풀이하고 있다. 

67) Christian Berringer,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Wirtschaftsaufsicht, München 2004, S. 88.

68) ‘규제’의 의미를 라틴어 ‘regula’와 관련하여 검토하는 문헌으로 박정훈,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지정토론요지”,  저스티스 제106호, 한국법학원, 2008. 9., 396면; Matthias Ruffert, Begriff,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7 Rn. 4 참조.

69) 가톨릭대학교 고전라틴어연구소, 라틴-한글사전,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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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정과 같은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3. 규제 관련 개념

(1) 규제완화

규제완화(Deregulierung; deregulation)는 “시장 메커니즘을 축소하거나 문제

있는 시장에서 시장의 기능을 대체하는 국가 개입을 철폐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70) 이러한 규제완화의 의미는, 규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서 

그 효과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개입을 없애거나 또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성화 차원

에서 주기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체로 그 내용은 영업에 필요

한 인허가를 행정기관의 재량이 적은 등록제나 신고제로 변경하거나 인허가 

요건을 간소화하거나 결격사유를 줄여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는 것, 토지이용

에 대한 제한 완화, 기업 운영시 요구되는 의무의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

다.71) 

이러한 규제‘완화’ 개념은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은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

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면에 주목한다.72) 따라서 규제완화는 경제

정책적 맥락에서 규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경쟁질서 도

출과 같은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와 연결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73)   

 

(2) 재규제

70) Christian Berringer,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Wirtschaftsaufsicht, München 2004, S. 31. 

71) 정부에서 행하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매년 발간되는 규제개혁백서 참조. 1999년부터 2013년
까지 규제개혁백서는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72) 규제가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될 경우 그 의미가 경제 영역에서의 제한, 통제, 구속에 

관한 것으로 됨으로써 ‘경제적 관점’에 함몰되고 법적 의미를 획득하는 데 곤란을 겪는다는 견

해로서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183-184면.

73) Matthias Ruffert, Begriff,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7 Rn.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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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는 규제의 폐해를 인식하고 규제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시장기능

을 정상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공익 증대를 이루려는 것이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규제완화의 물결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러

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등 여러 문제는 무분별한 규제철폐로 시장이 폭

주할 경우 시장 그 자체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따라

서 규제와 규제철폐 중 양자택일이 아니라 둘 사이에서 양 극단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재규제(Re-Regulierung)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고민의 산물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경제위기 후 전면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규제의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여 다시 규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예컨대 

1999년 건설업체의 경쟁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면

허제였던 건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였다.74) 경제위기 이후 건설시장이 축소된 상황에서 진입장벽 완화로 

인해 건설업체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자 건설업체의 도산이 증가하고 아파

트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입주에 곤란을 겪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

다.75) 이후 2001년 「건설산업기본법」을 다시 개정하여76) 부실ㆍ부적격 업

체를 시장에서 원활하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건설업등록 후 일정기간이 경

과할 때마다 건설업의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진입규제를 재강화하

였다(같은 법 제9조제4항)77). 그 외에 건축물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공법과 

사법의 규율체계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중복규제로 오인하여 폐지하

였다가 재도입하는 사례78) 등 규제폐지 후 재도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74) 1999년 4월 15일 공포ㆍ시행, 법률 제5965호.

75)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135-136면; 선정원,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공법연구  
제30집 제1호, 2001, 381-384면.

76) 2002. 1. 26. 공포, 2002. 7. 27. 시행, 법률 제6640호. 

77) 재강화된 건설업 진입규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원,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공법연구  제
30집 제1호, 2001, 384-388면 참조. 

78) 「건축법」 제58조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이

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이 내용은 구 「건축법」 제50조(법률 제5859호에 

의해 1999년 2월 8일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대지 안의 공지’라는 조 제목 하에 유사한 규정

으로 있었으나 규제개혁의 여파로 삭제된 적이 있다. 당시 삭제 이유는 「민법」 제242조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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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제는 규제완화와는 달리 규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규제와 규

제완화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양자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재규제는 규제의 순기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개

념을 이해함에 있어 규제완화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3) 자율규제

자율규제(Selbstregulierung)는 사회(시장)가 스스로 자신을 적절히 제어ㆍ조

정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자율규제에는 규제를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 또는 협회를 설립하여 규제를 수행하거나, 사인 가운데 공적규제를 수

행하기에 적절한 자를 선발하여 규제업무를 맡기거나, 또는 공적 조치 없이 

사업자끼리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유형이 있다.79) 

통상 자율규제라고 하여 시장(사업자)이 아무런 제한없이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국가의 유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80). 이

러한 의미에서 자율규제에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며,81) 이를 ‘규제받는 자

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규제받는 자율규제

용이 중복되어 굳이 건축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법」과 「건축법」

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민법」 제242조 제2항에 따른 건물 변경이나 철거 청

구, 또는 손해배상은 인접지소유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하지만, 「건축법」 위반

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위반건축법에 대한 철거,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79조),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건축법」 제80조), 「행정

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건축법」 제85조)을 행할 수 있고, 위반자가 일정한 벌칙(「건축

법」 제108조, 제110조)을 받게 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 있어 「건축법」이 우

월하다. 1999년의 개정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

여 「건축법」에 이격거리 규정이 재도입되었다(2005. 11. 8. 공포, 2006. 5. 9. 시행, 법률 제

7696호). 

79)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174-175면.

80) Jürgen Kühling, Sektorspezifische Regulierung in den Netzwirtschaften, München 2004, S. 26-27.

81) 예컨대 선주로 구성된 협회가 수행하는 선박검사, 쇠고기 수출업자가 행하는 쇠고기 품질검사

의 경우 사업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선박안전 또는 식품안전이 도외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행하는 자율규제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자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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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독일의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한 미디어물에 대한 

심사 및 등급결정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물을 일정 시간대에 송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방송사와 청소년미디어보호기구(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방송사가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

로 규제가 이루어지고82), 공적 기구는 심사 및 등급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방송사의 협약이행 여부만을 감시한다.  

이러한 자율규제 또한 재규제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인

식하되 다만 타율적인 규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피규제자가 스스로 규제를 

이행하는 점(규제주체의 확장)에 주목한다.  

III. 규제 및 규제법에 대한 역사적 접근

1. 개관

규제 그 자체는 매우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으나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한 독일 공법학자는 규제행정법이 미국에서

는 1890년경, 유럽에서는 1990년경 100년의 차이를 두고 태어났다고 서술하

고 있다.83) 즉,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사실로서의 규제는 어느 

나라에나 있었겠지만 규제의 법체계 편입은 19세기 이후 미국에서 시작되었

으며, 이후 유럽에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유럽과 같이 미국의 

영향 하에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규제개혁이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한 정책으로 도입되었고 미국에서의 경험을 우리나라의 정책과 법에 반

영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84)

이하에서 규제 및 규제법의 변천을 미국, 영국, 유럽연합, 독일의 순으로 

살펴본다. 이는 연혁적으로 미국에서 형성ㆍ발전된 규제개념이 같은 보통법 

82) Christian Berringer,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Wirtschaftsaufsicht, München 2004, S. 
103. 

83) Oliver Lepsius,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1 Rn. 1.

84)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149-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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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갖추고 있는 영국법에 수용되었고 이것이 다시 EU법을 통해 독일에 

침투한 것이라는 시간적 순서85)를 반영한 것이다. 법체계 관점에서 보면 영

국은 유럽연합의 한 회원국이고 EU법의 지배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법의 규제개념을 살핀 후 영국의 규제개념으로 나아가는 것도 서술

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규제 및 규제법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살피는 것이기에, 미국에서 발생한 규제개념을 유럽연합보다 시기적으

로 먼저 받아들인 영국의 규제개념을 먼저 살피고86), 다음으로 유럽공동체 

및 독일에서의 규제법의 변천에 대해 서술한다. 

2. 미국의 규제개념과 연혁

(1) 미국의 규제개념

규제개념은 독일법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며 미국법의 

regulation을 독일법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행정법 학자들도 규제를 정

의하는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엄밀한 규제개념

의 정의를 포기하고 현재의 제도와 관련하여 다소 느슨한 정의를 내리고 있

다. 즉, 규제기관(regulatory agency)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민간기업

이나 사인이 지켜야 하는 금지사항 또는 의무사항”으로 정의하거나 이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공법 중 조세법과 형사법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행정기관

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인의 소송이 아니라 정부기관에 의해 집행되며, 형사

85) Oliver Lepsius,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1 Rn. 118; Matthias Ruffert, Begriff,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7 Rn. 10-17; ders., Grundfragen der Wirtschaftsregulierung,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1 Rn. 6-8.

86) 영국은 1960년대부터 유럽공동체에 가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당시 프랑스 대통령 드골의 반대

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드골이 프랑스 대통령에서 사임한 이후인 1973년에 이르러서

야 영국은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유럽공동체법은 프랑스 법의 영향을 강

하게 받았다. 유럽공동체의 지리적 확대에 대해서는 Craig/de Búrca, EU Law, 4th edition, 
Oxford  2008, pp. 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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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나 조세가 아닌 제재나 인센티브에 의해 이행이 담보되는 법적 지침”으

로 정의하기도 한다.87) 

이러한 규제개념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서 사실상 행정법 그 자체를 아

우른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의 규제개념은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사

전에 명확히 정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규제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법학계의 태도가 규제를 개념적으로 엄격히 정의

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규제 사안에 대해 그 현상과 발생 이유, 그리고 바람

직한 규제체제를 만드는 데 치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규제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

의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스트라우스(Peter Strauss) 교수는 경

제규제를 “경제적 효율성을 보호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을 통제하거나 

제한하고, 또한 인식된 경제력의 불균형에 따른 결과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

의 노력”88)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경제규제의 목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의 보

호와 개선’을, 규제의 주체로서 ‘국가’를, 규제의 내용으로 ‘시장의 통제와 

제한’ 또는 ‘경제적 불균형의 교정’을 들고 있다.

(2) 미국에서 규제법의 전개

미국법에서 규제에 대한 법적 연구는 개념의 분석이 아니라 역사적인 규

제경험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규제가 발생한 역사적 원인

과 법적 대응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규제와 관련한 역사적 

변곡점은 1870년경, 1930년경, 1980년경에 나타났다. 즉, 1870년대부터 연방 

수준에서의 규제기관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1887년에 최초의 연방규

제행정기관인 주간통상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30년대 뉴딜 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강화되었고, 1980년대 규제완화의 흐름이 나타났고 

현재까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87) Breyer/Stewart/Sunstein/Vermeule/Herz,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7th edition, New 
York 2011, p. 3.

88) Peter L. Strauss, Administrative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2nd edition, Durham North Carolina 
2002, pp. 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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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초기부터 1870년대까지

미국 독립의 계기가 된 독립전쟁이 발발한 1775년 이후 100년의 기간은 

정부의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자유방임 시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생각은 역사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89) 

미국 초기 역사에서 강의 양안을 연결하는 교량이나 연락선이 특허를 통한 

독점을 남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용요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

졌다. 한편, 19세기 후반 철도, 곡물 엘리베이터 등 자연독점 사업에 대한 

폐해에 대응하여 주 정부 차원에서 요금 규제가 이루어졌다.90) 

이 시기에는 주( ) 내에서의 규제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연방 단위에서의 

규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 발달 및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라 주 

내에서의 규제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여러 주를 연결하는 철도의 경우 주 정부가 관할 지역에 대해서만 요금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여러 주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

으로 부담하는 철도운임을 제한할 수 없었다.91) 

2) 1870년대 경에서 뉴딜까지

연방 수준에서 철도산업을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하에 미국 의회

는 1887년 2월 4일 주간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 의해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가 설립되었

다.92) 주간통상위원회는 종래와 다른 유형의 행정기관으로서 오늘날의 ‘독립

규제행정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의 시초라 할 수 있다.93) 이후 

89) Breyer/Stewart/Sunstein/Vermeule/Herz,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7th edition, New 
York 2011, p. 16.

90) Breyer/Stewart/Sunstein/Vermeule/Herz, op. cit., p. 17.

91) Peter L. Strauss, Administrative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2nd edition, Durham North Carolina  
2002, pp. 152-153.

92) Oliver Lepsius, Verwaltungsrecht unter dem Common Law - Amerikanische Entwicklungen bis zum 
New Deal, Tübingen 1997, S. 78. 

93) Peter L. Strauss, op. cit., pp. 133-135; 최병선, 정부규제론 , 법문사, 1998, 244-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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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에 셔먼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이 제정되고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설립됨으로써 독점을 연방차원에서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94) 

3) 뉴딜에서 1980년대까지

루즈벨트 대통령(F. D. Roosevelt, 1882-1945)이 대공황 이후 침체일로이던 

경제를 부흥하고 실업률을 낮추며 경제적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은

행규제, 대규모 공공 공사 시행, 농산품 생산 통제 등을 포함한 뉴딜(New 

Deal) 정책은 “미국 행정법 발전의 분기점”으로 불린다.95) 뉴딜 정책을 통해 

국가의 시장 및 사회 각 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뉴딜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뉴딜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

는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인 미국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이 1946년에 제정되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

재량’(administrative discretion)을 통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절차보장과 사

법심사를 명문화한 것이었다.96) 

1960년대 이후 미국은 안전한 사업장, 깨끗한 공기와 물, 자동차 안전 등

과 같이 생활 속의 각종 위해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이 

끓어 올랐다. 이러한 ‘권리혁명’(Rights Revolution)은 각종 입법조치를 통해 

실현되었으나 그 비용과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나타났다.   

4) 1980년대 이후
94) 주간통상위원회와 연방거래위원회 설립 이후 독립규제위원회가 꾸준히 설치되었다. 예컨대, 전

기 및 가스 공익산업을 규제하는 연방전력위원회(FPC, Federal Power Commission)는 1920년에, 
라디오, 전화, 텔레비전  산업을 규제하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는 1934년에, 항공산업을 규제하는 민간항공위원회(CAB, Civil Aeronautics Board)는 1938년에 

설립되었다. 

95) Breyer/Stewart/Sunstein/Vermeule/Herz,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7th edition, New 
York 2011, p. 19.

96) Breyer/Stewart/Sunstein/Vermeule/Herz, op. cit.,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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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 당선 이후 ‘권리혁명 이후’의 규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당시 규제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대체로 규제가 추구

하는 편익이 과장되었으며, 또한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경제적 분석

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97)

한편, 종래 자연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분야로 여겨

졌던 산업분야에서의 경쟁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78년 항공산업 

규제완화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완화 또는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기능의 회복을 통하

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오늘 날까지 부침은 있지만 대체로 

지속되고 있다. 다만, 경쟁 도입 또는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보면서 규제완

화가 능사는 아니며 효과적인 규제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3) 미국의 규제법과 독립규제기관

미국의 규제는 규제기관이 만드는 규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규제 

주체인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에 대한 관심이 크다. 독

립규제기관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어느 쪽에도 명시적으로 속하지 않

은 제4부(the fourth branch)로서 연방단위에서 개별 민간 영역에 대해 고권

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규제업무를 수행한다.98) 미국은 엄격한 권력분립

을 특성으로 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 즉, 입법권은 의회에 속하고,99) 집행

권은 대통령에게 속하며,100) 사법권은 대법원 및 의회가 설립한 하급법원에 

속한다고101) 규정한다. 한편, 의회는 일정한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

97) Breyer/Stewart/Sunstein/Vermeule/Herz,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7th edition, New 
York 2011, pp. 27-29.

98) Peter L. Strauss, Administrative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2nd edition, Durham North Carolina 
2002, pp. 133.

99) U.S. Constitution Article Ⅰ, Section 1.

100) U.S. Constitution Article Ⅱ, Section 1, Clause 1.

101) U.S. Constitution Article Ⅲ, S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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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기관을 설립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Department)의 형태로 

설립하지 않고,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기관을 설립하고자 했다.102) 독

립규제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다른 위

원들은 공화당 및 민주당이 추천하는 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

립규제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임기 보장,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위원 구성, 

전문성을 가진 위원의 임명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부 형태의 행정기관에 

비해 강한 독립성을 가진다.

(4) 미국의 규제와 규제완화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미국은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 왔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규제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103) 하

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 수요 증가와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관심의 확

대로 각종 규제가 양산되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무분별한 규제의 확대

를 경계하고 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대두하였다.104) 즉, 경제적 효율성을 해치는 규제와 보건과 안전에 대한 규

제를 구분하되, 후자의 경우에도 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비교-편익 분석 방

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105) 

102) 독립규제위원회의 설립으로 인해 대통령의 집행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서 조직 설립과 관련하여 의회가 “필요

하고 적절한”(necessary and proper)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의회가 채택할 수 있는 조직 형태

에 대해 미국 헌법이 열려 있다는 점과 독립규제위원회가 이미 미국 법제도의 일부분이 된지 

오래이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 등을 들 수 있다. Peter L. Strauss, 
Administrative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2nd edition, Durham North Carolina 2002, pp. 22-23 참
조. 

103) Critchlow/Vandermeer (ed.), The Oxford Encyclopedia of American Political & Legal History, 
volume 1, New York 2012, p. 254.

104) 당시 Harvard Law School 교수였던 브라이어(현재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는 규제에 대한 경

제적 접근을 주장하며 미국 송전망에 대한 규제완화(자유화)를 요구한 바 있다. Stephen G. 
Breyer, Regulation and its Reform, Cambridge Massachusetts, 1982 참조. 

105) 브라이어 대법관은 Harvard Law School에서 행정법 교수로 재임하던 시기에 쓴 저서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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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미국에서 규제의 임무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이다.1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점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되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제목적은 후술할 유럽 연합의 규제 목적과 대조된다. 유럽 연합에서 규제

는 국가독점 또는 사적 독점이 발생하는 산업분야에 경쟁을 형성ㆍ촉진하려

는 특수한 목적이 있다.107)    

한편 미국의 독립규제기관은 미국의 특유한 행정조직 유형이었으나, 유럽

연합이 규제기관의 요건으로서 미국식 독립규제기관과 같이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회

원국의 행정조직법에 영향을 주었다.  

       

3. 영국의 규제개념과 연혁

(1) 영국의 규제개념

영국은 규제와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수 백년에 걸친 역사적 경험을 가지

고 있다. 그렇지만 규제개념을 법적으로 정교화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이 크지

는 않았으며 대체로 미국의 규제개념과 유사하다. 영국은 미국은 모두 보통

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미국의 규제개념이 도입될 때 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국의 규제개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고 모호한 상

태로 남아 있다.108) 특기할만한 것은 국가가 직접 규제에 나서는 것뿐만 아

니라 전문 직역 단체, 산업별 협회, 스포츠 협회 등 민간 영역의 기관들이 

구성원에 대하여 직접 규제를 수행하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적극적으

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과 실제의 위험을 비교하여 그 위험이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ephen G. Breyer, Breaking the Vicious Circle: 
Toward Effective Risk Regul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1994 참조.

106) Oliver Lepsius,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1 Rn. 1.

107) Oliver Lepsius, a.a.O., §1 Rn. 2.

108) Matthias Ruffert, Grundfragen der Wirtschaftsregulierung,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1 R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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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제에 포함시켜 논의한다는 점이다.109) 

(2) 영국에서 규제법의 전개

영국에서 규제개념이 법적으로 쟁점화된 것은 민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

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전에 규제법이 

영국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튜더 왕조 및 스튜어트 왕조에서는 각종 산업이 

강한 법적 규율을 받았으며 그러한 규율은 별다른 의심없이 받아들여졌

다.110) 19세기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산업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

되었다. 그러나 통념과 달리 가장 규제가 약화되었던 시점에도 ‘자유방임이

념’(laissez-faire ideology)이 완벽히 사회를 장악한 것은 아니었으며 사회문

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국가의 개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111) 20세기 초

부터 규제가 점차 증가하여 1970년대에 정점에 이르렀다. 20세기 초중반에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원인으로 다음 셋을 들 수 있다. 첫째,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처방으로 국가가 수요를 적극적으로 일으켜야 한다는 케인즈 

경제이론이 득세하였다. 둘째, 보통선거권이 정착되면서 국가는 더 많은 요

구에 대응하여야 했고 국가가 활용할 수 없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었기에 간

편한 수단으로 규제가 선호되었다. 셋째,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건강과 보

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규제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었다.112) 

이러한 규제의 범람은 1970년대 후반 ‘규제실패’(regulatory failure)로 이어

졌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0년대 규제를 철폐하고 국유화된 산업을 민영

화하는 등 경쟁을 도입하거나 촉진하는 정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113) 

예컨대 종래 공기업이었던 영국항공(British Airways)은 1987년 정부의 결정

에 의해, 철도는 1993년 철도법(Railways Act 1993)에 의해 민영화되었다. 

109) Julia Black, Constitutionalising self-regulation, The Modern Law Review 59, 1996, p. 24.

110) Anthony I. Ogus, Regulation: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Oxford 2004, p. 6.; 
Baldwin/Cave/Lodge, Understanding Regulation, Oxford 2012, p. 4.

111) Anthony I. Ogus, op. cit., p. 7.

112) Anthony I. Ogus, op. cit., pp. 8-9.

113) Anthony I. Ogus, op. cit., pp.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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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영화의 물결은 보수당의 당수로서 수상에 취임한 대처(Margaret 

Thatcher, 1925-2013)의 임기(1979-1990)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 유럽공동체의 규제개념과 연혁

(1) 유럽공동체의 규제개념

유럽공동체에서 규제개념의 법적 형성은 1990년경 활발히 이루어졌다. 시

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미국 규제법과 달리 유럽연합에서의 

규제법은 독점화된 경제 부문에 경쟁시장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행정법 수

단을 가지고 경쟁을 통한 공익”을 촉진하는 것이 유럽법에서 인식하는 규제

의 임무이다.114) 이러한 규제 관념은 미국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서, 통신, 우

정, 에너지 등과 같은 망산업 분야에서의 민영화 및 자유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115)

(2) 유럽공동체에서 규제법의 전개

유럽공동체는 1980년대 이래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규제완화의 열풍 속에서 1990년대 초부터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를 지

속적으로 추진하였는바, 이는 크게 삼단계로 나눌 수 있다.116) 첫째, 1990년

대 초반 통신산업 분야에서 경쟁 형성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위한 입법이다. 

종래 유럽에서는 통신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식으로 국가가 독점하는 분

야였으나 이를 철폐하기 위한 입법이 유럽공동체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에 공개 망접속(Open Network Provision)을 위한 입법지

114) Oliver Lepsius, Regulierungsrecht in den USA: Vorläufer und Modell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1 Rn. 1-2. 

115) Matthias Ruffert, Grundfragen der Wirtschaftsregulierung,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1 Rn. 8.

116) Matthias Ruffert, a.a.O., §21 R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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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117)이 발령되었다. 

둘째, 1990년대 중후반에는 통신분야의 자유화를 진전시키고 에너지 분야

에서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1997년 통신허가(Lizenz)

와 사용료 승인 인가에 대한 지침118) 및 통신 데이터 보호지침119)이 발령되

었으며 1998년에는 음성전화역무지침120) 또한 제정되었다. 한편, 에너지분야

에서는 1996년에 전기 내부시장지침121)이 1998년에 가스 내부시장지침122)이 

만들어졌다.  

셋째, 2000년에 들어와서는 규제완화의 심화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통신법 분야에서 기본지침, 접속지침, 허가지침, 보편적 역무지침 및 데이터 

보호지침의 5개 입법지침이 발령되었다. 한편, 에너지법 분야에서는 2003년 

전면 개정된 전기 입법지침123) 및 가스 입법지침124)이 발령되었으며, 이후 

2009년에 종전의 2003년 입법지침을 폐지하고 전기 입법지침125) 및 가스 입

법지침126)이 만들어졌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규제행정기관의 독립성 

117) RL 90/387/EWG des Rates vom 28.06.1990 zur Verwirklichung des Binnenmarktes für 
Telekommunikationsdienste durch Einführung eines offenen Netzzugangs (Open Network Provision –
ONP).

118) RL 97/13/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0.04.1997 über einen gemeinsamen 
Rahmen für Allgemein- und Einzelgenehmigungen für Telekommunikationsdienste.

119) RL 97/66/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5.12.1997 über die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und den Schutz der Privatsphäre im Bereich der Telekommunikation.

120) RL 98/10/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6.02.1998 über die Anwendung 
des offenen Netzzugangs (ONP) beim Sprachtelefondienst und den Universaldienst im 
Telekommunikationsbereich in einem wettbewerbsorientierten Umfeld.

121) RL 96/92/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9.12.1996 betreffend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en Elektrizitätsbinnenmarkt.

122) RL 98/30/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2.06.1998 betreffend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en Erdgasbinnenmarkt.

123) RL 2003/54/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und des Rates vom 26.06.2003 über gemeinsame 
Vorschriftenfür den Elektrizitätsbinnenmarkt und zur Aufhebung der RL 96/92/EG.

124) RL 2003/55/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es und der Rates vom 26.06.2003 über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en Erdgasbinnenmarkt und zur Aufhebung der RL 98/30/EG.

125) RL 2009/72/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3.07.2009 über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en Elektrizitätsbinnenmarkt und zur Aufhebung der RL 2003/54/EG.

126) RL 2009/73/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3. 07.2009 über gemein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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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유럽법 차원에서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유럽법 차원에서 규제법은 통신, 전기 등 망산업의 민영화 내지 자

유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규제대상의 한정은 독일법의 규제개

념에도 영향을 주었다.127)

5. 독일의 규제개념과 연혁

(1) 독일의 규제개념

 

규제개념은 1990년대 전에는 독일 경제행정법 분야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

은 주제였다.128) 다만, 규제에 대한 법적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정치학 및 행정학의 관점에 영향을 받아 규제를 “독자적인 행정집행을 위한 

명령 또는 금지 형태의 고권적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인식하였을 뿐이다.129)

하지만 시민 사회의 성장과 현대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이

해했던 규제 방식으로는 직면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른바 

‘규제정책의 위기’ 이후에 국가가 사회의 문제점을 명령과 통제가 아닌 ‘조

종’(Steuerung)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 정책 조종과 

관련하여 규제를 “경제적 또는 사회적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국가의 영향력 

행사”로 이해하게 되었다.130) 이러한 규제개념은 1990년대 자유화 또는 민영

화의 흐름 속에서 통신산업 등 종전의 국가독점 또는 민간독점 산업분야에 

민간의 경쟁을 불어 넣으려는 자유화 또는 민영화의 흐름과 관련하여 시작

되었다.131)  

Vorschriften für den Erdgasbinnenmarkt und zur Aufhebung der RL 2003/55/EG 

127) Matthias Ruffert, Grundfragen der Wirtschaftsregulierung,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1 
Rn. 8.

128) Martin Bullinger, Regulierung als modernes Instrument zur Ordnung liberalisierter 
Wirtschaftszweige, DVBl., 2003, S. 1356.

129) Martin Eifert, Regulierungsstrategien,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Ⅰ, 2006, §19 Rn. 2.

130) Martin Eifert, a.a.O., §19 R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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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행정법 개혁과 관련하여 논의된 조종학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단을 채택할 수 있다. 이

러한 틀에서 규제는 “국가임무 수행을 위한 여러 형식의 상위개념”으로 포

괄적으로 인식되었다.132) 한편, 독일에서는 유럽법의 영향 하에 경쟁이 발생

하여 유지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

가 개입하여 경쟁을 창출, 유지하는 것이 규제법의 주요 목적으로 인식되었

다. 최근에 규제에 대한 행정법학의 인식은 대체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시장 결함이 있는 경우 시장기능을 작동시키거나 조정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의도된 국가의 개입”으로 이해하고 있다.133) 이러한 규제개

념은 망산업 분야에서 현저하다.     

한편, 입법자는 규제를 법정 용어로서 ‘통신 및 우편 규제에 관한 법

률’134)에 정의하였고, 이 규정은 1996년 통신법(TKG)에 그대로 옮겨졌다. 

1996년 통신법135) 제2조 제13호는 ‘규제’(Regulierung)를 “통신법 제2조 제2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되는 것으로서 통신역무, 단말설비 또는 무

선시설의 제공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행동을 규율하는 조치 및 주파수의 효

율적이고 혼선없는 사용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조치”로 정의하였다. 이 규정

은 비록 통신법 영역에서의 규제개념이기는 했으나 학계에서는 규제의 본질

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고 실제 학계에서의 규제개념

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136), 2004년 통신법 개정시 규제에 대한 정

의규정은 삭제되었다. 이후 법률 수준에서 규제개념 일반을 직접 정의하려는 

131) Martin Bullinger, Regulierung als modernes Instrument zur Ordnung liberalisierter 
Wirtschaftszweige, DVBl., 2003, S. 1356.

132) Martin Eifert, Regulierungsstrategien,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Ⅰ, 2006, §19 Rn. 4.

133) Martin Eifert, a.a.O., §19 Rn. 4.

134) Gesetz über die Regulierung der Telekommunikation und des Postwesens vom 14.09.1994. BGBl. I 
S. 2324. 이 법은 나중에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vom 25.07.1996, BGBl. I S. 1120) 및 

우편법(Postgesetz vom 22.12.1997, BGBl. I S. 3294)으로 분리되었다.

135) 1996년 통신법은 2004년 다시 전부개정되었다. Telekommunikationsgesetz vom 22.06.2004. 
BGBl. I S. 1190.

136) Christian Berringer,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Wirtschaftsaufsicht, München 2004, S.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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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독일에서 규제법의 전개

독일에서 규제법의 발전은 규제완화 개념과 보조를 같이 한다. 규제완화 

개념은 “경쟁 강화를 위한,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철폐”로 이해된다137).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은 유럽법의 영향 하에 1990년대 초부터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였다.138) 예컨대 에너지 분야의 경우 유럽법

의 영향 하에 1998년 에너지산업(EnWG)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으며 이후에

도 몇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기존에 국가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분야에 대해서도 민영화를 통해 경쟁

시장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국가의 

급부보장책임에 대한 공법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주장은 1980년대부터 나

타났고, 점차 정치적 지원을 얻으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통신 및 철도 분

야에서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다.139) 하지만 독일에서 철도 

역무 및 우정 역무는 국가의 임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민영화로 인하여 공급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상당했다. 독일은 기본법(GG) 

개정을 통해 철도 및 우정 분야를 민영화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임무를 부여

하였다. 즉, 2003년 기본법 제40차 개정을 통해 연방철도 민영화에 필요한 

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140)하였다. 다음 해인 2004년에는 기본법 제41차 개

137) Andreas Voßkuhle, Neu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Ⅰ, 2006, §1 Rn. 57.

138) 독일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시장적인 규율의 철폐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Deregulierungskommission Unabhängige Expertenkommission zum 
Abbau marktwidriger Regulierung, Marktöffnung und Wettbewerb, Berichte 1990 und 1991.

139) 이원우, “독일의 공법질서와 체계”, 심익섭/M.치멕(공편), 독일연방공화국 60년: 1949-2009 분
단국가에서 민주통일국가로 , 2009, 226-228면 참조.

140) 철도의 민영화에 관한 기본법 제87조의e와 경과규정 성격의 기본법 제143조의a가 특히 중요

한 규정이다. 기본법 제87조의e는 고권적 기능과 기업적 기능의 분리, 망과 경영의 분리, 그리

고 국가의 보장책임에 대해 규정하였다. 또한, 기본법 제87조 제1항 제1문을 개정하여 연방의 

고유행정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상 중 ‘연방철도’를 삭제하고, 기본법 제143조의a를 

신설하여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수행된 연방철도를 경영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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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우편행정 및 전신행정을 민영화하는 데 필요한 기본법의 규정141)

을 정비하였다. 

 

IV. 규제개념에 대한 경제적ㆍ정책적 접근

1. 경제적 규제와 시장실패

경제규제142)는 애초 경제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분석되었다. 경쟁시장의 

경우 가격 신호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고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

서 가격과 공급량이 결정된다. 이러한 균형점에서 사회의 후생이 극대화된

다. 그러나 특정한 이유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이유로서 자연독점, 공공재, 외부효과 등을 

든다.143) 이러한 사유로 인해 바람직한 양보다 해당 상품이 덜 공급되거나 

가격이 더 높게 설정되는 등 시장실패(Marktversagen; market failure)가 발생

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한다.144)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자연독점, 공공재, 외부효과 등이 일컬어진다. ‘자

연독점’(natürliches Monopol; natural monopoly)이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항에 대해 전속적 입법권(제1항) 및 해당 법률에 대한 집행권한(제2항)을 연방에 부여하였다. 
콘라드 헷세/계희열(역), 통일 독일헌법원론 , 박영사, 2001, 155-156면; Georg Hermes, 
Eisenbahnrecht,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5 Rn. 34-39 참조.  

141) 체신행정 및 전신․통신행정의 민영화에 관한 기본법 제87조의f와 경과규정 성격의 기본법 

제143조의b가 특히 중요한 규정이다. 기본법 제87조 제1항 제1문을 개정하여 연방의 고유행정

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상 중 ‘연방우편’을 삭제하고, 제87조의f를 신설하여 고권적 

임무에 해당하는 우편통신 임무만을 연방의 고유행정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43조의b
를 신설하여 연방의 특별재산(Sondervermögen)인 독일연방우편을 주식회사로 조직형식을 변경

하였다. 이원우, “독일의 체신업무 민영화 - 제2차 우편개혁을 중심으로” , 법과 사회  제11권, 
1995, 194-195면 참조.

142) 규제는 경제 영역 외의 사회 영역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칠 수 있다. 이 논문은 규제의 전반

적인 범위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며, 경제 분야 그 중에서도 망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

하려는 것이므로 경제 분야에서의 규제, 즉 경제적 규제를 중심으로 살핀다.

143) Jürgen Kühling, Sektorspezifische Regulierung in den Netzwirtschaften, München 2004, S. 35-40.

144) 이준구, 재정학 제4판, 다산출판사, 2012,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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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어 해당 시장에서 하나의 기업만이 남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자연독점에 대한 해법으로 공기업145)이 해당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

고 국가가 해당 공기업을 감독하는 공영화(public ownership)나, 민간이 상품

을 제공하더라도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여 가격을 지나치게 높이지 못하도록 

가격규제를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146)

‘공공재’(öffentliches Gut)란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더라도 한 사

람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 ‘소비의 비경합

성’(Nichtrivalität im Konsum; non-rivalry in consumption)과 해당 상품에 대

한 대가를 치루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제외할 수 없는 소비의 ‘비배제

성’(Nichtausschließbarkeit; non-excludability)을 가지는 상품을 말한다.147) 공

공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이른바 ‘무

임승차’의 문제) 과소 생산되거나 아예 생산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따라

서 국가가 개입하여 해당 역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다 하더라도 공짜인 상품인 과대 수요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정확한 공급량을 산정하기란 어렵다. 

‘외부효과’(externer Effekt)란 어떠한 재화의 생산 및 소비에 따라 제3자에

게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 및 부정적인 효과를 말한다.148) 부정적인 효과의 

피해를 입는 제3자가 그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회적으로 필

요한 수준보다 재화가 더 많이 생산된다. 외부효과가 있더라도 그 비용을 내

145) 공기업 개념에 대해서는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지 않지만 대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공익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비권력사업 중 영리성 또는 기업성을 가지는 

사업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른바 ‘최협의의 공기업’)가 일반적이다. 공기업을 최협의, 협의, 광의, 
최광의로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김동희, 행정법Ⅱ 제17판, 박영사, 2011, 301-302
면 참조. 한편,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관계없이 공행정주체가 설립한 기업을 공기업으로 보

는 형식적 공기업 개념, 설립 목적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익목적이 있는 경우 공기업으

로 인정하는 실질적 공기업 개념, 실정법에서 공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을 공기업으로 보는 제

도적 공기업 개념으로 나누는 견해에 대해서는 최승원,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기초”, 행정법

연구  제21호, 2008, 190-191면 참조. 

146) 폴 크루그만ㆍ로빈 웰즈/김재영ㆍ전병헌(역), 미시경제학 , 451-454면.  

147) Christian Berringer,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Wirtschaftsaufsicht, München 2004, S. 
33.

148) Christian Berringer, a.a.O., 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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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고 민간부문이 스스

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149) 

2. 규제의 유형

규제는 기업활동 또는 시장기능과 관련하여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된다. 한편, 규제의 시점에 따라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그리고 규제대

상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규제 수단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대칭

적 규제와 비대칭적 규제로 구분하기도 한다.   

(1)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규제개념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되어 왔다.150) 

경제적 규제(ökonomische Regulierung; economic regulation)는 기업의 경제활

동, 즉 시장 진입, 해당 상품의 가격 및 품질을 규제하는 것151)을, 사회적 

규제(soziale Regulierung; social regulation)는 보건, 소비자보호, 작업장 안전 

등 기업 또는 시장원리에 맡겨 놓을 경우에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말한다.152)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는 실익은 규제의 정당성 내지 규제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된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효율적 자원배분은 원칙적으

로 국가가 아닌 경쟁시장에 의할 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규제의 

149) 이러한 주장은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로널드 코즈(Ronald Coase)의 코즈 정리(Coase theorem)
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폴 크루그만ㆍ로빈 웰즈/김재영ㆍ전병헌(역), 미시경제학 , 
530-532면 참조.  

150)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외에 행정적 규제를 추가하여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행정적 규제’
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 주체가 국민에게 신고, 보고, 행정조사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최승필,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인ㆍ허가 및 신고, 등록

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320
면 참조. 

151) 최병선, 정부규제론 , 법문사, 1998, 239면.

152) 최병선, 같은 책, 4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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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회적 규제는 자원배분이 아닌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적정 수준에서 도입된다면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153) 

(2)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는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를 미리 규제하는 경우 사전규제

(ex-ante Regulierung)라 하고, 일단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하고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규제하는 경우 사후규제

(ex-post Regulierung)라 한다.154) 통상 사후규제가 사전규제보다 침해의 정도

가 낮다고 본다. 사후규제에서는 자원의 배분을 일단 시장기능에 맡기고 문

제가 생기는 경우 개입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전규제의 경우 국가가 고권적 

과정(hoheitliches Verfahren)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155)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는 경쟁법과 (전문) 규제법의 규제적 특성을 보

여준다. 전형적으로 사후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법체계는 경쟁법이다. 경쟁법

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을 제거

하고자 한다. 반면, 통신법, 에너지법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이 규율하는 산

업이 망산업으로서 자연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경쟁법만

으로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예컨대 통신사업의 경우 망구축

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가 깔아 놓은 통신망을 후발주자

인 신규 통신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접속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사전규제에 해당한다. 

 

153) 2014년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이른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정부, 안전 관련 규제완화 ‘스톱’”, 서울신문, 2014. 5. 7.자) 이러한 정책변화에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54) 이원우, “통신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구조와 문제점”, 행정법연구  제11호, 2004, 64면.

155) Jürgen Kühling, Sektorspezifische Regulierung in den Netzwirtschaften, München 2004, S.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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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칭적 규제와 비대칭적 규제

대칭적 규제와 비대칭적 규제는 규제 대상에게 동일한 수단과 기준을 적

용하여 규제하는가 또는 규제대상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에 따라 상

이한 수단과 기준을 적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같은 수단과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대칭적 규제(symmetrische Regulierung)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대

칭적 규제(asymmetrische Regulierung)라 한다.156) 과거 독점적 시장이었다가 

해당 시장이 자유화된 이후에도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대칭

적 규제를 가하고, 자유화 이후 시장에 진입하여 아직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대칭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57) 비대칭규제는 

외견상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경제력의 남용으로 시장질서를 깨뜨릴 우려가 잠재력을 가

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그 차별이 자의적이지 않다면 합

리적인 차별로서 인정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 참조).158) 

3. 규제의 한계와 규제완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애초 기대되었던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주장 또한 강하게 제기되었다. 규제를 수

행하는 조직 및 인력의 피규제기관에 의한 포획(capture), 정부의 정보 부족, 

민간의 반응 통제 불가능, 관료들의 사적 이익 추구 등의 정부실패

(Staatsversagen; government failure)로 인해 정부개입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

직한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159) 160) 따라서 규제는 시장기능

을 저해하는 악으로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생

156) 이원우, “통신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구조와 문제점”, 행정법연구  제11호, 2004, 64면.

157) Jürgen Kühling, Sektorspezifische Regulierung in den Netzwirtschaften, München 2004, S. 25-26.

158)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214-215면.

159) 이준구, 재정학 제4판, 다산출판사, 2012, 65-66면. 

160) 정부실패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Steven. P. Croley, 
Regulation and Public Interest, Princeton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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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철폐하고자하는 규제완화(Deregulierung; 

deregulation)로 이어진다.161)

한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 또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공기업이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는 사

화( )162) 또는 민영화(Privatisierung; Privatization)의 추동력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도 종래 국가가 직접 관장했던 통신분야를 민영화하여 통신시장에

서 복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시간의 축을 따라 살펴보면 규제는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계추와 같이 강화와 완화의 사이를 순환한다.163) 이를 다시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후견적 국가와 자유방임적 국가의 사이를 오가면서 

사회에 대한 국가의 ‘규제밀도’(Regulierungsdichte)의 수준이 변화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민영화 시대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국가의 기능을 어떻

게 재정립할 것인가? 즉, 국가가 직접 이행을 포기하였을 때 국가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공익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 것인가? 특히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관심의 대상이 된 재규제(Re-Regulierung)164)

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 또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재화의 공급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이어

졌다.165) 

161) Matthias Ruffert, Begriff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7 Rn. 5.

162) 독일단어 Privatisierung 또는 영어단어 Privatization에 대한 우리말 용어로는 일반적으로 ‘민영

화’가 주로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박정훈 교수는 민영화는 종래 국가 등 공공주체가 운영

하는 것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원래의 뜻을 축소한다는 취지

에서 사화( )라 옮기는 것이 정확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박정훈, “공ㆍ사법 구별의 방법론적 

의의와 한계 –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참고하여 -”, 공법연구 제37집 제3호, 2009, 
95면 이하). 이러한 지적은 매우 타당하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학술공동체, 더 나아가 

일반인의 통상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에서 이 논문에서는 민영화

로 쓰기로 한다.  

163) 이원우, “경제규제와 공익”,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 2006, 107면.

164) Matthias Ruffert, a.a.O., §7 Rn. 7.

165) 규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 내지 임무에 대해서는 제2장 제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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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소결

 

규제개념은 규제가 대상으로 하는 사회현상만큼이나 다양하다. 규제관념 

자체는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것이겠으나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광의의 규제개념은 시장경제의 정착 및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규제

에 대한 학문 분과별, 그리고 국가별 대응은 다양하다.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에서의 규제관념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국가가 아

닌 시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기초한다. 자원의 최적배분은 완

전경쟁시장에서 달성되는 것이지만 자연독점, 공공재, 외부효과 등 시장실패 

요인이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적게 생산되고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 이러한 경우에 차악으로서 국가가 개입하여 바람직한 생산

량과 가격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이론은 경제학 등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연구에 힘입은 바 크

다. 하지만 사회과학분야에서 개발된 개념에 대한 법적 수용 정도는 법체계

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법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 개입을 (경

제적) 규제로 보고 있으며, 유럽연합법 및 독일법은 최근에는 국가 또는 민

간이 독점하는 산업분야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규제로 보

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념에 따를 때 유럽연합 및 독일의 규제법은 철도, 통

신, 우편 등 다소 좁은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국가는 자신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형식과 수단을 택할 수 있다. 

망산업분야의 자유화 내지 민영화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가는 국가임무

의 수행을 위해 새로운 규제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 맥락에서 규제

는 공익실현을 위한 적극적 법제도166)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167)

166)「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

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서 법령 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규제의 구

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은 행정규제

를 ①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②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금전적 제재, ③
고용, 신고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④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

는 행정행위로 한정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러한 「행정규제기본

법」의 행정규제개념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로 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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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규제의 공법체계상 지위

I. 개관

경제규제는 경제주체의 활동에 제약을 가한다. 그 결과 공익을 위해 자유

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피규제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경

쟁 촉진을 위한 규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독점적으로 구성된 산업분야

에서 경쟁을 창출하고 시장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한 규제에 의해

서도 경제주체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된다. 경제규제의 권리제한

성으로 인해 헌법상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경제규제의 헌법질서상 허용성 

문제이고, 둘째, 경제규제의 헌법상 정당화 사유에 관한 문제이며, 셋째 특히 

산업화․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생존배려와 관련된 규제에 대한 헌법상 평

가에 관한 부분이다.

 이하에서는 독일과 우리나라에서의 규제에 대한 헌법상 논의에 대해 살

핀다. 미국 및 영국에서도 규제에 대한 헌법상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 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에 있어 경제적 분석에 치우치는 경

향이 있고, 영국은 성문화된 헌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헌법과의 비교

법적 연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륙법계 국가로서 우리 헌법과 비교적 

유사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독일 기본법과의 분석이 우리나라의 규제에 대

한 헌법상 연구에 있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독일과 우리나라에서의 

규제와 관련한 헌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II. 규제에 대한 독일 공법상 평가

개별 행위가 규제의 단위가 되고 있다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192-193면). 이러

한 규제 단위는 개개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한 규제평가 목적으로는 적절하다. 하지

만 기존의 독점적 구조를 자연독점으로 대체하는 법제도로 규제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단위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167) 계인국,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공법연구  
제41집 제4호, 2013, 176-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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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에 대한 헌법 질서 개관

독일 기본법은 우리나라의 헌법 제119조와 같은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이전의 바이마르 헌법과 비교되는 것인데, 이유

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949년 기본법 제정 당시 독일은 분

단 상태였는바 독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제질서에 관한 사항은 통일 이

후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 경제질서에 대해 기본법상 개방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입법자가 구제적인 질서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셋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놓인 독일의 

입장에서 민주주의, 연방주의와 같은 정치적 질서를 받아들이되 경제질서에 

대해서는 국제정치적 여건이 안정된 후 독일 국민의 결정에 따르고자 했다

는 것이다.168) 

현행 독일 기본법은 ‘경제헌법’169)의 문제에 대해 특정한 경제질서를 제시

하고 있지 않다.170) 경제질서를 형성함에 있어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를 거쳐 

선택하도록 하는 개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171) 경제규제와 관련해서도 독

일 기본법은 경제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지 

않으며,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는 공익의 구현 주체

로서 최적화된 방식으로 공익을 구현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규제는 국가가 

택할 수 있는 행위 방식 중 하나이다. 

하지만 기본법이 어떠한 경제질서든지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경제질

서의 기본적,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거주․이전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1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같은 법 

제12조 제1항), 재산권 보장(같은 법 제14조) 등이 있다. 이러한 기본권 규정

168) 전광석, 헌법 제119조, 법제처(편), 헌법주석서Ⅳ , 2010, 465-466면.

169) 독일에서 경제헌법은 협의의 경제헌법과 광의의 경제헌법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협의의 경제

헌법은 경제생활 질서에 대한 독일 헌법, 유럽연합 조약 등 1차적 공동체법(primäres 
Unionsrecht) 및 구속력이 있는 세계 경제법의 규정을 의미하고, 광의의 경제헌법은 헌법, 법률, 
법규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경제질서에 대한 총체적인 법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Rolf 
Stober, Allgemein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7. Aufl. Stuttgart 2011, S. 15 참조.

170) Rolf Stober, a.a.O., S. 39-40.

171) 콘라드 헷세/계희열 역, 통일 독일헌법원론 , 박영사, 20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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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규제의 한계 또는 정당화의 근거로서 작용한다. 이하에서는 기업활동에 

보다 직접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해 살핀다. 

2. 규제의 한계로서 기본권

(1) 직업의 자유

독일 기본법 제12조172)는 직업의 자유(Berufsfreiheit)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제1항 제1문에서 직업선택의 자유(Freiheit zur Berufswahl)를, 

제2문에서 직업행사의 자유(Freiheit zur Berufsausübung)를 규정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는 포괄적인 자유로서 기업활동의 자유(Freheit unternehmerischer 

Betätigung), 영업의 자유(Gewerbefreiheit), 직업영역에서의 계약의 자유 등으

로 구분될 수 있다.173) 

직업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경쟁의 자유(Wettbewerbsfreiheit)가 

있다. 경쟁의 자유는 경제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자신의 직업의 자유를 행사

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시장에서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경쟁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나 경쟁의 자유로부터 국가독점 상태의 산업을 민영화하

거나 민간독점 상태의 산업에 대해 경쟁을 도입․촉진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는 청구권이 도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업의 자유는 개별적인 보호범위를 

가지며 위와 같은 요구는 이러한 보호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174)

국가는 규제법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통신산업과 

같은 망산업의 경우 보편적 역무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계약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망이용료규제를 통해 자유로운 가격설정의 자유를 축소할 수 있으

며, 망분리 또는 망접속 의무화를 통해 기업 구조 또는 경영상 제한을 가한

172) 제12조(직업의 자유) ① 모든 독일인은 직업, 직장 및 직업훈련시설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를 가진다. 직업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될 수 있다.

173) Oliver Lepsius, Verfassungsrechtlicher Rahmen der Regulierung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4 Rn. 46.

174) Oliver Lepsius, a.a.O, §4 Rn.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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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규제법은 경쟁촉진을 통해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175) 규

제법상의 경제규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에 비례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헌법 합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재산권 보장

기본법 제14조176)는 재산권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 보장 규정

에 의해 재산권의 사적 유용성(Privatnüzigkeit)177) 및 소유권자의 처분권한

(Verfügungsbefugnis)178)과 같은 법적 지위가 보호된다. 규제법은 이러한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한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통신망 또는 전력망 등 망을 소유하고 있는 독점사업자로 하

여금 다른 사업자들의 접속을 허용할 의무(Zugangspflicht)를 부과하는 경우 

망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헌법상 지위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법의 

입법자는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한을 박탈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소유권자

175) Oliver Lepsius, Verfassungsrechtlicher Rahmen der Regulierung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4 Rn. 51-52. 

176) 제14조(재산권, 상속권 및 공용수용) ①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

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한다.
     ③ 공용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공용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

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하여진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공

정하게 형량하여 정해져야 한다. 보상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원에 제소

할 수 있다.

177) 사적 유용성(Privatnüzigkeit) 이론은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사적 유용성이 침해되지 않는

다면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으로 보아 공용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하지 않고, 사적 

유용성이 제거된 채 공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공용제한으로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이론으로

서 독일 통상법원(BGH)에 의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콘라드 헷세/계희열 역, 통일 

독일헌법원론 , 박영사, 2001, 282-283면 참조.

178) 처분권한은 헌법상 인정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다. 처분권한에 대한 설명은 김태오, 현

대적 재산권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0-1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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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산권과 그 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적절히 조

정하여야 한다.179) 

재산권의 내용에 따라 헌법상 인정되는 보호의 범위와 입법재량의 한계에 

차이가 있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기결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위

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호가 강화되고 입법재량의 한계가 

축소됨에 반하여, 사회적 연관성이 큰 재산의 경우에는 헌법상 보호가 약화

되고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180) 사회적 관련성이 큰 

재산을 소유한 자는 규제법이 추구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

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 

3. 국가의 역할과 규제 

(1) 생존배려의 문제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만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81) 이러한 ‘생존배

려’(Daseinsvorsorge)의 개념을 세운 포르스트호프(Ernst Forsthoff, 1902-1974)

는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자주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의존하는 필수품을 국가가 급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82) 포르스트호프는 

이러한 생존배려를 위해 급부해야 하는 것으로서 상수도, 수영장, 병원, 요양

시설, 스포츠 시설 등을 들면서 이와 함께 에너지공급도 포함시켰다.183) 특

179) Oliver Lepsius, Verfassungsrechtlicher Rahmen der Regulierung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4 Rn. 54-55. 

180) Oliver Lepsius, a.a.O., §4 Rn. 56.

181) Ernst Forsthoff, Die Verwaltung als Leistungsträger, Stuttgart 1938.; 이상덕, Ernst Forsthoff의 행

정법학 방법론 연구 – 급부행정론과 제도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0-11면.

182) Ernst Forsthoff, a.a.O., 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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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포르스트호프는 1935년184)에 제정된 에너지산업법185)을 거론하며 에너지

공급 계약의 체결에 있어 사적자치 원리가 완전히 관철되지 않으며 일정한 

공법적 제한이 가하여지고 있다고 기술하였다.186) 일반화하면 경제문제를 시

장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국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187) 188) 이를 정치와 경제와의 관

계에서 바라보자면, 경제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국가

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개입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다.189) 

생존배려는 비록 사회에 대한 국가의 현격한 우위가 인정되는 시기에 나

온 개념이었으나 제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새로운 법질서가 재편된 이후에도 

살아남았다. 왜냐하면 생존배려는 일시적인 정치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산업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생존과 행정의 새로운 역할(급부행정)에 대한 통

183) Ernst Forsthoff, Die Verwaltung als Leistungsträger, Stuttgart 1938, S. 50.

184) 에너지산업법이 제정된 1935년은 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이다. 구체적으로 1933년 1월 30일 민족사회주의당이 총

선에서 승리함으로써 히틀러가 독일 수상이 되었고, 약 두 달 후인 1933년 이른바 수권법

(Ermächtigungsgesetz)으로 알려진 ‘민족과 국가의 고난 극복을 위한 법률’(Gesetz zur Behebung 
der Not von Volk und Reich)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결과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에너지산업법은 의회가 아닌 나치 행정부에 의해 제정된 것

이다. 수권법이 제정된 이후 독일에서의 법률 제정에 대한 사항은 조규창, 독일법사 , 고려

대학교출판부, 2010, 264-270면 참조.

185) Gesetz zur Förderung der Energiewirtschaft vom 13.12.1935, RGBl. I S. 1451.

186) Ernst Forsthoff, a.a.O., S. 38.

187)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1930년대 초반은 대공황으로 인해 전세계가 고통받던 시기

였다. 독일은 대공황의 여파 외에도 1차세계대전 패전 후 부담하게 된 배상금으로 인해 실업률

이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극심한 경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히틀러는 국가의 무역 독

점 및 고속도로(아우토반) 등 사회기반 시설 건설 등 국가의 시장 개입을 추구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마틴 키친/유정희(역), 케임브리지 독일사 , 2001, 307-308면 참조.  

188) 롤프 슈토버/최송화ㆍ이원우(공역), 독일 경제행정법 , 법문사, 1994, 45-46면. 

189) 독일 국가사회주의체제에서 법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

이 되었다. 20세기 초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유주의적 국가는 이차대전 이후 독일(서독)은 ‘간섭

국가’(Interventionsstaat)로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급부행정 및 급부국가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생

존배려가 주장되었다. 국가사회주의체제의 내용과 그 극복에 대해서는 이원우, “독일의 공법질

서와 체계”, 심익섭/M.치멕(공편), 독일연방공화국 60년: 1949-2009 분단국가에서 민주통일국가

로 , 2009, 2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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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급부국가는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국가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190)  

 하지만 이러한 생존배려 개념은 법적으로 엄밀한 개념이라 할 수 없다. 

즉, 도그마틱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설명적ㆍ기술적 개념이라 보아야 

한다.191) 즉, 생존배려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될 때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

한다는 법도그마틱이라기보다는 에너지공급 분야에서 국가의 개입이 어떠하

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

배려의 개념이 법적 명확성이 다소 부족하다 하여 바로 국가의 책임이 부인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존배려임무를 항상 국가가 직접 수행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생존배려와 관련있는 급부의 공급을 국가 

외에 다른 주체가 수행하되 국가는 생존배려가 보장된다면 감독 등의 방법

을 통해 후선에서 이를 보장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192) 

(2) 국가임무론

이렇듯 공동체가 유지ㆍ발전해 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국가가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배려론’과 ‘국가임무론’(Staatsaufgabenlehre)은 출발점을 

같이 한다. 앞서 보듯 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의 수행을 반드시 국가

가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에게 맡기

고 국가는 후선에서 이를 보장하는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영화로 인하여 행

정이 종래의 급부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의한 급부가 

제대로 공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한다.193) 독일에

서는 이러한 책임을 ‘보장책임’(Gewährleistungsverantwortung)이라 하며 이는 

190) Michael Stolleis, Entwicklungsstufen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in: Hoffmann-Riem/ 
Schmidt-Aßmann/Voß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Ⅰ, 2006, §2  Rn. 88.

191) Pielow/Koopman/Ehlers, Energy in Germany in: Roggenkamp/Redgwell/del Guayo/Rønne (ed.), 
Energy Law in Europe, Oxford 2007, Rn. 9.19, Fn. 42; 길준규, “세계화 시대의 생존배려 개념의 

변화”,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2006, 351면

192) Ernst Forsthoff, Die Verwaltung als Leistungsträger, Stuttgart 1938, S. 49; 이상덕, 영조물의 개

념과 이론 , 경인문화사, 2010, 265-266면.

193)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영사, 2005, 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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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상 사회국가원리(기본법 제20조 제1항), 국가의 기본권 보장 임

무(특히 기본법 제1조의 인간의 존엄성, 제2조의 생명권과 신체의 완결성) 

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194) 

국가임무는 특히 기존에 국가 또는 공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이 민간기업이 

수행하도록 하는 민영화의 맥락에서 중요하다. 민영화 이후 국가가 이행책임

으로부터 후선으로 물러난다고 하여 국가임무의 방기라는 퇴행적인 단계로

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사회의 역동성을 유지ㆍ촉

진하고 공익의 확보를 위한 규율 체계를 구성하는 등 규제와 경쟁이 변증법

으로 고양된 수단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195) 통신, 육상교통 등 

종래 공익산업들(public utilities)이 민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이러한 

역무가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도

록 보장할 책무를 지고 이로부터 공익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의 개입, 즉 규제

가 정당화된다.196) 

4. 규제와 조종

법학, 특히 대륙법계의 법학은 전통적으로 규범과 도그마틱197)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규범학이라는 법학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법 실

무 도구를 ‘요건 – 효과’의 형식으로 간명히 함으로써 법 실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성의 결과이기도 하다.198) 실정법의 문언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명함으로써 적용되는 요건과 법 효과를 명확히 하는

데에 법학자 및 실무자의 노력이 경주되었다. 법학은 “실정법과 이와 연계된 

194) Pielow/Koopman/Ehlers, Energy in Germany in: Roggenkamp/Redgwell/del Guayo/Rønne (ed.), 
Energy Law in Europe, Oxford 2007, Rn. 9.18. 

195) 계인국,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공법연구  
제41집 제4호, 2013, 162-163면. 

196) Pielow/Koopman/Ehlers, op. cit., Rn. 9.18.

197) 법학에서 도그마틱(Dogmatik)이란 “법률을 소재로 하여 정치한 개념을 세우고 그 개념의 요건

과 효과를 미리 정해” 둔 것을 말한다. 도그마틱의 개념에 대해서는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영사, 2005, 3-4면 참조.

198) 박정훈, 같은 책, 4-6면.



- 56 -

도그마틱이라는 성배의 수호자”(Gralshüter des positiven Rechts und der 

daran anknüpfenden Dogmatik)가 되었다.199) 

하지만 독일 행정법학이 처음부터 법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도그마틱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 1815-1890)은 

행정의 각 영역을 철학,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했다. 하지만 연구 대상을 행정의 법적 형식으로 

축소하고 법학적 방법론을 주창한 오토 마이어(Otto Mayer, 1846-1924)의 이

론적 성취가 독일 행정법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예컨대, 행정행위

(Verwaltungsakt)의 개념요소와 그 효과를 관찰함으로써 상이한 개별 행정분

야에도 불구하고 공통성을 추출함으로써 일반행정법 이론의 기초를 닦았다. 

이렇듯 19세기에 들어 행정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중심으

로 연구하는 행정학과 법학적 방법론에 따라 행정형식과 권리를 주요 연구 

테마로 삼는 행정법학이 분리되었다.200) 행정법학에서 시민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를 권리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생

각으로 연결되었다. 19세기 독일의 폰 게르버(Karl von Gerber, 1823-1891), 

라반트(Paul Laband, 1838-1918), 오토 마이어(Otto Mayer, 1846-1924) 등의 

견해에 따르면 시민은 실정법의 규율에 의해 반사적으로 수혜를 입는 이익

이라는 차원에서 권리를 인정받았을 뿐이었으나, 이후 발터 옐리네크(Walter 

Jellinek, 1885-1955) 등의 노력으로 주관적인 공권개념으로 발전하였다.201)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Weimarer Republik, 1918-1933)의 자유주의 헌정체

제가 무너진 후, 민족사회주의 정권(NS-Regime, 1933-1945) 하에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우월성이 압도적으로 주장되었고 개인의 공권은 철저히 무시되

었다. 군정시기를 거친 후 새로이 출발한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1949-)에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

199) Ivo Appel,  Das Verwaltungsrecht zwischen klassischem dogmatischen Verständnis und 
steuerungswissenschaftlichem Anspruch, VVDStRL Heft 67, 2008, S. 233.

200) 박정훈, “행정의 효율성과 법치행정 – 독일에서의 논의와 원리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

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목촌 김도창박사 팔순 기념논문집), 삼화원, 2005, 217면. 

201) Michael Stolleis, Entwicklungsstufen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in: Hoffmann-Riem, 
/Schmidt-Aßmann/Voß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Ⅰ, 2006, §2 Rn.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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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행정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강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전념하였다. 그 결과 행정법은 행정의 임무로서 사회의 변화에 대

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끌어나가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소홀하였다. 

그러나 고전적 도그마틱에 치중하던 행정법학은 20세기 후반부부터 효율

성, 민영화 또는 규제완화와 같은 변화하는 행정현실 속에서 국가 또는 행정

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다. 민간에 모든 것을 맡기면 자원의 최적배

분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형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와 행정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해야 했다.202) 행정법이 행정을 

통한 국가의 권한 행사를 법적으로 적절히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실

현을 위해 국가의 효율적인 권한행사를 지원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었다.203) 

이는 국가의 역할변화와도 관련된다. 근대 경찰국가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

의 질서를 강조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규범 위반에 대해 처벌과 제재를 

부과하는 법도구를 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법도구는 주로 침해적인 성격

을 가진다. 경찰국가에 대한 법도그마틱의 대응은 침해행위를 중심으로 행정

행위를 구성하고, 침해적 행정행위의 법률적합성 및 개별적 권리보호를 위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었다.204)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시민의 복리와 안전

에 대한 국가의 전방위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종전의 처벌과 제재는 적합하지 

않았기에 정보제공과 지원 등 새로운 수단이 부각되었다.205) 특히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생존에 필요한 급부의 제공과 관련하여 생존배려의 문

제가 중요해졌고, 이른바 급부행정(Leistungsverwaltung)과 관련한 법이론 또

202)  Ivo Appel, Das Verwaltungsrecht zwischen klassischem dogmatischen Verständnis und 
steuerungswissenschaftlichem Anspruch, VVDStRL Heft 67, 2008, S. 241-246.

203) 박정훈, “행정의 효율성과 법치행정 – 독일에서의 논의와 원리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

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목촌 김도창박사 팔순 기념논문집), 삼화원, 2005, 218면.

204) Winfried Brohm, Die Dogmatik des Verwaltungsrechts vor den Gegenwartsaufgaben der Verwaltung, 
in: VVDStRL Heft 30, 1971, S. 253.

205) 송석윤, 헌법과 정치 , 2007, 24-25면.



- 58 -

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 앞에 적응할 것이 요구되었다.206) 행정법의 임무가 

행정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개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한 제

도의 형성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형성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특정 

수단에 제한되지 않고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207)    

이른바 신행정법학(Neues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은 도그마틱을 중

심으로 하는 해석학적 연구에서 법정립을 위한 연구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 

즉, 법률 및 판례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방법론에서 문제해결적 방법

론으로 이동한다.208) 종래의 해석학적 방법론이 오토 마이어의 법학적 방법

론에 기초하여 다른 학문에 의존하지 않는 폐쇄적인 학문적 자기완결성을 

가지는 것에 반하여, 신행정법학은 경제학 등 다른 학문의 성취를 일정 부분 

공유함으로써 개방적인 방법론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신행정법학이 경제학

적 논리에 매몰되어 행정법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며 행정법학

이 담는 내용을 확대하고 논의 수준을 심화한다. 이러한 신행정법학의 태도

는 규제의 층위를 세분화하고 의미있는 부분을 분리함(Abschichtung)으로써 

행정법학상 의미있는 새로운 규제의 개념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도 드

러난다. 

III.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공법상 평가

1. 규제와 관련한 헌법 및 법률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의미에서의 규제에 대

한 헌법상 정당화의 단초를 제헌헌법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제헌헌법은 

“(...)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206) Winfried Brohm, Die Dogmatik des Verwaltungsrechts vor den Gegenwartsaufgaben der Verwaltung, 
in: VVDStRL Heft 30, 1971, S. 257-258.

207) Winfried Brohm, a.a.O., S. 259.

208) Andreas Voßkuhle, Neu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Ⅰ, 2006, §1 Rn. 1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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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여(제헌헌법 제84조) 신생국가의 경제질서를 형성함에 있어 개인의 생

존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국가의 경제과정에 대한 개입은 개인

의 생존권 보장뿐만 아니라 일제 수탈과 6.25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단

기간 복구, 발전시키기 위해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 없으며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유신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209)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부터 태동하였다. 1980년 헌법에는 “시

장의 내재적 한계”에 주목하고210) 이에 대한 해결책을 헌법에 규정하였

다.211) 이를 법률에 구체화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2)이 

제정되는 등 계획에 의한 경제 발전으로부터 서서히 탈피하였다. 이는 1980

년대 보수주의적 성격을 띤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 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도 관련된다.213) 한편, 1980년

대부터 법적 근거없이 추진되던 규제완화 정책은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에

서 입법화의 결실을 거두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214),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215) 이 제정되었으며 행정규제에 대한 종합

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216)이 제정되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

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

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상당히 

넓게 그 범위를 잡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인허가와 같이 영업에 필요한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적인 행정처분(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

209)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149-150면.

210) 전광석, 한국헌법론 , 집현전, 2014, 850면.

211) 1980년 헌법 제120조 ③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ㆍ조정한다.

212) 법률 제3320호, 1980. 12. 31. 공포, 1981. 4. 1. 시행(제정).

213) 이원우, 같은 책, 150면.

214) 1993. 6. 11. 공포, 1993. 7. 1. 시행, 법률 제4560호(제정). 

215) 1994. 1. 7. 공포, 1994. 4. 8. 시행, 법률 제4735호(제정). 

216) 1997. 8. 22. 공포, 1998. 3. 1. 시행, 법률 제5368호(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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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신고, 등록, 보고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2

조 제3호)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규제영향 분석 및 평가와 관련하

여 비용편익 분석(「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경쟁제한적 요소 

여부(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등의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바 경제적 방법

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한 이해는 아직 경

제적 시각에 경도된 것으로서 법학의 고유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는 규제

법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217) 

2. 규제에 대한 헌법상 평가

(1) 규제와 경쟁

우리나라 헌법은 경제질서를 형성함에 있어 시장기능을 통해 자원을 배분

하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다.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는 “개인

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에 대한 존중(헌법 제119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으로부터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

리,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사영기

업의 국유화 또는 공유화 제한 및 경영 통제 또는 관리 제한(헌법 제126조) 

등을 들 수 있다.218)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질서가 시장만능주의에 기초한 것

은 아니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

배 및 경제력 남용(을) 방지”, 그리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

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

항). 즉,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국가가 어느 대상에, 어

느 수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와 조정을 행할 수 있느냐이다. 우리 헌

법은 규제와 조정의 대상, 수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지 않

217) 박정훈, “규제 및 규제개혁의 의의와 규제의 피드백”, 규제개혁정책토론회, 2013. 6. 19., 5-6
면.

218) 전광석, 한국헌법론 , 집현재, 2014, 8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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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헌법상 경제질서는 헌법상 가치가 존중되는 한도 내에서 입법자

가 형성하도록 개방된 체제이다.  

한편,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자율성 존중과 제2항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따른 국가의 개입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

이 엇갈린다. 제1항을 경제질서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보되 제2항을 이에 

대한 예외로 보는 입장219)이 있는가 하면, 제1항과 제2항은 원칙-예외의 수

직적 관계가 아닌 동가치의 수평적 관계로서 양자가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된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을 둘러싼 논쟁은 시장과 국가, 경쟁과 규제

에 관한 것인데, 이는 대립과 충돌의 관계가 아닌 조화와 균형의 관계로 보

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시장은 전체 사회의 부분집합으로서 시장은 건

강한 사회의 기반 위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30년

대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경제질서에서의 국가의 폭주 또는 자유방임 상태에

서 일부 독점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 외부적 요인이냐 내재적 요인

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양자 모두 시장원리 및 경쟁원리 모두를 

파괴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제1항의 예외가 아니라 제1항이 제

대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제2항이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20) 우리 헌법

은 규제와 규제철폐 중 택일이 아니라 경제영역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형성은 행정규

제법의 영역이며 향후 행정규제법이 입법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직업의 자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2조). 독일 기

본법 제14조와 달리 우리나라 헌법 제12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만을 정하고 

219) 김성수, “경제질서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현재결정의 평가와 전망”, 공법연구 제33집 제4호, 
2005, 137면 이하. 

220)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137-000면, 213-216면; 전광석, 한국헌법론 , 집현재, 
2014, 8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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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직업수행의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및 경쟁

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221) 및 판례222)의 태도이다. 기업의 활

동에 대한 제한 역시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지만, 독점의 제

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우리 헌법이 채

택한 경제질서 하에서 자유에 대한 부분적인 제한 및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

다.223)  

(3) 재산권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재산

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제23조 제1항 제1문),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써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하는 기능을 한

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학의 통설224)이며 판례225)의 태도이다. 한편,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정하고 있다. 재산권은 절대적

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상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데,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규제제도가 가능하다. 다만, 규제는 재산권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수준

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규제수준은 내재적인 한계를 가진다. 

IV. 소결

221) 권영성, 헌법학원론 , 법문사, 2006, 563-564면; 정태호, 헌법 제15조, 법제처(편), 헌법주석서Ⅰ , 
2007, 496-501면.

222)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경쟁의 자유);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90 
(겸직의 자유) 등. 

223) 권영성, 같은 책, 569면.

224) 성낙인, 헌법학 제10판, 법문사, 2010, 656-657면; 한수웅, 헌법학 제4판, 법문사, 2014, 
835-836면.

225)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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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역사적 배경, 법체계, 경제질서,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규제가 

정당화되는 상황도 상이하다. 대표적인 법체계인 보통법 체계와 대륙법계 체

계 하에서 규제에 대응하는 입장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통법 체계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철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하여 통신, 에너지, 원자력 분야 등에 규제법이 폭넓게 자리 잡았다. 미국은 

대통령제로서 강력한 권력분립 체계를 그 특성으로 하는데, 규제에 있어서도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로 인해 독립규제기관이 규제를 수행하도록 하였

다. 미국 규제법에는 규제에 관한 통일된 법리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으며 경제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개별 문

제에 대한 해결을 법적 임무로 삼고 있기에 통일적인 규제법의 형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의 경우 규제법은 도시화, 산업화된 사회에서의 생

존배려(Daseinsvorsorge)와 관련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생존을 위해 필요

로 하는 통신, 에너지 등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 누구나 인격

을 자유로이 발현할 수 있는(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 헌법상의 기본원리가 

관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존배려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의 지나친 관여는 효율성의 

저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민간이 효율적으로 공급하되 국가는 공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보장하는 역할로 물러 설 수 있다. 국가는 보장임

무로부터 민간 부문이 공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감독하고 관여할 수 

있는 계기를 획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는 국가의 보장임무와 관련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제 3 절 민영화와 규제법

민영화는 규제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민영화로 인하여 국가가 직접 

담당하던 업무가 민간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이 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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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수익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민간이 공익적 성격을 가

진 급부제공 관련 임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서 급부의 공급여부, 품질ㆍ가격 

등 공급조건 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법은 민영화 이후에

도 급부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서 공익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하

에서는 민영화와 규제법과의 관계에 대해 살핀다.

I. 민영화

1. 민영화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그리고 독

일 공법의 맥락에서는 개인의 생존에 필요한 역무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

여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정당화되는바 이를 전통적인 의미의 규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는바 바로 

그것이 정부실패의 문제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시장기능을 통한 재화를 효

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래 공공부문에서 수행하

던 기능을 시장에게 맡기거나, 아예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부문을 민간영역

에 귀속시키는 행태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시장실패의 교정이라는 목적 외에 한정된 자원으로 공임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책으로 민영화가 추진되기도 한다. 정부에 대한 시민

의 요구의 양이 늘어나고 질이 높아지는데 반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정

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조직 구성과 일하는 방식이 효율성을 기준으로 짜여

진 것도 아니다. 정부가 하는 일 중,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 예컨대 

도로, 하수도 시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은 국가가 직접 수행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에는 민간 주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형식을 구성

할 필요가 있다.        

2. 민영화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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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민영화는 종래 국가가 수행했으나 더 이상 국가가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국가가 수행하는 것 보다 민간이 수행할 때 더 

효율적인 경우에 해당 기능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를 공식화하면, 

“공기업의 경영 내지 공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사적 요소에 의한 공적요소의 

대체” 또는 “공기업의 경영 내지 공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사경제적 방식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226) 

이를 분설하면 국가의 영역에 속하는 ‘공기업의 경영 내지 공임무 수행’을 

‘사적요소’ 또는 ‘사경제적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공기업’, ‘공임무’, ‘사적 요소’ 및 ‘사경제’와 같은 개념 요소

가 명확한 법적 개념요소라기 보다는 다시 법적 해석작업을 거쳐야 하는 모

호한 개념이고, ‘대체’나 ‘도입’을 위한 법적 수단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다. 따라서 민영화 개념은 엄밀한 법적 개념이 되기 어려우며 현실 세계의 

묘사를 위한 편의적 개념이거나 기껏해야 특정한 맥락에서만 의미를 갖는 

제한적 개념으로 보인다.227)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모든 민영화 현상을 아우르는 큰 개념을 가지고 논

의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민영화의 양태와 

속성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민영화의 유형

국가 또는 공기업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인의 도움을 받는 전통적인 

방식은 공무수탁(Beleihung) 또는 행정보조(Verwaltungshilfe)의 방식이다. 공

무수탁은 사인이나 사법상 법인에게 공법상 권한을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행정보조는 사인이 공임무의 수행에 도구로서 참여

하는 것이다. 한편, 더 나아가 에 의해 조직된 기관에 의해 수행하도록 

맡기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228) 통상 우리가 민영화라고 하면 후자를 말

226)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2010, 644면. 

227) 이에 반해 민영화 개념은 행정이론상 필요한 중심개념 및 집합개념이라는 이견도 있다. 이러

한 두 주장에 대해서는 Wolf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 Bd. 3, 5. Aufl. München 2004, §92 
Rn.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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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민영화는 공공주체가 담당하는 임무를 사경제적인 방식으로 수행토록 하

는 것이므로 반드시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방식은 다양하다. 즉, 흔히 일반적으로 민영화하면 떠올리는 국가 등 공

공부문이 소유하는 재산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이른바 ‘실질

적 민영화’, materielle  Privatisierung), 계속 행정 내부에서 수행하되 법적 

형식의 변경( 적 방식의 채택)을 통하는 방법(이른바 ‘형식적 민영화’, 

formelle Privatisierung)도 있다.229) 실질적 민영화는 다시 재산권의 이전이 

발생하는 재산권 민영화(Vermögensprivatisierung), 해당 임무의 수행 자체를 

민간에 넘기는 임무민영화(Aufgabenprivatisierung)230), 해당 임무에 대한 지

도책임은 계속 국가가 지되 그 준비 및 수행만을 민간에 넘기는 기능민영화

(funktionale Privatisierung)로 구분된다. 

4. 민관협력

한편, 국가임무를 누가 수행하는가를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 중 하나로 

일도양단하지 않고, 두 부문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 또한 사용

되고 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힘을 합쳐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

을 민관협력(Public-Private-Partnerschaft)이라 한다.231) 민관협력에 대해 명확

히 정의하기 어렵지만 그 대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② 계약의 방식으로, ③ 공적 임무를 수행하되, ④ 임무수

228) Wolf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 Bd. 3, 5. Aufl. München 2004, §92 Rn. 1.

229) 이원우,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공법연구  제31권 제1집, 
2002, 23-26면; Hartmut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6. Aufl. München 2006, §23 Rn. 
61-64. 

230) 완전한 임무민영화의 경우 해당 임무의 수행뿐만 아니라 그 임무에 대한 책임과 감독까지 민

간에 이양되어야 하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국가임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자신의 권한

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원우, 앞의 논문, 
25면 참조.

231) 정남철, “민관협력(PPP)에 의한 공적과제수행의 법적 쟁점 –독일 및 유럽연합(EU)에서의 논

의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7집 제2호, 2008, 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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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대한 책임과 위험(Risko)을 분산하는 것이라 한다.232) 민관협력은 독일 

일반행정법 분야에서는 공공발주(Auftragsvergabe)와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있

으며, 개별행정법 분야에서는 도시개발, 환경, 경제, 교육부문 등 다양한 부

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233) 

민관협력이 민영화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며 오히려 기능민영화

와 중첩된다.234) 즉, 공적 임무를 상의 조직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형식

적 민영화(조직 민영화)와 공적 임무를 민간에 넘겨주고 국가는 임무 수행으

로부터 벗어나는 실질적 민영화(임무 민영화)의 중간 단계에서, 공적임무를 

상 조직이 수행하되 보장책임을 국가가 지는 기능민영화의 한 유형으로 

파악된다.235) 따라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는 분야의 경우에도 보장국가론의 

입장에서 후술할 민영화후속법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인정된다. 

 

II. 독일 공법에서 민영화후속법으로서의 규제법

공익산업에 한정하여 생각해 본다면 민영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의 공적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완전히 포기되는 것은 아

니다. 문제는 민영화 이후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재화의 공급을 담보할 수 있

는 수단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이다. 민영화 이후에도 국민들이 해당 산업 분야

에서 적절한 가격과 조건으로 해당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

야 하고, 이러한 제도를 규정한 법이 ‘민영화후속법’(Privatisierungsfolgenrecht)

이다.236) 

민영화는 단순히 재산권 또는 기능의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이후에 공익 확보를 위한 질서의 재구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

232) 정남철, “민관협력(PPP)에 의한 공적과제수행의 법적 쟁점 –독일 및 유럽연합(EU)에서의 논

의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7집 제2호, 2008, 347면.

233) Wolf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 Bd. 3, 5. Aufl. 2004, §92 Rn. 8-23. 

234) Wolff/Bachof/Stober, a.a.O., §92 Rn. 4.

235) 정남철, 같은 논문, 345-347면.

236) 롤프 슈토버/장경원(역), “현대 규제행정법의 모델에 관하여”, 이원우(편), 정보통신법연구Ⅰ , 
경인문화사, 20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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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독일 기본법상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바 이는 생존에 필요한 역무 공급에 대한 보장으로 이어

진다. 따라서 국가가 해당  임무를 방기하고 민간기업에 방치하는 것은 민영

화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 오히려 공공부문이 담당했을 때보다 더 효율적으

로, 더 양질의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헌법상 이념을 실현하고 공익을 증진하

는 것이 민영화의 목적이다. 

독일의 경우 종래 국가 부분에서 이루어졌던 철도 및 통신 기능을 민영화

하면서도 해당 기능의 보장을 위한 사항을 기본법에 규정하였다. 즉, 철도교

통부문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제87조의e와 제143조의a 등을, 우정 및 통신 

업무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제87조의f와 제143조의b 등을 입법하였다. 철도 

및 우정ㆍ통신이 에 의해 설립된 기업에 의해 운영되나 해당 기능이 전

국적으로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개별 법률을 통해 규율되어야 한다.237) 

이러한 법률상의 규율을 규제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규제법은 전통적인 

규제(예컨대 시장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 외에도 독점적 시장구조의 경쟁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 이후에도 사회에 필수

적인 재화가 제대로 공급되게끔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해 주는 법체계로 이해해야 한다.238) 망산업 분야에서 산업의 특성으

로 인해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다. 망산업의 경우 이미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망이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

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인위적으로 복수의 기업을 시장에 진

입시키더라도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따라서 해당 망을 개방하고 그 이용이 차별없이 적절한 가격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른바 전문규제(spezifische Regulierung)의 도입이 요구

된다.239) 

237) 콘라드 헷세/계희열 역, 통일 독일헌법원론 , 박영사, 2001, 155-156면.

238) Matthias Ruffert, Begriff in: Fehling/Matthias (Hrsg.), Regulierungsrecht, 2010, §7 Rn. 58; 
Christian Berringer,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Wirtschaftsaufsicht, München 2004, S. 102 
참조.

239)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55-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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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규제는 통상 사회현상에 대한 국가의 개입, 더 좁게는 시장실패에 대해 국

가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견해는 

원칙적으로 경제학에서 발전한 것으로서 이는 법학의 규제개념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에 대한 개입은 그 대상범위가 넓고 내용이 모호

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규범 해석의 방법론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행정법학에서 현저하다. 규제 현상과 법학적 방법론의 괴리로 인

하여 일반행정법 이론에서 규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경제적 시각에서 규제는 경쟁을 억압하고 시장효율성을 저해하는 것

으로서 마땅히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 행정법학계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규제와 관련하여 행정법학에서 논의되는 것도 인허가 요건의 명확

화나 재량의 축소, 네거티브 인허가 제도의 도입 등 규제완화와 관련된 것이 

주종을 이룬다.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행정규제개념 또한 이러한 규제개

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규제법체계의 근거가 되기보다, 비용-효과 

분석 등 경제적, 회계적 방법론에 기초한 규제 영향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

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완화와 관련한 입법화는 중요하며 행정법학계가 

떠맡아야 할 임무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규제를 인식하

는 것은 규제의 의미와 기능을 제한하고 규제법의 연구 대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종래 국가 부문이 담당했던 산업영역을 민영화하거나 또는 자유화하는 과

정에서 독일은 법적 의미에서의 규제를 보장국가론을 전제로 하여 법제도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제도로서의 규제는 독일의 행정

법학의 내용과 방법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행정법학의 개혁, 또는 

조종학의 도입을 통해 행정법학의 대상을 확대하고 방법론을 개방한다. 법학

적 합리성 외에 다른 방법론적 합리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되, 법

학적 체계 내에서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다음으로, 행정법학

의 연구 대상이 되는 규제를 독일의 법체계와 관련하여 재구성하였다.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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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독일의 규제법은 독점 산업을 민영화 내지 자유화할 것을 요

구한 유럽법의 영향 하에 전개되었다. 따라서 망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임무 

또는 공임무가 민영화된 이후 또는 시장이 자유화된 이후 해당 산업에 대한 

법적 규율을 규제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규제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의 목적, 원칙, 규제기관, 기준, 수단 등이 

깊이있게 연구된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규제 형성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에 독일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는 없다. 하지

만 망산업의 자유화라는 유사한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

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행정법의 규제에 대한 이해와 논의

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망산업의 자유화와 관련한 

독일 행정법학계의 논의는 우리나라의 규제법에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공공부문이 독점하였던 산업영역이었으나 

민영화를 통해 복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체제가 달성된 망산업은 

통신산업을 들 수 있을 뿐 에너지산업, 철도산업, 우편산업 등의 구조개편은 

현재로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독일식의 규제개념을 인정하기 어

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과거 국가가 독점했던 산업분야를 ‘사회기반시

설’(Infrastruktur) 또는 ‘망’(Netz)이라는 공통점에 착안하고 국가가 보장국가

론 또는 사회기반시설책임에 입각하여 규제법을 구축하는 것이 과연 우리 

법체계에서 타당한 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유화된 산업분야에서 경쟁을 도입하는 제도로서의 ‘규제’개념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국가는 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 중 가장 적합한 것

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규제’ 또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나 민영화 

또는 자유화는 국가의 임무수행 주체의 분산을 가져오고 국가는 해당 임무 

수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입하는 법제도를 규제개념으로 확

장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개념은 종전에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규제개

념과 혼동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개념이 나타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망산업의 자유화와 관련된 것을 ‘망산업규

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논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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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망산업으로서 전력산업의 특수성
제 1 절 망산업의 의의와 규제법상 규율

규제개념을 자유화된 공익산업 영역에서 경쟁제고 및 생존배려 확보를 위

한 법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할 경우 규제개념의 지평이 확장되고 규

제법의 고유한 법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러한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법이 적용되는 대상 영역의 특성과 

관련지워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망산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하에서는 망산업의 의의와 특성과 이에 대한 규제법 논리에 대해 살핀다.   

 

I. 망산업의 의의와 특성

1. 망산업의 의의

철도, 통신, 전기, 천연가스, 식수, 하수 등은 각각 철도, 통신선, 전력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상수도관 및 하수도관을 통해 공급되거나 이동된다. 

이러한 서비스의 공통점은 철도, 통신선, 전력선, 상수도, 하수도 등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망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철도의 경

우 열차는 일정한 궤도 위에서만 달릴 수 있으며, 전기는 대체로 전선을 통

해 발전소에서 소비지로 전달된다. 철도, 통신선, 전력선, 천연가스 파이프라

인, 상하수도관 등을 포함하는 ‘망’(Netz)240)을 추상적으로 정의하면 “공간을 

점유하면서 복잡하게 분기하는 상품 및 승객 이동 시스템”이라 할 수 있

다.241) 

240) 한편, 망 대신에 “거리를 극복하고 공간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매체”를 사회기반

시설(Infrastruktur)로 정의하고,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사회기반시설 

책임(Infrastrukturverantwortung)으로 구성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Georg Hermes, 
Staatliche Infrastrukturverantwortung, Tübingen 1998 참조. 

241) Jürgen Kühling, Sektorspezifische Regulierung in den Netzwirtschaften, München 2004, S.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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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의존하여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는 산업을 망산업(Netzwirtschaft)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망산업은 망을 매개로 상품을 전달하거나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242) 구체적으로 철로를 이용하는 철도산업, 공항등 사

회기반시설과 항공로를 이용하는 항공산업, 통신선로를 활용하는 통신산업, 

전선을 통한 전기공급 또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공급을 행하는 에너

지산업, 우체국 등 우편물 발송 시설과 우편물 이송 체제에 기반하는 우편산

업243) 등이 망산업에 해당한다. 

2. 망산업의 유형

망산업은 상품이 전달되는 방향에 따라 단방향망산업과 양방향망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방향망산업이란 상품이 망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전달되는 

산업을 말한다. 예컨대 전력산업의 경우 발전소에서 송전망, 배전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가스 산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생산지 또는 저장

장소에서 파이프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스가 공급되며, 방송산업의 경우 방

송국에서 일정한 유무선망을 통해 시청자에게 방송물이 전달되는 등 상품이 

전송되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244) 반면, 양방향산업에서는 상품이 흐르는 방

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예컨대 전화산업의 경우 A라는 사람과 B사람을 연

242) 조창현/윤우진, “네트워크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쟁과 규제 –전력 및 가스산업을 중심으

로”, 산업연구원, 2001, 19면. 

243) 다만, 우편산업의 경우에는 망의 성질과 관련하여 다른 망산업과 다소 차이가 있다. 우편산업

에 사용되는 망은 물리적인 망이 아니고 우편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운송수단 등을 말한

다. 이를 반영하여 유럽연합 입법지침(RL 97/67/EG) 제2조 제2호는 ‘공개 우편망’(öffentliches 
Postnetz)을 우편역무 수행(Postdienstleistung)을 위한 조직 및 수단의 총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독일 우편법(PostG)은 접속의무와 관련하여 우편망이란 용어가 아닌 ‘우편 전문시

설’(Postfachanlage)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우편법 제29조). 독일 우편법의 우편망(Postnetz)에 관

한 논의에 대해서는 Ludwig Gramlich, Postrecht,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4 Rn. 44-47; 
Matthias Ruffert, Post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11 Rn. 42-43 
참조. 

244) 최근에는 주문형비디오(video on demand)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 TV) 등 새로운 서비스

의 출현으로 방송도 양방향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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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지만 음성정보의 흐름은 양 방향 모두 가능하다. 철도산업 및 항공산업

에서도 마찬가지로 승객 또는 상품의 수송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245) 구

분의 실익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외부성 또는 규모의 경제가 발

생하는 방식의 차이와 관련된다. 양방향망산업의 경우에는 주로 이용자 증가

에 따라 편익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단방향망산업의 경우에는 망증가

에 따른 비용감소가 나타난다는 점이 부각된다.  

3. 망산업의 특성과 규제 근거

(1) 규모의 경제

1) 의의

망산업은 일단 망을 깔아 놓으면 이용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상당히 적은 

비용만이 추가로 소요되고 평균비용이 감소되는 특성을 보인다. 달리 말하면 

망의 규모 확대에 따라 수익이 증대되는 ‘규모의 경제’(Skalenvorteil; 

economy of scale)가 나타난다. 규모의 경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력산업과 

같은 단방향망산업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전력산업의 경우 송전망 및 배전

망의 건설에 커다란 고정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망이 설치되면 그 수

용한도 내에서는 이용자가 늘더라도 별 비용증가 없이 전력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비용이 떨어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가 

후발 주자에 비해 비용상 이점을 가진다. 따라서 후발 주자가 해당 산업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246) 

한편, 신기술의 발전이나 수요증가에 따른 비용구조의 변화가 있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기업의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이 비교적 용이

245) 조창현/윤우진, “네트워크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쟁과 규제 –전력 및 가스산업을 중심으

로”, 산업연구원, 2001, 19면. 

246) 조창현/윤우진, 같은 논문, 2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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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또는 수요가 증가하여 기존 망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평균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구간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247) 

2) 규제 정당화 사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은 대체로 자연독점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

고 자연독점의 폐해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의 간여 내지 규제가 정당화된다. 

과거에는 주로 자연독점으로 얻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거나 가격통제를 통

해 독점이익을 제한하는 규제정책을 썼다. 최근에는 자연독점 부문과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해당 부문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에너지법의 경우에는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전력망부문과 

그 밖의 발전, 판매 부문을 구분하여 망부문에 대해서는 망의 공동이용에 대

한 규제를 도입하고 망 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진

입진입 장벽을 낮추는 규제법 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2) 망 외부효과

1) 의의

해당 상품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그 상품의 유용성 또한 향상되는 경우 

‘양의 망 외부효과’(positives Netzwerkexternalität)가 있다고 한다.248) 달리 표

현하면 ‘망밀도’(Netzdichte)가 높아짐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가 증가하는 것

을 말한다. 양의 망 외부효과는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과 

247) 평균비용은 대체로 완만한 U자형을 가지는데, 비용이 감소하여 바닥에 이르는 구간을 규모의 

경제 구간(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는 구간), 다시 비용이 상승하는 구간을 규모의 불경제 구

간(규모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는 구간)이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폴 크루그만ㆍ로빈 

웰즈/김재영ㆍ전병헌(역), 미시경제학 , 391면 그림 12-12 참조.  

248) Martin Leschke, Regulierungstheorie aus ökonomischer Sicht, in: Fehling/Ruffert,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6 Rn.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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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사소통 수단에서 나타나며, QWERTY 자판, 블루레이 DVD 등 기술

표준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휴대전화 메신저의 예를 들자면, 1,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메신저 앱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A 메신저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최

대 1,000만 명과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다음 사람은 1,000

만 1명과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가입자 증가에 따라 편의성이 

증가한다. 

망 외부효과는 기술발전과 관련하여 ‘경로의존성’(Pfadabhängigkeit)에 의존

하는 경우가 많다.249) 경로의존성이란 어떤 사건 초기의 우연한 사정이 그 

사건의 진행과정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발전기술의 경우 

더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신기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체제가 종

전의 기술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사장되고 과거의 비효율

적인 기술이 계속 쓰일 수 있다.250) 

2) 규제 정당화 사유
 

경로의존성이 있는 경우 우연한 사정으로 일의 경과가 결정되거나 과거의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착효과(Lock-in-Effekt)가 

발생하게 된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우연한 사정이 현

재를 규정하고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망산업에서 경로의존성

에 따른 고착효과는 시장에 맡겨서는 교정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즉, 고착효과에 따른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251)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환경친화적인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시장에 맡겨 둘 경우 화력발전 등 기존 기술에 밀려 

쓰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249) Martin Leschke, Regulierungstheorie aus ökonomischer Sicht, in: Fehling/Ruffert,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6 Rn. 66.

250) Mitchell/Woodman, Regulation and Sustainable Energy Systems, in: Baldwin/Cave/Lodge (ed.), The 
Oxford Handbook of Regulation, Oxford 2010, p. 581.

251) Martin Leschke, a.a.O., §6 Rn.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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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체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252)  

(3) 필수설비

1) 의의

망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상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기 위

해 망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사업을 행하기 위해 꼭 필요

한 시설을 필수설비(wesentliche Einrichtung; essential facility)라 한다. 하지

만 망의 설치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망을 중복적으로 설치하더라도 이미 망

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비해 가격구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망을 중복해서 설치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을 중복적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차별적이지 않은 사용조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쟁 사업자가 망을 공정한 조건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

우 망을 확장하거나 개선할 유인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양적ㆍ질적 측면에

서 망의 수준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망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253) 

2) 규제 정당화 사유

경쟁 촉진은 복수의 망설치가 아니라 제3자에게 기존 망에 대한 공정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려하게 된다. 기존 망을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고 그 망이 제3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또는 시설인 경

우 독점사업자의 남용규제의 일환으로 설비 이용제공을 강제하게 된다. 이것

252)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 구축을 위한 경제규제의 수단에 대해서는 Mitchell/Woodman, 
Regulation and Sustainable Energy Systems, in: Baldwin/Cave/Lodge (ed.), The Oxford Handbook of 
Regulation, Oxford 2010, pp. 583-586 참조.

253) 독일에서도 도로, 송전선의 확장 및 개선과 관련하여 행정계획절차의 개선 및 투자조종

(Investitionssteuerung)에 대한 법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Jens-Peter 
Schneider, Infrastrukturausbau als Aufgabe des Regulierungsrechts, in: Fehling/Grewlich (Hrsg.), 
Struktur und Wandel des Verwaltungsrechts, Baden-Baden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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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른바 ‘필수설비론’이다. 

통상 경쟁법에서는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설비를 ‘필수

설비’라 하면서, 필수설비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에

게 해당 설비를 제3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적절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이

용하려는 경우에 거부할 수 없다는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ies theory)이 

발달하였다.254) 원래 필수설비론은 20세기 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

해 형성되었고255), 하급법원에서 널리 이용되었다.256) 하지만 최근 연방대법

원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특정한 시설 또는 설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해당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하는 권한이 연방 또는 주정부에 있는 

경우에는 굳이 필수설비론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혀257) 필수설

비론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필수설비론은 유럽법에도 수용되었다. 유럽법원(EuGH)은 시장지배적 지위

의 남용에 대한 일련의 판결258)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필수설비론을 긍정하

였다. 또한, 필수설비론은 전기, 통신, 철도, 우정 분야의 망산업 자유화를 

위한 논리로서 EU 집행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259) 수직통합

254) 권오승 등 8인, 독점규제법 제2판, 법문사, 2012, 50-51면. 

255) U.S. v. Terminal Railroad Association, 244 U.S. 383 (1912); Asscoiated Press v. U.S., 326 U.S. 1 
(1945); Lorain Journal v. U.S., 342 US 143. 각 판례에 대한 설명은 김권회, “필수설비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8., 46-48면 참조.  

256) Hecht v. Proball, Inc., 570 F.2d 982 (D.C. Cir. 1999); MCI Communications Corporation and MCI 
Telecommunicationscorporation v. 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Company, 708 F.2d 1081 (7th 
Cir. 1983). 각 판례에 대한 설명은 김권회, 같은 논문, 52-54면 참조.     

257)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ffices of Curtis V. Trinko, LLP, 540 U.S. 398.  

258) Case C-7/97 Oscar Bronner GmbH & Co KG v. Mediaprint Zeitungs- und Zeitschriftenverlag 
GmbH & Co KG (1998) ECR Ⅰ-7791; Case C-418/01 IMS Health GmbH & Co OHG v. NDC 
Health GmbH & Co KG (2004) ECR Ⅰ-5039. Bronner 사건에서 유럽법원(EuGH)은 경쟁 사업자

가 ‘두 번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현실적 또는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필수설비론이 적

용되며 경쟁사업자가 해당 설비를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설비

론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IMS Health 사건에서 유럽법원(EuGH)은 기존 사업자가 제공하

려는 의사가 없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비(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의 이용을 요구

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남용행위라 보았다. 필수설비론에 대한 유럽법원(EuGH)의 판레에 대한 

설명으로 Slot/Johnston, An Introduction to Competition Law, Oxford 2006, pp. 128-129; Van den 
Bergh/Camesasca, European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A Comparative Perspective, 2nd 
edition, London 2006, pp. 278-2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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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회사가 상방 또는 하방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경쟁이 발생하기 어렵다. 전기공급이 이러한 경

우에 해당되는데 송전망 및 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가 망을 공개하

지 않는 경우 발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1998년 경쟁제한금지법(GWB) 제6차 개정 시에 ‘망 또는 

다른 사회기반시설들’(Netzen und andere Infrastruktureinrichtungen)에 대한 

접속 거부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규정하였다.260) 하지만 망 또

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접속에 대해서는 전문규제법에서 개별적으로 정하

고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금지법에 도입된 필수설비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261) 예컨대, 전력망 및 천연가스 파이프망에 대한 접속에 대

해서는 에너지산업법(EnWG)이, 통신망에 대한 접속에 대해서는 통신법

(TKG)이, 그리고 철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일반철도법

(AEG)에 규정되어 있다. 다른 한편, 독일에서 망 및 사회기반시설이 시장진

입을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용권은 영업상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도 경쟁제한금지법상의 필수설비 규정이 활용되지 못하는 또 다

른 이유이다.262) 따라서 독일에서 필수설비 규정은 주로 항구와 같은 교통시

설에 대한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향이고263), 모든 산업분야에 널리 사

259) Van den Bergh/Camesasca, European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A Comparative Perspective, 
2nd edition, London 2006, p. 276. 

260) 경쟁제한금지법 제19조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한 유형의 상품 또는 영업상 급부의 공

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남용행위

(Missbrauch)에 해당한다. 
   1. - 3. (생략)
   4. 다른 사업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유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망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공동사용(Mitbenutzung)하지 아니하고서는 전방 또는 후방시장(vor- und nachgelagerter Markt)에
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자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다른 사업자에게 적정 이

용료(angemessenes Entgelt)를 대가로 하여 자신의 망 또는 그 밖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접속

하겠다는 신청의 승인을 거부하는 행위.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공동이용이 경영상 또

는 그 밖의 이유로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기대할 수 없음(nicht zumutbar)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1) Lange/Pries, Einführung in das europäische und deutsche Kartellrecht. 2. Aufl. Frankfurt a.M. 
2011, Rn. 385.

262) Lange/Pries, a.a.O., Rn.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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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통신, 에너지, 철도 산업과 같은 망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망산업규제법에서 망접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망산업규제법에서

도 경쟁제한금지법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와 같이 망이용료 지급이 

필요하므로 이용료 규제에 관한 사항 또한 규정한다. 그리고 망이용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망부문과 다른 부문을 분리하도록 하는 규제 또

한 도입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한다.

II. 망산업 규율 법체계로서 망산업규제법

1. 망산업규제법의 의의

망산업은 전형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 영역이다. 규모의 경제

가 발생하는 산업분야에서는 종국적으로 자연독점으로 귀결되는데 이를 방

치할 경우 독점의 폐해가 발생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적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독점가격이 경쟁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정해짐

을 의미한다. 이를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소비자의 후생이 독점기업으

로 이전될 뿐만 아니라 독점으로 인해 누구에게도 이전되지 않고 사라져 버

리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264)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

게 된다.265) 

독점화(monopolization)로 인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이를 교정

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진입규제 및 가격규

제 등 직접 규제를 이용하는 방법과 망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경쟁을 보호

263) 항구시설에 대한 경쟁제한금지법의 필수설비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Lange/Pries, Einführung 
in das europäische und deutsche Kartellrecht. 2. Aufl. Frankfurt a.M. 2011, Rn. 386 참조. 

264) 독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독점으로 인해 감소되는 효용은 소비자로부터 독점기업

에게 이전되는 부분과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후자에 해

당하는 것을 자중손실이라 한다. 

265)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리차드 A. 포스너/정영진ㆍ주진열(역), 미국 독점규제법 제2판, 다
산출판사, 2001, 31-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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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규제를 취하는 방법이다. 전자와 후자의 망산업규제법을 모두 합

쳐 광의의 망산업규제법, 후자의 망산업규제법을 협의의 망산업규제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역사적 맥락에서 다시 살펴보자면, 전자는 독점을 인정하

되 공익 확보를 위해 국가가 강력히 개입하는 종래의 규제법이라 할 수 있

고, 후자는 망산업에 대한 경쟁 도입 또는 망산업 자유화 단계에서의 규제법

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의 경우 통신법(TKG)266), 에너지산업법

(EnWG), 철도법(AEG)267), 우편법(PostG)268)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망산업규제법은 협의의 망산업규제법의 의미로 사

용한다.

   

2. 망산업규제법의 내용

(1) 경쟁 관련 사항

1) 경쟁의 형성 또는 촉진

망산업규제법은 경쟁촉진을 위하여 망과 관련한 산업구조를 변경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망분리(Entflechtung; unbundling)를 통해 해당 망

산업 중 경쟁이 가능한 부문과 자연독점적 성격이 있는 부문을 나눈다. 이 

후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진입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이 

해당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경쟁을 창출한다. 그리고 자연독점적 성격이 

있는 부문 중 이른바 관련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공

동설비 또는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설비를 공정하게 

266) 통신시장 자유화를 위하여 1996년 7월 25일 개정 통신법이 공포되었으며(BGBl. I S. 1120), 
2004년 6월 22일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BGBl. I S. 1190). 가장 최근의 개정일은 2013년 6월 

20일이다(BGBl. I S. 1602).

267) 독일의 경우 1951년 3월 23일 공포된(BGBl. I S. 225, ber. S. 438) 일반철도법(AEG)이 전면적

으로 개정되어 1993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BGBl. I S. 2378, 2396, ber. 1994 I S. 2439). 일반

철도법의 마지막 개정일은 2013년 8월 7일이다(BGBl. I S. 3115, 3116). 

268) Postgesetz vom 22.12.1997, BGBl. I S. 3294. 가장 최근의 개정일은 2013년 6월 26일이다(BGBl. 
I S. 173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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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접속권(Zugangsrecht; right to access)을 보장하는 규정을 둔

다. 예컨대 송전망이 공동설비인 경우, 송전망에 접속하여 전력을 공급하거

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설

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용료가 과도하거나 공동설비 소유자와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다른 기업과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면 제대로 된 경쟁

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력망과 같은 필수설비에 대한 이용료 및 망이용 

조건에 대한 규제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경쟁의 보호

일단 경쟁이 형성되면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가가 감시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법체계로서 경쟁법269)이 있다. 경쟁법은 본질적

으로 경쟁자(예컨대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가 아닌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하

기 위한 법으로서 경쟁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독점화와 독점화 기도를 금지하고(셔먼법 제2조)270), 유럽연합

의 경우는 담합(collusion)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한다(각각 AEUV 

제101조 및 제102조). 우리나라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며(공정거래

법 제3조의2)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다(공정거래법 제19조). 

한편, 기업들이 시장지배력 강화를 통한 수익 향상을 위해 기업결합을 꾀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결합의 결과 시장에 잔존하는 기업 수의 감소는 경쟁

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의 증진과 경쟁감소로 

인한 후생 감소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시 경쟁담당 기관의 

심사를 받는다.271)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는 거의 모든 경쟁법에서 공통적으

269) 독점의 제한 및 경쟁의 보호에 관한 법분야에 대한 명칭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

우 ‘반독점법’(anti-trust law), 유럽연합의 경우 ‘경쟁법’(competition law)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독일의 경우 연혁적인 이유로 ‘카르텔법’(Kartellrech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 경쟁

법은 이러한 개별적인 명칭에 불구하고 독점제한 및 경쟁보호에 관한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270) Sherman Act §2. “Every person who shall monopolize, or attempt to monopolize, (...) shall be 
deemed guilty of a felony (...).” 

271) 유럽연합법(EU법)은 2차적 법(EU secondary law)에 속하는 기업결합통제명령(FK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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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경쟁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전문규제법에 해당 산업에서의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해 전문규제기관의 심

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3) 망산업규제법과 경쟁법의 관계
 

망산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진입규제 완화만으로는 경쟁을 촉진할 수 없고 

망산업에 특화된 다른 방식을 고민하여야 한다. 통상 경쟁법의 도구인 사후

적 규제(ex-post Regulierung)로는 경쟁을 창출할 수 없고, 협의의 망산업규

제에 해당하는  사전적 규제(ex-ante Regulierung)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쟁을 

만들어내야 한다.272) 이러한 사전적 규제는 해당 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산업에서 독점이 필연적으로 발생ㆍ유지되는 

영역과 경쟁이 가능한 영역으로 구분하는 분리 조치가 해결책으로 제안된다. 

그리고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망 영역에 대해서도 차별없고 공정한 접속을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신규 진입자는 기존 사업자에 비해 설비나 고객 수

에 있어 불리한 지위에 처하는 비대칭적인 시장환경에 직면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규제 또한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73)

또한 망이용에 대하여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 망산업의 특성에 따라 

장기증분비용(Langfristige zusätzliche Kosten; long-run incremental cost)274) 

EG-Fusionskontrollverordnung)로 규율한다. 유럽연합법에서 명령(Verordnung, regulation)은 유럽공

동체의 2차적 법원 중 하나로서 개별 회원국가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하는 법형식을 말하며, 논
자에 따라 ‘규칙’(롤프 슈토버/최송화․이원우(공역), 독일 경제행정법 , 법문사, 1994, 86면 참

조) 또는 ‘규정’(김시홍 등 7인, 유럽연합 학술용어사전 , 높이깊이, 2007, 329면 참조)으로 번

역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합병심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7조 이하 참조.

272) Jürgen Kühling, Sektorspezifische Regulierung in den Netzwirtschaften, München 2004, S. 40.

273) 이승훈,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정책”, 권오승(편), 공정거래와 법치 , 법문사, 2004, 791-792면.

274) 장기증분비용이란 통신산업의 망이용료에 대한 가격산정방법으로서 실제 비용이 아닌 현실적

으로 가장 효율적인 설비를 구축했을 때의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증분비용

은 역사적 비용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기업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Jürgen Kühling, a.a.O., S. 290-291.; 김대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관한 고찰 –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이원우(편),  정보통신법연구Ⅲ , 경인문화사, 2008, 53-54면 등 참조. 미국 

연방대법원은 Verizon Communications v. FCC, 535 U.S. 467 (2002) 사건에서 장기증분비용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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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른바 인센티브 규제(Anreizregulierung; incentive regulation)275) 등 다

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듯 일반 경쟁법의 도구를 가지고는 망산업

에 대한 경쟁촉진을 불러일으킬 수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특화된 전문

규제(Sekotrspezifische Regulierung)가 요구된다. 

대체로 일반 경쟁법은 사후적으로 경쟁의 유지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전

문규제법은 사전적으로 경쟁의 형성 또는 촉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두 법

은 모순과 충돌되는 관계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 다만, 

개별적인 법조문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 조문의 문언

과 취지, 체계 등을 살펴 해석할 필요가 있다.276)

(2)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1) 경쟁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규제의 필요성

전통적인 망산업규제는 망산업의 속성상 독점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되, 보편적 역무 제공, 교차보조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공익상 필요하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망산업이 자유화되어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시

작하면 각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므로 국가가 공익을 이유로 과

거와 같은 규제를 행하기 어려워진다. 기업이 이윤추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면 수익이 나지 않는 고객이나 지역에 대한 역무 제공 거부,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선에서 국가가 계속 개입할 필요가 있고, 이는 망산업규제법이 규율

초로 망이용료를 산정토록 한 행정규칙의 합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위 재판에 참여한 

브라이어 대법관은 위 판결은 기존 망을 계속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신기술의 발전 및 도

입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Stephen G. Breyer, Economic 
Reasoning and Judicial Review, AEI-Brookings Center, Washington D.C. 2003, pp. 8-13 참조. 

275) 가격에 대한 인센티브 규제로는 영국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의 가격 설정에서 사용된 RPI-X 방
식, 잣대 경쟁(yardstick competition)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는 후술

한다. 

276) 전력산업규제법과 공정거래법과의 적용관계에 대해서는 제4장 제2절 Ⅲ 및 제3절 Ⅲ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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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의 일부가 된다. 

일반 경쟁법의 임무와 구분하여 망산업규제가 수행해야 할 공익 목적의 

규제로서 보편적 역무 제공,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가격 규제,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규제기관 등에 관한 사항이 일컬어진다.277) 

이 중 보편적 서비스 제공, 가격 규제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상술한다.

2) 보편적 역무의 제공

보편적 역무 의무(Universaldienstpflicht)란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무

(예컨대 통신, 전기, 가스, 교통 역무)를 모든 국민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공

급할 의무를 말한다.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의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 체약강제의 방식으로 보편적 역무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 또

는 자유화 이후에는 기업들이 이윤확보를 위해 보편적 역무를 도외시할 우

려가 있어 이를 강제하는 내용을 망산업규제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

다. 개별적인 망산업 분야에서의 보편적 역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후술

한다. 

3) 가격규제

민영화 또는 자유화된 산업 영역에서는 경쟁에 의해 독점이윤과 자중손실

이 줄어들고 그 결과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급자와 소비

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있거나 협상력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상한 

것과 같은 가격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가계 소비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향이 현저하다. 따라서 가격 신고나 승인을 통해 가격의 적정성 여

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망산업규제법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개별적인 망산업에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에 대한 규제법상 

규제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77)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6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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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망산업규제법 체계

1. 개관

법학은 법정책과 법도그마틱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다. 법학이 법정책

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

구로서의 기능에 치중한다.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되면 현재 존재하는 법을 해

석하는 것(interpreting law)보다는 미래에 시행될 법을 만드는 것(making 

law)에 대하여 더욱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하지만 법정책에 대한 천착은 규

범학으로서의 법학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

책의 제시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등이 모두 추구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사회과학의 분과학문들은 자신의 방법론을 가지고 문제와 답을 제공

하고자 한다. 법률이라는 텍스트가 법학이 다루는 유일한 소재는 아니지만 

법학이 실정법의 규정을 벗어나는 것은 소리가 공기와 같은 매질 없이 전달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법학이 규범과 도그마틱을 가지고 사례를 해결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다

른 학문 분과와 구분되는 뚜렷한 특성을 갖는다. 법학이 방법론을 개방함으

로써 법학 고유의 특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는 법학의 이러한 특성에 비

롯한다.278) 하지만 법학은 항상 사회 변화와 연결점을 놓치지 않았으며 그것

은 법정책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방법론의 개방을 통해 다원주의적 방법

론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방법론은 고전적 도그마틱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법학

을 넘어서 조종학279)(Steuerungswissenschaft)으로서의 행정법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연결된다. 규제법은 고전적 도그마틱의 중요성을 여전히 인정하

278) Ivo Appel, Das Verwaltungsrecht zwischen klassischem dogmatischen Verständnis und 
steuerungs- wissenschaftlichem Anspruch, VVDStRL Heft 67, 2008, S. 234.

279) 조종학에서의 ‘조종’이란 “사회 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말한다. 조종의 의미에 대해서는 

Martin Eifert, Regulierungsstrategien,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Hrs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Ⅰ, 2006, §19 Fn.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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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자유화 또는 민영화 이후의 현실 세계 속에서 행정법학이 추구하는 조

종학의 성격을 가진다.280) 즉, 규제법은 방법론에 있어 제한된 범위에서 다

른 분과학문, 특히 경제학적 성과를 받아들이고, 경제현상을 일정한 방향으

로 유도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망산업규제법은 통신산업, 에너지산업과 같은 구체적인 소재를 

대상으로 하여, 누가(규제기관), 왜(규제목적), 어떠한 방법으로(규제수단과 

절차) 규제하는가를 탐구하여야 한다.281) 조종의 방향은 망산업규제법이 직

면한 과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해지는 것이지만, 이 논문에서의 조종은 대

체로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쟁 촉진과 소비자보호로 이해된다.

슈토버(Rolf Stober) 교수는 규제행정법을 ‘규제를 통한 망경제’라는 인식 

하에 민영화 이후의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현대 규제행정

법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요소로서 ‘규제의 기초, 규제목적, 규제임무, 규

제수단, 규제행위, 규제기관, 규제재원, 규제권한, 규제통제’를 들고 있다.282) 

규제의 기초는 규제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범, 법률 및 하위법령 등을 의미하

고, 규제목적은 개별 규제법에 규정된 규제의 취지 내지 의도라 할 수 있으

며, 규제의 임무는 사회기반시설의 형성, 개선, 경쟁의 창출 또는 소비자보호

와 같은 규제가 수행해야 할 사항이며, 규제수단은 영업 인허가 등 시장진입

규제에 해당하는 영업개시감독(Aufnahmeüberbachung) 및 경쟁촉진을 위한 

망규제 및 망이용료규제와 같은 행위감독(Ausübungsüberwachung)으로서의 

규제수단을 말하고, 규제행위는 행정행위 또는 일반처분과 같은 규제를 구현

하는 행위를 말하며, 규제기관은 규제를 집행하는 주체가 되는 행정기관을 

280) Ivo Appel, Das Verwaltungsrecht zwischen klassischem dogmatischen Verständnis und 
steuerungs- wissenschaftlichem Anspruch, VVDStRL Heft 67, 2008, S. 242-243.

281) 종전의 독점적 망산업이 자유화된 이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로 ‘규제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통적 법원리를 찾아나가는 것은 독일법의 독특한 이론체계이다. 미국의 

경우 통신법, 에너지법은 개별적인 법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적어도 교과서의 수준에서는 

행정법의 범주 내에서 논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럽연합 또한 망산업 자유화를 위한 유럽연합

법을 발전시켜왔고 사실상 공통된 법도구가 사용되기는 하나 이를 개념적으로 하나로 묶어 분

석하고 있지 아니하다. 

282) 롤프 슈토버/장경원(역), “현대 규제행정법의 모델에 관하여 – 공법상의 민영화후속법의 현황

과 관점”, 이원우(편), 정보통신법연구Ⅰ , 경인문화사, 2008,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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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283)   

한편, 규제는 규제목적, 규제원칙, 규제기관, 규제기준, 규제수단으로 구성

된다고 보면서 규제의 분석 틀로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284) 규제목적은 통

상 법률 제1조의 목적 조항에 드러나고, 규제원칙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전략으로서 규제 법률의 총칙에 표현되거나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도출되며, 규제기관은 규제제도의 집행을 담당하는 주체를 말하며, 규

제기준은 개별 제도를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화한 것이고, 규제수

단은 규제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고 한다.285) 

무릇 행정법의 목적, 조직, 수단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고 다만, 수단

과 관련하여 망산업규제법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바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적 규제로서의 진입규제 수단과 사업 개시 후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 그리고 급부의 안정적 공급 내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로 구

분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2. 망산업규제법의 목적

망산업규제법은 망산업규제에 대한 법적 규율과 문제 해결 도구에 관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망산업규제의 의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법률의 목적 

또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모든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공익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익이라는 불확정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매우 다양하기

에, 법률의 목적이 공익추구라는 답변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다른 질문

으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협의의) 망산업규제를 망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형성, 촉진하고, 민영화된 이후에도 해당 역무를 적절한 가격과 품질

로 계속 제공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에 맞추어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를 목

적으로서 추출할 수 있다.

283) 롤프 슈토버/장경원(역), “현대 규제행정법의 모델에 관하여 – 공법상의 민영화후속법의 현황

과 관점”, 이원우(편), 정보통신법연구Ⅰ , 경인문화사, 2008, 10-20면.

284) 규제를 위의 틀로서 분석한 문헌으로 이원우,「규제행정법론 , 홍문사, 2010, 822-825면(통신

법의 규제), 883-889면(금융규제법의 규제) 참조.  

285) 이원우, 같은 책, 822-825면, 883-8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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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쟁촉진과 보편적 역무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은 독일의 망산

업규제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통신법(TKG)은 통신 및 통신 

사회기반시설 영역에서의 경쟁촉진과 보편적 역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

고(통신법 제1조286)), 일반철도법(AEG)은 안전하고 매력적인 철도 교통의 제

공 및 철도교통 급부 및 철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쟁촉진을 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일반철도법 제1조 제1항287)), 우편법(PostG)은 우편영역에서 규

제를 통한 경쟁촉진 및 역무제공 보장을 법 목적으로 하고(우편법 제1

조288)), 에너지산업법(EnWG)은 전기 및 가스의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환경친

화적인 공급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환

경보호에 대한 고려를 추가적인 목적으로 하는 한편, 선로종속 에너지공

급289) 영역에서 있어서의 경쟁 촉진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에너지산업법 

제1조29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신, 철도, 우편, 선로종속 에너지공급에 대한 

망산업규제법은 공통적으로 경쟁촉진 및 보편적인 역무제공 등 소비자보호

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면서, 각 망산업별로 특유한 개별적 목적을 추가

286) 독일 통신법 제1조(법률의 목적) 이 법은 기술중립적 규제를 통해 통신 및 급부능력이 있는 

통신 사회기반시설의 영역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전 국토에 걸친 적합하면서도 충분한 역무의 

제공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287) 독일 일반철도법 제1조(적용범위, 경쟁조건) ① 이 법은 철도의 안전한 운영과 매력적인 철도

교통 제공, 철도교통 급부 및 철도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에 있어 유효하고 왜곡되지 않은 철도

경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밖에 유럽공동체(EG) 및 유럽연합(EU) 법의 독일법 전환 

및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288) 독일 우편법 제1조(법률의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우편(Postwesen) 영역에서 규제를 통하여 경

쟁을 촉진하고 전국 어디서나 적절하고 충분한 역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289) ‘선로종속적 에너지공급’(leitungsgebundene Versorgung)이란 전기선 및 천연가스 파이프망과 같

이 일정한 선로에 의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90) 독일 에너지산업법 제1조(법률의 목적) ① 이 법은 공중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전기 및 가스를 최대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소비자친화적이고, 효율적이며, 자연친화적으

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전기 및 가스 망의 규제는 전기 및 가스 공급에 있어 유효하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의 확보 

및 장기적인 급부능력의 유지와 신뢰성있는 에너지공급망의 확보에 기여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은 선로종속적 에너지공급 영역에서의 유럽공동체법의 국내법 전환과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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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특히 우편법은 경쟁촉진 및 역무제공의 수단이 ‘규제’임을 명시

하여 규제법의 관념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망산업규제기관

(1) 망산업규제기관의 조직법적 특성

망산업에서의 규제는 민영화된 망산업 등 일정한 산업에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던 종전의 임무(공급임무)를 포기하고 대신에 국가가 효율성을 확보하

고 공익을 증진하는 임무(보장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

입수단으로 본다. 망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법적 성격 또한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통신, 에너지, 철도 등 종래 국가가 직접 

공급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분야에서 민영화 또는 자유화의 형태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게 되는데, 그 이행 과정에서 종래 소유자 또는 개입

자였던 국가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다. 국가가 규제결정을 통해 

종전의 구조를 유지할 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는 필수적이다.291) 

독립성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각 법체계가 이해하는 독립성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미국은 독립성은 고립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독립규제위원회는 말 그대로 

여러 구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위원회 형태의 조직인데, 위원회를 구성하

는 위원으로 각 정당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정치적 견해

와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위

원의 임기를 정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는 대통령이 위원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부터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규제기관의 독립성은 헌법차원에서의 민주주의원리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모든 정부기관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291) Gabriel Britz, Organisation und Organisationsrecht,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21 Rn.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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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은 의회에 정당성을 부여

하고, 의회가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다시 정당성의 고리가 이어진다. 모든 정

부 기관은 이러한 고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수여받아

야 하는데, 의회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규제기관은 이러한 정당성의 고리가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규제기관을 일단은 내각을 구성

하는 부(Ministrium)의 하급기관으로 설립하면서도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

기 위한 조직 구조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독립성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서 규제기관 장이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심판부 또는 결정위원회

(Beschlusskammer)292)의 설치, 상급기관 지시로부터의 독립(Weisungsfreiheit), 

유럽연합 회원국의 규제기관으로 구성되는 단체를 구성한 후 정책 공조를 

통해 국내의 지시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Verbundstruktur) 

등이 논의된다.293)  

(2) 망산업규제법상의 규제기관 규정

독일에서 통신, 철도, 우편, 선로종속 에너지공급 분야의 업무를 관할하는 

규제기관는 연방망규제청(BNetzA)294)이다. 연방망규제청은 1996년 통신법에 

292)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규제기관의 중요 결정을 내리는 부서이다. 독일 통신법의 심판부

의 결정절차에 대해서는 이원우/조성규, “독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

쟁규제기관의 관계”, 이원우(편), 정보통신법연구Ⅰ , 경인문화사, 2008, 498-499면; 
Scheurle/Mayen (Hrsg.), Telekommunikationsgesetz Kommentar, 2. Aufl. München 2008, §132 S. 
959-968 참조.

293) Gabriel Britz, Organisation und Organisationsrecht,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21 Rn. 49-52. 

294) 연방망규제청은 독일어 Bundesnetzagentur를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Bundesnetzagentur’는 ‘연방

망관리청’(헬무트 샤도우/장경원(역), “독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감독기관으로서 독일연

방카르텔청과 통신전문규제기관과의 관계”, 이원우(편), 같은 책, 237면) 또는 ‘연방망규제청’(이
원우/조성규, “독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이원우

(편), 같은 책, 492면)으로 번역되고 있다. ‘Bundesnetzagentur’의 전신인 ‘Regulierungsbehörde für 
Telekommunikation und Post’(연방통신우편규제청)에 에너지 및 철도 관련 업무가 추가된 것으로

서 규제청이라는 표현이 계속 적절한 점,  Bundesnetzagentur의 업무가 주로 망의 규제와 관련된 

점, 독일어 ‘Agentur’가 영어 ‘Agency’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미국법에서 Agency가 통상 규제행

정기관을 가리킬 때 쓰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연방망규제청’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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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설립된 ‘연방통신우편규제청’(RegTP)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에는 

‘전기, 가스, 통신, 우편 및 철도에 관한 연방망규제청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295) 각 망산업규제법들은 해당 망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이 

연방망규제청임을 규정하고 있다. 

통신법(TKG)은 연방망규제청이 통신법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ㆍ행사한다고 

규정하고(통신법 제116조296)), 우편법(PostG)은 연방망규제청이 ‘규제행정청’

이라 규정하고 있다(우편법 제44조297)). 한편, 철도 분야에서 연방망규제청이 

규제행정청으로 기능하되(연방철도교통행정법 제4조 제1항 제1문298)), 철도

에 대한 전문감독권한을 가지는 ‘교통, 건설 및 도시개발부’로부터 일반적인 

지시를 받는다.299) 선로종속 에너지공급에 대한 규제 또한 연방망규제청에 

속한다. 에너지공급 규제에 관한 연방망규제청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제4장

에서 상술한다.

(3) 망산업규제기관의 결정절차

295) 1996년 7월 25일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BGBl. I S. 1120) 제10장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방통신우편규제청’(Regulierungsbehörde für Telekommunikation und Post)은 ‘전기, 가스, 통신, 
우편 및 철도에 대한 연방망규제청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Bundesnetz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 Post und Eisenbahnen, BGBl. I S. 718)에 의해 ‘전기, 가스, 
통신, 우편 및 철도에 관한 연방망규제청’(Bundesnetz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 Post und Eisenbahnen)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연방망규제청은 연방경제에너

지부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독립적인 연방상급행정청(Bundesoberbehörde)이다. 연방망규제청의 본

부는 본(Bonn)에 소재한다.  

296) 독일 통신법 제116조(임무와 권한) 전기, 가스, 통신, 우편 및 철도에 관한 연방망규제청은 이 

법에서 부여된 업무와 권한을 수행ㆍ행사한다.

297) 독일 우편법 제44조(규제행정청) 이 법의 규제행정청(Regulierungsbehörde)은 1996년 7월 25일 

통신법 제10장에 근거하여 설립된 행정청을 말한다. 통신법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부

터 제81조까지, 제83조 및 제84조는 이 법에 준용한다. 

298) 연방철도교통행정법(BEVVG) 제4조(규제행정청) ① 철도 사회기반시설(Eisenbahninfrastruktur)의 

접속에 관한 법규정의 준수에 대한 임무는 2006년 1월 1일부터 연방망규제청에 속하고, 연방망

규제청은 교통, 건설 및 도시개발부(Minist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의 전문감

독(Fachaufsicht)에 따른다.

299) Schmitt/Staebe, Einführung in das Eisenbahnregulierungsrecht, München 2010, Rn.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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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산업규제법만의 독특한 절차법이 발전되어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300) 다

만, 독일의 통신법, 에너지법 분야에서 규제 결정은 심판부에서 이루어진

다.301) 이러한 심판부절차(Beschlusskamerverfahren)에는 통상의 처분절차와는 

다른 특성이 관찰된다. 예컨대 심판부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독립하여 복수의 

구성원이 합의제 원리(Kollegialprinzip)에 따라 결정한다. 공개 구술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해 관계자가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통신법 제135조 

제2항, 에너지산업법 제67조 제2항), 증거수집과 절차 종결이 공식적으로 이

루어진다.  

다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이러한 심판부 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경우에 사용될 뿐이다. 예컨대 망산

업규제법에 속하고 연방망규제청이 관장하는 철도규제법의 영역에서는 원칙

적으로 연방행정절차법(BVerfG)에 따른다.302) 

4. 망산업규제법의 수단

망산업규제법을 망산업의 자유화 또는 민영화의 구현 단계에서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 경쟁을 발생, 촉진시키며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볼 때 

망산업 관련 법은 규제법의 참조영역에 위치하게 된다.303) 구체적으로 통신

법, 에너지법 등 망산업 관련 법이 망이용과 관련하여 발전시킨 주요 수단으

로서 경쟁촉진과 관련된 것으로서 망분리, 제3자에 대한 비차별적 망접속 보

장, 망이용료304) 규제가 있으며, 소비자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보편적 역무 

제공, (소비자) 가격 통제 등을 들 수 있다. 

 

300) Matthias Ruffert, Grundfragen der Wirtschaftsregulierung,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1 
Rn. 34.

301) 예컨대 통신법(TKG) 제132조 제1항 제1문, 에너지산업법(EnWG) 제59조 제1항 참조.

302) Schmitt/Staebe, Einführung in das Eisenbahnregulierungsrecht, München 2010, Rn. 655.

303) Matthias Ruffert, a.a.O., §21 Rn. 40.

304) 독일어 ‘Netzentgelt’를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서 논문에서는 망접속료 또는 망이용료로 혼용하

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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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촉진규제 

1) 망 관련 경쟁촉진규제의 필요성

① 망과 관련된 경쟁의 유형

시장에 경쟁이 발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복수의 사업자의 존

재 또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가능성이다. 그렇다면 한 사업자가 망을 독

점하고 있고 해당 망의 이용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경쟁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복수의 망을 건설하는 것

이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 만일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각각 망을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면 망과 망 ‘사이의’ 경쟁(Wettbewerb ‘zwischen’ Netzen)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망이 하나뿐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사용권을 얻기 위해 경

쟁할 수도 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전기공급선을 설치하고 이용하기 위한 

도로점용권이 그러하다. 즉, 전기공급선의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를 점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공급기업이 특허계약

(Konzessionsvertrag)을 체결한다. 특허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종전의 에너지공

급기업은 망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고 다른 경쟁기업은 기존 망을 인수하고

자 경쟁할 수 있는바, 이는 망을 둘러싼 경쟁(Wettbewerb ‘um’ Netz)의 형태

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주기적으로 망의 사용에 대한 입찰을 행하고 단 하

나의 기업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경쟁이다.305) 망을 둘러싼 경쟁

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독점권이 인정되지만 그 독점권이 영속적으로 지

속되지는 않으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망 ‘내’에서의 경쟁(Wettbewerb ‘im’ Netz)이 있다. 망 내 경쟁

이란 하나의 망(예컨대 가스 파이프라인)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쟁을 말한다.306) 이는 실제 사례에서 확인되는

305) Theobald/Theobald, Grundzüge des Energiewirtschaftsrechts. 3. Aufl. München 2013, S. 43.

306) Theobald/Theobald, a.a.O., S.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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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국 전화산업 및 항공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진 규제완화 사례로부터 망 

내 경쟁의 가능성이 입증되었다.307)   

② 망과 관련된 경쟁의 평가

망산업분야에서 기업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망을 소유하든 임차하든 망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망을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이미 규모가 큰 망이 비용을 절

감하는 데 유리한 자연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시장에 하나의 사업자만이 남

는 독점으로 귀착되기 쉽다. 망을 새로이 건설하기에는 사업상, 재무상 위험

이 크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고 사실상 ‘망 사이의 경쟁’은 발생하기 어렵

다. 망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 수가 늘더라도 지속적으로 평균가격

이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사라지는 

구간이 나타나면, 다시 말해, 망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망의 구성을 

통한 망 사이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망건설과 관련

한 시장접근권(Marktzugangsrecht)이 문제된다.308)

하지만 망용량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한다.이러

한 상황에서 복수의 망은 경제적으로 설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

의 경쟁이 검토되어야 한다. 경쟁은 망사업자의 지위를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경합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망을 둘러싼 경쟁), 망에서 제공되는 

역무 – 예컨대 전기공급 역무나 통신 역무 –를 둘러싼 경합의 모습(망부

문을 제외한 판매 부문 등 기타 부문에서의 경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후

자의 경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망산업에서 망부문을 분리하고, 해당 망에 

대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2) 망분리와 망접속 규제

307) Georg Hermes, Staatliche Infrastrukturverantwortung, Tübingen 1998, S. 321-322.

308) Georg Hermes, a.a.O., S.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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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및 망접속권의 보장을 통한 경쟁의 창출은 망 내 경쟁과 관련된다. 

망 내 경쟁은 망산업을 단일한 자연독점적 사업자가 지배하는 망부문과 복

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역무(서비스) 부문을 분리함으로써 ‘경쟁의 조종 메

커니즘’이 발생할 수 있다.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가 시장에 존재하는 망산업 

분야에서 복수의 사업자가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독점사업자의 망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 즉, 자

연독점적 성격의 망부문과 경쟁이 가능한 부문을 분리하여, 경쟁이 가능한 

부분에 여러 기업이 진입하여 경쟁토록 하되 자연독점적 성격의 망부문에 

대해서는 누구나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이러한 망분리 및 망접속에 관한 규정은 망산업규제법에서 공통적으로 발

견된다. 예컨대 독일 일반철도법(AEG)은 지선들이 간선( )에 접속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철도 사회기반시설의 분리를 규정하고(일반철도법 제9조 

및 제9조의a), 철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속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일반철도법 제14조).309) 에너지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산업법(EnWG)이 

망분리(에너지산업법 제6조부터 제10조의e까지) 및 망접속(에너지산업법 제

20조부터 제28조의e까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신법(TKG)의 경우

에는 통신 수요의 증가와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해 기존 망에 더한 복

수의 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완화된 형태의 분리규정을 두고 있다. 

즉, 연방망규제청의 요구에 따른 망의 기능적 분리(통신법 제40조) 및 수직

통합기업의 임의적 분리(같은 법 제41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통신 산

업에서의 경쟁촉진과 원활한 통신역무 제공을 위해 망접속이 중요하다. 통신

법은 망접속규제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같은 법 제16조부터 제26

조까지). 한편, 독일 우편법(PostG)의 경우에는 통신법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접속규정을 두고 있다.310) 우편법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영역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대가로 하여 개별적 운송급부

309) 독일 철도법에서의 망분리 및 망접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Schmitt/Staebe, Einführung in das 
Eisenbahnregulierungsrecht, München 2010, Rn. 137-423 참조.

310) Ludwig Gramlich, Postrecht,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4 Rn.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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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örderungsleistung)의 제공(우편법 제28조 제1항 제1문) 또는 우편전문시

설(Postfachanlage)의 제공(우편법 제29조 제1항)을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

다.311)

한편,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망에 접속할 수 있더라도 그 비용이나 

망이용의 조건 또는 제공되는 망이용 역무의 품질이 기존 사업자에 비해 현

저하게 불리하다면 실질적인 망접속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

자의 망접속이 차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

러한 망 ‘내’ 경쟁(Wettbewerb ‘im’ Netz)에서는 망접속의 품질 또는 조건에 

대한 국가의 개입 내지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312)   

3) 망이용료규제

① 망이용료규제의 의의

망산업이 독점상태에 있을 때에는 독점사업자는 망이용료를 높게 설정함

여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설 수 있다. 즉,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

입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시장에 존재하더라도 기존에 독점사업자의 일부였

던 망사업자가 차별적으로 가격을 부과할 경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 그 결과 다시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됨

으로써 독점상태로 회귀될 수 있다. 따라서 자연독점이 깨진 이후의 상태에

도 망이용료에 대한 가격통제 메커니즘을 반영할 필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된

다.313)  

  독일에서 망이용료규제는 개별 망산업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다. 통신법

(TKG)은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차별적 행위를 하는 

311) 독일 우편법에서의 (망)접속에 관한 사항은 Ludwig Gramlich, Postrecht,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4 Rn. 44-47 참조.

312) Georg Hermes, Staatliche Infrastrukturverantwortung, Tübingen 1998, S. 321.

313) Matthias Ruffert, Grundfragen der Wirtschaftsregulierung,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1 
Rn.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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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막기 위하여(통신법 제27조 제1항314)) 제2장 제3절(같은 법 제27조부터 

제39조까지)에 이용료 규제 규정315)을 두고 있다. 에너지산업법(EnWG)은 망

이용료와 관련하여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망이용료 산정(에너지산업법 제21조 

제1항) 및 망이용료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같은 법 제23조의a) 등을 규정하

고 있다. 일반철도법(AEG)은 철로 등 철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이용료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일반철도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 우편법

(PostG) 또한 제5장(우편법 제19조에서 제27조까지)에 이용료 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316)     

② 망이용료규제 방법

자연독점적 성격을 가지는 망부문에 대해서도 가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독점가격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수율 규제와 

인센티브 규제가 대표적이다.

보수율 규제는 원가에 기반하여 적절 이윤을 더한 금액을 가격으로 인정

하는 것이다. 즉, 사업자가 투여한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의미하는 투자보수

율(rate of return)이 적절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한다. 보수율 규제는 집행이 

용이하여 과거 많이 사용되었으나, 기업 입장에서 투자비용에 대해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므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317) 

또한 보수율에 기초한 가격 규제 제도 하에서 기업이 자본투자를 늘릴 때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되므로 과잉투자 및 과잉생산이라는 문제를 일으킨

다.318)

314) 통신법 제27조(이용료 규제의 목적) ① 이용료규제(Entgeltregulierung)의 목적은 기업이 현저한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가격정책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용적 행위(missbräuliche Ausbeutung), 방
해행위(Behinderung) 및 최종이용자 또는 경쟁자의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315) 통신법 제2장 제3절은 기업 및 최종자 사용자의 이용료(Entgelt) 전반에 관한 규정으로 망사용

료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316) 독일 우편법상의 이용료 규제에 대한 설명은 Ludwig Gramlich, Postrecht,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4 Rn. 48-54 참조.

317) Baldwin/Cave/Lodge, Understanding Regulation, 2nd. edition, Oxford 2012, pp. 47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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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규제는 독점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격규제를 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인센티브 규제방식으로 가격상한제가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영국이 공익산업 민영화 과정에서 사용한 RPI-X 방

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전년대비 소매물가지수 상승률(RPI)

에서 일정 비율(X)를 차감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가격상한을 정한다. 기업이 

X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경우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 기업이 효율성 개선에 따라 초과 이윤이 커지므로 기업이 원가를 절감

하고 생산을 효율화하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319) 

그 밖에 해당 독점기업을 제외한 비교가 가능한 다른 기업의 가격을 평균

하고 그 평균가격을 상한으로 하는 잣대경쟁(yardstick competition)이 있다. 

잣대경쟁의 경우 해당 독점기업은 자신의 상한가격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유사기업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이윤이 늘어나게 된

다. 이 경우에도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할 유인이 발생한다. 다만, 비

교가능한 기업이 다수 존재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320) 

독일 망산업규제법은 산업특성에 따라 망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하고 있

다. 독일 통신법은 이용료에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사전에 인가

(Genehmigung)를 받도록 하면서(통신법 제30조 제1항 제1문), 구체적인 이용

료 심사방식으로 효율적 비용 방식 또는 가격상한 방식321)(통신법 제32조 

제1호 및 제2호)을 정하고 있다.322) 우편법(PostG)은 이용료 규제와 관련하

318) 이러한 효과를 경제학에서 애버치-존슨 효과(Averch-Johnson effect)라 한다. 보수율에 기반한 

가격 결정은 비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투자촉진에 따라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므로 

나름 의미가 있지만 비용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과잉투자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 및 과잉생

산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미국에서 1970년대의 경제불황 시기에 전기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로 인한 자원낭비가 발생했다고 한다. Tomain/Cudahy, Energy Law in a Nutshell, 2nd edition, 
St. Paul Minnesota 2011, p. 192 참조.  

319) Baldwin/Cave/Lodge, Understanding Regulation, 2nd. edition, Oxford 2012, pp. 480-485.; 
Bettzüge/Kesting, Ökonomische Grundlagen der Regulierung von Energienetzen in: 
Baur/Salje/Schmidt-Preuß (Hrsg.), Regulierung in der Energiewirtschaft, Köln 2011, §4 Rn. 27-31.

320) Baldwin/Cave/Lodge, op. cit., pp. 500-501; Bettzüge/Kesting, a.a.O., §4 Rn. 32.

321) 경쟁정도가 비슷한 역무를 ‘바스켓’(Korb)으로 구성하고 각 바스켓을 구성하는 역무들의 평균

요금에 대해 상한을 정하여 심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322) 독일 통신법은 접속에 대한 이용료규제 규정을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두고 있다. 이용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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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신법과 같이 효율적 비용방식과 가격상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우편법 

제21조 제1호 및 제2호). 에너지산업법(EnWG)과 일반철도법(AEG)은 법률 

차원에서 이용료 산정방식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에너지산업의 경우 ‘촉진규제규정’(ARegV)에, 철도산업의 경우 

‘철도사회기반시설이용규정’(Eisenbahninfrastruktur-Benutzungsverordnung)에 

맡기고 있다.

(2) 소비자보호규제 

1) 보편적 역무

물, 통신, 에너지는 현대 사회가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상품이다. 망산업

이 자연독점적인 성격으로 인해 시장에 하나의 기업만이 남는다면 해당 기

업을 공기업으로 하거나 또는 민간기업이 수행하더라도 강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해당 상품이 현대사회의 필수품이라는 점 때문이다. 자유화 또

는 민영화의 결과 복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 시장에서 생존하

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연적으로 경

주될 수 밖에 없다. 이 때 공급기업이 수익성이 높은 고객 집단과만 거래하

고 수익성이 높지 않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고객과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해당 고객은 커다란 불편을 겪게 된다.

망산업이 자유화되어 경쟁이 촉진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역무의 

제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역무는 민영화 이후 공익의 

확보라는 민영화후속법(Privatisierungsfolgenrecht)의 목적에 부응한다. 이를 

국가임무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국가가 이행책임(Erfüllungsverantwortung)에

서 벗어나더라도 보장책임(Gewährleistungsverantwortung)을 대신 지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제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이원우/조성규,  “독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

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이원우(편), 정보통신법연구Ⅰ , 경인문화사, 2008, 515-521면; Jens-Peter 
Schneider, Telekommunikation, in: Fehling/Ruffert,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8 Rn. 55-6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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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역무규정은 독일의 망산업규제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통신법

(TKG)은 제6장에 보편적 역무규정들(통신법 제78조에서 제87조까지)을 두면

서, 특히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가격으로 통신 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8조 제1항323)).324) 우편법(PostG) 

또한 전국적으로 일정한 품질과 감당가능한 가격(erschwinglicher Preis)으로 

우편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보편적 역무라 하면서(우편법 제11조 제1항 제1

문325)), 보편적 역무의 보장, 보편적 역무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편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에너지산업법(EnWG)은 후술할 기본공급

(에너지산업법 제36조) 및 대체공급 의무 규정(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에너지공급을 보장하고자 한다. 일반철도법(AEG)은 목

적규정에서 ‘매력적인 철도 교통의 제공’을 정하는 한편 운송의무에 관한 규

정을 따로 두고 있다.326)   

2) 가격 규제

통신, 에너지, 교통 역무는 현대인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기에 가격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놓을 경우 가격급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자가 예상

323) 독일 통신법 제78조(보편적 역무 급부) ① 보편적 역무 급부(Universaldienstleistung)란 공중에 

대한 역무의 최소한의 급부로서, 해당 역무에 대해서는 일정한 질이 확보되어야 하고 모든 최

종 사용자가 그 거주지 또는 영업지와 관계없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erschwinglicher Preis)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공급의 조달은 반드시 기본공급으로서 이루어져 한다.  

324) 독일 통신법상 보편적 역무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원우/조성규,  “독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이원우(편), 정보통신법연구Ⅰ , 경인문

화사, 2008, 521-522면 참조.

325) 우편법 제11조(보편적 역무의 개념과 범위) ① 보편적 역무란 전국적으로 일정한 품질과 감

당가능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제4조 제1호에 따른 우편역무의 최소한의 제공(Mindestangebot)
을 말한다. 

326)  독일 일반철도법은 특히 여객운송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철도법 제10조(운송의무) 여객을 운송하는 공공 철도교통기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여객 및 여행화물(Reisegepäck)의 운송에 대한 의무를 진다.
    1. 운송조건이 준수될 것

    2. 통상 이용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이 가능할 것

    3. 철도교통기업의 운송이 예방 및 교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방해받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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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국가는 경쟁법의 남용행위 통제를 통해서도 가격인상을 통제할 수 있

으나 이는 우선 남용행위가 있은 후에야 가능한 사후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

전 통제로서 행정법상의 인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독일 통신법(TKG)의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요금에 대해 연

방망규제청의 인가(Genehmigung)를 받도록 하면서(통신법 제30조 제1항 제1

문), 특히 최종 소비자의 요금에 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을 따로 두고 있

다. 우편법(PostG)도 통신법과 유사하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우편역무에 대

한 요금에 대해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우편법 제19조). 일반철도법(AEG)

도 철도요금에 대해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반철도법 제12조 제3

항). 하지만 에너지산업법(EnWG)은 에너지공급가격에 대한 규제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에너지(전기 및 천연가스)의 가격설정에 대

하여 경쟁제한금지법(GWB)이 적용되고 가계 소비자에 대한 가격인상에 대

해서는 민법(BGB) 제315조 제3항의 ‘공정성통제’(Billigkeitskontrolle) 규정에 

따라 민사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IV. 소결

망산업의 민영화 이후 경쟁의 유지와 생존배려를 위해 해당 산업을 규율

하는 법을 망산업규제법이라 한다면, 망산업규제법에 규제의 목적, 원칙, 규

제기관, 기준 및 수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신, 에

너지, 철도, 우정 등 다양한 산업을 규율하는 규제법의 공통적인 사항이 망

산업규제법의 총론을 구성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각종 망산업의 특성에 비

추어 개별적인 사항 또한 탐구되는바 이는 망산업규제법 각론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망산업규제법 총론과 각론 모두 규제의 목적, 원칙, 규제기관, 기준, 수단 

등을 내용으로 하되, 전자는 모든 망산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탐구하고, 후자는 개별 망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인 수준

에서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산업규제법은 망산업규제법 각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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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력산업의 특성

전기는 석유, 석탄과 같이 유형의 물질로 존재하지 않고 전선과 같은 도체

를 따라 흐르는 에너지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기를 생산, 전달, 분배, 

판매하는 전력산업은 망산업의 특성을 가진 에너지산업이다. 즉, 전력산업은 

통신산업과 마찬가지로 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망산업이며, 한편, 화

력, 수력,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발전소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킨다는 

점에서 에너지산업이다. 아래에서는 전력산업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살핀다.

I. 망을 통한 전기공급

1. 대규모 저장의 어려움과 선로종속성

우선 전기는 저장이 어렵다. 전기는 배터리 등 유형물에 저장하여 공급하

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

직까지 대부분의 전기는 전력망을 통해 공급된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전기

의 공급은 이른바 선로종속적 에너지공급(leitungsgebunde Energieversorgung)

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327) 전기는 전선이라는 물리적 연결수단에 의해서 

공급된다. 독일 에너지산업법은 전기와 천연가스의 전송수단인 전기선 및 가

스파이프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선로’(Leitu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러한 선로에 의한 공급가능성은 ‘선로종속성’(Leitungsgebundenheit)이라는 용

어로 표현된다.328)  

327) Koenig/Kühling/Rabasch, Energierecht. 3. Aufl. Baden-Baden 2013, Kap. 1 Rn. 30.

328) 독일 에너지산업법은 선로종속성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법 목

적을 정한 제1조 제1항부터 (전기 및 천연가스의) 공중에 대한 “선로종속적 공

급”(leitungsgebundene Versorgung)이라는 표현을 바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3조 제14호에서 에너

지에 대해 정의하면서 “선로종속적 에너지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의 전기 및 가스”이라 하

는 등 에너지산업법 곳곳에서 ‘선로종속적(leitungsgebunden)’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 에
너지산업법에서 ‘선로’(Leitung)는 제10조의b 제1항에서와 같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제3조 제12
호의 ‘직접선로’(Direktleitung)와 같이 합성어의 일부로서 여러 조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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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Netz)의 일종인 송전망 및 배전망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전력산업은 망

산업(Netzwirtschaft)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송전망 및 배전망의 설치에 높은 

비용이 들지만 일단 망이 설치된 경우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전송비용이 크

게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력망을 어떻게 규

율하느냐가 전력산업의 자연독점성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전력

망은 이른바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설비’로서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창출을 위

해서는 전력망의 이용에 관한 규율이 필수적이다. 유럽법은 미국법의 필수설

비론을 도입하여 경쟁법 차원에서 망의 공동사용을 촉진하고자 하였고, 이후 

에너지산업, 통신산업 등의 망산업분야에서 망에 대한 전문규제로 발전시켰

다. 전력망을 다른 부문과 분리하는 규제(Entflechtungsregulierung), 전력망을 

그 소유자 외의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규제

(Netzzugangsregulierung), 전력망 사용에 따른 사용료가 적절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Netzentgeltregulierung)가 그러한 전문규제의 방법이다. 

2.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

‘전력계통’이란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전

기의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체제를 말한다(「전기사업법」

제2조 제14호). 전력계통은 발전소부터 소비지까지 연결하는 복잡한 망을 통

해 전기가 공급되는 ‘선로종속성’과 관련이 깊다. 소비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수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망 - 배전망 – 소비자의 순서

로 흐른다. 전기는 최소 저항경로를 따라 흐르는 물리적 특성 때문에 발전소

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전망에 공급되면 그 흐름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특

정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는 전력이 흐르는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일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력망 일부에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의 리스크가 전체 전력망 시스템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구성 및 운영을 정교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국의 전기산업을 규율하는 법체계는 망조종(Netzsteuerung) 또는 전력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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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329)

 

II. 수요 가변성과 실시간 생산

  

전기의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비축해 놓았다가 필요한 경우에 방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330) 따라서 모터, 냉방기, 난방기, 조명기구 등이 가동되면서 

시시각각  변동하는 전기 수요량에 맞추어 실시간 생산(Echtzeit-Produktion)

이 이루어져야 한다331) 한편, 전력 소비는 새벽, 오전, 오후, 밤 시간대에 따

라, 요일에 따라, 계절332)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이러한 시간에 따른 전기수

요의 변화를 부하곡선(Lastkurve)이라 하는데 이에 맞추어 전기공급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비축된 상품을 시장에 공

급하거나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는 저

장이 어렵기 때문에 가동 발전기에서 전기 생산을 늘리거나,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발전기를 추가로 가동하는 식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 보통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 발전소, 수력발전소333) 및 석탄 발전소를 상시 가동하고 

(이른바 ‘기저발전’), 수요증가에 따라 유류를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마지

막으로 천연액화가스(LNG, Liquified Natural Gas)를 원료로 하는 LNG발전

329) 예컨대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은 전력계통의 정의(제2조 제14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 설정 등(제27조의2),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 업무(제35조 제1항, 제36조 제

1항 제7호), 전력계통 운영방법(제45조) 등 전력계통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330) 전력의 대규모 저장방법으로서 전력이 남는 야간에 물을 저수 공간에서 댐 위로 물을 끌어 

올려 놓았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양수발전 등이 있기는 하지만, 풍부

한 수자원, 상당한 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 낙차가 존재하는 지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331)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Kap. 1 Rn. 102.

332) 독일의 경우 난방 및 조명용 전기 사용의 증가로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전기수요가 크다. 다
만, 최근에는 여름철 냉방기구의 사용이 늘면서 여름철 전기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Koenig/Kühling/Rabasch, Energierecht. 3. Aufl. Baden-Baden 2013, §1 Rn. 35 참조.

333) 수력발전은 그 입지와 수자원의 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발전

원이 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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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가동된다. 천연액화가스는 상당히 고가의 연료이기 때문에 LNG발전소

는 전력수요가 최고도에 이르는 첨두부하(peak load)가 발생하는 시기에 가

동된다. 만일 전기공급이 전기수요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전단가가 높은 발

전소부터 가동을 중단하거나 송전망에서 탈락시킨다. 

III. 설비 확장의 어려움

  

전기공급의 증대를 위한 설비확장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원

자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는 계획으로부터, 입지선정, 토지 매수 또는 수용, 

발전소 설계 및 건설, 송전망 구축 등에 각각 10년 및 6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334) 비교적 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는 LNG발전소의 경우에도 통상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장래의 전력수요를 추정하여 미리 대응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등 발전 연료를 전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에 걸쳐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송전망 건설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발전소의 입지와 수요지가 멀

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현저하다. 예컨대, 원자력 발전의 경우 지반이 안정

되어야 하고, 대량의 냉각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방사능 누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소 입지가 제한적이다. 석탄 화력발

전의 경우에도 연료 확보의 용이성, 분진이나 대기 오염 우려 등으로 인해 

소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수력발전 또한 터빈을 돌리기 위

해 일정한 유량이 있는 하천 등에 위치한다. 이렇듯 발전소의 입지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비지 인근까지 먼 거리를 송전망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송전망이 거주지 인근을 지나는 경우 경관 저해, 토지 가치의 하락이나 건강

상 염려로 인한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풍력발전소는 

안정적인 전기 생산을 위해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바람이 부는 곳에 위치하

게 되는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경우 생산지와 소비지

334) 임원혁, “전력산업구조개편: 주요 쟁점과 대안”, 한국개발연구원, 20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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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결하는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하다.335) 예컨대 독일의 경우 풍력발전 시

설은 주로 북해 인근의 북부 지역에 설립되었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은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송전망 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336) 

독일에서도 송전망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막대한 건설 비용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는 형편이다.337)  

 

IV. 수직통합적 산업구조

1. 수직통합 형태의 산업구조

전력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발전 – 송전 – 배전 – 판매의 단계를 거쳐

야 하는데, 각 단계에서 발전소, 송전망, 배전망, 판매시설이 필요하다. 이 

때 서로 다른 주체가 각 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고 한 주체가 각 시설을 통

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전력산업 자유화 또는 경쟁 도입 전에는 수직통합

된 에너지공급기업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수직통합

(vertical integration) 형태의 산업구조라 할 수 있다. 독일 에너지산업법

(EnWG)은 ‘수직통합에너지공급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데(에너지산업법 제3조 

제38호), 전력산업 분야의 경우 송전 또는 배전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행하

면서 동시에 발전 및 판매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기업이라 한다. 

335) 독일은 원자력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이른바 ‘에너지전

환’(Energiewende)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원자력발전을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독

일의 정책에 대해서는  Falk Illing, Energiepolitik in Deutschland, Baden-Baden 2012, S. 240-253 
참조. 

336) 독일 에너지산업법은 2011년 개정 시에 전송망사업자(Transportnetzbetreiber)에게 망확장 의무

를 새로이 부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에너지산업법(EnWG) 제12조의a에서 제12조의g까지 및 

제15조의a 참조.

337) 독일의 경우 전체 발전된 전기 중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의 비율은 2008년 15%, 2012년 

22%이다. 독일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생산원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8%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송전망을 4,000km 이상 깔아야 한다고 한다. 장거리에 

걸친 송전망 건설은 경관 훼손, 자연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 기사로 The Economist, Tilting at windmills: Germany’s Energiewende bodes ill for 
the country’s European leadership, 15. 06.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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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접 망을 이용하는 송전 또는 배전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송전, 배전 

사업의 상방시장에 속하는 발전사업 또는 하방시장에 속하는 판매사업을 행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수직통합 산업구조 발생 이유

 

전력산업에서 수직통합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기술적 상호의존성 때문

이다.338) 전기라는 상품은 일견 동질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정전없이 전기

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공급 안정성, 전압 및 주파수의 안정적 유지 등 품

질이 차별화되는 상품이다. 발전소에서 소비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전기공

급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전기공급 시스템은 여러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통합하여 복잡한 망을 통해 전국에 산재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복

잡한 체계이다.339) 전기공급 시스템은 전력의 공급과 전압, 주파수를 안정적

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조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일시적으로 

과잉공급이 발생할 경우 일부 발전소를 송전망에서 탈락시켜 공급을 줄여야 

하고, 반대로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예비 발전 시설을 가동시켜 공급을 증

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40) 따라서 발전부문과 송전부문은 

기술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즉, 기술적 의존성 때문에 두 부문을 

통합하여 관리할 기술적 필요성이 있다.

전력산업이 수직통합되는 두 번째 이유는 비용절감이다.341) 발전, 송전, 배

전, 판매 단계를 서로 다른 주체가 관장할 경우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만일 

하나의 주체가 전 단계를 통합 관리할 경우 정보 수집, 협상, 계약 체결, 계

338) 조창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쟁점분석과 사례연구 -”, 산업연구원, 2002, 64면.

339)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은 ‘전력계통’을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이라 정의하고(법 제2조 제14호), 전력계통의 신뢰

도 유지를 위한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의2).

340) 이러한 조정은 전기의 품질과 관련된 일정한 전압과 주파수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
압 또는 주파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발전소의 전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

로 충분치 않으면 개별발전소의 전력망 접속(Zuschaltung) 또는 탈락(Abschaltung)을 통한 조정을 

시도한다.

341) 조창현, 같은 논문, 64-66면.



- 108 -

약 준수 여부 감시,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기업 간에 발생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제 3 절 전력산업 자유화에 대한 규제법의 수단과 논리

I. 개관

전력산업은 전통적으로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부문을 수직통합 기업이 독

점적으로 지배하였다. 종래 전력산업이 자연독점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독점적 상태를 인정하되 전기공급의 안정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투자통제, 공급의무 부여, 가격규제 등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기술발전과 수

요의 증가로 인해 전력산업 전반에 자연독점적 성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즉, 발전기술의 진보로 인해 종래에 비해 적은 규모의 투자로 발전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발전부문의 경쟁이 가능하게 되었

다.342) 또한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래

의 가격규제가 가지는 한계가 노정되면서 경쟁의 도입을 통한 효율성 향상 

문제가 시급하게 되었다.343)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고 

필요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송전망부문은 망산

업의 비용구조 및 망 외부효과로 인해 자연독점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지

만,344) 발전 및 판매 부문에는 독점 체제를 인정할 당위성은 없다. 기업 단

342) 조창현/윤우진, “네트워크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쟁과 규제 –전력 및 가스산업을 중심으

로”, 산업연구원, 2001, 162면.

343) 독점적 전력시장을 유지할 것인지 구조개편을 통해 경쟁을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는 규범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산업적 분석을 통해 장점과 단점을 신중히 비교 분석하여 정책

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다. 다만, 장기간 (지역) 독점적 체제를 인정하였던 다수의 선진국이 비효

율성을 교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 촉진을 위해 법체계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나온 것은 아니나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 각 국의 전력산

업법 개편에 대해서는 Roggenkamp/Redgwell/del Guayo/Rønne (ed.), Energy Law in Europe, Oxford 
2007; 최근의 미국의 전력산업 개편에 대해서는 이희정/박찬호, “미국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

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24-1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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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는 수직통합된 조직구조를 해체하여 기업구조를 횡단면으로 분리하여

야 한다. 송전에서 판매에 이르는 모든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분할하여 

망부문을 독립시킬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를 ‘망분리’( Entflechtung; 

Unbundling)라 한다. 한편, 송전망을 분리하여 발전 등 다른 부문과 구분되

는 주체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더라도, 송전망 이용(망접속)의 요청을 거부

하거나 요금 등 이용조건을 차별하는 경우 망의 자유롭고 공정한 이용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망접속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요금 등 이용조건

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종래 한 기업이 운영하던 전력산업을 여러 기업이 운영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전기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전기의 수요가 

급증하면 이에 맞추어 공급을 늘려주고, 수요가 줄어들면 일부 발전소의 가

동을 중단하거나 전력 공급망에서 탈락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

시간으로 발전량과 전력수요를 파악하고, 각 발전소에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지시하도록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종래 수직통합에너지공급기업에서는 기업 

내부에서 정보교환과 조정활동이 이루어졌으나, 망분리가 이루어진 후에는 

기업 간에 정보교환과 조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종합적인 조정체제

가 구축되지 않으면 전기공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력산업을 자유화시키더라도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국가가 지속

적으로 간여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발전소를 건립하는 데에 많

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몇 년 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한 

공급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전력산업이 민영화되는 경우 

적절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게 되는데, 그렇

다고 하여 높은 전력요금을 인정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전력요금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력요금은 소비자보호

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합리적인 전력요금이 설정되어야 하며, 모든 국

민이 일반적으로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전력산업 경쟁촉진 수단인 망분리, 망접속권 및 접속 조건에 

344) 배전망도 역시 망의 일부분으로서 자연독점적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송전망에 비해 규모가 

작고 설치비용도 낮다는 점에서 송전망보다 상대적으로 독점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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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기술하고, 이후 전력거래와 관련한 산업구조와 요금설정, 전력산업 규

제기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II. 전력산업 경쟁촉진 수단

 

1. 시장진입 통제 완화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있거나 또

는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종래 

특허 또는 인가를 통해 시장 진입을 엄격히 통제하였던 것을 신고제로 변경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완화할 수 있다.

행정법의 인허가 규제는 공익상 이유로 사업수행을 금지하되 법령상 일정

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금지되는 영업의 성질에 따라 예방적 금지(präventives Verbot)와 진압적 금

지(repressives Verbot)로 구분한다. 전자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은 아니나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금지하는 것이고 통상 허가제도로 규율한다. 한

편, 후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유해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허

용하는 것이다(이른바 ‘예외적 승인’).345) 전력사업은 과거 중복 규제 등의 

이유로 시장진입을 엄격히 규제하였으나 소규모 시설을 이용한 발전 및 전

력망 운영 기술의 발전으로 시장진입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에도 종전의 인가제도에서 신고제도로 전환하는 등 규제완화의 추세이다.346) 

2. 망 관련 경쟁촉진규제

전력산업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자연독점적 성격을 가지는 망산업 영역은 송전 및 배전, 그 중에서도 특히 

345) 예방적 금지와 진압적 금지의 학설사적 설명에 대해서는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458-464면 참조.

346) 독일 전력산업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제4장 제2절 Ⅳ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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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부문에 한정된다. 발전 및 판매 부문은 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경쟁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 하나의 기업이 수직통합하여 수행해 온 기능 

중 송전 및 배전 부문을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망분리라 한다. 

망접속권은 분리된 망에 대한 접속권을 말한다. 분리된 망을 발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망사업자가 합리적

인 사유없이 제3자의 망이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망이용을 명시적으로 거

절하지 않더라도 망이용을 위한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사실상 망이

용 거부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망이용료의 설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망이용료 외 다른 이용 조건이 차별적으로 설정될 경우 제대로 된 경

쟁이 발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이용 조건이 차별없이 설정되고 적용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

3. 소비자보호규제 

(1) 전기공급 보장

전기 에너지는 현대 사회가 기능하기 위한 핵심적 에너지이며 사람들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기 사용을 원하는 자에게 전기가 적절

한 가격과 조건으로 공급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공급

자가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전기공급의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급

강제에 대한 공법상 규정을 두거나 또는 민법에 체약강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347)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보편적 공급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전기사업법」 제6조), 특히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

347) 그 밖에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양의 전기가 공급되어 정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전압 및 주파수의 변동이 가능한 한 작게 유지되도록 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공급안정

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전기공급안정성은 소비자보호규제라기보다 전기라는 상품의 품질

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상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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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금미납 등 정당한 사유348)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공급을 거부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같은 법 제14조),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전기공급약

관349)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면서 해당 약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안정적인 전기공급에 대한 공법적 규율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민법상 규정에 따라 체약강제를 통해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체납 시 전기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에너지산업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전기기본공급규정(StromGVV)에서 제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관련 부분에서 상술한다.

 

(2) 전기요금 규제

경쟁이 도입된 부문에 대한 가격규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예컨대 

전력도매시장이 개설된 경우 발전사업자와 발전 전력을 구매하여 최종 소비

자에게 판매하는 전력도매사업자 사이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

이 정해지고 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적다. 하지만 가계부문의 최종소비자 등

의 경우 에너지가격의 급등하면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더 나아가 생존에 위

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요금 및 전기공급 조건과 관련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350) 전기공급약관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이는 전기공급약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나친 소비자 전기요금의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법원이 공정성 통제(Billigkeitskontrolle)를 통해 요금인상의 적정성 여

부를 심사하기 때문에(독일 민법 제315조 제3항) 민사소송을 통해 가격인상

348)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열거되

어 있다.  

349)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전기공급약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해당 전기공급

기본약관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http://www.kepco.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350) 현재 판매시장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으므로 전기공급약관의 작성주체는 한국전력공

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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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투어야 한다.

III. 전력거래시장 구조 

1. 구분 기준

전기는 종래 수직통합에너지공급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효율성 증진 등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으로 전력산업을 자유화하는 

경우 종전에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기업 간의 거래 형태로 이루

어지게 된다. 이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전력이라는 상품의 거래가 자유롭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이 조직되어야 하며, 또한 전기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전력거래에 관한 시장

구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로 계약의 형태와 관련하

여 쌍무계약 모델과 풀 모델(pool model)이 있으며, 경쟁이 발생하는 시장과 

관련하여서는 도매시장 경쟁과 소매시장 경쟁이 논의되고 있다.351)

(1) 쌍무계약 모델과 풀 모델

 

351) 전력거래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예컨대, 전력산

업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발전부문 분리 방식, 전력회사의 수직통합체계를 유지하되 다수 회사

간의 전력융통 체계 구축 방식, 위 두 방식으로 혼합하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거래 방식으로 의

무 풀(mandatory pool)과, 쌍무계약이 허용되고 계약 물량 외의 부분이 거래되는 자발적 풀

(voluntary pool)로 구분하는 입장이 있다(임원혁, “전력산업구조개편: 주요 쟁점과 대안”, 한국개

발연구원, 2004, 18-27면 참조). 한편, 전력시장 모델을 독점모델, 발전경쟁모델, 소매경쟁모델, 
소매경쟁모델로 나누어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박종근, “에너지산업과 경쟁정책”, 권오승ㆍ이원

우(공편),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 2007, 630-634면 참조). 이러한 설명을 종합하여 전력거래 

방식에 따라 쌍무계약과 풀 모델로 구분하는 동시에 경쟁이 발생하는 시장을 도매시장 및 소

매시장으로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전력거래시장을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조창현, “전력산업 구

조개편과 민영화 –쟁점분석과 사례연구 -”, 산업연구원, 2002, 156-188면 참조). 이 논문에서는 

거래방식(쌍무계약, 풀)과 경쟁발생 단계(도매단계, 소매단계)에 따라 분석하는 방식에 따라 서

술한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경쟁이 발생하는 부문과 거래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

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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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모델(bilateral contract)에서는 한 당사자가 다른 계약당사자를 자

유롭게 정하여 전기공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다. 전력을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는 자가 서로의 요구에 충족되는 상대방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계약체결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쌍무계약에서는 자신이 

판매하고 구매하는 전력에 대해서만 고려하기 때문에 전체 전력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의 공급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전력시장은 수요에 따라 

공급을 맞추어 나가고, 전력계통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기

관이 필요하게 된다. 발전, 송전, 배전 등의 업무를 일괄해서 처리하는 수직

통합에너지공급기업에서는 조직 내부에서 조정업무를 처리했지만 쌍무계약

에서는 발전과 송전, 배전 부문이 분리되어 다른 사업자가 당당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전력계통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독립계통운영자

(Unabhängiger Systembetreiber; independent system operator)를 두게 된다.

풀 모델은 풀(pool)이라는 전력거래시장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다. 전력거래시장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으로서 시장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power exchage)가 설립된다. 풀 모델에서는 계약상

대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으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건에 맞는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다. 풀 모델에서도 전력계통을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한

데, 통상 전력거래소가 수행한다. 풀은 그 이용이 강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에 따라 의무 풀(mandatory pool 또는 compulsory pool)과 임의 풀(voluntary 

pool)로 구분된다.352) 

(2) 도매경쟁 모델과 소매경쟁 모델

도매경쟁 모델에서는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경쟁

이 발생한다. 발전회사는 생산한 전기를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데 여러 발전

352) 의무 풀(mandatory pool)이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사이의 모든 전기 거래가 반드시 인위

적으로 구성한 전력시장(pool)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시장을 말하며, 임의 

풀(voluntary pool)이란 전력거래의 일부는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사이의 쌍무계약에 의하고, 
그 나머지 거래가 임의적으로 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그 이용이 강제되지 않는 전력시

장을 말한다. 임원혁, “전력산업구조개편: 주요 쟁점과 대안”, 한국개발연구원, 2004, 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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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전력 판매를 둘러싸고 경쟁한다. 전기를 구매하는 주체가 단일한 주

체인가 다수의 회사인가에 따라 다시 발전경쟁형과 도매경쟁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경쟁형은 다수의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송전, 배전 및 판

매를 담당하는 단일한 회사가 전량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한편, 도매경쟁형은 다수의 배전회사가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여 자

신이 보유한 배전망을 통해 전기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다.353) 도매경쟁 

모델에서 배전사업자는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의 최종소비자에게 독점

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소매부문에서는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

비자가 위치한 지역에서 전력을 판매하는 회사는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선

택의 여지가 없이 독점 배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결국 발전경쟁

형이든 도매경쟁형이든 소매단계에서 경쟁은 발생하지 않는다.354) 

한편, 소매경쟁 모델에서는 도매단계뿐만 아니라 소매단계에서도 경쟁이 

발생한다. 소매경쟁 모델에서 최종 소비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전기를 구매

할 수 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

하지 않고 직접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가정용이나 상업용,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해 전력을 구매하게 

된다.355) 판매회사를 통하는 후자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소매경쟁 모델에

서 배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분리되면서 도매경쟁 모델과 달리 한 지역에 

여러 판매회사가 존재하게 된다. 판매사업자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전기공급

을 둘러싸고 경쟁하는바 소비자는 여러 판매사업자 중 선택하여 전기를 공

급받을 수 있다. 소매경쟁 모델은 도매경쟁 모델보다 진전된 형태의 시장으

로서 발전회사-배전사업자, 판매사업자-소비자 사이에 각각 도매전력매매계약 

및 소매전력공급계약이 체결된다. 송전망 및 배전망 이용 계약은 별도로 체결

된다.

353) 박인, “전기사업법령 해설(전력구조개편을 중심으로)”, 월간 법제 제520호, 법제처, 2001. 4., 
126-127면. 

354) 도매경쟁 모델에서 최종소비자는 판매회사를 통해서만 전기를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

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예컨대,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대수용가의 경우에는 직접 전

력을 구매할 수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검토보고서, 
2000. 7., 46면 참조. 

355)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검토보고서, 2000. 7., 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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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모델 전력풀 모델

도매경쟁 모델 제1유형 제3유형

소매경쟁 모델 제2유형 제4유형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를 정하는 방법과 경쟁이 발생하는 단

계에 따라 4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쌍무계약과 도매경쟁 모델이 결합된 유

형, 쌍무계약과 소매경쟁 모델이 결합된 유형, 풀 모델과 도매경쟁 모델이 

결합된 유형, 그리고 풀 모델과 소매경쟁 모델이 결합된 유형이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시장유형에 대해 살핀다.       

2. 전력거래시장 유형

앞서 살핀 전력거래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한 쌍무계약 모델, 전력풀 모델

이라는 기준과 경쟁이 발생하는 시장을 기준으로 구분한 도매경쟁 모델과 

소매경쟁 모델이라는 기준에 따라 전력거래시장 유형을 다음 표와 같이 4유

형356)으로 구분할 수 있다.357) 

이하에서는 각각의 전력거래유형에 대해 살핀다.

(1) 제1유형: 쌍무계약 도매경쟁 시장

이 전력거래시장 유형에서 도매 전력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발전회사와 판

매부문을 소유하고 있는 배전회사가 된다. 최종소비자는 가계부문, 사업부문, 

356) 4유형 구분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창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쟁점분석과 사

례연구 -”, 산업연구원, 2002, 156-188면 참조. 

357) 이러한 4유형은 일종의 이념형으로서 현실 시장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상황

에 따라 다양한 변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임의 풀의 경우 일

부는 쌍무계약을 통해, 일부는 임의 풀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쌍무계약 모델과 풀 모델이 중첩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 117 -

산업부문을 막론하고 전력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주체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소매단계에서는 독점전력판매회사(도매시장에서의 배전회사)와 최종소비자가 

계약당사자가 된다.  

배전회사는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자신과 계약한 최종 소비자

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배전회사는 독점회사로서, 배전회사가 독점력을 행사

하는 시장은 전국일 수도 있고 일부 지역에 한정될 수 있다. 최종 소비자 입

장에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의 상대방은 그 지역의 독점 배

전회사 밖에 없기 때문에 소매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점적 지위의 배전

회사로부터 최종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전회사는 발전회사와 배전회사를 연결하는 송전망을 보유한다. 송전망은 

자연독점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송전회사는 송전망 이용에 대

해 비차별적인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제를 받는다. 송전망에서의 전

기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계통운영자가 설치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모든 발전회사가 송전망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립계통운영자가 발전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경우에 따

라 송전망 회사가 독립계통운영자가 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같은 논리에 

의해 송전망 회사는 발전소를 보유해서는 안된다.358)  

(2) 제2유형: 쌍무계약 소매경쟁 시장

쌍무계약 소매경쟁 시장 유형의 경우 발전된 전력이 도매단계에서 거래되

는 양태는 제1유형인 쌍무계약 및 도매경쟁 시장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은 소매단계에서 나타난다. 쌍무계약 모델과 소매경쟁 모델이 결합한 

형태에서는 배전회사와 판매회사가 구분된다. 최종소비자는 판매회사와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해당 지역에 여러 판매회사가 있기 때문에 소매시

장에서 경쟁이 발생한다. 도매경쟁 모델에서와는 달리 규제기관은 소매가격

을 규제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맞기는 것이 원칙이다.359) 경제적 논리와는 별

358) 조창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쟁점분석과 사례연구 -”, 산업연구원, 2002, 176면.



- 118 -

개로 가계고객의 경우에는 생존권의 보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격규제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시장설계 논리 외의 생존배려 등 경제적 논리 

외의 다른 논리에 의한 것이다.   

판매회사는 발전회사로부터 구매한 전력을 공급받고, 또한 최종 소비자에

게 공급하기 위해 송전회사 및 배전회사와 망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최종소비자는 송전망이용계약 및 배전망이용계약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송전망 및 배전망의 독점적 성격 때문에 송전회사 및 배전회사가 망이용을 

거부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송전회사 및 배전회사의 

시장력 남용을 막고 망의 공정한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이 망 

이용에 관하여 규제한다. 전력계통에서의 조정과 관리는 독립계통운영자가 

맡는다. 독립계통운영자의 발전소 소유 금지에 관한 사항은 도매경쟁 모델에

서와 같다.360) 

(3) 제3유형: 전력풀 도매경쟁 시장

풀 모델 및 도매경쟁 모델이 결합한 체제에서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방

식은 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해당 풀이 의무 풀인 경우 전력거래의 

전체가 풀에서 이루어 진다. 한편, 임의 풀인 경우 전력거래의 일부는 풀에

서, 다른 일부는 쌍무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풀 모델에서는 전력거래소가 시장을 운영한다. 전력거래소는 거래 전날 발

전회사로부터 다음 날 판매하고자 하는 전력량 및 가격을 시간대 별로 받고, 

배전회사로부터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력량 및 가격을 시간대 별로 받는

다.361) 전력거래소는 판매자(발전회사) 및 구매자(배전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가격을 정한다. 판매자는 시간대 별로 정해지는 가

359) 조창현, 같은 논문, 178면.

360) 조창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쟁점분석과 사례연구 -”, 산업연구원, 2002, 177면.

361) 우리나라도 거래 하루 전 시장을 운영하며,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한 구매자이기 때문에 수요

입찰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회사만이 공급입찰을 한다. 이재원, “국내 전력산업의 현황 

및 최근 쟁점”, 2013년도 제5차 법ㆍ정책세미나 자료집,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3. 9., 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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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따라 판매대금을 받고, 구매자는 전력거래소에서 정해진 가격에 망이용

료 및 전력거래소의 수수료 등을 합산한 가격에 따라 구매대금을 지불한다. 

풀에서 낙찰은 구매는 높은 가격에서 낮은 가격의 순으로, 판매는 낮은 가

격에서 높은 가격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각 시간대별로 낙찰가격이 정해지는

데 이러한 가격을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라 한다.362) 

이러한 계통한계가격은 시간대별로 변동하기 때문에 판매자 및 구매자로서

는 장기적으로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일정한 가

격(계약가격)을 정하고, 전력거래소에서 정해지는 가격(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만일 풀 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높

다면 (풀 가격에 따를 때)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보고 구매자의 입장

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판매자가 이득 본 금액만큼을 구매자에게 지급

함으로써 서로의 이득과 손해를 맞바꿀 수 있다. 반대로 풀 가격이 계약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풀 가격에 따를 때) 이득을 보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그 이익을 얻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기적

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지출을 꾀하는 계약을 차액정산계약(Contract for 

Differences)이라 한다.363) 

풀 모델과 도매경쟁 모델이 결합한 체계에서 경쟁은 발전회사와 배전회사

간에 존재하고, 최종소비자는 독점적 배전회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최종소비자를 독점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규제기관은 소비자가

격 등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 발전회사와 배전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서의 가격설정은 서로의 입찰에 따라 결정되므로 규제기관은 이에 간

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풀 모형에서 전력거래소는 시장운영자로서 역할하면서 또한 계통운영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쌍무계약모델에서의 독립계통운영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전력거래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364)

362)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며, 수요증가에 따라 고비용 발전기를 

가동하는데, 이 경우 계통한계가격(SMP)은 가장 고비용 발전기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재원, 
같은 자료, 48면 참조.

363) 임원혁, “전력산업구조개편: 주요 쟁점과 대안”, 한국개발연구원, 2004, 23-24면, 특히 각주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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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유형: 전력풀 소매경쟁 시장

풀 모델과 소매경쟁이 결합한 전력거래시장에서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

에 대해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은 풀 모델과 도매경쟁 모델이 결합된 전력거

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도매경쟁 모델에서는 배전회사

가 판매부문을 소유하고 있어 소매시장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지만, 풀 모

델과 소매경쟁이 결합한 전력거래시장에서는 소매시장에서 판매회사와 배전

회사가 구분되고, 판매회사는 최종소비자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쟁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판매회사는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구매하고, 구

매한 전기를 송전회사와 배전회사가 보유한 망을 이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한다. 이러한 체제에서 차액정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

자는 발전회사와 판매회사가 된다.

규제기관은 도매전력가격 및 소매전력가격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며, 공정

한 망이용이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교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체제에서 

전력계통운영은 전력거래소가 맡는 것이 원칙이다.

3. 독일과 우리나라의 전력거래시장 유형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도매경쟁을 거쳐 소매경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전기사업법」 제31조 제1항) 

풀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전기도매 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

매시장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가 송전

망 및 배전망을 독점하고 전기판매 또한 유일한 사업자로서 활동하고 있어 

소매경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1998년 에너지산업법 개정 이후 도매전기 거래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설치되었다.365) 한편, 독일에서는 도매 부문뿐만 아니라 

364) 조창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쟁점분석과 사례연구 -”, 산업연구원, 2002, 180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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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부문에서도 경쟁이 발생하여 최종 소비자가 복수의 전기판매사업자 중 

선택하여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IV. 전력산업규제법의 규제기관

전력산업을 규제하는 규제기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일률적인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같이 에너지부문을 담당하는 독립규제

기관366)을 설립할 수 있으며, 독일과 같이 전력산업, 통신산업 등 망산업 전

반을 관장하는 행정기관367)을 설립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네덜란드와 같이 

망규제업무와 경쟁업무, 소비자보호업무를 하나의 기관368)에서 수행하도록 

조직구조를 설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조직형태에도 불구하고 전력산

업 규제기관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

전력산업이 수직통합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규제기관은 단일한 

또는 소수의 기업을 통제하면 된다. 이 때에는 전력산업에 대한 신규진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가 단순하고, 전력가격에 대한 규제 등 

규제의 양태도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전력산업구조를 경쟁친화적으로 개편

하려는 경우 규제기관에 대한 요구의 수준은 한층 높아진다.

우선 전력산업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전력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에 관한 경제적 지식, 전력의 거래와 

365) 프랑크푸르트에 EEX(European Energy Exchange)가, 라이프치히에 LPX(Leipzig Power Exchange)
가 각각 설치되었으나 2002년 LPX Leipzig로 통합되었다. Theobald/Theobald, Grundzüge des 
Energiewirtschaftsrechts. 3. Aufl. München 2013, S. 5 Fn. 4 참조.

366) 연방에너지규제청(FERC,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여러 주에 걸쳐 전기, 천연가

스, 석유가 공급되는 경우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이희정/박찬호, “미국의 에

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38-39면 참조.

367) 연방망규제청(BNetzA, Bundesnetzagentur). 독일의 연방 상급행정기관으로서 통신, 에너지, 철
도, 우정 산업에 대한 규제권을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bundesnetzagentur.de> 참조.

368) 소비자보호․시장감독청(ACM, Autoriteit Consument en Markt, Authority for Consumers and 
Markets). 네덜란드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통신, 에너지, 철도, 우정산업에 대한 규제업무 외에 

경쟁업무,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종래 네덜란드는 현재의 독일과 유사하게 경쟁담당기

관과 망산업규제기관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2003년 4월 1일자로 두 기관을 통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acm.n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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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다음

으로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문제된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국영화

된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에 국가는 전력산업의 소유자이며 구조개혁 

주체의 이중적 지위에 선다. 이 상충되는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인 정부조직보다 강한 독립성을 전력산업규제기관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만

일 수직통합된 민간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을 개편하려는 경우라면 

산업계 및 전력산업계의 영향을 받는 정치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

할 필요가 있다.369) 이러한 점을 충족하는 전력산업 규제기관을 설계함에 있

어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독임제 기관 또는 합의제 기관인지의 여부, 기

관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방법 등이다.

독임제 기관(monokratische Organ)은 단일한 기관장이 자신의 책임과 권한

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합의제 기관은 다수의 구성원이 합의하여 

의사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70) 독임제 기관(kollegialorgan)은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판단, 결정하기 때문에 책임소재

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관장의 전문성과 성향에 따라 정책내용

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합의제 기관은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신중하고 전

문성 있는 결정을 하는 데 적합하다. 하지만 다양한 성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우며,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독임제 기관과 합의제 기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력산업 규

제기관이 반드시 어느 한 기관 유형을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

우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독립규제위원회 형태로서, 여당과 야당이 

369) 종래 규제이론 중 하나로서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규제기관은 피

규제기관을 감독하고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실제로는 규제기관은 피규제기관의 

이익을 위해 기능한다는 것이다. 규제가 있으면 피규제기관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이미 산업에 

진입한 피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다소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

을 피하기 위해 규제를 원하고 향유한다고 한다. 더욱이 피규제기관이 경제적 자원과 여론 형

성 능력이 있는 경우 입법부에 규제를 법제화도록 요구한다고 한다. Steven. P. Croley, 
Regulation and Public Interest, Princeton 2008, pp. 15-22 참조.

370) 김동희, 행정법 Ⅱ 제17판, 박영사, 20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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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는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업무 수행에 특

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등 강력한 독립성이 부여되

어 있다.371) 

한편, 독일의 연방망관리청은 일견 독임제 형태의 기관이지만, 독립적인 

심판부를 두어 의사 결정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여 업무 수행

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방법은 단일하지 않다.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헌법 구조,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 전력산업 형태 등에 따라 조직 

형태를 달리 만들어 나갈 수 있다.   

V. 소비자보호 조치

전력산업의 독점을 인정하되 국가가 직접 규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전

기공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또는 급격히 전력요금이 인상되지 않도

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력산업이 자유화되고 경쟁이 도입되면 

국가가 간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

고, 또한 전기공급에 있어 합리적인 가격과 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편적 역

무(universal service)로서 누구에게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격을 포함한 

거래 조건은 상대방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전기공급과 관련

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소비자보호 조치가 전력산업규제법에 반영될 필요

가 있다. 

제 4 절 소결

371) 이희정/박찬호, “미국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38-39
면. 



- 124 -

망산업은 전기, 통신, 철도 등 물리적인 망을 기반으로 상품이나 여객을 

전달․수송하는 사업이다. 망산업에 대한 공법적 규율은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논리에 기반한다. 첫 번째는 망산업이 국민경제 또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다. 전기, 통신, 철도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역무(서비스)가 되었으며, 국민경제가 기능하기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망산업에서 제공되는 역무가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

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망산업이 생존배려 또는 국민경제에 필수

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관련 역무가 적절히 공급될 수 있다면 국가

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망산업의 자연독점성으로 인해 낮은 질의 

역무가 높은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다. 품질 좋은 역무가 적절한 가격에 공

급될 수 있도록 망산업규제법이 일정할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망산업규제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망산업을 

규율할 수 있다. 첫째, 망산업의 독점성을 인정하되 가격과 품질 등을 직접

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를 광의의 망산업규제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민간기업의 자율과 의욕을 저하시켜 산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망산업 중 독점적인 성격의 망부문과 경쟁이 가

능한 기타 부문을 가려내어, 전자의 부문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망접속권을 

부여하고 후자의 부문에 대해서는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편, 경쟁도입

에 기업이 이윤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공급거부나 급격한 가격인상

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태로 인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

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경쟁도입과 경쟁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제법을 협의의 망산업규제법이라 

할 수 있다.

전력산업은 대표적인 망산업이라 할 수 있다. 전력산업은 발전소에서 생산

된 전기를 송전망 및 배전망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이다. 종

래 전력산업은 그 공익적 성격 및 자연독점적 성격을 이유로 독점을 인정하

되 시장진입, 가격, 공급강제 등의 국가의 규제가 행해지는 산업이었다. 하지

만 다른 망산업과 같이 망과 역무(발전, 판매)의 분리가 가능하고, 망에 대한 

이용 보장 및 망 이외의 부문에서의 경쟁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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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다. 전력산업에도 망규제산업법의 일반적인 논리가 관철되고, 이에 

따라 망에 대한 규제 및 소비자에 대한 규제체제가 도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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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독일과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과 규제법
제 1 절 전력산업과 규제법의 변천

전력산업은 전력망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망산업적 특성을 

가지는 한편, 전력산업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전력산업은 통신산업 등과 같

이 200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발전한 산업으로서372) 이에 대한 법적 규

율 또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계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이하에서는 독일의 

전력산업의 현황, 발전 및 규제법에 대해 살핀다.

I. 독일 전력산업의 현황과 규제법의 변천

1. 독일 전력산업의 이해를 위한 기술 개념

전기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 풍력, 지열 등과 같은 다른 에

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설비인 발전소에서 만들어 진다. 일단 생산된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지 인근까지 전송하는 송전

(Übertragung), 송전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배분하는 배전(Verteilung), 수

용가 인입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다. 따라서 발전소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망의 구축이 전력산업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전기산업의 대표적 특징은 전기선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이른바 

‘선로종속성’(Leitungsgebundenheit)이라 할 수 있다. 전기를 발전소로부터 소

비지역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송전망(Übertragungsnetz) 및 배전망

(Verteilernetz)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송전망 및 배전망은 전송되는 전압에 

따라 망의 수준이 구분된다. 

372) 최초의 발전기는 1844년 영국 버밍햄(Birmingham)에 설치되었으며,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

한 것은 1879년이고, 이후 1882년 미국 최초의 발전소가 설립되었다. 전력산업의 발전 경과에 

대해서는 Theobald/Theobald, Grundzüge des Energiewirtschaftsrechts, 3. Aufl. München 2013, S. 
35-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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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은 초고전압망, 고전압망, 중전압망 및 저전압망으로 구분된다. 초고

전압망(Höchstspannungsnetz)은 220 내지 380 킬로볼트(kV)의 전기를 전

송373)하는 망을, 고전압망(Hochspannungsnetz)은 100 킬로볼트의 전기를 전

송하는 망을, 중전압망(Mittelspannungsnetz)은 10 내지 20 킬로볼트의 전기

를 전송하는 망을, 저전압망(Niederspannungsnetz)은 230 내지 400 볼트의 전

기를 전송하는 망을 말한다. 대체로 초고전압망 및 고전압망은 송전에 사용

되며, 중전압망 및 저전압망은 배전에 사용된다.  

대체로 전기는 발전소 – 초고전압망 – 고전압망 – 중전압망 – 저전압

망 – 소비자의 순서로 공급되지만, 발전소나 소비자의 규모에 따라 다소 전

기가 전달되는 망에 차이가 있다. 발전설비용량이 300 메가와트(MW)374)가 

넘는 대규모 발전소는 초고전압망에 연결된다. 전압이 높아질수록 전력손실

이 적기 때문에 초고전압망은 매우 먼 거리까지 전기를 전송하는 경우에 유

리하다. 또한 독일이 이웃 국가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외

국 전력망과 연결할 때도 초고전압망을 사용한다. 고전압망은 초고전압망 또

는 소규모의 발전소에 연결되어 전기를 전달한다. 고전압망은 주(Land) 내에

서의 지역 송전(regionaler Transport)이나 전기 소비가 많은 도시 지역 내에

서의 배전에 사용된다. 중전압망은 지역 배전을 위한 연결망의 역할을 하거

나, 산업설비를 많이 사용하는 공단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다. 즉, 50 킬로와트 내지 몇 메가와트 정도를 사용하는 (Abnehmer) 

또는 공급자(Einspeiser)는 중전압망에 연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계고객 등 

소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자는 저전압망에 연결되어 전기를 공급받는다. 초고

전압망, 고전압망, 중전압망 및 저전압망은 변전소(Umspannwerk)를 통해 연

결된다.375)

373) 에너지산업법은 전기 및 가스를 일정한 생산지 또는 수입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이동시키는 것

에 대핸 ‘전송’(Transport)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전기의 경우 전송은 송전과 배전을 총

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74) 메가와트(MW)는 100만 와트를 말하며, 1 와트는 전기의 경우 1 볼트의 전압으로 1 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의 힘을 말한다.

375) Koenig/Kühling/Rabasch, Energierecht, 3. Aufl. Baden-Baden 2013, §1 Rn.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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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전력산업의 주체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는 발전, 도매거래, 송전, 배전, 판매의 가치사

슬을 따라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를 전력산업에 관여하는 사업자의 관점에서 

다시 나누면 발전사업자(Stromerzeuger), 전력거래사업자(Stromhändler), 전력

망사업자(Stromnetzbetreiber) 및 전력공급사업자(Stromlieferant)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사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발전사업자이며, 송전 및 배전 사업을 담

당하는 사업자가 전력망사업자이다. 한편, 전력거래사업자는 전력 매매를 행

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전력을 구매하는 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는 점

에서 전력공급사업자와 구분된다.376) 

독일에서 1 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는 약 300개, 전

력망사업자는 910개, 전력거래사업자는 120개이다.377) 이처럼 사업자 수는 

많지만 전력시장에서 E.ON, RWE, EnBW 및 Vattenfall378) - 이른바 4강(die 

großen vier) - 의 비중은 절대적이다.379) 종래 이 기업들은 수직통합에너지

공급기업으로서 일정 지역에서 독점적 사업자였다. 위 네 기업은 전기공급에 

필요한 전력망을 소유하고 운용하였으나, 독일 에너지산업법에 따른 망분리 

조치로 인하여 전력망부문을 분리하여야 했다. 그 결과 E.ON은 TenneT 

TSO GmbH을, RWE는 Amprion GmbH을, EnBW는 Transnet BW GmbH를, 

그리고 Vattenfall은 50 Hertz Transmission GmbH를 별개의 전력망사업자로 

분리하였다. 

3. 독일 전력산업과 규제법의 변천 

376) Christian Jung/Christian Theobald, Zusammenschlüsse und Kooperationen in der europäischen und 
deutschen Enerigewirtschaft, in: Schneider/Theobald (Hrsg.), Recht der Energiewirtschaft. 3. Aufl. 
Baden-Baden 2011, §6 Rn. 61-62.

377)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Kap. 1 Rn. 138.

378) E.ON은 독일 중부지역, RWE는 독일 서부, EnBW는 독일 남서부, 그리고 Vatenfall은 독일 북

동부 및 베를린 지역을 담당한 지역 독점사업자였다. 

379) 이 네 사업자의 발전시장 점유율은 80 퍼센트에 이른다고 한다. David Buchan, “The 
Energiewende – Germany’s gamble”, Th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2012,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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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전력산업과 지역독점의 형성

독일의 경우 전력산업이 태동한 19세기 후반부터 민간이 전력산업을 주도

하였다. 생산된 전기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호텔, 극장, 상점 등의 조

명을 위한 상업용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에서도 이용되었

다.380) 시와 게마인데(Gemeinde)는 민간이 주도하는 전력산업이 기술적, 경

제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분야라고 보았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381)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력산업 초기부터 어쩔 수 없이 전력산

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전기공급을 위한 전력선 설치를 위해 지방

자치단체가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382) 그 이용료를 징수하였기 때

문이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조명과 전차 운행과 관련하여 시영

기업(Stadtwerke) 또는 지방공기업(kommunale Versorgungsunternehmen) 형태

로 전력산업에 참여하였다. 즉, 민간주도 또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체제가 형성되었다.383) 

1차 세계대전 이후 고전압 송전망을 통한 전력 공급 기술이 발전함에 따

라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만

들어졌다. 연료 공급이 용이한 서부의 탄광지역이나 수력발전이 가능한 하천

지역에 위치한 발전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소비지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

게 되었다. 발전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나 산업지역까지 전기를 보낼 수 

있게 됨에 따라 한 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고객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한 기업이 발전시설 및 송ㆍ배전시설을 갖추고 전기를 공급하는 수직통합에

너지공급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수직통합에

너지공급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집중화되면서 소수의 기업들이 시

장을 지배하게 되었다.384) 

380) Johann-Christian Pielow, Grundstrukturen öffentlicher Versorgung, Tübingen 2001, S. 574.

381) Johann-Christian Pielow, a.a.O., S. 575.

382) 최초의 도로이용 특허계약은 1884년 1월 24일 베를린에서 체결되었다.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Kap. 1 Rn. 131 참조.

383) Pielow/Koopman/Ehlers, Energy Law in Germany in: Roggenkamp/Redgwell/del Guayo/Rønne (ed.), 
Energy Law in Europe, Oxford 2007, Rn.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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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산업에 대한 초기의 법적 대응

1) 전력산업 발아기로부터 바이마르 공화국까지

전력산업 발아기에 전력산업에 대한 법적 규율이 형식상 법령의 형식으로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력산업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

역”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385) 행정은 공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실무상 “공급

활동에 관한 법”을 발전시켰는바, 그 내용은 전기공급자에 대한 독점을 보장

하되 적절하고 전기공급에 대한 체약의무를 부과하고, 그 공급에 있어서도 

공정한 공급조건에 따르도록 하며, 가격에 대한 규제권을 행정에 유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급활동에 관한 법은 수용법(Enteignungsrecht)의 부관에 

관한 사항을 ‘차용’(Verleihung)하였으며 체약강제에 관한 사항은 판례상으로 

인정되었다.386) 바이마르 공화국 후기에는, 비록 법률 형식은 아니지만, 법규

명령(Rechtsordnung)의 형식으로 에너지공급기업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게 되

었다.

2) 1935년 에너지산업법 제정

바이마르 공화국 후기의 전력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의 형성은 실정법의 제

정에도 기여하였다. 에너지산업법387)은 나치시대였던 1935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전문에 따르면 1935년 에너지산업법은 “경쟁에 의해 국민경제에 미

치는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이 법은 전력산업이 매우 큰 자본을 

요구하고,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건설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력산업

에 대한 과잉 자본 투자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위에 서 있다. 

1935년 에너지산업은 과다한 경쟁을 막기 위해 기존의 독점적 산업 구조

384) Johann-Christian Pielow, Grundstrukturen öffentlicher Versorgung, Tübingen 2001, S. 576.

385) Johann-Christian Pielow, a.a.O., S. 580.

386) Johann-Christian Pielow, a.a.O., S. 580.

387) Gesetz zur Förderung der Energiewirtschaft vom 13.12.1935., RGBl. I S.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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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되388) 전력공급기업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경쟁제한적 규정과 

공익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시 경쟁을 제한하여 에너지공급기업의 지역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통제를 통한 경쟁의 제한이다. 에너지산업법은  

에너지공급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제국 경제부장관의 허가(Genehmigung)

을 받도록 하는 사업금지절차(Betriebsuntersagungverfahren) 규정을 두었다

(1935년 에너지산업법 제5조). 만일 해당 지역에 해당 에너지공급사업자가 

있고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허가는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제국 경제부장관은 새로운 에너지 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 에너지공급기업의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을 ‘공익상 이유’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통제(Investitionskontrolle) 규정을 두었다(같은 법 제4조). 

둘째, 전기선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에 대한 게마인데 또는 시의 권리

이다. 게마인데 또는 시는 도로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업자에게만 

전기선 매설을 위한 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특허계약(Konzessionsvertrag)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의 도로 이용을 배제하였다. 셋째, 에너지공급회사들이 

지역을 분할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분할계약(Demarkationsvertrag)을 체결

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였다.389)  

한편, 독일 정부는 지역독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공

급을 위한 수단을 법에 규정하였다. 우선, 가계 고객과 같은 소규모 에너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공급기업에게 일반적인 ‘연결 및 공급의무’가 

부과되었다(1935년 에너지산업법 제6조). 전력요금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그 전력요금이 원가 및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였다(전기요금감독규정 제12조 제2항). 

388) 나치 정부는 전기공급을 국가가 할 것인지 민간 부문이 할 것인지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

았다. 나치 이데올로기는 국가 부문과 사회 부문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회 부

문을 국가에 완전히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Johann-Christian Pielow, 
Grundstrukturen öffentlicher Versorgung, Tübingen 2001, S. 581 참조.

389) Carsten Corino, Energy Law in Germany: and its Foundations in International and European Law, 
München 2003,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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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57년 경쟁제한금지법의 제정과 경과 

1935년 에너지산업법의 체제는 2차 대전 이후에도 10여년 간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1957년 제정된 경쟁제한금지법390)으로 인해 경쟁제한적 

계약은 무효가 될 운명에 처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경쟁제한금지법(GWB) 

제103조에 지역을 분할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분할계약 및 에너지공급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맺어진 도로이용 특허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

지 않도록 하는 법적용예외(Bereichsausnahme) 규정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해서만 경쟁제한금지법의 규율을 받게 되

었다.391) 

그러나 지역분할계약 및 도로이용 특허계약은 공급지역을 분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른바 경성 카르텔(Hardcore Kartell)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 경쟁제한금지법 제103조는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았다.392) 특히나 지역분

할계약이나 특허계약의 기간이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장기인 경우가 많아 

다른 사업자가 장기간 또는 영원히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배제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경쟁제한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1990

년 경쟁제한금지법 개정시 지역분할계약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지역분할계약이나 특허계약의 연장을 금지하였다.393)  

(3) 규제완화 단계

1) 1935년 에너지산업법의 문제점과 유럽법의 자유화 요구

1957년 경쟁제한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력산업은 계속해서 

전형적인 독점산업으로 유지되었다. 수직통합에너지공급기업들은 효율성개선

390)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vom. 27.07.1957., I S. 1081.

391)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Kap. 1 Rn. 88.

392) Lange/Pries, Einführung in das europäische und deutsche Kartellrecht. 2. Aufl. Frankfurt a.M. 
2011, Rn. 450. 

393) 1990년 경쟁제한금지법 제103조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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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늘리는 대신, 가격을 인상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에너지가격은 모든 산업의 비용이 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가격은 

독일이 사업하기 좋은 입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다는 비판이 거세졌다.394)  

때마침 전 세계에 번진 세계적인 자유화와 유럽법395) 차원에서의 에너지

법 개편 요구는 독일법에도 영향을 주었다. 유럽공동체는 1996년, 2003년 및 

2009년의 세 번에 걸쳐 에너지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유럽공동체는 1996년 

제1차 에너지패키지에 따른 전력내부시장입법지침396)을 통해 각 회원국들에

게 전력시장을 자유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각 회원국의 전력시장 개편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한 결과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397) 이후 지지부진한 

에너지산업의 자유화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제2차 에너지패키

지398)에 따라 전력내부시장 등에 대한 일반적 지침에 관한 입법지침399)이 

만들어졌다. 

2) 1998년 에너지산업법

제1차 에너지패키지(1996년)를 자국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독일은 1998년

에 에너지산업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400) 이 법의 목적은 종래의 에너

394) Carsten Corino, Energy Law in Germany: and its Foundations in International and European Law, 
München 2003, p. 49.

395) 유럽법이란 일반적으로 유럽 전역을 규율하는 법을 의미하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유럽

공동체에 기반한 법과 유럽인권협약에 기초한 규율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논문에서 

유럽법이라 지칭할 때는 유럽공동체법(EU law)을 말한다. 

396) RL 96/92/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9.12.1996 betreffend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en Elektrizitätsbinnenmarkt.

397) Jens-Peter Schneider, Vorgaben des europäischen Energierechts in: Schneider/Theobald (Hrsg.), 
Recht der Energiewirtschaft. 3. Aufl. Baden-Baden 2011, §2 Rn. 40.

398) 제2차 에너지패키지에 따른 입법지침은 전력내부시장 등에 위한 일반적 지침에 대한 입법지

침 (RL 2003/54/EG),  천연가스를 위한 일반적 지침에 대한 입법지침 (RL 2003/55/EG),  국경을 

넘는 전력 거래를 위한 망접속 조건에 관한 명령(Verordnung Nr. 1228/2003) 등이다. 첫 두 입법

지침을 이른바 ‘신속화 입법지침’(Beschleunigungsrichtlinien)이라 한다.

399) RL 2003/54/EG über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en Elektrizitätsbinnenmarkt b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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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감독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전력산업에 “경쟁의 특성이 있는 질서체

제”(wettbewerblich geprägter Ordnungsrahmen)401)를 도입하려는 것이었다. 이

를 위해 1935년 에너지산업법의 지역독점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거하였다.

첫째, 1935년 에너지산업법의 투자통제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사업개시허가 

요건이 완화되었다. 즉, 전기사업의 경우 전기공급사업을 하려는 자가 급부

능력(Leistungfähigkeit)이 없거나 사업개시로 인해 소비자가 더 불리한 조건

으로 전기공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만 허가를 거부할 있게 되었다. 

둘째,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하는 ‘배타적인’ 도로이용 특허계약

(Konzessionsvertrag)이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선 매설이나 관리를 위

해 필요한 경우 도로 사용을 차별없이 허용하여야 한다(1998년 에너지산업

법 제13조)

한편, 에너지공급의 지역분할계약은 경쟁제한금지법(GWB) 제103조의b의 

신설로 인해 에너지공급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3조 및 제103조의a의 면제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역분할계약은 카르텔금지

를 규정한 경쟁제한금지법 제1조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 

망이용에 있어서는 제3자 접속권에 관한 조항이 도입되었다(1998년 에너

지산업법 제6조). 즉, 에너지공급망사업자가 자신의 조직 내부 또는 자회사

에게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른 공급망 기업에게 망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였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6조의 조제목에서 ‘협의

에 의한 망접속’(verhandelter Netzzugang)이라 하였는데, 망이용에 대한 구체

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이른바 협회협약(VV, 

Verbändevereinbarung)으로 정하였다.402)

그 밖에 1998년 에너지산업법에 따라 전력거래를 위해 에너지거래소가 설

립되었다. 또한 정부규제의 폐지도 상당히 진전되었는바, 예컨대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규제와 관련하여 연방전기요금감독규정이 폐지되었다. 

400) Gesetz zur Neuregelung des Energiewirtschaftsrecht vom 24.04.1998., I S. 730. 

401)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Kap. 1 Rn. 89.

402) Carsten Corino, Energy Law in Germany: and its Foundations in International and European Law, 
München 2003,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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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규제 단계

1) 2005년 에너지산업법

1998년의 ‘협의에 의한 망접속’ 체제의 효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일반 

수용가들이 요금인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403) 회원국의 

지지부진한 에너지산업 자유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의 2003년 

제2차 에너지패키지를 독일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1998년 에너지산업법의 협의에 의한 규제가 실패하자 2005년 에너지산업

법404)에서 협상에 의한 망접속을 규제를 통한 망이용으로 전환되었다. 1998

년 에너지산업법상의 제도는 사업자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망접속 가능

성 여부, 방법,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자주 망접속이 거부되었고 

특히 가격 설정에 있어 사업자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하였다.405) 망접속에 대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5년 

에너지산업법에 차별없는 망접속에 대해 규율하는 한편(2005년 에너지산업

법 제20조), 망이용료에 관한 하위법령406)과 망접속에 관한 하위법령407)을 

통해 망접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활한 망접

속을 위해 망부문의 법적 분리 및 경영상 분리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2) 2011년 에너지산업법
 

유럽연합은 2009년의 제3차 에너지패키지에서 경쟁영역에 속하지 않는 송

전망의 분리방법에 대해 규정하였다. 회원국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403)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Kap. 1 Rn. 132.

404) Zweites Gesetz zur Neuregelung des Energiewirtschafts vom 07.07.2005, I S. 1970.

405) Theobald/Theobald, Grundzüge des Energiewirtschaftsrechts, 3. Aufl. München 2013, S. 248.

406) Verordnung über die Entgelte für den Zugang zu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n vom. 25.07.2005 
(Stromnetzentgeltverordnung, StromNEV), BGBl. I S. 2225.

407) Verordnung über den Zugang zu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n vom. 25.07.2005 
(Stromnetzzugangsverordnung, StromNZV), BGBl. I S.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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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는바, 소유권분리 모델, 독립계통운영자 모델 및 독립송전망운영자 

모델이 그것이다.408) 유럽법상의 제3차 에너지패키지는 2011년 에너지산업법 

개정을 통해 독일법에 내부화되었다. 이 법은 현재 독일 전력산업을 규율하

고 있는 법으로서 전력산업에 경쟁요소를 들여오면서도 동시에 규제밀도를 

현저히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409) 

II.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황과 규제법의 변천

1.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황과 특성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공급면에서 살펴보면, 주로 화력과 원자력에 의존하

고 있으며, 수력과 자가용 발전은 미비한 실정이다.410) 한편, 수요면에서 매

년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계절별로는 여름의 냉방설비 가동과 겨울

의 난방시설 가동으로 인해 봄, 가을에 대비한 여름, 겨울의 전력 수요 변동

이 큰 편이다. 

한편, 전력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가 송전, 배전, 판매 부문을 

독점하고 있으며, 발전 부문에서 일부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 발전소는 

설치가 비교적 저렴하나 가격이 비싼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고 있어, 기저발

전 시설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2.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규제법의 변천

(1) 전력산업의 태동

408)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Kap. 2 Rn. 49-51.; 
오성은, 전력산업의 경쟁도입에 따른 독점규제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37-138면.

409) Andreas Klees, a.a.O., Kap. 1 Rn. 93.

410) 2012 통계에 따르면 발전설비 기준으로 화력발전소는 63.4%, 원자력발전소는 24.2%, 수력발

전소는 7.5%, 자가용발전소는 4.5%를 차지하며, 총발전량 기준으로는 화력 65.9%, 원자력 

28.3%, 수력 1.4%, 자가용 발전 4.4%를 차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epsis.kpx.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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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개화기인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다. 1882년 제3

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했던 박영효는 일본의 전기시설을 보고 조선에 보

고하였으며, 정부는 전기설비를 조선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의 에디

슨사로부터 소형 발전기(에디슨 다이나모)을 들여와서 경복궁의 건청궁과 앞 

뜰에 백열등을 설치하였는데 최초 점등한 날은 1887년 3월 6일 경이다.411) 

이는 궁궐에 설치된 시설로서 조선의 평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일반인이 전기를 이용하게 된 것은 1898년에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된 이후

였다.412) 1899년 전차가 개통되고 1900년에 최초로 궁궐이 아닌 종로의 전

차정거장에 가로등 용도로 전구가 설치되었다.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한성전

기회사는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1904년경 미국인들과 고종이 합작

한 신설 한미전기회사에 흡수되었다. 이후 한미전기회사는 일본의 조선에 대

한 침략이 본격화된 1909년 일본인이 설립한 한일와사주식회사(

)에 매각되었다.413) 

(2) 일제 강점기의 전력산업

조선이 일본에 강제 병합된 후 한반도에서 전력산업은 일본인이 지배하게 

되었다. 1920년대에 전력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어 약 100여개에 이르

렀다.414) 그러나 업체들 간 치열한 경쟁의 결과 다수의 기업이 정리되고 30 

퍼센트 이상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흡수되었다.415) 과점상태의 전기시장에서 

기업들이 전력가격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수용가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조선

총독부는 발전부문은 민간이 계속 담당하고, 송전부문은 국영화하며, 배전부

문은 민영 하에 두되 전국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군소 배전회사를 구역

별로 통합함으로써 대배전망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조선전기사업령을 제정

411)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년사 , 2009, 51-52면. 

412) 한성전기회사는 전기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고종이 출자한 기업으로서 순수한 민간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같은 자료, 53면. 

413)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같은 자료, 56면. 

414)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같은 자료, 59-60면. 

415)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같은 자료,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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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933년 11월 1일 시행). 하지만 실제로 송전망은 일부만 국영화되었

을 뿐 대부분은 종전과 같이 민간 부분이 운영하였다. 1941년 제2차 세계대

전이 발발하면서 일제는 모든 자원을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하기 시작하였

다. 1943년 조선전력관리령을 제정하여 전력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

화하였다.

(3) 해방 후 전력산업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 대부분의 전력을 북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전력수급이 매우 불안정했다. 광복 당시 남북한 총

발전설비용량은 1,723천 킬로와트(kW)이었는데 이 중 남한은 198천 킬로와

트(kW)로서 11퍼센트에 불과하였다. 그나마도 1950년 전쟁발발로 거의 모든 

전력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되었다. 이후 복구가 이루어

진 1961년에도 남한의 총발전설비용량은 367천 킬로와트(kW)에 불과하였다. 

정부는 1961년 6월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을 제정하여 3개 전기회사(조선

전업주식회사, 경성전기주식회사, 남선전기주식회사)를 통합하고 한국전력주

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한국전력주식회사 주식의 84 퍼센트는 정부소유로서 

사실상 운영 주체는 국가였다. 경제개발계획의 집행과정에서 많은 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1971년에는 1961년 발전설비 용량의 7배가 넘는 2,628천 킬로

와트(kW)의 전원을 확보하였다. 1970년대 2차례 석유파동의 여파로 원유가

격이 급상승하는 등 에너지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공급원으로

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시작하여 1978년 고리원자력 1호기를 상업 가동하

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영광, 울진에도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 

  1980년 12월 「한국전력공사법」을 제정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를 공사로 

전환하였다. 한편, 발전설비 확충에 노력하여 발전용량이 1980년 9,319 메가

와트(MW)에서 1998년 42,406 메가와트(MW)로 4.7배 증가하였다. 1989년에

는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방침에 따라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1989

년 3월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하였다.



- 139 -

(4) 전력산업 구조개편 시도 

 

  1999년 1월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마련하였다. 구조개편안은 전

력시장 경쟁도입에 대한 단기 및 장기 계획으로 구성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발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여러 개의 회

사로 분할하되 추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려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는 배전

부문도 마찬가지로 여러 회사로 분할하여 전력 소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송전망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자 하였다.416) 즉 1999년 이후에는 발전

경쟁, 2003년 이후에는 도매경쟁, 2009년 이후에는 소매경쟁을 추진할 예정

이었다.417) 그리고 계획표상 분할된 1개 발전자회사는 2003년부터 민영화하

기로 되어 있었다.418) 

  이러한 전력시장 개편을 지원ㆍ촉진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419)을 제정하였다. 동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

면 ‘분할’을 한국전력공사를 상법상 물적분할 방식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하고(「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한국전

력공사가 분할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경쟁제한성 여

부 및 재무능력, 기술능력을 심사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조 제2항), 전력산

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가에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법 제4조 제3항). 한편, 분할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상법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두었고(같은 법 제5조), 분할을 마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

고하도록 하였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신설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

기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그 승계한 전기사업에 관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같은 법 제7조 제1항), 승계받은 전기사업에 종

사하는 직원과 한국전력공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권리ㆍ의무는 신설회사가 

416) 이익현/김계홍/권태웅/윤재웅, 경제법제60년사 , 해남, 2011, 253-254면.

417)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력산업구조개편추진에관한법률안 검토보고서, 2000. 7., 46-47면. 

418) 박종근, “에너지산업과 경쟁정책”, 권오승ㆍ이원우(공편),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 2007, 
636-637면.

419) 2000. 12. 23. 법률 제6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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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승계하도록 하였다(같은 법 제10조).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 훼손, 전기요금 인상, 민영화에 따른 사적독점 및 국부유출, 공익기능 

약화, 신설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에너지 안보의 문제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420)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부족

하다는 지적421)에도 불구하고 위 법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및 2000년 전부개정된 「전기사

업법」422)이 한국전력공사를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게 함으로써 한국

전력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

하게 되는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근로3권이 침해되며, 

또한 새로운 전력공급 체계에서 가격 및 수급의 불안정으로 소비자의 권리

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들이 직접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라는 결

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법의 회사분할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그 집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법률에 의해 직접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

다.423)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은 시행 이후에도 발전회사의 매

각이 난항을 겪고, 전력노조 등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이 계속되다

가, 2004년 6월, 한전의 배전분할을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424)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은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는바 부칙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만 효력을 유지하고425) 현재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420)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력산업구조개편추진에관한법률안 검토보고서, 2000. 7., 5-11면. 

421)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같은 검토보고서, 10면.

422) 2013. 12. 23. 법률 제6283호.

423)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마122.

424) 이익현/김계홍/권태웅/윤재웅, 경제법제60년사 , 해남, 2011, 254면.

425) 법률 제6282호 부칙 제2항(유효기간)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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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독일 공법상 전력산업 규율체계

I. 독일 기본법과 전력산업

1. 독일 기본법의 에너지 관련 규정

독일 기본법은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전기공급의 상위개념인 

에너지공급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다426). 다만, 연방과 주와의 

입법 관할을 나누면서 에너지산업에 관한 법은 경합적 입법사항에 속한다고 

하여, 입법권의 관할을 정하는 규정에서 에너지 산업이 나타날 뿐이다(기본

법 제74조 제1항 제11호427)).428)

망산업에 속하는 철도산업, 우정산업에 대해서는 기본법(GG)에서 규율하

고, 해당 산업의 민영화를 위해 기본법을 개정한 점과 비교해 볼 때, 독일 

기본법은 에너지산업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

다.429) 그 이유는 아마도 독일 에너지산업이 초기부터 민간주도로 발전되어 

426) 다만, 기본법 제20조의a의 ‘환경의 근거가 되는 자연의 보호’와 관련하여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 근거가 간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Pielow/Koopman/Ehlers, Energy Law in 
Germany in: Roggenkamp/Redgwell/del Guayo/Rønne (ed.), Energy Law in Europe, Oxford 2007, Rn. 
9.17 Fn. 34 참조.

427) 독일 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14호는 다음과 같다 (강조는 필자가 추가).
    독일 기본법 제74조(경합적 입법사항) ① 경합적 입법은 다음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한다.
    14. 영업시간 규정이 없는 경제(광업, 공업, 에너지산업, 수공업, 영업, 상업, 은행 및 주식제도, 

상의 보험제도)에 관한 법 및 요식업, 오락업, 공연업, 박람회업, 전시업과 시장에 관한 

법

428) 독일 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에너지산업에 대한 입법권은 경제규제권의 일부로 

다루어지며, 주(Land)는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연방이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Pielow/Koopman/Ehlers, op. cit., Rn. 9.23 참조.

429) 구 독일 기본법(GG)은 제87조 제1항 제1문에 연방의 고유행정으로서 연방철도와 연방우편을 

규정하고 있었다. 제40차 기본법 개정(2003년)과 제41차 개정(2004년)을 통해 각각 연방철도와  

연방우편을 연방의 고유행정에서 삭제하였다. 대신 각각 제87조의e와 제87조의f를 신설하여 철

도산업 및 우편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기본법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반하여 에너지산업은 

연방 고유에 행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산업 자유화와 관련한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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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기 때문에 철도업무, 우정업무와 같이 직접 국가가 수행하는 업무와 같이 

기본법에 직접 규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430)     

2. 사회국가원리와 급부제공

독일 기본법은 제20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서 사회국가원리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규정은 사회국가(Sozialstaat)라는 명사가 아니라 ‘사회적’(sozial)

이라는 형용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회국가원리(Sozialstaatsprinzip)는 헌법상

의 기본원리로서,431) “직접효력이 있는 법”(unmittelbar geltendes Recht)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432) 하지만 사회국가원리는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요청하는 권리이다. 사회국가원리 하

에서 급부권(Leistungsrecht)은 기본권으로서 주장될 수 없다.433) 그러나 사회

국가원리가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결부되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최

소한의 생존 요건을 국가가 공급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고 이에 대한 청구권 

또한 발생할 수 있다.434)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목표의 실현이 국가에게 직접적으로 의무 지워지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입장에서 주관적 권리를 사회국가원리에서 직접 도출할 

수 없다고 한다.435)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국가원리의 구현을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436) 다시 말해 사회국가

않았다. 

430)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헌법에는 에너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Pielow/Koopman/Ehlers, Energy in Germany in: Roggenkamp/Redgwell/del Guayo/Rønne (ed.), 
Energy Law in Europe, Oxford 2007, 각주 32 참조.

431) Jarass/Pieroth, Grundgesetz Kommentar. 12. Aufl. München 2012, §20 Rn. 111. 

432) Jarass/Pieroth, a.a.O., §20 Rn. 111.; Won-Woo Lee, Privatisierung als Rechtsproblem, Köln 1997, 
S. 68.

433) BVerfGE 82, 60, 80.

434) BVerfGE 82, 364, 368.

435) Jarass/Pieroth, a.a.O., §20 Rn.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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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하나로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국가원

리는 시장경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437) 사회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종전에 공공부문이 수행하던 것을 

민간이 수행하도록 하는 민영화도 가능하다.438) 이처럼 사회국가원리를 달성

을 위해 기존 체제보다 더 나은 (더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독일 

헌법상 허용된다. 따라서 독점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든, 경쟁을 도입하되 경쟁유지를 위해 국가가 감독하는 방식이든 사회국가원

리가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3. 에너지공급에 대한 법원의 태도

(1) 생존배려와 에너지공급

에너지공급기업의 지위에 대한 초기의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1967년 연방

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 관련 사건439)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해당 

법률은 형식으로 조직된 게마인데(Gemeinde) 산하 에너지공급기업의 

직원을 공무원 및 공역무 수행 근로자와 같이 취급하였다.440)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동등 처우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하는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

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서 게마인데의 에너지공급기업의 궁

극적인 목표가 이윤추구가 아니라 게마인데의 의무 사항인 생존배려를 추구

하는 점과 함께 에너지공급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공적주체가 책임을 

진다는 점을 들었다.441)

이후 1973년에 헌법재판소는 에너지공급기업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기회

를 가졌다. 이 사건에서 두 에너지공급기업은 연방전기요금규칙(BTOElt)과 

436) Jarass/Pieroth, Grundgesetz Kommentar. 12. Aufl. München 2012, §20 Rn. 125.

437) Jarass/Pieroth, a.a.O., §20 Rn. 121.

438) Won-Woo Lee, Privatisierung als Rechtsproblem, Köln 1997, S. 69.

439) BVerfGE 22, 28.

440) BVerfGE 22, 28, 29.

441) BVerfGE 22, 2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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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헌법재판

소의 지정재판부(Vorprüfungsausschuss)는 국가의 가격에 대한 규제권을 정당

화하는 사유를 검토하면서,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독점적 기업이 공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해 의문

을 제기하였다.442)   

(2) 국가임무와 에너지공급 

독일 기본법(GG)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관하여 직접 규정

하고 있지 않지만 전력망을 통한 전기공급은 전통적으로 ‘국가임무 또는 행

정임무’(Staats- und Verwaltungsaufgabe)로 이해되고 있다.443) 화력발전을 위

해 석유 수입업자 및 정유업자가 부담하는 연료비축의무에 대해 헌법재판소

는 1971년에 공익상 이유로 합헌이라 결정하면서,444) 충분한 에너지의 공급

은 “공임무, 그리고 더 좁은 의미에서 국가임무”로 보아야 하고, 이는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규율되는 시장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

거로 제시하였다.445) 특히 안정적 에너지공급은 공동체에 최우선적으로 필요

한 ‘식량 확보’와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에너지는 전체 경제가 기능하기 위

한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국가개입은 정당

화된다는 것이다.446)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고전압 송전망 건설을 위한 수용 관련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에너지공급이 ‘공적 생존배려’(öffentliche Daseinsvorsorge)이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권리(기본법 제1조 제1항447))에 대응된다

고 판단하였다. 

442) BVerfGE(Vorprüfungsausschuss), Beschl. v. 15.11.1973 – BvR 569/72.

443)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Kap. 1 Rn. 120. 

444) BVerGE 30, 292.

445) BVerGE 30, 292, 311f.

446) BVerGE 30, 292, 323f.

447) 독일 기본법 제1조 (인간존엄의 보호) ①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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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에너지 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통한 에너

지공급의 보장은 매우 중요한 공임무이다. 에너지공급은 생존배려의 영역

에 속한다. 즉, 에너지공급은 시민들이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

해 필요로 하는 급부이다.”448)

독일에서 에너지공급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국가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국가

의 책무 내지 ‘공임무’(öffentliche Aufgabe)는 어떻게 이행될 수 있을까? 원

칙적으로 국가는 자신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

서 공임무의 달성은 국가가 ‘이행’의 방법이든, 민간 에너지기업에 대한 ‘규

제’의 방법이든 모두 가능하다. 국가의 책임과 연결하여 이해하자면 전자는 국

가의 ‘이행책임’(Erfüllungsverantwortung), 후자는 국가의 ‘규제책임’ 

(Regulierungsverantwortung)이라 할 수 있다.449) 

(3) 에너지산업법 개정과 법원의 태도

1935년 에너지산업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에너지산업은 국가의 규제책

임에 의해 규율되었다. 앞서 인용한 수용 관련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또한 

1935년 에너지산업법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다. 좀 더 부언하자면 앞의 판결

은 민간기업인 에너지공급기업을 위한 수용이 헌법에 적합한가에 관한 문제

에 관한 것이다. 이 논점과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우선 1935년 에너지

산업법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이러한 공임무(에너지공급 – 괄호 안은 

필자 추가)는 에너지산업법을 통해, 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기업에게 부

여될 수 있다”고 보았다.450) 다음으로 “이러한 기업(에너지공급기업 – 괄호 

안은 필자 추가)에게 법 또는 법률상 근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임무의 수행

이 지시되고 그 외 공중의 이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451) 

448) BVerfGE 66, 248, 258.

449)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Kap. 1 Rn. 122. 

450) BVerfGE 66, 248, 258.

451) BVerfGE 66, 248,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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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에너지기업을 위한 수용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1998년 에너지산업법의 개정으로 에너지산업에 경쟁도입을 위한 조

치가 대폭 취해졌다. 따라서 1935년 에너지산업법 체제 하에서의 법원의 판

단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의문시되었다. 2002년 연방행정법원(BVerwG)은 

“그간에 일어난 사실상의 그리고 법상의 발전으로 인하여, 민간 에너지공급

기업의 공익과의 관련성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

하면서, “이 건 수용은 1935년 에너지산업법 제11조와 1998년 에너지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공급기업에 의한 공공에너지공급

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었으며 기본법 제14조452)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

다.453) 2005년 에너지산업법이 개정된 이후 연방헌법재판소는 1935년 에너

지산업법과 현행 법과의 관계에 대해 “현행 에너지산업법(2005년 에너지산

업법 – 괄호 안은 필자 추가)은 이미 1998년 이전의 기간에 인정되었던 독

점의 보호가 폐지되었고 새로운 망접속규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1935년 에

너지산업법과의 공통성이 거의 인식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현행 

에너지산업법에 따른 에너지공급에 대한 공익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을 밝히지는 않았다. 

II. 전력산업규제의 논리

종래 독일의 전력산업은 전통적으로 수직통합에너지공급기업에 의한 지역

독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공법은 전력산업의 경우 자연독점적 성

격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독점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452) 기본법 제14조(재산권, 상속권 및 공용수용) ①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

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봉사하여야 한다.
    ③ 공용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공용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해하여진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공정하

게 형량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보상액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법원에 제소할 

길이 열려 있다. 

453) BVerwGE 116, 365 v. 11.07.2002 – 4 C 9/00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Kap. 1 Rn. 12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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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력망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 등 지방자치

단체의 토지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허제도를 통해 독점적 이용을 

허용하였다. 다만, 전력이 누구에게나 공급되도록 전력회사에 의무를 부과하

고, 전기요금이 급등하지 못하도록 가격통제를 하는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

졌다. 

이후 효율성 증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전력산업 자유화

를 꾀하는 유럽법의 압력에 따라 독일에서도 전력산업의 자유화가 추진되었

다. 독일에서 전기의 공급은 발전(Erzeugung)–도매거래(Großhandel)–송전

(Übertragung)–배전(Verteilung)–최종소비(Endkundeversorgung)의 순으로 이

루어진다.454) 이중 송전 및 배전 단계는 각각 송전망 및 배전망에 의존하는 

영역으로서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영역이지만, 발전, 도매거래 및 최종 소비

의 영역에서 경쟁이 창출될 수 있다. 하지만 전력산업이 수직통합에너지공급

기업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경쟁이 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망과 다른 부분의 분리이다. 이는 여러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는데 망부문과 다른 부문을 회계상 분리하거나

(buchhalterische Entflechtung), 망부문과 다른 부문과의 정보 공유를 막거나

(informatorische Entflechtung), 망부문의 경영을 별도의 조직에서 행하도록 

하거나(organisatorische Entflechtung) 또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서 망 시설

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수직통합 에너공급기업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기업

에 이전하는 방법(eigentumsrechtliche Entflechtung)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망부문에 대한 분리 후에 해당 망을 제3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망접속규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망접속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제3자가 자유로

이 망을 활용토록 하는 취지가 몰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망접속에 이어 

망이용료의 규제 또한 필요하다. 

한편, 전력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력가격에 대한 정

454) Ockenfels/Bettzüge, Wettbewerb in den nicht-regulierten Stufen der Strom- und Gasmärkte in: 
Baur/Salje/Schmidt-Preuß (Hrsg.), Regulierung in der Energiewirtschaft, 2011, §3 Rn. 1 Abbildung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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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규제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전력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하

여 특히 교섭력이 약한 일반 가구나 중소 상인의 경우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해나가기 위해서는 가격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수

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 

독일법은 유럽연합 입법지침455)에 따른 에너지 분야를 관장하는 독립규제기

관의 설치요구에 맞추어 종전의 연방통신우편규제청(RegTP)을 연방망규제청

(BNetzA)으로 개편하였다.

III. 전력산업 분야에서 규제법과 경쟁법의 관계

1. 개관

이론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분야에서 경쟁보호를 위해 경쟁법이 적용되고, 

독점영역에서 경쟁형성을 위해 규제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전력산업의 

각 부문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가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특히나 망산

업에 대한 규제법의 역할이 경쟁을 대체하는 규제가 아닌 경쟁을 형성, 촉진

하는 규제로 옮겨 가면서 두 법 영역의 배타성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 경

쟁법과 규제법은 상호 다투는 법 영역이 아니라 상호침투하고 상호 보완하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집행 단계에서 두 법 영역은 

행정청의 관할 문제로 나타난다. 

재커(F. J. Säcker) 교수는 규제법과 경쟁법은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남용적

인 행위를 막고 망사업자와 망이용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목적을 다른 방

법으로 추구하는 “쌍둥이 법”이라 보고 있다. 즉, 규제법은 남용행위를 개별

적인 허가와 예방적, 방역적 방식의 사전규제(Ex-Ante-Methodenrregulierung)

를 수단으로 하고, 경쟁법은 남용 행위에 대해 사후적 감독(Ex-Post-Aufsicht)

을 통해 교정한다.456) 또한, 경쟁법은 새로운 경쟁 상태를 창출하는 것이 아

455) RL 2003/54/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6.06.2003 über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en Elektrizitätsbinnenmarkt und zur Aufhebung der RL 96/92/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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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현재 상태 (Status Quo)를 향후 일방적 또는 다자적 기업의 조치로부

터 보호할 수 있을 뿐”이고 따라서 현재의 독점상태를 적극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망산업규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 규제법(Infrastrukturregulierungsrecht)

이 필요하다고 한다.457)

종래 국가독점 또는 민간독점 상태였던 망산업 영역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쟁법 또는 전문규제법으로서의 망산업규제법 하나만으로 충분하

지 않고, 전문규제법으로서의 에너지산업법과 일반 경쟁법으로서의 경쟁제한

금지법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두 법의 상

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법의 관계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하

에서는 에너지산업법상의 두 법의 관계에 대한 규정에 대해 살피고, 다음으

로 경쟁제한법의 관련 내용을 기술한다.

2. 에너지산업법에 따른 경쟁법과의 관계

에너지산업법(EnWG)은 경쟁법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에너

지산업법의 집행에 대해 연방망규제청이 관할을 가지지만 경쟁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카르텔청의 권한은 변함없이 유지된다.458) 즉, “이 법(에너지산업법 

– 괄호 안은 필자 추가)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발령된 법규명령

(Rechtsverordnung)이 명시적으로 완결적 규정(abschließende Regelung)에 해

당하는 경우” 경쟁제한금지법(GWB) 제19조(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20조(차별금지, 부당한 방해 금지) 및 제29조(보이코트 금지, 그 밖의 경쟁

제한행위 금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59) 따라서 연방망규제청(BNetzA)은 비

차별적 망접속규제460) 및 비차별적인 망접속 요청에 대한 집행461)에 대해 

456) Franz Jürgen Säcker, “Erfahrungen mit teilliberalisierten Märkten an den Beispielen der Energie- 
und Telekommunikationswirtschaft in Deutschland”, Vortrag v. 24.04.2009, S. 7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Kap. 1 Rn. 159에서 재인용).

457) Franz Jürgen Säcker, a.a.O., S. 4 (Andreas Klees, a.a.O., Kap. 1 Rn. 159에서 재인용).

458) 에너지산업법 제111조.

459) 에너지산업법 제111조 제1항 제1문.

460) 에너지산업법 제17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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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관할을 가진다.462) 

한편, “제3장의 규정 및 이 규정에 근거하여 발령된 법규명령은 완결적 규

정”이라 한다.463) 따라서 망연결, 공정한 망접속 및 망이용료와 같이 법규명

령에 완결적으로 규정된 것은 특별법적 지위에 서지만, 카르텔법의 담합 금

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및 합병심사와 관련된 규정은 에너지산업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464) 예컨대, 경쟁

제한금지법 제19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요금에 대한 사후적 

남용금지 및 감독권에 대해서는 에너지산업법이나 하위 법규명령에서 규정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르텔청이 계속해서 관할권을 가진다.465) 

이러한 에너지산업법의 카르텔법 적용 배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는데, 즉 

경쟁제한금지법 제19조, 제20조 및 제29조의 한계에서만 적용이 배제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카르텔법이 적용된다.466)

3. 경쟁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규율

경쟁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기업합병심사 외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바, 

하나는 담합에 대한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지배력의 남용의 금지이다. 

1935년 에너지산업법 체제 하에서 독일 전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경쟁제한금지법(GWB)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1957년 경쟁제한금지법 제103조) 지역독점을 법적으로 인정하였고, 다만 시

장 지배력의 남용에 대해서만 경쟁제한금지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1998년 

에너지산업법 체제 이후 전력산업에 대해 경쟁이 도입ㆍ촉진되면서 망을 통

한 에너지공급에 대한 경쟁제한금지법의 적용배제 규정이 삭제되었다.

461) 에너지산업법 제20조 이하.

462) Lange/Pries, Einführung in das europäische und deutsche Kartellrecht. 2. Aufl. Frankfurt a.M. 
2011, Rn. 452.

463) 에너지산업법 제111조 제2항.

464)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Kap. 1 Rn. 163.

465) Lange/Pries, a.a.O., Rn. 452.

466) Andreas Klees, a.a.O., Kap. 1 Rn.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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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금지법(GWB)은 원칙적으로 산업유형에 관계없이 경쟁제한성을 

규율하므로 전기산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경쟁제한금지법의 규율은 적용

된다. 특히 의미있는 것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금지(경쟁제한금지법 제19

조)와 차별금지 및 부당한 방해 금지(같은 법 제20조)이다. 한편, 2007년 개

정으로 산업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과 별개로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규정(같은 법 제29조)467)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은 에너지 분

야에서, 전기 및 가스 공급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서 차별적 거래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당하게 높은 이용료를 금지한다.    

(1) 경쟁제한금지법 제29조의 적용범위

경쟁제한금지법 제29조는 “전기 또는 파이프라인으로 전송되는 가스의 공

급자”에 해당하는 공급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이러한 공급기업은 관련 시장

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는 해당 기업이 단독

으로 가지든, 다른 공급기업과 같이 가지든 문제되지 않는다.  

(2) 비교시장 개념

경쟁제한금지법 제29조 제1문 제1호에 따르면 정당화 사유없이 비교가능 

시장에서 다른 공급기업 또는 기업보다 불리한 사용료 또는 그 밖의 거래조

건을 요구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비교가능 시

장에서의 다른 공급기업 또는 기업보다 불리한지 여부는 상당한 차이

(erhebliche Abweichung)가 있는지를 따져봄으로써 판단한다.468)

467) 경쟁제한금지법 제29조(에너지산업) 전기 또는 파이프라인으로 전송되는 가스의 공급자인 기

업(공급기업)이 해당 기업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급기업과 같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시장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는 금지된다.
   1. 비교가능 시장(vergleichbare Märkte)에서 다른 공급기업(Versorgungsunternehmen) 또는 기업

(Unternehmen)보다 불리한(ungünstig) 이용료 또는 그 밖의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이
러한 차이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공급기업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설명책임 또는 입증책임은 카르텔청의 절차에서만 효력이 있다.
   2. 비용보다 부당하게(unangemessen) 높은 이용료를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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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화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기관이 아닌 공급기업이 진다.469) 이러한 입증책임 전환은 카르텔청의 

절차에서 이루어지고470), 민사소송과 같은 그 밖의 절차에 대해서는 적용되

지 않는다.

(3) 이윤상한제에 따른 가격남용 금지

공급기업이 비용보다 ‘부당하게’(unangemessen) 높은 이용료(Entgelt)를 요

구하는 것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이윤상한

제가 도입되었다.471) 이윤상한개념(Gewinnbegrenzkonzept)은 원래 EU 경쟁

법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독일법에 수용되었다. 경쟁제한금지법에서 이윤상한 

개념은 ‘부당하게 높은’으로 표현되었는데 이 문언만으로는 그 의미를 명확

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472) 

이윤상한제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급기업이 

아닌 카르텔청이 진다. 왜냐하면 경쟁제한금지법 제29조 제1문 제1호와 달

리 제2호에서는 공급기업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지 않고 또한 제29

조 제1문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직권탐지원칙

(Untersuchungsgrundsatz)이 적용된다.473) 

IV. 독일의 전력산업규제법

468) Koenig//Kühling/Rabasch, Energierecht. 3. Aufl. Baden-Baden 2013, §9 Rn. 36.; ‘상당한 차이’ 테
스트는 원래 경쟁제한금지법 제1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경쟁법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연방통상법원(BGH)이 인정하고 있다. BGH, Beschl. v. 28.06.2005, BGHZ 163, 
282ff 참조. 

469) 경쟁제한금지법 제29조 제1문 제1호.

470) 경쟁제한금지법 제29조 제1문 제1호.

471) 경쟁제한금지법 제29조 제1문 제2호.

472) Koenig//Kühling/Rabasch, a.a.O., §9 Rn. 39.

473) Koenig//Kühling/Rabasch, a.a.O., §9 Rn.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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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독일 에너지산업법(EnWG)474)은 망을 이용하여 공급되는 전기 및 가스를 

규율하는 법률이다.475) 에너지산업법이라는 제명과는 달리 모든 에너지에 대

해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법의 규율 범위에 맞추어 에너지를 “망을 통해 에

너지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 및 가스”로 정의하고 있다.476) 에너지산업법

은 그 목적을 “전기 및 가스를 가능한 한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에, 소비

자친화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환경친화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재생에너

지에 대한 의존도를 늘리는 것에 두고 있다.477) 이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다시 열거하자면 전기의 안정적 공급, 전기가격의 적정성 확보, 소비자 친화

성, 효율성 및 소비자친화성의 보장, 그리고 발전연료에 있어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이다. 그리고 “전기 및 가스 공급에 있어 유효하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wirksamer und unverfälscher Wettbewerb)의 확보와 “장기적인 급부능

력 유지 및 신뢰성 있는 에너지공급망의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478) 

에너지산업법은 목적조항에서부터 전력산업을 국가의 직접적 규제가 아닌 

경쟁을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로 중점이 옮겨져 있음

을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 에너지산업법이 유럽연합법과 일정한 관련

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망을 통한 에너지공급 영역에 대한 유럽공

동체법을 전환하고 집행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열거하고 있다.479) 이러한 

474) 이 논문에서 인용되는 에너지산업법은 2011년 7월 28일 ‘전력망의 확장 신속화 조치를 위한 

법률’(Gesetz über Maßnahmen zur Beschleunigung des Netzausbau Elektrizitätsnetze, BGBl. I S. 
1690) 제2조에 따라 최종 개정된 것이다.  

475) 에너지산업법에서는 망을 통해 공급되는 전기와 가스를 같이 규율하기 때문에 양자를 같이 

묶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예컨대 제3조 제31호의d의 ‘전송망’(Transportnetz)은 송전망

(Übertragungsnetz)과 장거리가스파이프망(Fernleitungsnetz)을 합친 개념이다. 전기공급과 가스공급

이 모두 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통적인 규율의 경우 송전망과 장거리가스파이프망을 

합친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가스산업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산업법에서 전송망과 같이 전기 및 가스 분야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해의 편의를 위해 송전망과 같이 전력산업과 관련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476) 에너지산업법 제3조 제14호. 

477) 에너지산업법 제1조 제1항.

478) 에너지산업법 제1조 제2항.



- 154 -

목적규정으로부터 직접 법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산업법의 

개별 규정을 해석할 때 지침으로 기능한다. 

에너지산업법은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산업법은 제1장 총칙

에서 목적480), 에너지공급기업의 임무481), 정의482), 철도법과의 관계483), 망

사업484)의 허가(Genehmigung)485), 송전망사업의 승인(Zertifizierung)486), 공급

사업의 신고(Anzeige)487) 등에 대해 규정한다. 인가, 승인, 신고는 시장진입

(Marktzutritt)에 관한 규율이라 할 수 있다.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망 관련 규제들은 제2장 및 제3장에 규정되

어 있다. 분리조치(Entflechtung)는 제2장488)에, 망연결 및 망접속 등에 관한 

규제는 각각 제3장 제2절489)과 제3절490)에 규정되어 있다. 

전력산업 자유화 이후 최종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4장491)에서 

규정된다. 기본공급의무(Grundversorgungspflicht)492)와 이 의무의 예외493), 그

리고 에너지 대체공급494) 등이 이 장에 있다. 

479) 에너지산업법 제1조 제3항.

480) 에너지산업법 제1조.

481) 에너지산업법 제2조.

482) 에너지산업법 제3조.

483) 에너지산업법 제3조의a.

484) 에너지산업법은 망사업(Netzbetrieb)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망사업자’를 제3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전력산업의 경우 송전망사업자, 배전망사업자)에 해당하는 

망사업자 및 시설운영자라 하여, 망사업자로부터 망사업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에너

지산업법 제3조 제27호).

485) 에너지산업법 제4조.

486) 에너지산업법 제4조의a에서 제4조의d까지.

487) 에너지산업법 제5조.

488) 에너지산업법 제6조에서 10조의e까지.

489) 에너지산업법 제17조의a부터 제19조의a까지.

490) 에너지산업법 제10조부터 제28조의a까지.

491) 에너지산업법 제36조에서 제42조까지.

492) 에너지산업법 제36조.

493) 에너지산업법 제37조.

494) 에너지산업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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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5장495)은 계획확정(Planfeststellung) 및 전기공급을 위한 도로사용

(Wegenutzung)에 대해, 제6장496)은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들, 제7장497)은 에너지산업 규제기관에 대해, 제8장498)에서 절차 

등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제9장499)은 보칙, 제10장500)은 평가 및 부칙 규정

을 담고 있다. 

한편, 에너지산업법은 전력산업의 규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수

의 하위 법령(Verordnung)에 위임하고 있다. 중요한 하위 법령으로서 특허사

용료규정(KAV), 전력망접속규정(StromNVZ), 전력망이용료규정(StromNEV), 

촉진규제규정(ARegV) 등이 있다.

다음 절에서는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 도입 및 촉진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는 제2장 및 제3장, 최종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제4장, 전력

산업규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제7장을 중심으로 살피되, 필요한 경

우 다른 장이나 관계 하위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2. 전력산업 규제기관

독일 에너지산업법에 따르면 전기 및 가스에 대한 규제기관은 연방과 주

로 이원화되어있다. 연방수준의 규제기관은 연방망규제청(BNetzA)이며, 주 

수준에서는 각 규제행정청(Landesregulierungsbehörde)이다. 한편, 경쟁법 

차원에서도 전력산업에 대한 규율이 행해진다. 연방카르텔청(BKarA)과 주 

카르텔청(Landeskartellbehörde)은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경쟁법이 적용되는 경

우에 관할권을 가진다. 한편, 유럽수준에서는 2011년 제3차 에너지패키지에 

따라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청(ACER)501)이 설립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에너지

495) 에너지산업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496) 에너지산업법 제49조부터 제53조의a까지.

497) 에너지산업법 제54조부터 제64조의a까지.

498) 에너지산업법 제65조부터 제108조까지.

499) 에너지산업법 제109조부터 제111조의c까지.

500) 에너지산업법 제112조부터 제118조의b까지.

501) 2011년 3월 3일 제3차 내부시장 에너지패키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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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법에 따른 전문규제기관인 연방망규제청을 중심으로 서술한 후, EU 기

관인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연방망규제청

1) 연방망규제청의 설립

독일에서 망산업은 전통적으로 우편분야와 같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에너지분야와 같이 국가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통제하는 산업 영역

이었다. 이러한 산업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공익을 

제고하기 위한 처방으로 경쟁도입 또는 촉진책이 채택되었었다. 하지만 종래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였던 망산업 영역이 자유화되더라도 이를 적절히 규율

하지 않을 경우 공적독점에서 사적독점으로 그 형태만 바뀔 뿐 진정한 경쟁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망산

업을 자유화할 것을 규정한 입법지침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규제기관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하였는바,502)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목표는 망산업 분야

에서 경쟁을 만들고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결정절

차를 형성하는 것이다503). 

에너지분야에서는 제2차 입법패키지에서 독립적인 유럽연합은 2005년 제2

차 에너지패키지 중 이른바 신속화지침(Beschleunigungsrichtlinien)에서 에너

지규제를 담당하는 독립적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제3

차 입법패키지에서 좀 더 구체화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회원국은 규제행정기

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규제행정기관은 자신의 규제임

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사적 조직으로부터 법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Ljubljana)에 소재하고 있다. 이 기관에 대한 정보는 <http://www.acer.europa.eu> 참조.

502) 예컨대 Art. 23 Abs. 1, RL 2003/54/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6.06.2003 über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en Elektrizitätsbinnenmarkt und zur Aufhebung der 
RL 96/92/EG 참조.

503) Matthias Ruffert, Grundfragen der Wirtschaftsregulierung,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1 Rn.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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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규제임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업무 지시

를 받아서는 안된다504).      

유럽공동체법 차원에서의 요구에 의해 독일은 독립적인 망규제기관을 설

립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일 정부는 연방망규제청설치법(BNetzAG)505)을 

제정하여 연방망규제청(BNetzA)을 설치하였다. 연방망규제청의 업무영역은 

연방경제에너지부(BMWi)506)의 업무영역의 일부이다. 그렇지만 연방경제에너

지부 장관이 연방망규제청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고 일반

적인 지침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감독할 수 있을 뿐이며,507) 또한 연

방경제에너지부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또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508) 

또한 연방망규제청의 결정을 심판부(Beschlusskamer)를 통해 하도록 함으

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다.509) 준사법적인 심판부의 의사결정구조는 일

응 연방카르텔청(BKarA)의 의사결정구조를 모델로 하였다. 연방망규제청의 

규제결정은 기관장에게 의사결정권한이 집중되는 독임제 행정기관과 달리, 3

인으로 구성된 심판부에서 이루어진다.510) 심판관 중 1인 이상은 판사임용자

격을 갖춘 법률가이어야 하고, 그 외의 심판관도 고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504) RL 2009/7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 13.07.2009 über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en Elektrizitätsbinnenmarkt und zur Aufhebung der RL 2003/54/EG, ABlEU L 211 
(v. 14.8.2009), S. 55; RL 2009/73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 13.7.2009 über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en Erdgasbinnenmarkt und zur Aufhebung der RL 2003/55/EG, ABlEU 
L 211 (v. 14.8.2009), S. 94.

505) Gesetz über die Bundesnetz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 Post und Eisenbahnen 
vom 07.07.2005., BGBl. I S. 1970. 

506) 연방경제기술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는 메르켈 제3기 내각 출범과 

함께 2013년 12월 17일에 현재의 연방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로 개편되었다. 

507) 에너지산업법 제61조.

508) Matthias Ruffert, Grundfragen der Wirtschaftsregulierung,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1 
Rn. 29.

509) 에너지산업법 제59조 제1항 제1문. 

510) 그렇다고 연망망규제청이 미국식의 독립규제위원회라 보기는 어렵다. 연방망규제청에는 청장 

및 2명의 부청장이 있으며(BNetzAG 제3조), 2,500명의 직원이 보좌한다. 연방망규제청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nnual Report 2012 of Bundesnetzagentur, pp. 150-1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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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격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511) 결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심판부에서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합의제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었다. 

2) 연방망규제청과 민주주의원리

연방망규제청은 독일 행정조직법의 자체적인 원리에 의해 설치된 것이 아

니고 유럽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설치되었다. 한편, 유럽공동체의 입법지

침은 미국의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을 모델로 한 것으

로, 독일 공법 체계상 그러한 기관의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헌법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독일에서는 헌법상의 민주주의원리512)(Demokratieprinzip)로 인해 “국가 임

무의 이행 및 국가 권한의 수행에는 국민에게 회귀하는, 즉 국민으로부터 나

오는 정당성(이른바 효과적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된다”.513) 다시 말하면 공

권력은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주체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하여, 독일에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규제행정기관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514) 독일에서는 행정조직의 구성과 관련하

여, 민주주의원리를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 의회로부터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 

연속된 정당성의 고리들(ununterbrochene Legitimationsketten)이 이어져야 하

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의미의 민주적 정당성은 시원적 정당성과 간접

적 정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의회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인 

선출되는 기관에 대해 주어지는 정당성이고, 후자는 시원적 정당성을 가지는 

기관으로부터 임명됨으로써 주어지는 정당성을 말한다.515) 독일의 경우 선거

511) Matthias Ruffert, Grundfragen der Wirtschaftsregulierung,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1 
Rn. 29.

512) 기본법 제20조 ①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ㆍ사회적 연방국가이다.

513) Ernst-Wolfgang Böckenförde, Demokratie als Verfassungsprinzip, in: Isensee/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Band Ⅱ. 3. Aufl. Heidelberg 2003, §24 Rn. 11.

514) Matthias Ruffert, a.a.O., §21 Rn. 31.

515) 이현수, “합의제 중앙행정관청의 조직법적 쟁점 –민주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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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구성된 의회로부터 내각이 구성된다. 내각의 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을 순차적으로 임명할 때 해당 공무원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한편, 이러한 연속적인 정당성의 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권(Weisungsrecht)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516)

이러한 의미의 민주적 정당성 개념을 받아들이는 경우 행정 각 부

(Ministerium)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행정기관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내각에 속하는 장관이 하급 행정청에 대한 지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장관이 속한 부와 그 하급 행정청에 대한 정당성의 고리가 끊어

지기 되기에 때문에 그 하급 행정청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 개념은 독일 학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관료제의 이념형에 기초한 것이어서 

현실 행정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는다. 십여 년 전에 치루어진 선거 결

과에 따라 내각이 구성되고 그 내각의 일원이었던 장관이 청장을 임명하고, 

그 청장이 몇 년 후에 다른 하급 공무원을 임명하였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

서 볼 때 과거의 임명 행위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허구라는 것이다.517) 지시권 또한 현실 행정에서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행

정기관의 장에게 일선 행정의 모든 정보가 보고되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지

시권이 널리 행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상하 행정관청 또는 상사 –

부하 간의 지시권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이 유지된다는 관념은 비현실적이라

고 주장한다.518)  

독일 판례 또한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속된 정당성의 고리가 

필수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즉, 기본법 제20조 제3항519)에 대한 연방헌법재

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민주적 정당성은 연속된 정당성의 고리를 요구하지 

제41집 제3호, 2013, 56면.

516)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김효전ㆍ정태호(공역), 헌법과 민주주의 -헌법이론과 헌법에 관

한 연구- , 법문사, 2003, 225면.

517) 이현수, “합의제 중앙행정관청의 조직법적 쟁점 –민주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공법연구  
제41집 제3호, 2013, 60면.

518) 이현수, 같은 논문, 59면.

519) 기본법 제20조 ③ 입법은 헌법질서에 구속되고, 집행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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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제도, 기능, 내용, 인적 구성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520). 

민주주의원리는 독일의 행정조직법에서 부( ) 구성원리(Ministerialprinzip)

로 표현되기도 한다. 부 구성원리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의회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수여받은 부( )로 구성되거나 또는 부로부터 지시․감독을 받는 

하급 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부 구성원리는 모든 분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임무의 성격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 )의 업무지시 또는 직접적인 업무감독을 받지 않는 

영역(ministerialfreier Raum)이 인정될 수 있다521). 한편, 이러한 독립적인 영

역의 인정은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직접 위임받은 의회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회책임주의원리와 잘 들어맞지 않는다. 독일 연방의회

(Bundestag)는 자문기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회에

서 정치적 지침을 형성하는 간접적 방식을 통해 연방망규제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도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

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522)

이처럼 연방망규제청에 대한 독립성 확보와 독일 공법상의 민주주의원리 

및 의회 책임주의원리는 일견 상충되고 대립되는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대립은 다른 가치를 배제하고 무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익이라는 가치

를 달성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변증법적인 관계이다. 연방망규제청의 독립성

은 해당 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규제받는 산업영역에서의 경쟁을 확보함

으로써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기관의 독립성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법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었으나 유럽법을 통해 독일에 도입되었다. 유럽법의 요구사항을 독일법 체계

에 맞추어 수용한 것이 연방망규제청이라 할 수 있다. 연방경제에너지부의 

하급 관청으로 둔 점, 장관의 지시권과 관련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지시권을 

부인하고 일반적인 지시권을 인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한 점, 미국식의 독

520) BVerfGE 83, 60, 72; 93, 37, 66; 107, 59, 87.

521) Matthias Ruffert, Grundfragen der Wirtschaftsregulierung,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1 
Rn. 31.

522) Matthias Ruffert, a.a.O., §21 Rn.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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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규제위원회가 아니라 청장을 기관장으로 하는 독임제 기관의 형태를 취한 

점, 일반적인 독임제 기관에서 의사결정 주체는 기관장이나 연방망규제청에

서 규제 관련 결정을 복수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부에서 하도록 한 점

은 유럽법의 독립성 요구와 독일의 조직법 법리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소

산이다.  

(2) 주 에너지규제기관

독일은 연방국가이고 원칙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은 연방과 주 단위에서 모

두 존재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연방 차원에서는 연

방망규제청이, 주 차원에서는 주 규제기관이 관장한다. 에너지산업법 적용과 

관련해서 연방망규제청이 ‘원칙적 관할권’(Auffangsständigkeit)을 가진다.523) 

예컨대 망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주법에 따라 권한있는 규제기관에 부여한 

것처럼524) 에너지산업법이 특정 행정기관에 관할권을 부여한 경우 이에 따

르면 되고, 만일 관할권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망규

제청이 관할권을 가진다.525)  

한편, 에너지산업법은 에너지공급기업에 대한 관할권를 망의 지역적 범위

와 고객의 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즉, 여러 주에 걸쳐 있는 망(Netz)이나 

10만 명 이상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공급기업만을 관장하고, 그 이하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주 규제기관이 담당한다.526) 

(3) 분쟁조정 기관

에너지공급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기관이 설립되었다. 

즉, 소비자가 에너지공급기업, 대규모공급사업자, 대규모서비스사업자와 개별

523) Koenig/Kühling/Rabasch, Energierecht. 3. Aufl. Baden-Baden 2013, §10 Rn. 5.

524) 에너지산업법 제4조.

525) 에너지산업법 제54조 제3항.

526) 에너지산업법 제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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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쟁이 있는 경우 에너지조정재단(Schlichtungsstelle Energie e.V.)527)이 

재판 외 분쟁해결을 담당한다.

(4)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체

유럽차원에서 각 국의 에너지산업 규제기관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

력체로서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체(ACER)가 구성되었다.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체

는 EU의 기구로서 EU 에너지정책이 회원국의 에너지시장 건전성을 확보하

고 각 국의 에너지 규제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

직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경쟁적 시장의 조성, 회원

국 간 에너지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 기반시

설의 구축 및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원가를 반영하는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에너지 기업의 남용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동시에 시장을 감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수단

(1) 시장진입규제

1) 전기시장 진입규제 연혁

 독일 에너지산업법은 대체로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완화의 흐름을 보

여주고 있다. 1935년 에너지규제법은 투자통제(Investitionskontrolle)와 영업금

지절차(Betriebsuntersagungsverfahren)를 규정하였다.528) 이후 규제완화의 흐

름을 반영하여 시장진입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8년 에너지산업법

은 투자통제와 영업금지절차 제도를 대신하여 영업개시허가

(Betriebsaufnahmegenehmigung)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규칙을 위반

527) 베를린에 위치하며 에너지공급과 관련한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 기관의 인

터넷 홈페이지인 <http://www.schlichtungsstelle-energie.de> 참조.

528) 1935년 에너지산업법 제4조,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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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주 에너지행정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한

편, 2005년 에너지산업법은 인허가 제도를 경쟁촉진적 정책에 합치되도록 

손질하였다. 즉, 허가(Genehmigung)는 에너지공급망 사업개시에만 요구하

고,529) 에너지공급에 대해서는 1998년 에너지산업법과 달리 인가가 아닌 신

고(Anzeige)를 요구함으로써530) 에너지공급사업자가 시장진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너지공급망 사업자의 허가요건 또한 경쟁촉진적으로 개정되었다. 전기사

업의 경쟁 형성 및 촉진을 위해 기존 수직통합에너지공급기업에서 망부문을 

분리하도록 하였는데, 2011년 에너지산업법은 허가요건으로 망분리 의무의 

이행을 포함시켰다. 즉, 송전사업을 하는 전송망사업자531)는 사업개시 전에 

심사증발급절차(Zertifizierungsverfahren)532)를 거쳐야 하는데, 전송사업자가 분

리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심사증을 발부함으로써533) 

망분리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2) 허가제

① 허가권자

에너지공급망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주 법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die nach 

Landrecht zuständige Behörde)534)에 있다.535) 연방기관이 아닌 주의 행정기

529) 2005년 에너지산업법 제4조.

530) 2005년 에너지산업법 제5조.

531) 전송망사업자(Transportnetzbetreiber)란 송전망 또는 장거리가스파이프망(Fernleitungsnetz)을 운영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에너지산업법 제3조 제31호의c 참조.

532) 심사증발급 제도는 에너지산업법 제4조의a에서 제4조의d까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송전망사

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연방망규제청에게 동법의 분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심사받은 후 심

사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에너지산업법 제4조의a 제1항 제2문에 따라 송전망사업자는 2012
년 3월 3일까지 신청하도록 하였다. Koenig/Kühling/Rabasch, Energierecht. 3. Aufl. Baden-Baden 
2013, §5 Rn. 138 참조. 

533) 에너지산업법 제4조의a.

534) 망규제를 담당하는 주 행정기관과 허가권을 가지는 주 행정기관은 별개의 기관이다. 
Johann-Christian Pielow, Energierecht,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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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게 허가권을 부여한 이유는 연혁적으로 주 행정기관이 관할 지역 내의 

에너지공급기업에 대한 규제업무를 수행하였고, 따라서 허가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시설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사에 대한 주 행정기관에 부여하여,536) 주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있다.   

② 허가 대상 사업

허가 대상 사업은 에너지공급망사업(Betrieb eines Energieversorgungsnetz)

이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에너지공급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

되며, 그 밖에 에너지공급을 하려는 자는 후술하는 신고(Anzeige)를 하면 된

다. 이는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어졌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의 추세에 부합한

다.537) 

③ 허가제와 분리규제와의 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전송망사업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분리규정을 준수

해야 하는데,538) 이후 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구조나 지분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변동이 발생하면 전송망사업자는 해당 

변동사항을 규제기관539)에 신고해야 한다.540) 신고를 받은 규제기관은 이를 

검토하고541), 검토 결과 분리규정의 준수를 위해 전송망사업자가 구조조정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2 Rn. 77.  

535) 에너지산업법 제4조 제1항.

536) 에너지산업법 제49조 제5항.

537) Koenig/Kühling/Rabasch, Energierecht. 3. Aufl. Baden-Baden 2013, §2 Rn. 3.

538) 망분리에 대한 업무는 연방망규제청이 담당한다. 

539) 에너지산업법은 규제기관(Regulierungsbehörde)에 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규제기관이란 연방망규제청과 주 규제기관(Landesregulierungsbehörde)을 의미한다. 연방망규제청

과 주 규제기관은 에너지산업법 제7장에서 각각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540) 에너지산업법 제4조의c 제1문 및 제2문.

541) 에너지산업법 제4조의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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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분정리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자가 경제적 이익

을 얻은 경우에는 연방망규제청은 1백만 유로를 한도로 하여 위반행위로 얻

은 수입의 3배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542)

④ 에너지공급망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

에너지산업법 제4조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허가유보부 예방적 금

지(präventives Verbot mit Erlaubnisverbehalt)543)의 대상으로서 에너지공급망 

사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남용 및 위험방지의 차원에

서 망사업자의 독립성, 급부능력 및 신뢰성 통제를” 위해 금지될 뿐이다.544) 

다시 말해, ‘진압적’(repressiv) 차원이 아닌 ‘예방적’(präventiv) 차원에서 금

지되는 것으로서 망사업 자체를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보아 억제하려는 

것은 아니다.545) 

또한 에너지공급 사업 허가는 기속적, 수익적 행정행위이다.546) 허가를 신

청한 자가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에 대한 청구권(Rechtsanspruch)

을 가진다.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인적, 기술적, 경제적 수행능력과 신뢰성이라

는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547) 또한, 허가

에 대한 청구권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548)로부터 도출된다. 즉, 국민은 헌법

542) 에너지산업법 제95조 제2항 제1문.

543) ‘예방적 금지’는 ‘진압적 금지’(repressives Verbot)와 대비되는 독일법상의 개념이다. 전자의 예

방적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 자체는 사회적으로 유해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 경찰행정 또

는 경제행정상의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금지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 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후자의 진압적 금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 자체는 사회적으로 

유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원우, 경제규제

법론 , 홍문사, 2010, 455-456면 및 461-462면 참조.   

544) Koenig/Kühling/Rabasch, Energierecht. 3. Aufl. Baden-Baden 2013, §2 Rn. 6.

545) Johann-Christian Pielow, Energierecht, in: Ehlers/Fehling/Pünder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 Heidelberg 2012, §22 Rn. 77. 

546) Koenig/Kühling/Rabasch, a.a.O., §2 Rn. 7.

547) 에너지산업법 제4조 제2항.

548) 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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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영업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바, 허

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허가에 대한 청구권을 가

지게 되는 것이고, 망사업이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⑤ 신청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에너지공급망사업자’549)란 전기사업의 경우 에너지 분야

의 모든 망 수준에서 송전 및 배전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550)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과 관련해서 전기공급망사업자, 배전망사업

자, 송전망사업자가 에너지공급망사업자에 해당한다.  

⑥ 허가 거부 사유

에너지산업법은 신고제를 채택한 에너지공급사업과 달리, 에너지공급망 사

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택하여 다소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사유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지지 않도

록 유의하고 있다. 이는 기본법상의 ‘활동의 자유’(Betätigungsfreiheit)에 대한 

권리를 에너지산업법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551) 에너지산업법 제4조 

제2항은 “(...인)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

로써 거부사유를 열거된 것에 한하도록 하였다. 

에너지산업법은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망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수행능력(Leistungsfähigkeit)과 신뢰성

(Zuverlässigkeit)”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552)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이러한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

(Nachweispflicht)을 진다.

549) 에너지산업법 제4조 제1항.

550) 에너지산업법 제3조 제27호,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0호.

551) Koenig/Kühling/Rabasch, Energierecht. 3. Aufl. Baden-Baden 2013, §2 Rn. 10.

552) 에너지산업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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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허가의 취소, 제재와 구제수단

망사업 허가는 수익적 행위행위로서 행정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가 적

용된다. 따라서 망사업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망사업 

허가의 관할권이 연방이 아닌 주에 있기 때문에 각 주의 행정절차법 중 직

권취소 및 철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553)

허가 신청에 대한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화소송(Verpflichtungsklage)554)을 

통해 다툴 수 있고, 사업금지(Betriebsuntersagung)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Anfechtungsklage)555)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망사업 허가는 이중효

(Doppelwirkung)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보호(Drittschutz)

는 인정되지 않는다. 비록 제3자는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험제거청구권(Gefahrenabwehranspruch)

을 가진다.556)

3) 신고제

① 개요

에너지공급사업자는 사업 개시를 위해 규제기관(Regulierungsbehörde)557)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558) 1998년 에너지산업법이 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해 허가

제도를 채택559)한 것과 비교할 때 규제 정도가 완화된 것이다. 현행 에너지

553) Koenig/Kühling/Rabasch, Energierecht. 3. Aufl. Baden-Baden 2013, §2 Rn. 17.

554) 독일 행정재판소법(VwGO) 제42조 제1항 제2호. 

555) 독일 행정재판소법(VwGO) 제42조 제1항 제1호.

556) Koenig/Kühling/Rabasch, a.a.O., §2 Rn. 20.

557) 에너지산업법은 에너지공급망사업 허가에 대한 권한을 주 규제기관에 부여한 것과 달리 에너

지공급사업 신고제에 대해서는 주 규제기관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연방망

행정청이 담당한다. 이는 전기공급역무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경쟁상황을 창출하기 위해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Koenig/Kühling/Rabasch, a.a.O., 
§2 Rn. 22 참조.

558) 에너지산업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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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법에 따르면 사업 개시 외에 사업 종료 또는 회사에 구조 또는 지분 변

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에너지공급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리적인 에너지공급은 에너지

공급 계약 체결 이후 에너지공급이 이루어지는 때이겠으나, 법적으로는 사업

자가 사업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평가된다.560)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561) 

② 신고제와 사업금지

에너지공급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신고할 때 사업수행 적합성

(Eignungsaspekt)이 제시되어야 한다.562) 한편, 사업수행 적합성은 허가 거부 

사유563)와도 관련된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경제적 능력

(Leistungsfähigkeit)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은 금지된다.564) 신고제의 성격

상 신고 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향후 감독 과정에서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이 금지된다. 신고제를 통해 규제완화 효과를 거두면서도 금

지권한(Untersagungsbefugnis)을 통해 사업수행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 사업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보호의 효과 또한 거둘 수 있다.

(2) 망분리규제

1) 의의

독일 에너지산업법에서 망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수단인 ‘분리제

공’(Entflechtung; unbundling)565)의 의미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경쟁

559) 1998년 에너지산업법 제5조 제3문.

560) Koenig/Kühling/Rabasch, Energierecht. 3. Aufl. Baden-Baden 2013, §2 Rn. 21.

561) 에너지산업법 제95조 제1항 제2호.

562) 에너지산업법 제5조 제3문.

563) 에너지산업법 제4조 제2항 제1문.

564) BNetzA, Beschl. v. 26.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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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이라는 기준으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일부를 분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리란 기업 일부의 법적, 경제적, 

인적, 조직적인 연계를 끊는 것이다.566) 에너지산업법에서 분리제공의 목적

은 전력산업에 구축된 자연독점을 깨고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분리

제공은 독점영역인 송배전망 사업의 전방영역인 발전사업과 후방영역인 최

종 소비자에 대한 공급(판매)사업 분야에서 경쟁이 발생하기 위한 선행조건

이 된다. 

2) 2005년 에너지산업법의 망분리규제

독일은 전통적으로 지역독점 구조 하에서 소수의 에너지기업이 발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수직통합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직통

합에너지공급기업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 각각의 단계를 모두 담당하였

다. 2005년 에너지산업법은  수직통합에너지공급기업에 대한 분리제공을 법

적 분리(rechtliche Entflechtung)567), 경영분리(operationelle Entflechtung)568), 

정보분리(informatorische Entflechtung)569) 및 회계분리(buchhalterische 

Entflechtung)570)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 2011년 에너지산업법의 망분리규제
 

2011년 에너지산업법은 분리제공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였다. 각 규정이 

565) Entflechtung은 영어 단어인 unbundling을 독일어로 옮긴 것이다. 영어 단어인 unbundling은 묶

는다의 의미의 bundle에 부정적 의미의 접두사 un-을 붙여 묶여 있는 무언가를 떼어낸다는 의

미이고 이를 명사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일어 단어인 Entflechtung은 ‘꼬다, 땋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flechten에 부정적 의미의 접두어 ent-를 붙이고 명사화한 것이다. 우리 말로는 ‘분
리제공’, ‘분리처분’ 또는 그냥 ‘분리’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상황에 따라 혼용하여 옮긴다.

566)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2012, Kap. 2 Rn. 6.

567) 2005년 에너지산업법 제7조.

568) 2005년 에너지산업법 제8조.

569) 2005년 에너지산업법 제9조.

570) 2005년 에너지산업법 제10조.



- 170 -

적용되는 대상과 분리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산업법 

제6조의a와 제6조의b는 각각 송전망사업자 및 배전망사업자에 대한 정보분

리와 회계분리를 규정한다. 제7조와 제7조의a는 각각 배전망사업자의 법적 

분리와 경영분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부터 제10조의

e까지는 송전망사업자에 대한 특별 분리제공에 관한 것인데, 각각 소유권 분

리(Ownership Unbundling 모델), 독립계통운영자(ISO 모델) 및 독립전송망사

업자(ITO 모델)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정보분리는 경쟁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의 우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망사업자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경제적으로 민감한 정

보’(wirtschaftlich sensible Informationen)에 대한 기밀유지를 의무화하였

다.571) 다음으로 정보분리의 내용으로 정보이용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

는데, ‘경제적 우위’(wirtschaftlicher Vorteil)를 낳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

보 공표의 경우 비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였다.572) 수직통합기업의 망영역

과 경쟁영역 사이에는 차단벽(chinese walls)이 설치되어 정보가 공유되어서

는 아니 된다.573) 

다음으로 회계분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우선 에너지공급기업574)은 상

법상 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575)에 대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 

및 공개 의무를 진다.576) 특히 수직통합에너지공급기업 내의 각 사업 부문 

등이 교차보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독립적인 기업에 의해 운영되

는 것처럼 독자적인 회계가 이루어져야 한다.577)

제7조와 제7조의a는 배전망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제7조는 배전부문의 법

적 분리에 관한 것이다. 즉, 지금까지 “배전임무를 수행하고, 일정 지역에서 

571) 2011년 에너지산업법 제6조의a 제1항.

572) 2011년 에너지산업법 제6조의a 제2항.

573) BNetzA, Gemeinsame Richtlinie der Regulierungsbehörd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zur 
Umsetzung der informatorischen Entflechtung nach §9 EnWG v. 13.06.2007, S. 7. 

574) 2011년 에너지산업법 제3조제18호.

575) 우리나라의 물적회사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AG), 유한회사(GmbH), 주식

합자회사(KGaA) 및 유럽회사(SE)를 말한다.

576) 2011년 에너지산업법 제6조의b 제1항.

577) 2011년 에너지산업법 제6조의b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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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망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배전망을 확장하며, 경우에 따라 다른 망과 

연결하는 업무에 대해 책임져 온, 에너지공급기업 내의 독립적이지 않은 조

직”이 회사법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배전망부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적 

분리할지에 대해 제7조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자회사 설립을 통해 

분리되었다.578) 

배전망 사업을 회사법상 별개의 기업으로 독립시켰다 하더라도 이것만으

로는 완전하지 않다. 원래 속했던 기업으로부터 경영상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규정한 것이 제7조의a이다. 구체적인 경영상 분리 방법으로 인

적 분리579), 직무상 독립성580)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제7조 및 제7조의a는 

소규모 에너지공급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81) 즉, 해당 전력망에 연결된 

고객이 10만 명 이하인 에너지공급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분리 또는 경영분

리 의무가 면제된다.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부터 제10조의e까지는 송전망사업자582)에 대한 특

별 분리제공에 관한 것이다. 송전망의 소유권을 에너지공급기업으로부터 분

리하는 것은 전력산업의 망분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또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 조항은 EU법에서 유래하였다. EU 차원에서 송

전망사업을 재산법적으로 분리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관련 기업의 반대 등으

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유권 분리(Ownership Unbundling 

모델, OU) 모델 외에  독립계통운영자(ISO) 모델 및 독립송전망사업자(ITO) 

모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583) 584) 독일의 입법자는 세 유형을 모두 

578)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Kap. 2 Rn. 32.

579) 2011년 에너지산업법 제7조의a 제2항.

580) 2011년 에너지산업법 제7조의a 제3항.

581) 2011년 에너지산업법 제7조 제2항 및 제7조의a제7항.

582) 에너지산업법은 송전망사업자 및 장거리가스파이프망사업자 양자를 포괄하는 전송망사업자

(Transportnetzbetreiber)가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 이 논문에서는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송전망사

업자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583) Andreas Klees, a.a.O., Kap. 2 Rn. 49-51.

584) 소유권 분리 모델은 송전망 운영자를 발전 및 공급 회사로부터 자본관계 없는 독립기업으로 

분리하는 것이고, 독립계통운영자 모델은 에너지공급기업이 망을 소유하지만 계통운영은 독립

적인 운영자에게 맡기는 것이며, 독립 송전망운영자 모델은 에너지공급기업이 망을 계속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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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법에 포함시켰고 에너지공급기업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재산법적 분리는 제8조, 독립계통운영자모델은 제9조, 그리고 독립송전망운

영자모델은 제10조부터 제10조의e까지에서 규정되어 있다.

제8조는 소유권 독립 모델에 대해 규정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송전망을 

운영하는 자는 종전의 송전망 소유 기업으로부터 지배 또는 통제를 받아서

는 안된다.585) 제9조는 독립계통운영자(ISO) 모델에 관한 것이다. 이 모델 

하에서 수직통합기업은 계속 망을 소유하지만 망의 운영, 관리 및 확장은 독

립적인 계통운영자(unabhängiger Systembetreiber; ISO)에 의해 이루어진

다.586) 이 모델은 실제로 독일 기업에게 외면 받아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였

다.587) 독립송전망운영자(ITO) 모델에서도 수직통합기업은 계속 망을 소유하

지만, 송전망사업자에 대한 규율은 매우 강화된다. 독립송전망운영자 모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썩 달갑지는 않지만 소유권 독립 모델이나 독립계통

운영자 모델에 비해서는 받아들일 만한 차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588) 이러

한 송전망사업에 대한 규율은 제10조의a에서 제10조의e에서 정한다. 제10조

의a는 독립송전망사영자의 자산, 시설, 인적 자원, 기업 브랜드에 대해 규정

하고, 제10조의b는 독립송전망운영자에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사항

들에 대해, 제10조의c는 인력 및 경영진의 독립성에 대해, 제10조의d는 독립송

전운영자에 대한 감사회(Aufsichtsrat)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0조의e

는 독립송전망운영자 모델에서 평등대우 프로그램(Gleichbehandlungsprogramm)

에 대해 정하고 있다. 

(3) 망접속규제

1) 망연결과 망접속의 의의
하지만 기업외부의 감독 및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오성은, 전력산업의 경쟁도입에 따른 

독점규제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37-138면).

585) 2011년 에너지산업법 제8조 제2항.

586) 2011년 에너지산업법 제11조 제2항 제1문.

587)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Kap. 2 Rn. 62.

588) Andreas Klees, a.a.O., Kap. 2 Rn. 63.



- 173 -

독일 에너지산업법은 망접속규제(Netzzugangsregulierung)와 망연결규제

(Netzanschlussregulierung)를 구분한다. 전력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양단에서, 즉 전기를 공급하는 측(발전시설)과 소비하는 측(소비자)이 물리적

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망연결(Netzanschluss)589)이라 한다. 망접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전제요건으로서 전력선이 연결되어야 하는바 

에너지산업법은 망연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송전배전을 위해 망을 이

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규제가 망연결규제이다. 

망연결은 에너지산업법 제3장 제2절(제17조에서 제19조의a까지)에 규정되

어 있다. 에너지공급망사업자는 모든 전압수준에서 망연결 의무가 있다. 이

러한 망연결은 “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여야 하고, 해당 기업의 내부

에서의 연결 또는 자회사에 대한 연결의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590) 이러한 망연결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해 독일의 

통설은 체약강제(Kontrahierungszwang)로 이해하고 있다.591) 망운영자가 경영

상 이유 또는 그 밖의 경제적, 기술적 이유에서 불가능하거나 기대불가능한 

경우에는 망연결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592) 저전압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일반적 연결은 의무사항이다.593) 전기에너지 입출력 시설에 연결되기는 하였

으나 자신의 수요를 위해 발전시설을 운영하거나 제3자에 의해 에너지공급 

망에 연결된 자, 그리고 에너지산업법 제17조에 따른 망연결에만 관련된 자

는 일반적 연결의무에서 면제된다.594)595) 

2) 망접속규제의 내용
589) 망사업자에 대한 망연결의무는 2005년 에너지산업법 개정시에 새로 규율된 사항이다. 하지만 

개정 전의 에너지산업법에서도 망접속에 관한 규정(1998년 에너지산업법 제6조 및 제6조의a)에 

망접속을 위해 기술적 전제요건으로 망연결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Theobald/Theobald, Grundzüge des Energiewirtschaftsrechts, 3. Aufl. München 2013, S. 244.  

590) 에너지산업법 제17조.

591) Andreas Klees, Einführung in das Energiewirtschaftsrecht, Frankfurt a.M. 2012, Kap. 2 Rn. 123.

592) 에너지산업법 제17조 제2항 제1문.

593) 에너지산업법 제18조.

594) 에너지산업법 제18조 제2항 제1문 및 제2문.

595) 일반적 망연결의무의 예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Theobald/Theobald, a.a.O., S. 251-2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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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접속규제는 망운영과 관계없는 제3자가 송배전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

리의 보장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른바 ‘망 내 경쟁’596)(Wettbewerb im Netz)

에 관한 것이다. 망접속은 에너지산업법 제3장 제3절(제20부터 제28조까지)

에 규정되어 있다. 에너지공급망 운영자는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별없는 망접속을 보장해주어야 한다”.597) 이 조항은 모든 전

압에서의 법률상 접속청구권을 보장한다. 

망접속을 위해서는 망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제20조 제1항 제1문은 망이용 계약과 관련된다. 망이용계약에 따라 망사업

자는 망을 유지, 관리하고 전력 전송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며, 

망을 이용하는 자는 망이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한편, 송배전망을 통한 

전기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급기본계약(Lieferantenrahmenvertrag)598)

이 필요하다. 공급기본계약의 당사자는 망사업자와 공급자이며, 최종소비자

는 당사자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전력공급사업자자와 최종소비자 사이에는 

전력정산계약599)(Bilanzvertrag)이 체결될 수 있다. 전력정산은 최종소비자가 

전기을 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또는 풍력 발전 

등을 통해)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는바, 전력망에 공급한 전력량과 인출한 

전력량의 합산(정산)을 말한다. 이러한 망접속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경우 거부될 수 있다. 에너지망 운영자는 “망접속 보장이 경영상 어

려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제1조의 목적을 고려할 때 가능하지 아니 

하거나 기대가능하지 아니함을 에너지망 운영자가 입증하는 경우, 제1항에 

596) 망 내 경쟁이란 해당 망의 사용에 관한 경쟁을 말한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망에 대한 

경쟁(Wettbewerb um das Netz)과 망 간의 경쟁(Wettbewerb zwischen den Netzen)이 있다. 망에 대

한 경쟁은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에서 망을 설치, 이용하기 위한 도로이용의 기간에 제한을 둠으

로써 일정 기간 후에 망 사용을 둘러싼 경쟁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망 간의 

경쟁은 복수의 망을 설치함으로써 망과 망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597) 에너지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1문.

598) 기본계약(Rahmenvertrag)이란 주계약(Hauptvertrag)의 내용을 보충하는 성격의 계약을 말한다. 
기본계약은 장기간에 걸친 거래관계와 관련하는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별 거래의 공통적

인 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거래 실제에서는 약관의 형태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599) 에너지산업법 제3조 제10호의a에 따르면 전력정산(Bilanzkreis)이란 전력사업자의 관할구역

(Regelzone) 내에서 전기의 입력량 및 인출량의 차이를 조정하고 전력 도매거래의 정산을 위한 

목적에 기여하는 전력입력 및 인출의 합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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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접속을 거부할 수 있다”.600)

(4) 망이용료규제

1) 망이용료규제의 필요성

전력산업에서 망은 해당 산업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망의 공

정한 이용은 경쟁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력망

에 대한 물리적 연결이 이루어지고, 전력망에 대한 이용이 보장된다 하더라

도 망이용료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망

이용료는 전력요금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높은 망이용료는 에너지산업

법의 목적 중 하나인 가격 적정성(Presigünstigkeit)601)을 저해할 수 있다. 따

라서 망접속에 대한 조건 및 요금은 “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여야 

하고, 해당 기업이 유사한 경우의 망사업자 내부에서의 전송 또는 망사업자

의 자회사와의 전송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실에 

있어 또는 산술상 고려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받아서는 아니 된다”.602) 

2) 망이용료규제의 내용

지나친 망이용료는 효율적인 망의 사용을 어렵게 하여 경쟁의 형성을 저

해한다. 망이용료는 일종의 사용료라 할 수 있는데 사용료의 통제와 관련하

여 종전에는 카르텔법상의 사후심사에 의했지만, 에너지산업법 개정으로 (사

전) 인가제도로 변경되었다.603) 에너지산업법은 애초 원가중심 이용료를 규

정하였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용료는) 효율적이고 구조적으로 비교가능

한 망사업자(의 원가)에 상응하는 경영상 원가에 기반하되, 원가는 효율적인 

600) 에너지산업법 제20조 제2항 제1문.

601) 에너지산업법 제1조.

602) 에너지산업법 제21조 제1항.

603) Lange/Pries, Einführung in das europäische und deutsche Kartellrecht. 2. Aufl. Frankfurt a.M. 
2011, Rn.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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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의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를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투입 자본에 대한 적

절하고, 경쟁적이며, 리스크 대응적인 이자에 기반하여 산정”된다.604) 원가중

심 이용료는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에너지산업법 및 하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고,605) 이 때 인가 받은 이용료는 상

한액이다.606) 

수입(Erlös)은 원가(Kosten)와 이윤(Gewinn)의 합인데, 원가기반이용료 체

계에서는 원가가 상승하면 이윤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그대로 한 채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원가에 따라 산정하는 이용료 체계에서

는 망사업자로 하여금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유인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기업이 효율성을 높여 원가를 낮

추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율성 이윤의 일부를 기업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기반 이용료 산정 방식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이를 촉

진규제 또는 인센티브 규제(Anreizregulierung; incentive regulation)라 한다. 

에너지산업법은 촉진규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열려 있다.607) 입법자는 

스스로 촉진규제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정부에게 하위법령을 발하도

록 명령하였다. 즉, 입법자는 촉진규제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대신에 

“최소침해 수단”과 “시장친화성”을 요구함으로써 촉진개념의 개념을 압축적

으로 제시하였다.608) 이러한 지시에 따라 촉진규제에 대해 자세히 정하고 있

는 하위법령이 촉진규제규정(ARegV)이다. 이 명령은 수입상한규제

(Erlösobergrenzregulierung)를 택하였다. 이 명령에 따르면 수입상한은 전력망

이용료명령(SromNEV)의 원가 검사에 기반하여, 일정한 공식609)에 따라 매 

규제기간(전력산업의 경우 5년) 마다 정해진다. 촉진규제로 전환하는 경우 

604) 에너지산업법 제21조 제2항 제1문.

605) 에너지산업법 제23조의a 제1항.

606) 에너지산업법 제23조의a 제2항.

607) 에너지산업법 제21조의a 제1항.

608) Wolfgang Spoerr, Die Einfluss ökonomischer Modellbildung auf rechtliche Maßstäbe der 
Regulierung, in: Trute/Gross/Röhl/Christoph (Hrsg.), Allgemeines Verwaltunsrecht zur Tragfähigkeit 
eines Konzepts, Tübingen 2008, S. 634-635. 

609) 촉진규제규정(ARegV) 제7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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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료에 대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공급안정성 확보 규제

에너지는 현대 사회가 유지되고 기능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 중 전기

에너지는 전송의 용이성과 소비 시 공해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열, 운동, 

화학 작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가진

다. 따라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현대 사회에 큰 의미를 가진다. 

독일 헌법재판소도 “전기공급에 대한 이해는 (...) 오늘날 일용할 양식에 대

한 이해와 같이 일반적인 것”610)이라 설시한 바 있다. 같은 취지에서 에너지

산업법은 “전기 및 가스를 가능한 한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에, 소비자친

화적으로 (...) 일반 공중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611) 

전기 공급안정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우선, 수요에 대응하여 전기공

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전 등 전기 부족으로 인한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전기는 기술적인 품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정한 전압과 주파수 등의 변동성이 크지 않아야 한다.612) 즉 정밀기

구 등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시설에게는 전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 

에너지산업법은 제6장(제49조부터 제53조의a까지)에 전기 및 가스의 공급안

정성에 대해 규정하는 장을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산업법은 에너지공급안정 확보를 위해 에너지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한다. 전기공급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기 생산 

용량을 갖춘 발전소, 발전된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송전망 및 배전망 등 발

전소에서 최종소비지를 연결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

한 시설들을 에너지시설(Energieanlage)이라 한다.613) 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610) BVerfG, Beschl. v. 11.10.1994, BVerfGE 91, 186, 206.

611) 에너지산업법 제1조 제1항.

612)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표준전압, 표준주파수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전기사

업법 시행규칙」 제18조).

613) 에너지산업법에 따르면 ‘에너지시설’이란 “에너지의 생산, 저장, 수송 또는 전달에 관한 시설”
을 말한다(제3조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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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있어 기술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614). 에너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기술표준은 전기ㆍ전자ㆍ정보기술협회(VDE)61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둘째, 에너지산업법은 에너지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망안정성 감시 및 신

고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발전소에서 송전소, 배전소, 최종소비지를 연결하는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전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는바, 에너지산업법은 공급망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616) 모니터링은 수요에 대응한 발전량 조정, 망 품질 향상 및 망정비, 

공급 교란 방지 등을 위해 이루어진다.617) 공급망 운영자가 안정성 모니터링 

결과 문제를 발견한 경우 규제기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618) 특히 정전이 

발생한 경우 발생시간과 지속시간, 규모 및 원인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셋째, 에너지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료비축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에너지공급 안정을 위해 하위법령(Verordnung)

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619) 해당 하위법령에 따라 에너지공

급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전기 및 가스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연료를 비축

하여야 한다. 다만, 전반적인 에너지 위기 등과 같이 연료 비축이 어려운 경

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연방경제에너지부는 비축의무를 중지시

키는 규칙(Vorschrift)을 발령할 수 있다.620)

5. 소비자보호규제

(1) 개관

614) 에너지산업법 제49조 제1항.

615) 전기, 전자, 정보 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며 각종 검정 등을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인 <www.vde.com> 참조. 

616) 에너지산업법 제51조 제1항.

617) 에너지산업법 제51조 제2항.

618) 에너지산업법 제52조.

619) 에너지산업법 제50조.

620) Koenig/Kühling/Rabasch, Energierecht. 3. Aufl. Baden-Baden 2013, §7 R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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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기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저렴한 

가격과 합리적인 조건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복수의 사업

자 중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이 넓어지고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는 전기공

급 사업자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사용량의 계측과 관련하여

서도 일정한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에너지산업법은 최종소비자에 대한 에너지공급과 관련하여 한 (제4장,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을 할애하고 있다. 최종소비자(Letztverbraucher)란 

“자신이 소비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구매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

다.621) 최종소비자는 가계고객과 사업자 모두를 포함한다. 가계고객

(Haushaltskunde)이란 “에너지 대부분을 가계 내에서 스스로 소비하거나 상

업, 농업, 제조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연간소비가 1만 킬로와트시를 넘지 

않는 최종소비자”를 말한다.622) 가계고객에 대한 보호는 사업자보다 두텁게 

이루어진다. 가계고객과 공급기업이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하기 어려운 반면

에 기업의 경우에는 비교적 평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

이다.  

이하에서는 에너지산업법의 내용에 따라 최종소비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

장을 위한 공급체계인 기본공급과 대체공급에 대해 우선 살피고, 다음으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에너지공급계약과 관련한 사항과 그 밖에 고지서에 기재

할 사항 등에 대해 기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법의 규정은 아

니지만 최종소비자에 대해 공급되는 전기의 가격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민법 

규정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다.  

(2) 기본공급과 대체공급

에너지산업법은 최종소비자에 대한 에너지공급과 관련하여 기본공급

(Grundversorgung) 및 대체공급(Ersatzversorgung)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독일

621) 에너지산업법 제3조 제25호.

622) 에너지산업법 제3조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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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에너지공급은 공적 생존배려(öffentliche Daseinsvorsorge)에 관련한 것으

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법의 내용에 상응한다.623) 일반 가

계고객은 전력을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은 권리를 가지고(기본공

급), 만일 기본공급에서 벗어나더라도 과도적으로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전

력을 공급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대체공급). 에너지산업법 제4장에 정해진 

기본 및 대체공급과 관련하여 에너지공급기업은 완전한 사적자치를 누릴 수 

없고 공법상 규율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1) 기본공급

‘기본공급’(Grundversorgung)이란 저전압 전력을 공중에게 공표되고 인터넷

에 게시된 조건과 가격으로 가계고객에게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624) 기본

공급자는 일반공급 에너지공급망에서 일반적인 가계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

는 에너지공급기업이다. ‘일반공급 에너지공급망’(Energieversorgungsnetze der 

allgemeinen Versorgung)이란 제3자에 대한 배전에 사용되거나 원칙적으로 

모든 최종소비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지는 망을 말하며, 망 설치 시에 정해졌

거나 정해질 수 있는 특정 최종소비자에 대한 공급망은 일반 공급에너지 망

에 해당하지 않는다.625) 요컨대 불특정 최종소비자에 대한 공급망인지 특정 

최종소비자를 위한 망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기본공급자를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망사업자는 3년마다 그 해의 7

월 1일까지 망사업자가 일반공급 에너지공급망을 통해 가계고객에게 공급을 

수행할 에너지공급기업을 선정하고, 그 해 9월 30일까지 해당 기본공급자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소관 행정기관에게 통지해야 한다.626) 선정된 기본공급

자는 3년 동안 기본공급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기본공급자는 가계고객에게 일반공급이 이루어지는 망영역에서 에너지공급

에 대한 일반조건과 일반가격(allgemeiner Preis)을 공표하고 인터넷에 공개하

623) BVerfGE 66, 248, 258.

624) 에너지산업법 제36조 제1항.

625) 에너지산업법 제3조 제17호.

626) 에너지산업법 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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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그리고 기본공급자는 이러한 일반조건과 일반가격에 따라 저전

압627) 전기를 가계고객에게 공급해야 한다.628) 기본공급자에 대한 이러한 의

무조항으로 인해 사적자치의 원칙은 제한되고 일종의 체약강제가 이루어진

다. 다만, 일정한 경우 기본공급자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로

서 우선 이러한 의무이행이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공급자에게 기대될 수 없

는 경우가 있고,629) 또한 가계고객이 스스로 발전시설을 가동하여 전력을 생

산하거나 제3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630)    

이러한 기본공급자의 의무는 뒤집어 보면 망 내 모든 가계고객이 일반 조

건과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더 좋은 조건

과 가격이 있는 경우 가계고객은 해당 조건과 가격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가계고객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에너지공급기업과 이른바 ‘특

별고객계약’(Sonderkundenvertrag)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적자치

원칙은 전적으로 유효하며 에너지산업법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631)

3년이 경과하여 일반공급 에너지공급망에서 기본공급자기 변경되더라도 

종전 기본공급자와의 계약이 유지된다. 즉, 변경된 기본공급자의 고객이 되

는 것이 아니라 종전 기본공급자의 공급자로 남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종전

공급자에게 기본공급 계약자가 아니라, 특별계약 계약자가 된다.632)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본공급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가 일부 후퇴

하고 공법상 규율이 작동한다. 에너지산업법 제36조 이하는 일반조건 및 가

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39조는 연방경제에너지부장관이 일반 가

격 및 공급조건에 대해 법규명령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있

다.633) 에너지산업법의 위임에 따라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는 전기기본공급규

정(StromGVV)634)이 발령되었다. 

627) 독일 에너지산업법에서 저전압 전기란 230 내지 400 볼트의 전기를 말한다.

628) 에너지산업법 제36조 제1항 제1문.

629) 에너지산업법 제36조 제1항 제2문.

630) 에너지산업법 제37조 제1항 제1문.

631) Koenig/Kühling/Rabasch, Energierecht. 3. Aufl. Baden-Baden 2013, §6 Rn. 12.

632) 에너지산업법 제36조 제3항.

633) 에너지산업법 제39조 제1항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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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본공급규정(StromGVV)의 내용은 기본공급자와 가계고객 간의 기본

공급계약의 일부로 편입된다.635) 기본공급계약의 일부로 들어가는 규정은, 

계약의 체결636), 계약 기간 및 종료637), 공급의무의 범위638), 계량ㆍ검침ㆍ요

금산정ㆍ징수639)와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의 공급중단640)에 관한 것이다. 전

기기본공급규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본공급자에게 일정 사항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다. 기본공

급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시, 그리고 계약확인(Vertragsbestätigung) 시에 

일반조건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한편, 전기기본공급규정은 전기요금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기본공급자는 요금을 변경할 권한을 가지지만, 변경 요금을 지역 일간 신문

에 공고한 후에야 다음 달 초부터 변경할 수 있고, 또한 그에 앞서 요금 변

경 계획을 적어도 요금을 변경하려는 날부터 6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641) 

또한 기본공급자는 요금변경에 대해 고객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인터넷에 

게시해야 한다.642)  

요금이 미납되거나 전기기본공급규정(StromGVV)에 반하는 경우 기본공급

자는 전기공급을 중단하거나 단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기본

공급자가 스스로 할 수 없으며 권한있는 망사업자에게 위임해야 한다.643) 기

본공급자가 전기공급 중단 또는 단전을 하기 위해서는 4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644) 요금 미납을 이유로 단전하려는 경우 해당 미납 금액은 100유로 

634) Verordnung über Allgemeine Bedingungen für die Grundversorgung von Haushaltskunden und die 
Ersatzversorgung mit Elektrizität aus dem Niederspannungsnetz (Stromgrundversorgungsverordnung). 

635) 전기기본공급규정(StromGVV) 제1조 제1항 제2문.

636) 전기기본공급규정(StromGVV) 제2조.

637) 전기기본공급규정(StromGVV) 제20조 및 제21조.

638) 전기기본공급규정(StromGVV) 제4조부터 제7조까지.

639) 전기기본공급규정(StromGVV)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640) 전기기본공급규정(StromGVV) 제19조.

641) 전기기본공급규정(StromGVV) 제5조 제2항 제1문.

642) 전기기본공급규정(StromGVV) 제5조 제2항 제2문.

643) 전기기본공급규정(StromGVV) 제19조 제1항.

644) 전기기본공급규정(StromGVV) 제19조 제2항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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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어야 한다.645)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연방참사원(Bundesrat)의 동의를 얻어 일반 가

격에 관한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을 제정할 수 있다.646) 하지만 연방경

제에너지부는 아직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본공급의 일반가

격은 카르텔법의 남용 통제를 받고647) 에너지산업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2) 대체공급

소비자가 일정한 에너지공급계약에서 벗어나지만648)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

받으려는 경우 에너지 대체공급(Ersatzversorgung)이 필요하다.649) 대체공급에 

관한 규정은 에너지산업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다.  대체공급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저전압 전기공급이 오로지 최종소비자의 수급(Entnahme)과 관련되

는 경우 법정 채권관계(gesetzliches Schuldverhältnis)650)가 발생된다.  

전기공급에 대한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저전압의 전기를 일반공급 에

너지공급망으로 공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일정한 에너지공급자651)와 최종 소

비자 간에 법정 채권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체공급이 이루어진다. 최종소

비자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652) 가계고객 뿐만 아니라 사

업자 모두 해당된다. 대체공급의 법정 채권관계 또한 전기기본공급규정

645) 전기기본공급규정(StromGVV) 제19조 제2항 제4문.

646) 에너지산업법 제39조 제1항 제1문.

647) 경쟁제한금지법(GWB) 제29조 참조.

648) 이러한 경우의 전기 소비자를 ‘계약에서 벗어난’ 수급자(‘vertragsloser’ Abnehmer)라고 한다.

649) 에너지산업법 제38조 제1항. 

650) 독일 민법(BGB) 제24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채권관계에 의해 채무자는 급무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채권관계의 원인은 법률행위(Rechtsgeschäft) 또는 법률(Gesetz)인바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관계를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관계’ 또는 ‘법정 채권관계’(gesetzliches 
Schuldverhältnis)라 한다. 법정 채권관계는 독일 민법 제2편뿐만 아니라 민법의 다른 편과 특별

법에 근거할 수 있다. 법정 채권관계는 자율적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효과가 발생한다(Manfred Wandt, Gesetzliche Schuldverhältnisse, 5. Aufl. München 2012, §1 Rn. 
1-2.). 에너지산업법 제38조는 법률에 의한 채권관계가 발생하는 특별법 중 하나이다. 

651) 에너지산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652) 에너지산업법 제3조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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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mGVV)에 의해 규율된다. 대체공급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되며 계약해지

가 없더라도 종료된다. 또한 최종소비자가 에너지공급계약에 의해 다시 공급

받게 되면 이러한 법정 채권관계는 즉시 종료된다.  

기본공급 영역에서는 가격과 조건이 공급자와 소비자의 협의에 의해 정해

지지 않고 일반가격과 일반조건에 의해 정해진다. 하지만 대체공급 영역에서

는 경쟁에 의해 가격과 조건이 형성된다. 에너지공급자는 기본공급의 경우보

다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대체공급

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는 여유 공급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계고객의 경우에는 에너지산업

법 제1조의 소비자보호 목적을 고려할 때 가계고객에 대한 대체공급의 가격

은 기본공급시의 일반가격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된다.653) 

(3) 에너지공급계약 관련 규제 

1) 에너지공급계약의 특성

에너지공급계약은 채권계약에 해당하고, 에너지공급계약은 민법의 규율을 

받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채권계약과는 달리 에너지산업법 및 같은 법의 위

임을 받아 제정된 기본전기공급규정에 의해 사적 자치는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된다.654)

에너지공급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공급과 고객의 

요금 납부는 서로 견련관계에 있다. 그리고 에너지는 수요에 맞추어 정확한 

시간에 공급되어야 하고, 만일 공급이 지연된다면 이는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에너지공급계약은 ‘절대적 정기채무’(absolutes 

Fixgeschäft)이다. 에너지공급계약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전기는 독일 민

법상 물건이나 권리가 아니라 ‘그 밖의 목적물’(sonstige Gegenstände)655) 656)

653) Theobald/Theobald, Grundzüge des Energiewirtschaftsrechts, 3. Aufl. München 2013, S. 149.

654) Koenig//Kühling/Rabasch, Energierecht. 3. Aufl. Baden-Baden 2013, §6 Rn. 27.

655) 독일 민법 제453조(권리의 매매) ① 물건의 매매에 관한 규정은 권리 및 그 밖의 목적물의 

매매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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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된다.

2) 에너지공급계약의 당사자

에너지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수요자이다. 에너지수요

자는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는 최종소비자657)일 수도 있고, 구매 후 재판매하

는 도매업자658)일 수도 있다. 

에너지공급계약은 망이용계약 또는 망연결계약과 계약당사자에서 차이가 

있다. 에너지공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수요자는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

다. 하지만, 망이용계약이나 망연결계약은 망사업자와 체결된다. 따라서 이론

적으로 보자면 전력을 공급받고자 하는 에너지수요자는 전력공급사업자와는 

에너지공급계약을, 망사업자와는 망연결계약 및 망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

다. 하지만 최종소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급자가 최종소비자를 위한 망이

용계약 및 망연결계약을 맺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망사업자와 직접 계약관

계를 맺는 경우는 드물다.659) 

3) 에너지공급계약의 내용

에너지공급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하지

만 기본공급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에너지산업법(EnWG)과 기본전기

공급규정(StromGVV)에 의해 사적자치원칙은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된다. 기

본공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계고객과 맺는 계약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계약에 포함될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에너지산업법 제41조가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하고 

있다. 계약기간, 가격조정, 해지기간 및 해지예고기간, 급부 내용, 계약상 합

656) 이 논문에서 인용한 독일 민법 번역은 양창수, 독일민법전: 총칙ㆍ채권ㆍ물권 , 박영사, 2008
에 따른 것이다. 

657) 에너지산업법 제3조 제25호.

658) 에너지산업법 제3조 제21호.

659) Koenig//Kühling/Rabasch, Energierecht. 3. Aufl. Baden-Baden 2013, §6 Rn.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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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 급부가 제공되지 않을 때의 책임 및 배상 규정, 공급자 변경에 관한 사

항, 적용 요율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660) 또한, 전기공급

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계고객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며, 분쟁의 조

정에 관한 절차, 소비자 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조정기구, 에너지산업의 규율

하는 행정기관 내 민원담당 부서의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

되어야 한다.661) 한편, 통상적으로 에너지공급계약에 보통거래약관(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이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보통거래약관은 우선 적용된

다.662) 따라서 만일 에너지공급계약 상 공급조건이 보통거래약관의 일반 공

급조건보다 구매자에게 불리한 경우 에너지공급계약의 효력은 제한된다.  

4) 에너지공급자의 변경

에너지산업법은 에너지공급자를 원만히 변경하기 위한 조문663)을 두고 있

다. 신규공급자는 최종소비자가 원하는 공급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를 알려주어야 한다. 최종소비자가 에너지공급자를 바꾸더라도 추가적인 비

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5) 고지서 기재사항

에너지공급자가 최종소비자에게 발부하는 고지서의 내용과 절차도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고지서는 최종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들어져

야 한다.664) 고지서는 공급자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계약기간, 전기 사용량, 

660) 에너지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참조.

661) 에너지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7호 참조.

662) 독일 민법 제310조(적용범위) ② 전기, 가스, 지역난방 및 수도의 공급사업자가 특별수용가에 

대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및 수도를 그 공급망을 통하여 공급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그 공

급약관이 「전기, 가스, 지역난방 및 수도를 표준요금고객에 공급하는 계약의 약관에 관한 명

령」과 다른 내용으로 수용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 한, 제308조와 제309조가 적용되지 아니한

다. 제1문은 하수처리에 관한 계약에 준용한다.

663) 에너지산업법 제20조의a.

664) 에너지산업법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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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요율 등 에너지공급자와 사용한 전력에 대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665) 

한편, 가계고객이 자신의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다른 비교고객이 같은 

기간에 사용한 양과  같은 고객이 작년 같은 기간에 사용한 양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 가격규제

에너지산업법은 기본공급에 대한 가격 설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다. 따

라서 기본공급의 일반적인 가격 설정은 경쟁제한금지법(GWB) 상의 시장지

배적 지위의 남용의 통제를 받는다666). 

한편, 최종소비자에 대한 전기 공급 가격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된다. 독

일 민법에 따르면667) 에너지공급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법원이 공정성 

통제(Billigkeitskontrolle)를 행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최초에 합의한 

가격에 대해서는 민법 제31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또한, 전기의 기본공급에 대한 일반 가격에 대해서도 민

법 제31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668) 법원의 공정성 통제는 최종소비자가 요금 

고지서에 대해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이루어진다. 

7) 전기 공급자의 선택 및 정보제공

에너지산업법은 소비자가 에너지공급계약을 맺을 때 가격뿐만 아니라 환

경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발전연료 비중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669) 이는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에너지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에너

665) 에너지산업법 제40조 제2항.

666) 경쟁제한금지법 제29조.

667) 독일 민법 제315조 제3항
   제315조(당사자 일방에 의한 급부지정) ③ 지정(Bestimmung)이 공평한 재량에 좇아(nach billigen 

Ermessen) 행해져야 하는 경우에, 행해진 지정은 그것이 공평에 맞는 때에만 상대방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그것이 공평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은 판결에 의하여 행해진다. 지정이 지

연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668) BGH, Urt. v. 28.3.2007, BGHZ 171, 37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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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업법의 취지670)에 부합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기업은 최종소비자에게 보

내는 요금 고지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전체 발전원 중 원자력, 석탄, 천

연가스, 그 밖의 화석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게시하여야 한다.671) 그 

밖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672)

제 3 절 우리나라 공법상 전력산업 규율체계

I. 우리나라 헌법과 전력산업

1. 사회국가원리 및 생존배려와 전기공급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

고”라는 표현을 두고 있다. 이는 통상 헌법이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이라는 

국가목표를 적시한 것이며,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를 

받아들인 것이라 보고 있다.673) 사회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헌법 제34조 제2항), 모성의 보호와 여자의 복지 

및 권익향상(헌법 제34조 제3항),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헌

법 제34조 제4항),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헌법 제34조 제5항), 재

해로부터의 국민보호(헌법 제34조 제6항) 등 국가의무 규정이 있고, 교육의 

기회균등(헌법 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헌법 제32조) 등 사회적 권

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국가가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복

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정의를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674)

669) 에너지산업법 제42조.

670) 에너지산업법 제1조 참조. 

671) 에너지산업법 제42조 제1항 제1호.

672) 에너지산업법 제42조 제1항 제2호.

673) 권영성, 헌법학원론 , 법문사, 2006, 145면; 한수웅, 헌법학 제4판, 법문사, 2014,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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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국가원리는 19세기 후반 빈부격차, 독점기업의 횡포, 주기적인 

경제공황 등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을 내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국가원리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

되고(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의 인격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675)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생존은 

수도, 전기, 가스, 교통, 통신 등의 급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생존배려의 임무는 사회국가원리에서 도출되

는 국가의 의무로 보아야 한다.676) 

전기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공익적인 성질의 재화라는 점은 법원

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송전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력공급에 필요

한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 헌법 제23조677)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두 철탑 사이에 연결된 송전선 하단의 토지를 소유한 원고들이 자

신의 손해를 이유로 사업인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에 비해 저해되는 공익 등의 정도가 훨씬 크다는 이

유로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678) 이는 전기공급을 위한 송전탑의 설치에 따

라 토지가격의 하락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이유

로 인해 토지주가 수인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기공급이 현대 사회

에서 필수적이고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전기요금을 규정하는 전기 기본공급약관을 인가함에 있어 전

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3건의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679) 원고의 주장은 국가 및 한국전력

674)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5판, 박영사, 2010, 235-236면.

675) 권영성, 헌법학원론 , 법문사, 2006, 143-144면; 한수웅, 헌법학 제4판, 법문사, 2014, 296면.

676) 한수웅, 같은 책, 305-306면.

677)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

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67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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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장이 「전기사업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해 대한민국 및  사장이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었다. 법원의 판단 중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살피면 다음과 같다.680) 우선, 법

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통보

할 당시 전기요금에 대한 적정원가나 적정투자보수율 등을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인상률을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며,681) 이 인상률은 

한국전력공사가 회계자료 등을 통해 산출한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지 못하

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요금 인가의 기준이 되는 「전기사업법 시행

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결정하는 것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정책판단에 맡겨진 자유재량에 

속하는 점, ② 같은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고 있

는 적정투자보수율의 개념 또한 불확정개념이어서 이를 어떤 수준에서 정할 

것인지도 지식경제부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점, ③ 「전기사업법」이 전

기사업의 독점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통제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전기

679) 한국전력공사의 소액주주인 원고들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요금

에 대해서도 인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시에 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대한민국이 「전기사업

법」등의 법령에서 정한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도록 지시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약 7조2천억원을 한국전력공

사에게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2. 10. 5. 선고, 2012가합

1011).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에게도 법령에

서 정한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다하지 못해 한국전력공사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약 1,40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한국전력공사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2. 10. 5. 선고, 
2012가합80239ㆍ2012가합105169(공동소송참가)).

680) 대한민국과 한국전력공사 전 사장을 피고로 하는 각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부분은 거의 유사하므로 두 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서술한다. 

681)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요금 등에 대한 약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으로 하였고(「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

1호),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

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4호, 2010. 2. 10.시행)는 원가검증, 적정

원가 구성, 적정원가 산정, 적정투자보수, 요금기저, 적정투자보수율 및 요금 산정에 대해 정하

고 있다(같은 고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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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전기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조하는 점, ④

「한국전력공사법」이 정부에게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통제권 및 감독권을 

부여하면서, 아울러 공공기관으로서의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점, 

⑤ 전기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자원이어서, 전기요금 상승이 국

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점, ⑥ 한국전력공사는 전기판매에 독점적 지위를 누

리고 있어 정부의 통제 및 감독이 없으면 부당한 전기요금 인상이나 방만한 

경영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⑦ 관계 법령의 취지상 전기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에게 통제권을 부여한 점, ⑧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정

한 「물가안정법 시행령」제6조682)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논거 중 재량에 관

한 설시를 제외하면, 현대사회에서 전기의 필수성(논거 ⑤), 전기사업의 공익

성과 이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통제ㆍ감독권(논거 ③, 

④, ⑥), 전기요금 결정의 공익적 성격(논거 ⑦, ⑧)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

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전기는 일반적인 상품보다 공익성의 요구가 강

하며 전기요금의 결정에 있어서도 단순한 원가반영이 아닌 공익적인 고려를 

충분히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전기공급은 단순한 사법상 상품 

거래에 관한 것으로 보아 사법적 논리를 관철하는 경우 적절한 결론에 도달

할 수 없으며, 전기의 상품 특성, 전기공급의 공익성, 사업자 및 국가의 책무 

등에 관한 공법규정 내지 공법원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경쟁의 자유와 전기공급

경쟁의 자유란 국민이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에 의한 경쟁의 제한 내지 왜

682)「물가안정법 시행령」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공공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

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

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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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없이 영업활동 또는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683) 이는 자유

로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로부터 파생된다. 입법 또는 행정조치를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

서는 공익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기존 사업자를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 경쟁의 자유

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만으로 시장진입을 제

한하는 입법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  

한편, 국가가 직접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독점적 지위에 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684) 이 때 국가의 독점행위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나오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점행위의 공익적 성격이 두드러지

는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685) 과거 통신산업 등이 체신부에 의해 수행되는 

등 국가독점의 사례가 있었으나 통신기술의 발전 및 통신수요 증가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국가독점이 폐지되고 민영화 및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이루어

진 바 있다. 전력산업의 경우 현재 국가가 직접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한

국전력공사의 주식의 51퍼센트 이상을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바,686) 국가

가 간접적으로 전력시장 독점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쟁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하고 특별한 공익이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한

683) 한수웅, 헌법학 제4판, 법문사, 2014, 679면.

684) 과거 국가가 전매청을 두고 담배 및 인삼 판매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한 바 있다. 1987년 

「한국전매공사법」의 제정으로 한국전매공사가 설립되면서 전매청은 폐지되었다. 1989년 「한

국담배인삼공사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전매공사가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7년「한국담배인삼공사법」을 폐지하며(1997년 8월 28일 공포, 10월 1일 시행)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특수법인에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한편, 1999
년에 인삼판매 부문이 한국전매공사에서 분리되어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로 독립하였고, 2001
년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전매권이 폐지되면서 2002년 주 KT&G로 상호를 변경하였

다.

685) 한수웅, 같은 책, 680면.

686) 한국전력공사의 주식 중 정부가 21.17 퍼센트, 정책금융공사가 29.94 퍼센트를 보유하여 2014
년 7월 10일 최종 검색) 국가가 실질적으로 한국전력공사를 지배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

이지 <http://cyber.kepco.co.kr/kepco/KE/B/htmlView/KEBAHP001.do?menuCd=FN01010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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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공익은 「전기사업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 발견할 수 있는데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 국민경제의 발전이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조문에서 전기사업의 경쟁 촉진 또한 규정하고 있다. 그

렇다면 「전기사업법」의 목적 규정으로부터 현실의 독점적 시장상황을 정

당화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687) 오히려 전기공급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현행 법제도의 태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전력시장이 일부 부문에서 자연독점적 성격이 있는 불완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경쟁에 의해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법목적에 합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전력산업 구조는 애

초의 법목적과 잘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688) 

3. 지하자원 등의 개발 규정과 전기공급

(1) 지하자원 등의 개발 규정

우리나라 헌법은 에너지공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만,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에 대

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

허할 수 있다”(헌법 제120조 제1항)고 규정하여 광물 등 자연자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자연자원에 대한 사회화 내지 국유화

의 입장에서 우리 헌법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연자원의 채

687) 우리 헌법이 경제모델에 대해 개방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경제현실에 맞추어 적절하게 경

제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공기업 독점이 공익실현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견

해로서 이창훈, “공기업 독점의 헌법적 근거”,  공법연구 제41집 제3호, 2013, 220-221면 참조. 
이러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한 개방적 입장으로 인해 공기업이 독점

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분야에 대해 경쟁촉진적 질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결론 또한 가능

하다. 다시 말해 헌법적 차원에서 계획경제나 자유방임 경제와 같이 극단적인 경제질서는 허용

되지 아니하나 경제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독점이나 경쟁 모두 가능하다. 

688) 법조문과 현실과의 괴리는 2000년 「전기사업법」 전부개정시 발전부문, 배전부문, 송전부문

을 경쟁시장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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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ㆍ개발 또는 이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의 개정 연혁을 살피는 것이 도

움이 된다. 제헌헌법에서는 자연자원을 원칙적으로 국유화하도록 하였는데, 

1954년 제2차 헌법개정 시에 “공공필요가 없는 경우”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자연자원에 대한 개발 등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자연자원에 대한 채취 등의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에 있어 제헌헌법보다 다

소 완화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689) 다만, 지하자원에 대해서 사

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맡기지 않고 공익상 목적을 위해 국가 등 

공적주체가 국유화 또는 사회화할 수 있는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규

정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소

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690)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의 의미와 그 방법에 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민간인이 자연자원 등의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하려는 것으로서, ‘특허’는 민간인에게 이에 필요한 권리를 설정하

는 것으로 이해된다.691) 특허는 권리 설정 행위로서 통상 재량의 여지가 넓

고692)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자연자원의 채취

ㆍ개발 또는 이용이 국민경제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필요한 시간, 

및 자본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허 제도를 통해 특허를 받은 사업자를 경쟁

으로부터 보호하는 취지로 보인다.693) 다만, 특허의 방법에 있어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리고 특허의 존속기간에 대해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에 의한 장기간의 독점을 예방하고 있다.

689) 제헌헌법 이후 국토와 자원에 대한 헌법규정의 변천에 대해서는 김종철, 헌법 제120조, 법제

처(편), 헌법주석서Ⅳ , 2010, 496면 참조.

690) 한수웅, 헌법학 제4판, 법문사, 2014, 329면.

691) 김종철, 같은 논문, 500면.

692) 김동희, 행정법Ⅰ 제17판, 박영사, 2011, 288-289면.

693) 성낙인, 헌법학 제10판,  법문사, 2010,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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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공급과의 관계     

전기가 헌법 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

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전기는 번개나 정전기의 형태로 자연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 등

의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산되어 공급된 에너지이다. 공장, 상업시설 또

는 가계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선 연혁상 제정헌법 제85조에서 자원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

필요에 의해 특허를 허용한 이후 1954년 11월 29일의 제2차 개정에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자연적 상태의 자원 및 자연력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문언상 전기가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목적어와 술어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즉, 자연력을 목적어

로 삼는 술어는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할” 중 어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채취ㆍ개발’은 전기를 목적어로 삼기 어렵고694) ‘이용’만이 어느 정도 의미

상 통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의 이용은 이미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전기의 생산 및 전달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헌법 제120조 제1항이 전력산업과 관련되는 경우는 전기를 생산

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석탄 등 화석연료, 수력자원, 우라늄 등 원자력 연료 

등을 규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 제120조 제1항은 전력산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에 관한 헌법상 근거라 할 수 없고, 전력산업규제는 전술한 사회

국가원리,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등 일반적인 헌법상 원리 및 기본권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 헌법은 전력산업규제에 

대한 단일한 지침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인정하되 사

전적 규제를 가하는 방식이든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을 만들고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든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개방적 규범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94) 전기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전기는 ‘생산(발전), 송전 또

는 배전’한다는 표현을 쓰고, 굳이 개발을 쓰려는 경우 전력자원 개발 또는 줄여서 전원개발과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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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력산업에 대한 규율 구조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을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으로 구분하고(「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9호), 해

당 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6호, 제8호, 제10호 및 제7조) 각 사업 분야에서 복수의 사

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와 전기

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같은 법 제31

조)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도입하였다. 한편, 전기사용자가 대규모 전기사용

자695)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하여(같은 법 제32조), 일반소비자는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해서만 전력을 구

매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력거래시장은 전력풀 모델과 도매경쟁 

모델이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력거래시장에서의 경쟁은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그 이유

는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송전망, 배전망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696) 

유일한 판매사업자라는 점에 기인한다.  

III. 전력산업분야에서 규제법과 경쟁법의 관계

1. 공정거래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

695) 수전설비( )의 용량이 3만 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 

696) 한국전력공사는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할 

수 있다(「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유의하여야 할 점은 위 규정은 한국전력공사

가 위 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이지 송전사업 및 배전사업에 대해 독점권을 주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현행 한국전력공사의 겸업은 2000년 12월 「전기사업법」 전부개

정시 부칙 제2조에서 한국전력공사에게 구 전기사업법에 의해 받은 사업허가를 신법에서도 모

두 인정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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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법으로서(공정거래법 제1조), 경쟁의 보호 및 촉진을 꾀하는 일반적 

규제법이라 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

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정거래

법이 적용된다. 다만,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공정거래법

에서 인정하는 법령상 정당한 행위697)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법은 산업영역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므로 각 산업영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규제사항을 정한, 이른바 

‘전문규제법’의 규율과 중첩될 수 있다. 이는 통신, 방송 등의 공익산업에서 

흔히 문제되는데 전력산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선,「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및 법

인의 분할ㆍ합병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전기

사업법」 제10조 제1항),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의 신고 및 심사 규정(공

정거래법 제12조)과 관련하여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령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그 전기설비를 다

른 전기사업자 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전기사업법」 제20조 제1항), 송전용 또

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

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

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금지행위의 중지, 금지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와 함께 관련 내부 규정 변경, 정보 공개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고(같은 법 제23조 제1항), 이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 전기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697)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

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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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같은 법 제2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같은 법 제101조 제2호698)). 

이러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 설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제

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

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특히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 제3항 제3호)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부당하게 거

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전기사업

법」과 공정거래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지, 하나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

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2. 공정거래법과 「전기사업법」의 일반적인 관계 

법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여러 행정기관의 권한이 상

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 법령에서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

해 여러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 여러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

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 어느 법이 특별법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소관을 달리하는 법령에 대해 신법 우선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기도 

곤란하다는 점이다. 

행정 내부에서는 여러 행정기관이 관할권을 다투더라도 행정 외부에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은 단일한 존재로서 비추어진다. 따라서 이른바 ‘행정

의 단일성’(Einheit der Verwaltung)에 따라 행정은 단일한 주체로서 행정 외

부에 나타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의 단일성은 민주주

698) 법률 제12612호(2014년 5월 20일 공포)의 개정으로 2014년 11월 21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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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독립적인 헌법 원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양성 요구’(Pluralitätsforderung)와 조화되어야 하는 상대적인 원리로 보아

야 한다.699) 

따라서 에너지공급 분야에 대한 규제권한을 어느 한 행정기관으로 단일화

하는 기계적인 결론이 필연은 아니며 오히려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관

계라는 관점이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에 부족한 부분을 사전규제(ex-ante 

Regulierung)를 통하여 전문규제법인 「전기사업법」이 보완하고, 「전기사업

법」이 경쟁을 보호하는 기능에 있어 미비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규제

법인 공정거래법이 그 결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과 「전기사업법」을 집행하는 주체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전기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두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모

두 해당되는 경우가 상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우선적 관할권 

이론700)을 준용하여,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전문규제

기관의 판단을 존중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일시 유보하되, 전문규제기관

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

회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견해가 있다.701) 

한편, 공정거래법과 「전기사업법」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라는 전제 하

에 만일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전문규제기관이 처분을 하였는데도, 또다

시 일반규제기관이 해당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전문규제기관에 규제권을 부여한 법 취지에 반한

다는 견해 또한 가능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전기사업법」의 규정이 적용

되는 영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정한 처분 권한을 갖는다면 공정거

699) Won-Woo Lee, Privatisierung als Rechtsproblem, Köln 1997, S. 79.

700) ‘우선적 관할권 이론’(doctrine of primary jurisdiction)은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규제기관이 해당 산업에서의 분쟁을 판

단할 수 있도록 반독점법 관련 사항의 판단을 유예하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우선적 관할권이

론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원에 비해 규제기관이 전문성을 더 가지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한

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호영, “규제산업과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권오승/이원우(공
편),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 법문사, 2007, 446면 참조. 

701) 오성은, 전력산업의 경쟁도입에 따른 독점규제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27-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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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위원회의 관할은 인정될 수 없다.702) 이러한 견해는 「전기사업법」이 항

상 특별법적인 지위에서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

며 문제가 되는 조문의 법문과 취지 두 법질서의 통일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있다.703) 예컨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송전망 또는 배전망의 

이용을 불허한 경우에 공정거래법704) 및 「전기사업법」705)을 동시에 위반

하게 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취하거나706)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고707), 다른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

설비의 이용제공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708)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709)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지 아니면 한 법이 다른 법을 배제하는지는 각 조문의 취지, 체제, 문언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인 적용 관계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려는 경우

에 받아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702) 통신산업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3(현행 법 제54조)
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

한 경우,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고 규

정하였는데, 이를 일반법, 특별법 관계로 풀면서 위 제37조의3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

는 견해가 있다 (이원우,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

과의 권한중복 및 개선방안”, 정보통신법연구Ⅰ , 경인문화사, 2008, 648-650면 참조).

703) 헬무트 샤도우/장경원(역), “독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감독기관으로서 독일연방카르텔

청과 통신전문규제기관과의 관계”, 이원우(편), 정보통신법연구Ⅰ , 경인문화사, 2008, 255-257
면.

704)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

705) 「전기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706) 공정거래법 제5조.

707) 공정거래법 제6조.

708) 「전기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등.

709) 「전기사업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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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정거래법상 합병 신고 및 심사 의무(공정거래법 제12조)와의 관계가 문

제될 수 있다. 합병하려는 법인에 대해 두 의무 규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지, 아니면 한 조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규정

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기준이 

전기사업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기준 충족여부 및 전력수급 및 전력품

질 등 전기공급과 관련한 특정한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전기사업법 시행

령」 제5조), 전력산업 영역에서 합병 이후에도 전기공급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의 기업결합신고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다.710) 따라서 「전기사업법」의 합병전 인가는 전기공급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고, 공정거래법의 합병전 신고 및 심사는 경쟁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두 규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심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711) 

한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및 이용요금과 관련한 

「전기사업법」 상 의무(「전기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를 위

반한 때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우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

기에 앞서 한국전력공사가 송전, 배전, 판매 부문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기에(「전기사업법」

제32조 본문) 송전 및 배전 부문의 하방시장인 판매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

710) 권오승 등 8인, 독점규제법 제2판, 법문사, 2012, 76-77면. 

711) 합병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심사를 받기 위해 양 기관에 모두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방송 또는 통신 관련 법령에서 주무관청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입법론으로 참고할 만하다. 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유선방

송사업자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관청에 합병 승인을 신청하면서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12조의2 제1항), 주무관청에 신고서

류가 제출된 때에 공정거래법상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며(같은 조 제2항), 주무관청은 자신이 

받은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여(같은 조 제3항) 사업자

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에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1항) 이 경우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은 인가를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같은 조 제6항), 행정의 

단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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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대규모 전기소비자가 직접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경우(같은 

법 제32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712))라는 점이다.  

송전이나 배전에 필요한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적으로 

제공하였을 때 공정거래법상 문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른바 필수설비론

과 관련되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

3항 제3호라 할 것이며,713) 일정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714)으로

서 검토된다. 우리나라의 송전설비 및 배전설비를 한국전력공사가 모두 소유

하고 있으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송전설비 및 배전설비는 

전기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한국전력공사가 해

당 설비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위반

이 될 것이다.715) 다만, 이러한 경우 전기사업법령상의 금지행위로서 송전용 

및 배전용 설비의 이용 제공 거절 또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전기사업법령의 관련 내용을 살피면, ‘전기의 안정적 공급

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행위’로서 송전용 및 배전용 설비이용 관련 협의를 

지연ㆍ기피하는 하는 행위, 전기설비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용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전기설비 이용 제공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이용을 제공하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정당한 이유없

이 거절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716) 

71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전력의 직접 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 )의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

자를 말한다.

713) 필수설비론은 필수설비가 위치한 시장에서의 독점을 전방 또는 후방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점

(이른바 ‘레버리지’ 이론)으로부터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가 

위치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설비

의 필수성으로부터 독점적 지위가 도출되므로, 독점적 지위의 남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권회, 필수설비의 법리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5, 169-170면 참조. 

714) 한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의 불공정거래 금지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서 박인, “전기사업법령 해설(전력구조개편

을 중심으로)”, 월간 법제 제520호, 법제처, 2001. 4., 132면 참조.

715) 김권회, 같은 논문, 271-275면.   

716) 「전기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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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용 및 배전용 설비의 이용이 제공되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발령권한 및 과징금 부과권한717)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의 이용제공 명령권한 및 과징금 부과권한718)이 충돌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세 가지 견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하나의 위반행위

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각자의 권한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둘째, 「전기사업법」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별법

으로서 우선 적용되지만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재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거

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 셋째, 「전기사

업법」은 전기사업 분야를 배타적으로 관할하는 법으로서 공정거래법의 적

용을 배제한다는 견해가 가능하다.719)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기공급

역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기사업법」이 공정거래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견해 및 세 번째 견해를 

검토하여야 한다. 두 번째 견해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선적 권한

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충적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면 유사한 위반행

위에 대해 두 기관이 상이한 판단을 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만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권한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

원회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행한다면,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720) 「전

기사업법 시행령」은 금지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면서 “전기의 안정적 공급

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행위로서”721)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

문적ㆍ기술적인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송전 및 배전에 필

요한 시설의 이용 제공이 전문적ㆍ기술적 행위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717) 공정거래법 제5조(시정조치) 및 제6조(과징금 부과).

718) 「전기사업법」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24조(과징금 부과).

719) 이원우,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과의 권한중복 

및 개선방안”, 정보통신법연구Ⅰ , 경인문화사, 2008, 648-650면 참조.

720) 이러한 논리는 통신산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이 있는 당시 정보통신

부(현재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해결책으로 주장된 것으

로서, 전력산업 분야에도 적용가능하다. 이러한 통신산업에서 해석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원우, 같은 논문, 648-650면 참조. 

72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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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전력산업에 대한 고

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전문적ㆍ기술적’이라는 표현은 

「전기사업법」이 전문규제법으로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IV. 우리나라 전력산업규제법 체계

1. 개관

독일 에너지산업법이 전력산업과 천연가스산업 모두에 대해 규율하고 있

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을 별개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전력산업을 규율하는 법제도는 통합된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다. 전기공사의 안정성 및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

공사업법」722), 전기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설립 

및 운영을 규율하는 「한국전력공사법」723), 농어촌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

하기 위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724), 발전소 건설 주변 지역에 대

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률」725),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전원개발( )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726) 등 다양한 법률이 있다. 

전력산업을 규율하는 여러 법 중 전력사업에 대한 허가 및 기타 규제수단

을 규율하는 중심적인 법률은 「전기사업법」이다. 「전기사업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53호로 제정되었으며 전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

로 규율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력산업 개편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경영

진단, 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실태의 조사ㆍ연구, 공청회 등을 거쳐727) 

722) 1963. 2. 26. 법률 제1280호(제정).

723) 1980. 12. 31. 법률 제3304호(제정).

724) 1965. 12. 30. 법률 제1737호(제정).

725) 1989. 6. 16. 법률 제4134호(제정).

726) 1978. 12. 5. 법률 제3131호(제정).

727) 「전기사업법」의 2000년 전부개정 경위에 대해서는 박인, “전기사업법령 해설(전력구조개편

을 중심으로)”, 월간 법제 제520호, 법제처, 2001. 4., 125-126면; 유제민, “전력산업 경쟁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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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전기사업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728) 이 법 중 전력시

장 규율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

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전기사업법」 제2조). 이러한 전기

사업 구분은 발전 – 송전 – 배전 – 전기공급(판매)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

이다.729) 각 전력사업을 행하는 전기사업자들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730)에 이

바지할 의무를 진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이러한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허가를 하기 전에 전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에서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731)를 포함

한 다수의 발전회사가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판매한다. 한

국전력공사가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 전기를 구매하여 이를 소

비자에게 판매한다. 송전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는 전기설비 이용요금을 정하

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을 받아야 하는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소비자의 전기요금은 전기요

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 약관 또한 전기위원회의 

심의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고를 위한 구조개편 방안”, 경제규제와 법 , 제2권 제1호, 2009, 173-174면 참조. 

728) 2000. 12. 23. 법률 제6283호.  

729) ‘구역전기사업’이란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 구역의 수용에 맞추어 전력시

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것(「전기사업법」 제2조 제11호)이다. 이러한 구역전기사업은  

<발전 – 송전 –배전 – 공급>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  

730) 전기의 보편적 공급과 보장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정전에 대한 피해

보상, 적정한 요금보장과 요금미납자의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보장,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경쟁환경의 조성 등을 드는 견해가 있다(구지선, “국가의 역할변화에 따른 전력산업구조

개편과 전기의 공급에 관한 법적 검토”, 공법연구  제41집 제3호, 2013, 271-279면 참조). 이 

논문은 앞서 검토한 망산업규제법의 체계에 따라 경쟁형성을 위한 망관련 규제와 전기공급의 

공익성으로 인한 전기공급의 안정성 및 소비자보호로 구분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보편적 공

급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731)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및 

한국수력원자력(주)는 한국전력공사가 주식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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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732)에 따라 전력

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1조). 전력의 거래가격은 시간

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같은 법 제33조), 급격한 가

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기준가격과

의 차액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차액계약을 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34조).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거래소가 설립되었다(같은 

법 제35조). 전력거래소는 특수법인으로서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및 전력계

통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전기산업의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 및 전

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가 설립되었

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전기위원회는 심의 및 재정기능을 수행한다(같은 

법 제56조). 

2. 전력산업 규제기관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권한을 보

유하고 있다.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산업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법」 제3조 제2항),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

할 권한(같은 법 제6조)을 갖는다. 전력산업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인 전기사업 허가권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으며(같은 법 제7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같은 법 제12조) 또한 마찬가지이다. 송전사업

자와 배전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설비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여(같은 법 제15조) 망이용요금에 대한 

규제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속한다. 전기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정하는 공급약관에 의하는데, 산업

732)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 개정, 폐지한다(「전기사업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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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고 있다(같은 법 제16조).  

 현행 「전기사업법」은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에 따라 관할이 구분된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양 기능을 모두 부여하고 

있다. 전기산업 영역에서 규제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

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국가의 일반적인 추세이지만,733) 우리나라의 전기산업규제법제는 아직 그러

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문규제기관을 설립하기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전기위원회)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취

지로 보인다.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의 설치는 입법론의 문제로서 향

후 전력구조 개편이 재추진되는 경우 독립적인 전문규제기관의 설치가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전기위원회

① 설치 및 구성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 )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가 설치되었다(「전기사업법」 제53조 제1항). 전기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같은 법 제53조 제2항), 위원의 

자격은 (ⅰ) 현직 또는 전직 3급 이상 공무원, (ⅱ)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ⅲ)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

733) 전기시장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으로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영국은 가스ㆍ전기시장청(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Ofgem)을, 
프랑스는 에너지규제위원회(Commission de régulation de l’énergie, CRE)를, 그리고 독일은 앞서 

상술한 연방망규제청(BNetzA)을 설립하였다. 미국의 에너지규제기관에 대해서는 이희정/박찬호, 
“미국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37-42면, 영국 및 프랑

스의 전력산업 전문규제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Matthias Ruffert, Europäisches Ausland, in: 
Fehling/Ruffert,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2 Rn. 10-19;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

럽 각국의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Roggenkamp/Redgwell/del Guayo/Rønne 
(ed.), Energy Law in Europe, Oxford 2007; Peter Cameron (ed.), Legal Aspects of EU Energy 
Regulation, New York 2005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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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학이나 그 밖에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734) (ⅳ)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ⅴ) 전기 관련 단

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ⅱ) 및 (ⅲ)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하도록 함으로써,735) 

전기위원회의 공익성 및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같은 법 제54조 

제2항). 

전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은 아니며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자문 내지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라 할 수 있다. 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736)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최종 결정에 대한 자문 내지 의견

을 제공하는 것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한 의견에 법적으로 기속되

지 않는다. 한편, 전기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기는 하나 

그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존토록 되어 있어(「전기사업법」

제53조 제3항) 위원 임명 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에 종속되므로 

734)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해당 직위에 10년 이상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부교수 이상과 이에 상당하는 자리를 하나로 묶어서 읽는 경우 부교수 이상의 직위

에 10년 이상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 구조상 

‘(...)인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사람과 사람이 병

렬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10년 이상은 후자의 사람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원의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 곤란한 점, 
부교수 이상으로 있었던 사람이 위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권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는 법 문장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점, 부교수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학술연

구에 종사하고 이전에 조교수 등의 경력을 거쳐야 하기에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있을 것

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한 요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부교수 이상에 있거나 있었던 사

람’은 그 직위에 10년 이상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해석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호를 분리하는 등 입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735) 재직기간 합산 규정은 제54조 제1항 제3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볼 때 부교수 이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3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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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독립성이 약하다. 

② 심의 기능

 

전기위원회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최종 결정 전에 

심의를 행한다(「전기사업법」 제56조 제1항). 이러한 심의 대상으로 전기사

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같은 법 제7조 제2항),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한ㆍ합병에 대한 인가(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전기사업의 허가취소ㆍ사업

정지(같은 법 제12조 제1항),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그 

밖에 이용조건 인가(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전기판매산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인가(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전기품질이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전기설비

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 운용방법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같

은 법 제18조 제3항),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과징

금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같은 법 제

43조 제3항) 등이 있다. 이러한 전기위원회의 심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최종 결정 전에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독립적인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737) 

한편, 독임제 기관이 규제권한을 가지면서 최종적인 권한행사 전에 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종전의 통신 법제에서 예를 찾아 볼 수 있

다. 즉, 구 「전기통신사업법」(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당시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 제공에 대한 기준 

설정(같은 법 제33조의5 제3항),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의 기준 설정(같은 법 

제33조의6 제3항),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기준 설정(같은 법 제33조의7 

제3항) 등 각종 기준 설정 및 금지행위의 조치(같은 법 제37조 제1항) 및 과

징금 부과(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를 행하기 전에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 

737) 예컨대 전기사업의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하는 것인데(「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전기위원회는 허가 전에 심의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일 뿐 국민에게 직

접 도달되는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어(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전기위원회의 

심의는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강

학상 행정행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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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규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정보통

신 산업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육성기능과 규제기능을 동시에 수행하

는 것은 목표의 충돌을 가져올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으

로 규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 기능을 분리하여 규제기능을 통신위원

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738)  

 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의 역할분담은 일응

「전기사업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전기위원회의 위상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육성기능과 규제기능을 하나의 기관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

은 전기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양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 

목표설정 및 법집행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향후 전문규제기관을 통해 독립적

이고 전문적인 규제기능을 수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739)  

③ 분쟁해결 기능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 등이 전기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전기사업법」 제57조 제1항), 이는 

전기위원회가 일종의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에 

대해 60일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된 경우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으로써 재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같은 법 제

57조 제4항). 이 재정은 강학상 중재 또는 조정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데740) 그 운영절차를 고시(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5항)가 아닌 법령 수

738) 황태희,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의 독일 연방 망 규제청의 조직과 권한”, 행정법연구 제18
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81-82면. 한편, 독일의 연방망규제청의 구성 및 기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통신망, 수도관, 가스관 등에 대한 주먹구구식 규제행정의 폐해를 지적하며 전문적

인 규제기관의 설치를 촉구하는 견해로 신봉기, “독일 연방통신망청에 관한 연구 – 망( ) 관
련 통합 규제관청으로서의 지위와 절차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5집 제3호, 공법학회, 2007, 
362-363면.

739) , 박수혁, “전기사업법제도에 관한 규제완화”, 규제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경제연구원, 
2001, 227-228면. 

740) 김성수, “21세기의 한국 전기산업 정책과 법”, 에너지법저널 제9권, 한국에너지법연구소, 
1999, 2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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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수단

(1) 시장진입규제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는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수단이다. 시장진입 요건이 

얼마나 엄격한가에 따라 경쟁 가능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전기

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전기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은 발전사업(같은 법 제2조 제3호), 송전사업(같은 법 제2조 제5호), 배전사

업(같은 법 제2조 제7호), 전기판매사업(같은 법 제2조 제9호) 및 구역전기사

업(제2조 제11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전기위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지만(같은 법 제7조

제3항 본문),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거나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

을 하는 경우 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

을 행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같은 법 제7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의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거

의 마지막 단계로서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편의 및 계통관리상 유

리하고, 도서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각 전기사업을 별개의 사업자가 수

행하기 곤란하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판매사업을 겸하

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741)을 반영한 것이다.742) 전기판매사업의 분리는 소

매시장의 경쟁을 위해 필요하지만 2000년 「전기사업법」을 전부개정할 때

에 일단 발전부문부터 경쟁을 도입하고 이후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형성으

로 계획을 세웠기에743) 일단 겸업을 허용하였다. 

741) ‘집단에너지사업’이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742) 박인, “전기사업법령 해설(전력구조개편을 중심으로)”, 월간 법제 제520호, 법제처, 2001. 4.,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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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을 살펴보면 ①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

요한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744) ②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③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

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이 중복되지 않을 것, ④ 구역

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 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

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

질이 없을 것, ⑤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전

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시행령은 ⑤-1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

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⑤-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

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같은 법 시행령 제4조)으로 정하고 있

다. 

이러한 전기사업 허가기준은 종전의 허가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사항

을 나열함으로써745) 전력산업 진입을 특허제로 운영되었으나 실제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이라 한다. 구 전기사업법(2000년 12

월 23일 법률 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허가기준에 ‘적정한’ 

743) 정부는 2000년에 발전경쟁, 2003년에 도매경쟁, 2009년에 도매경쟁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국
회 산업자원위원회,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0. 7., 23면 참조.

744)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6항), 시행규칙은 재무능력 심사기준으로서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일 것을 요구하고, 기술능력 심사기준으로 전기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

적일 것, 전기설비 건설ㆍ운영 기수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을 정하고 있어 시행규칙 단계까지 보더라도 충분히 허가기준이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

렵다. 

745) 구 전기사업법(2000년 12월 23일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조 (허가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그 전기사업이 전력수요에 비하여 적정한 공급능력이 있을 것

 2. 그 전기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현저하게 과잉되지 아니할 것

 3. 그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확실히 수행될 수 있을 것

 5. 일반전기사업에 있어서는 동일구역이 2이상의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으로 되지 아니할 것

 6. 특정전기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일반전기사

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7.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

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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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능력, 전기설비가 ‘현저하게 과잉’되지 아니할 것, 계획대로 ‘확실히’ 수

행될 것과 같은 불확정 개념을 삭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허

가기준은 사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직업의 자유(헌법 제15

조)로부터 도출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746)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공익상 이유로 허가 여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747) 독점사업이 송전사업과 배전사업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이지만, 발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허

가’라는 견해748)가 있으나, 독일 에너지산업법(EnWG)과 같이 망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 사업의 경제적 속성

만을 이유로 특허와 허가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전력산업 

자유화에 따른 입법론으로 개별 사업의 시장진입 요건을 달리 정함으로써 

특허와 허가로 구분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 망분리규제

우리나라의 망분리규제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전

기사업법」에 동일인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 본문)이 있기는 하나, ‘동일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집행상 어려움이 있다.749) 한시법인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은 독점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상법상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ㆍ허가 의제 규정 등을 두는 등 망분

746) , 박수혁, “전기사업법제도에 관한 규제완화”, 규제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경제연구원, 
2001, 207-209면; 유제민, “전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편 방안”, 경제규제와 법 , 제2
권 제1호, 2009, 189-190면.  

747) 유제민, 같은 논문, 189-190면. 

748) 박수혁, 같은 논문, 204면.

749) 유제민, 같은 논문, 187면.



- 214 -

리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현재 6개 발전회사를 한국전

력공사의 완전자회사로 분리한 상태에서 위 법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고750) 이후 망분리에 대한 후속조치는 중단되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6개 발전회사를 완전자회사로 지배하면서, 송전사업, 

배전사업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0년 「전기사업법」을 전부개

정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는 개정법에 따른 

전기사업 겸업 제한 조항(「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에 의하여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부칙 규정751)을 둠으로써 한국전력공사가 계속해서 독점

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사업, 배전

사업, 판매사업 부문을 분리를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 셈이다.

전력산업 자유화의 가장 핵심이 망부문을 분리하여 경쟁사업자가 차별없

이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실제 독일 에너지산업법 등의 법률개정에 있

어서도 경쟁촉진을 위한 망분리 규정을 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력산업

에 경쟁을 촉진하기로 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계적인 망분리 

입법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망접속규제

비록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에 실효성있는 망분리 규정이 있는 것은 아

니지만 송전망 및 배전망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

다. 즉,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전기설비를 다

른 전기사업자나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기이용자에게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전기사업법」 제20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

750) 2000년 12월 31일 법률 제6282호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751) 2000년 12월 23일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 (일반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

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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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규정(같은 법 제102조 제2호752))하고 있다. 또한, 전력시장에서 공정 경

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송전용 또

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용제공 의

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

호),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같은 법 제101조 제2항753))하여 실효성을 담보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가 발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754) 

기타 발전회사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망 및 배전망을 이

용하여야 하므로 「전기사업법」의 망접속규제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송

전망과 배전망의 차별없는 이용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송전망 및 배전망부

문을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으로 독립시키거나 최소한 한국전력공사 내부에 

두더라도 경영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용료규제

송전망 및 배전망에 대한 이용요금은 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

이 아니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전기

사업법」 제15조). 전기설비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기준으로서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이어야 하고,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을 보장할 것을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제2호)하

고 있다. 

현행 규정은 물가안정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수단으로서 나름의 역

752)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612호에 따라 2014년 11월 21일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753)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612호에 따라 2014년 11월 21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754) 2013년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의 발전 설비용량이 6,848만 kW로 전체의 81.5%, 
기타 회사가 1,295만 kW로 18.5%를 차지한다. 한국전력공사, KEPCO in brief, 2013. 12., 48면 

참조. 위 자료는 <http://cyber.kepco.co.kr>의 전기자료-전력통계요약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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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할 수 있다. 전기설비 이용요금은 최종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를 구성하

기 때문에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상한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함으로써 최종 

전기요금의 급등을 막을 수 있고, 또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

제안정에도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전기설비 이용요금 산정기준은 이론상 보수율(rate of 

return)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용을 과장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비

용 및 적정 이윤을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규제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

다. 또한 보수율 규제의 속성상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

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보수율 및 인가제를 통한 규제는 경쟁촉

진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체제라 보기 어렵다.755)  

4. 공급안정성 확보 규제

우리나라의 발전시장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한된 범위에

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발전시장에 진입하려는 민간투자자는 장래 수익성

을 고려하여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경쟁촉진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기는 사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

한 에너지 중 하나이고, 발전소건설에 상당한 자본 및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범

위에서 국가의 계획과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756) 

우리나라의 「전기사업법」은 제3장에서 전기수급의 안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하며(「전기사업법」 제3조 제1항),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조).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등은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배전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

755) 박수혁, “전기사업법제도에 관한 규제완화”, 규제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경제연구원, 2001, 
212-215면. 

756) 박인, “전기사업법령 해설(전력구조개편을 중심으로)”, 월간 법제 제520호, 법제처, 2001. 4., 
137-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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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이 기준

에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제2항).

전압이나 주파수 등 전기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설

비 또는 기기의 수명이 단축되고 상품 제조시 불량품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

가 생긴다. 또한, 전기의 품질은 일반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

가가 전기품질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품질의 

유지에 대해서 전기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전기사업법」 제18조 제1

항). 전기품질의 유지란 전력이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에

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

력거래소는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5. 소비자보호규제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송전, 배전, 판매를 수직통합하여 독점적으로 지배하

고 있을 때에는 책임소재가 명확하였으나 현행 「전기사업법」과 같이 개별

적인 전기사업자들이 전기공급을 단계별로 구분하는 체제에서는 소비자보호

규제를 정교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가 

발전의 80 퍼센트를 차지하고, 송전, 배전, 판매 부문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황에서의 소비자보호규제를 상정하는 것은 다

소 이론적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으로 구분하면서 별개의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겸업

이 제한되는 등 경쟁도입을 위한 기본 체제는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법체계

상으로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공익산업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은 보편적 공급으로 표현되

는데, 전기공급의 경우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757) 따라서 전기의 보편

757) 「전기사업법」 제2조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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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급에 관한 사항은 전기의 지리적ㆍ시간적 공급 가능성에 관한 사항과 

적절한 가격 설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보호는 전기사업자의 

사적 거래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공급계약 체결 

거부를 금지하거나,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이는 전기공급의 공익성 때문에 일반상품과는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

음을 보여준다.

(1) 전기의 공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도록 하면서(「전기사업법」 제4조),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

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같은 법 제6조). 이러한 규정은 위반시 제재규정 

등 집행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소 선언적 성격의 규

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배전사업자의 경우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보편적 공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

12조 제3항). 이는 배전사업이 전기공급의 사슬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위

치하여 소비자에게 전기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와 관련

이 깊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

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같은 법 

제14조), 이른바 ‘간접적 체약강제’758)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적 체

약강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이루는 것으로서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이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미납, 불합리한 조건의 전기공급 요구, 표준전

압 또는 표준주파수가 아닌 전기공급 요청, 발전설비의 정기 보수기간 중 전

758) ‘체약강제’란 “일정한 공법상이 목적에 기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적 체약강제’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역무의 공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양창수/김재형, 계약법 , 박영사, 2010, 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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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급요청, 대량 전기사용자가 일정한 시기까지 미리 공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을 받지 않고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행

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 정지를 요청한 경우, 재해 등 비상사태로 전기공급

이 불가능한 경우를 들고 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한

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하는 한국전력공사

의 기본공급약관에서는 전기요금 미납 시의 전기공급 거부를 구체화하여 전

기요금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전기사용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59) 

이러한 전기공급 거부 사유는 대체로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가며, 특히 

요금미납 시의 전기공급 거부에 있어서도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해서는 전류

제한기를 통해 생존을 위한 최소의 전기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은 가계소

비자의 생존을 배려한 것이다.760) 

(2) 전기요금 규제

전기요금 및 공급조건에 관해 전기판매사업자761)가 기본공급약관762)을 작

759) 기본공급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 한전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이 때 한전은 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납부를 최고합니다.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전기

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라 전기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정

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한전은 전기공급 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전기사용자가 없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

는 것이 분명할 경우 또는 주택용전력 이외의 고객으로서 부도 등으로 전기요금 납부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60)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빈곤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책을 규정하는 에너

지복지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위원회, 에너지복지법

안 검토보고서, 2012. 9. 참조. 

761)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한 판매사업자이다.

762) 법원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을 보통거래약관으로 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
고, 98다57099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에 편입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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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76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인가 전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764)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요

건으로서 전기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면

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이러한 위임에 따라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

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765)(이하 “전기요금고시”라 함)가 제정되었다. 

전기요금고시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

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면서, 전기사업자의 경영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방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전기

요금고시 제8조 제1항). 전기사업법령에서는 유인규제방식에 대하여 규정하

는 바가 없고, 고시 단계에서 유인규제가 규정되어 있다. 전기요금 산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대

통령령 이상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기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대상이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문언은 ‘협의’라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본공급약관을 인가

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사실상 ‘합의’로 운영되고 있다.766) 기획재정부장

관이 물가안정을 위해 저렴한 전기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원가 이하의 전기

요금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낮은 전기요금은 소비자보호에 유리하다고 볼 

관이 변경되었을 때 개별적 법률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법원은 “전기사업법은 다수의 

일반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

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여 일반 전기사업자와 일반 수요자와의 공

급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조건을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급규정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공급규정의 개정이 전기사업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

고 공표의무를 마친 것이라면 공급규정의 개정에 따른 새 요금 요율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내

용의 변경이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992). 

763)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764) 「전기사업법」 제16조 제2항.

765) 2014. 5. 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82호(전부개정).

766) 백옥선, 공공요금 결정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전기와 가스요금을 중심으로 - , 중앙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3,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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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과잉수요가 초래될 수 있고, 전기사업자의 수익성 악

화로 발전설비 및 송전망ㆍ배전망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격규제의 필요성은 인

정되나 장기적인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가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사업

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규제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767)

한편, 전기사용자는 자신에게 청구된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청구서에 요금명세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하도록 규율하고 있다(「전기사업법」 제17조). 법률에서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는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제 4 절 소결

독일과 우리나라 모두 전력산업은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다. 독일은 초기

부터 민간기업이 전력산업을 주도하였고 20세기 초에는 소수의 기업이 전력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었다. 독과점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편

으로 전력산업을 국공유화하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실

패하고 현재와 같이 소수의 에너지공급기업이 지역별로 독점하는 시장형태

로 귀결되었다. 2차 대전 이후 경쟁제한금지법의 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한동

안 전력산업의 독점성은 인정되었다. 20세기 후반 규제완화의 흐름과 맞물려 

전력산업의 경쟁을 추진하는 정책이 EU 차원에 만들어졌고 이는 독일 국내

법에 수용되었다. 전력산업은 철도산업 및 통신산업과는 달리 민간기업이 주

도하였던 산업이었기에 독일 기본법의 차원이 아니라 개별 법률의 제정․개

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독일은 에너지산업법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으

며, 그 결과 망분리, 망접속, 망이용료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들이 보완되었다. 망접속은 종래 협의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아 이후 법개정을 통해 하위법령에 망접속에 관한 규정을 

767) , 백옥선, 같은 논문, 2013, 254-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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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도록 하였다. 망이용료 산정에 있어서도 근래 비용과 요금과의 관계를 

끊고 효율성 증진에 따라 더 큰 이익을 기업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규제를 도입하였다. 

독일에서 에너지공급은 생존배려의 문제로 간주되며 국가는 에너지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에너지산업법은 가계 고객에 대한 기본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일시적으로 계약관계가 미비한 상태가 있는 경우 대

체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전

기요금에 대해서는 망산업규제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민법을 통한 간접적인 

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특히 망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에 나누어져 있다. 연방차원에서는 연방망규제청이 전력

산업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도록 다른 기관의 개

별적인 지시를 받지 않으며 결정에 있어서도 법원과 유사한 심판부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세기 후반 전력산업이 시작되었으나, 20세기 초 일본에 국권

을 강탈당하며 일본법에 따라 전력산업이 규율되었다. 대체로 일본인 자본에 

의해 전력시설이 구축되었으며 과점화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국권을 

회복한 후 전력산업이 3개 주식회사 체제로 유지되다가 전력공급의 효율성

을 꾀하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로 일원화되었다. 1960년대 이후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시설의 확

대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0년 대 초 미국과 유럽 등과 같이 전력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경쟁 도입과 관련된 법제도가 도입되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및 판매사업이 분

리되어 있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경쟁이 가능한 시장으로 보인다. 하지

만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으로 송전망 및 배전망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2000년 전부개정된「전기사업법」 부칙에서 종전에 받은 허가를 모두 인정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든 전기사업을 행할 수 있다. 또한, 발전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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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국전력공사가 6개 발전자회사의 주식을 100 퍼센트 보유하고 있어 소

유권이나 경영의 측면에서 제대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전력계통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은 

특수법인인 전력거래소가 운영하고 있어 독일의 송전망 운영 모델에 따라 

살펴보자면 독립계통운영자 모델(ISO 모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망이용 비용의 설정에 있어 적정원가에 이윤을 더한 것으로 하고 있어,768) 

원가 절감의 유인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 요금 또한 국가의 통제가 강하게 미치고 있는데 그간 산업정

책적 고려 등에 의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여 에너지 가격

에 왜곡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전력시장을 규율하는 행정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전기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심의 기능을 담당할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외부에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않다.

768) 「전기사업법」 제6조
제6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

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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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이 논문은 공익증진을 위한 방편으로서 망산업의 자유화와 공익실현을 위

한 제도가 법적 의미에서의 ‘규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 구체적인 참

조영역으로 전력산업규제법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규제, 망산업규제, 전력규

제의 순서로 논리가 전개되었는바, 각 단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첫째, 독점산업에 경쟁을 형성하는 법제도를 포함하도록 규제개념을 재구

성하였다. 모든 제도는 완전하지 않고 시장경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

라가 택하고 있는 시장경제 체제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고 독과점 등의 경우 

정부의 개입으로 문제를 교정하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또는 잘못된 정부

의 개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경쟁과 규제는 선악의 이분법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쟁과 규제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경쟁은 제

한될 수 있으며, 규제는 시장기능을 교정,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시장

을 대체하지 않는다. 규제는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로서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포함한다. 특히 종래의 독점적 공익산

업이 자유화된 이후에도 급부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규제는 자유화 이후의 보장국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 

둘째, 망산업규제법은 제3자의 망이용 보장을 위한 규제와 보편적 역무 제

공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규제는 

서로 다른 경쟁 결과를 초래한다. 경쟁적 시장의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제한 

규제나 가격 규제는 효율성을 저해한다. 한편,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는 그 방법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킬 수도 있고 방법에 따

라 경쟁을 창출할 수도 있다. 산업구조에 대한 변경없이 가격규제만을 하는 

경우 독점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겠으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은 

어렵다. 하지만 망을 기반으로 하는 망산업의 경우 망부분은 자연독점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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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인하여 경쟁이 발생하기 어렵지만, 전방 및 후방산업은 자연독점의 

논리가 관철되지 않는다. 망부문에 대해서는 자연독점성을 인정하되 독점이 

형성ㆍ유지될 수 기반인 망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 즉, 망부문과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문을 떼어내는 망분리규제, 분리된 망에 대해 

제3자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접속규제, 그리고 망이용료의 합

리적인 산정에 관한 규제 등이다. 이러한 규제수단은 경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다. 한편, 망산업규제는 경쟁 도입 이

후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급거부의 금지 또는 

지나친 가격인상의 제한 등 소비자보호를 포함한다.

셋째, 전력산업은 망산업의 일종으로서 망산업규제법의 일반적인 논리가 

대입되지만 구체적인 산업특성으로 인해 전력산업규제법 특유의 제도가 형

성되고 있다. 우선 전력산업은 전형적인 망산업으로서 송전망 및 배전망을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이 부문은 시장에 맡겨 둘 경우 독점산업화될 가능성

이 크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한편, 발전 및 판매 부문은 자연독점적 성격이 

없고 경쟁이 창출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망 소유 기업이 그 전방 

및 후방 부분까지 지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발전 및 판매 부분에서 

경쟁을 발생시키기 위해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되 전력망, 특히 송전망을 공

동사용할 수 있도록 제3자에 대한 접속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송전

망 접속에 대한 이용료 설정 및 조건에 있어서 제3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공법상 규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대사회에 있어 전기공급의 중요성 때문

에 전기공급의 안정성 보장, 누구에게나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는 보

편적 공급에 관한 규율이 전력산업규제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그와 관련된 많은 이해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세부적인 전력산

업규제법을 설계함에 있어 각 국이 처한 경제여건이나 사회적 상황이 다르

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제도의 형성과 관련하여 입법부에 상당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독일과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규제법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전력산업 자유화의 핵심적인 요체는 망과 관련한 규제라 할 수 있는데 독일

과 우리나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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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각 지역을 4개의 사업자가 분할하여 지배하는 지역독점적 모

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1998년 이후 에너지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망을 분리

하고, 망접속 및 이용료를 합리화하는 과정을 꾸준히 거쳐왔다. 특히 전력산

업 자유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입법화가 진행된 것은 1998년 에너지산업법이

라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협의에 의한 망접속’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전

기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한 망접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2005

년 에너지산업법 개정시에 하위법령으로 망접속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발전, 송전, 배전, 판매사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각 사업에 대해 별개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의 전기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여 망분리에 대한 기본적인 법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송전, 배전 및 판매 부문을 지배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 부칙에 따라 종전에 받은 허가를 유효하게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문을 별도의 기업으로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전회사를 완전지배하고 있고, 「전기사업법」에 망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

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망분리에 정책은 지지부진한 상

태에 처해있다. 

넷째, 생존을 위한 필수재인 전기의 중요성 때문에 소비자보호규제는 전력

산업 자유화 이후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이는 전력산업 자유화 

반대논리와도 관련이 있는바, 현재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전기공급을 민간

기업이 수행할 경우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인해 전기공급이 거부되거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독일의 경우 에

너지공급을 생존배려를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임무로 보고 있으며 그 근

거로 인간의 존엄성 등을 들고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공기업이 직접 에너지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으

로 충분하다. 우리나라 「전기사업법」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보편적으로 공

급되고 그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정부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본공급 제도를 통해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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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동시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공급의무를 부

여하며 전기요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전기산업규제법의 전문적이고 일관성있는 집행을 위해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헌법상의 민주주의원리로 인하여 

행정기관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당성이 이어져야 한다는 관념으로 인해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신설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행

정부 내에 독임제 기관인 연방망규체청을 만들되 다른 기관의 개별적인 지

시를 금지하고 결정에 있어서도 복수의 전문적인 위원이 결정하는 심판부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전력산업을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규제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지고 있

는데 산업진흥부서와 규제부서가 하나의 기관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

다. 또한,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전기위원회는 독립성과 권한의 측면에서 약

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1년 순환정전 사태 이후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수요조절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발전용량 확충 및 송전망 확장 등 공급확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러한 공급확대는 분명히 효과있고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전력산업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전기공급 확대에만 치중하는 경우 과거의 문제가 재현될 여지

가 많다. 정부에 의한 시장왜곡은 초과 수요 및 공급 부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력산업에 특성에 맞는 전문규제를 통해 효율성과 소비자보호를 

추구하여야 한다.  

바둑이 생기고 나서 수천년이 흘렀지만 같은 바둑이 두어진 적이 없다. 각 

상황에 대처하는 바둑의 수가 다양하기에 각 경우에 따라 수많은 가능성이 

생겨난다. 이러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유형에서의 수에 대한 정리 

및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비록 망산업, 특히 

전력산업에 대한 독일의 규제법 제도와 경험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유사한 상황에서의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해결방

안의 고민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석’으로서 참고할 가치는 충분하

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습득한 ‘지혜’는 지리적 경계와 세대를 넘어 인

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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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 Studie über das System und die Funktion vom Regulierungsrecht 

der Netzwirtschaften

-  Im Vergleich zum Regulierungsrecht der Elektrizitäts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Korea -

YOON, Kangwook  

 
Die Regulierung bezeichnet staatliche Eingriffe in dem Markt für das 

Gemeinwohl. Aber sie bedarf einer Rechtfertigung, denn sie ist auch ein 

„Eingriff“ in Rechte. Nach Ansicht der klassisch-wirtschaftlichen These führt 

der freie Wettbewerb im Markt zu steigendem Gemeinwohl, da es durch 

Anbieter-Nachfrager-Verhältnis zu einem Leistungsangebot veranlasst, das den 

Wünschen der Nachfrager entspricht. Wenn der Wettbewerb aber nicht 

vollständig von einer „unsichtbaren Hand“ bewirkt oder wenn es durch den 

Marktmechanismus zur günstigsten Güterversorgung nicht kommt, dann soll 

eine Regulierung hervorgerufen werden. Wo es sich um öffentliche Güter, 

natürliche Monopole und Netzwerkeffekte handelt, die als zentrale Ursachen 

von Marktversagen gelten, da existiert das Monopol ohne Wettbewerb. 

Marktversagen gelten als notwendige Bedingung, um Eingriffe des Staats zur 

optimalen Allokation der Ressourcen in Erwägung zu ziehen. Die 

Regulierung rechtfertigt sich als das Mittel der Bekämpfung gegen 

Marktversagen.

In den meisten Fällen kann der Staat in Situationen geraten, in denen 

staatliches Handeln systematisch zu Ineffizienz führt: Staatsversagen. Er wird 

unvermeidlich durch Interessengruppen beeinflusst und gefangen. Sein Ziel 

wird wegen der Komplexität des Marktes oder wegen des Interesses der 

Bürokratie verfehlt. Alle getroffenen Gegenmaßnahmen wie Deregul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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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er Liberalisierung haben nicht ausgereicht, um Markt zu stabilisieren. 

Inzwischen hat sich herumgesprochen, dass ein angemessene Regulierung mit 

Wettbewerbsförderung unumgänglich und rationell ist: Re-Regulierung.

Wenn man die Regelung des öffentlichen Rechts auf die Energiewirtschaft 

betracht, ist der Wechsel von Regulierung über Deregulierung zu 

Re-Regulierung festzustellen. Das deutsche Energiewirtschaftsgesetz(EnWG) 

von 1935 widerspiegelt sich die Periode von Regulierung, das in 1998 

geänderte EnWG die Periode von Deregulierung und das in 2005 zuletzt 

geänderte EnWG die Periode von Re-Regulierung.

Um einen wirksamen und unverfälschten Wettbewerb sicherzustellen, trat 

das Energiewirtschaftsgesetz erstmals 1935 in Kraft. Es enthält die staatliche 

Regelungen und Aufsichten der Energiewirtschaft. EnWG wurde durch das 

Energierech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beeinflusst, das den freien Raum 

der Energiewirtschaft forderte. Es verbesserte sich und bediente sich 

verschiedenen Mitteln. Es gab auch das Erkenntnis, dass der Wettbewerb als 

Beförderungsmittel im Hinblick auf die Effektivität in der Energiewirtschaft 

unerlässlich ist.

Die Elektrizitätsversorgung umfasst die Erzeugung, den Großhandel, den 

Transport (Übertragung und Verteilung) und die Endkundeversorgung in der 

Reihenfolge. Die Übertragung und die Verteilung gehören zur typischen 

Netzwirtschaft. Hier kann es wegen seiner Netzeffekte keinen Wettbewerb 

geben. In Deutschland herrschte die traditionelle wirtschaftliche Praxis, worin 

einige vertikal integrierte Energieversorgungsunternehmen Kraftwerken und 

Stormtransportsnetz besaßen und dadurch Gebietsmonopole sicherten. Im 

Zuge der Verbesserung wurde also eine Regelung gegen Gebietsmonopole 

notwendig, dem Dritten den Zugang zu Stormversorgungsnetzen zu 

gewähren.

Weil kein Wettbewerb allein durch das Marktmechanismus stattfindet, sind 

diejenigen Verhaltensweisen des Staats erforderlich, die das Wettbew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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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ch Regulierung machen und befördern können. Im EnWG wurden die 

Maßnahmen der Entflechtungsregulierung, der Zugangsregulierung und der 

Netzentgeltsregulierung vorgenommen. Im Gesetz zu Neuregelung des 

Energiewirtschaftsrechts aus dem Jahr 1998 wurde das „Modell des 

verhandelten Netzzugangs“ gewählt. Aber es hat sich inzwischen auch ein 

Nachteil im Markt durch schwache Konkurrenten gezeigt. Mit der Novelle 

des Energiewirtschaftsgesetzes von 2005 tritt das System des regulierten 

Netzzugangs an die Stelle des bisherigen Prinzips des verhandelten 

Netzzugangs. Es wird damit das öffentliche Regeln des Wettbewerbs 

verstärkt.

Die Energieversorgung, z.B. die Elektrizitätsversorgung muss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sicher und preiswert gestalten werden, denn sie ist 

eng mit der Existenz der Gesellschaftsmitglieder verbunden. Die 

Energieversorgung ist der Gegenstand der öffentlichen Daseinsvorsorge im 

deutschen öffentlichen Recht und ist also als eine wichtige Aufgabe des 

Staats anzuerkennen. Wenn die Interesse des Netzbetreibers nach der 

Liberalisierung des Netzmarktes bevorzugt wird, kann die Interesse der 

Endkunden durch Versorgungsbeschräkung und Preissteigerung beschädigt 

werden. Es ist also staatlicher Eingriff gefordert, um die Stromversorgung zu 

sichern und um die angemessene Preisbildung zu gestalten. Eine Fachbehörde 

für diese Aufgabe und den Verbraucherschutz ist zugleich unentbehrlich.

Es ist aber schwer, eine unabhängige Regulierungsausschuss in Deutschland 

zu errichten, weil jede deutsche Behörde mittelbar und unmittelbar von das 

demokratisch gewählte Parlament Legitimität erhalten muss. Die 

Bundesnetzagentur wurde als Alternative Anstalt errichtet. Sie untersteht zwar  

dienstlich und fachlich der Aufsicht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Energie(BMWi) aber ihr Beschluss wird selbstständig von den 

Beschlusskammern getroffen.

Was sich das deutsche EnWG beispielsweise zeigt, ist die Regulierung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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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zwirtschaft keine Frage der Wahl zwischen Regulierung und 

Deregulierung. Es geht um die Harmonisierung zwischen Wettbewerb und 

Regulierung. Die koreanische Elektrizitätswirtschaft besteht aus einem 

Unternehmen KEPCO als ein Monopolist und einigen privaten Betreiber von 

Kraftwerken. Um das Wettbewerbssystem zu etablieren wurde der Versuch 

gemacht, das KEPCO zu trennen. Es hat sich aber nicht verbessert, denn 

KEPCO besitzt noch die Übertragung- und Verteilungsnetz und sechs 

Betreiber von Kraftwerken als Tochtergesellschaften.

Der Strommangel im jeden Sommer, z.B. das Versagen der Elektrizität in 

2011, macht uns klar, dass die bisherige Regulierung der 

Elektrizitätswirtschaft in Korea auf ihre Grenze gestoßen ist. Das 

Rechtssystem soll zum Verbraucherschutz erneuert werden. Die 

Elektrizitätsversorgung muss durch die Einführung des neuen 

Regulierungsrechts sicher und preiswert gestalten werden, indem wirksamen 

Wettbewerbsfaktoren bei der Versorgung mit Elektrizität optimiert. Das ist 

die Rolle und Aufgabe des Regulierungsrechts der Netzwirtschaft.

Schlüsselwörter : Regulierungsrecht, Energiewirtschaftsrecht, Sektorspezifisches 

Regulierungsrecht, Elektrizitätswirtschaft, Entflechtung, 

Netzzugangsrecht, Netznutzungsentg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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