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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일 행정법상 국고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우리 대법원은 공기업에 대한 일련의 판결에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부인
하며 민사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법적 성격에 대하
여 ‘당연한 사인’으로 의심 없이 이해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
이 판례에서 공기업을 사인으로 이해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 근거를 조사하고
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공기업 외에도 그간 판례에서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을 私法관계라고 하여,
이때의 국가를 ‘사경제주체’ 또는 ‘私法상 재산권 주체’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 역시도 이러한 행정활동 등을 이른바 ‘국고관
계’ 내지 ‘국고행정’이라고 칭한다. 여기에는 私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지만,
판례와 학설에서 그러한 설명이 우리나라의 어느 실정법령을 근거로 한 것인
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활동영역 가운데서 그 중 일부를 私法이 적용되는 私法관계
라는

해석은

오토

마이어

이래로

독일

공법학계에서

통상

‘국고이

론’(Fiskus-theorie)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는 일정한 행정영역에서 국가 등 행정
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인 ‘국고’로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국고
는 ‘관습법상 私法人’으로 보고, 따라서 적용법리도 공법이 아닌 私法이며, 재
판관할 역시 행정재판소가 아닌 민사재판소 아래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행정
활동영역 중 일부에서는 국가가 私法상 법인이 된다고 보는 사고는, 영국법이
나 프랑스법에서 유사한 것을 찾기 힘든 독일 공법이론 및 도그마틱에서 특유
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국고이론은 공기업과 공물관리, 조달행
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역시 私法에 의한 작용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
은 국고이론으로 인하여, 독일 내부에서조차 公ㆍ私法구분과 소송실무 등에서
예민한 문제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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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실무계에서는 명칭은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않으나, 내용상으로는 독일의 국고이론을 비판없이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이 공법의 구속을 받아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私法상 계약
자유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 ‘私法으로의 도피’현상이라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
다. 이 문제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일부 공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국고이론에 대
한 비판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반대론은 특히 대법원이 내린 정부투자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 대한 판결과 입찰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결 등과
관련한 논문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일 행정법문헌에서도 국고이론을 자주 언급하였지만, 단편적인 연구를 제
외하고는 국고이론을 전면적으로 다룬 문헌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국고이론
을 수용하는 측과 마찬가지로, 국고이론을 배척하는 측에서도 부분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공물관리, 국가계약, 공
기업 등의 굵직한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국고이론에 대하여 해명을 하
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국고이론의 연원에 관하여 오토 마이어 등은 국고이론이 독일의 역사적 상
황에서 만들어진 ‘의제’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이미 설명해두었다. 즉, 이미 19
세기 중반 프로이센에서 페롯과 슈탈에 의하여 소송상의 기술이 체계적인 이
론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의미이다. 이들의 시대는 실질적 항고소송이 이루어지
던 관방재판부가 폐지되고 민사재판소에서 행정활동에 대한 우회적 항고소송마
저 금지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구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그 손
해배상도 ‘기성적인 권리’와 같은 사권 또는 ‘예외적인 권리’라고 불린 신분상
특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소송상의 우회적인 방법
으로 쓰인 이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국고’가 私人이라고
이해되고 있던 점을 바탕으로 비약적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통적으로
국고에 의해서 지불되던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외에 당시 실무상 증대되고 있
던 공물관리, 공기업, 행정계약 등등에 대하여도 독일의 법률가들은 ‘국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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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또 다른 인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私法상의 작용이라고 논리를 만들
어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논리가 국고를 ‘사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더욱
이 관습법상 사인으로 보았던 경찰국가시대의 관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제국 이래로 국고는 오랫동안 국가의 재산으로 파악되는 공법상
의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후기주석학파가 로마법을 해석하면서 이를 ‘사
법상 법인격’이라고 오해한 부분이 있었을 뿐, 중세와 근세 동안 독일에서도
‘국고’는 군주의 재산총체, 재산적 성격을 갖는 군주의 전체 특권, 재무담당관
청 등으로 사용되는 용어였다.
심지어 신성로마제국시대에는 제국재무담당관이 제국소송의 원고 및 소추인
이 되기도 하는 등 재무라는 영역을 넘어서 포괄적인 공법상의 역할을 수행하
였다. 프로이센 등에서도 19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국고’는 현대의 공법상 주
체인 ‘국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18세기 프로이
센에서 국고소송이라는 형식으로 ‘방어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행정
활동의 위법성을 탄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현대의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초기부터 신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재판관할의 혼란을 피하고
자 프로이센의 사법기구통합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국가개혁조치에
반발하는 기득권층을 억누르기 위한 방편으로 항고소송금지가 시행되었던 것이
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반동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항고소송금지를 우회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이러한 모습이 슈탈이
바라본 프로이센의 사법제도였다.
물론 1848년 미완에 그친 독일통일혁명시도 등의 여파로 행정재판소가 설치
되었고, 다시금 항고소송은 허용되었으나, 관방재판부 폐지 당시 민사재판소로
넘어간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은 그대로 잔존하였다. 이때 1889년 프로이센 관
할분쟁재판소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재판부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후대 학자들은 이를 공ㆍ사법 구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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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즉, 당시 행정재판소가 맡고 있던 것이 공법영역이고, 민사재판소가 맡고
있던 것이 私法영역이라고 파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는 독일의
실정법제에 영향을 미치어 민법전, 행정재판소법 등 다수의 법률에 국고이론에
터잡은 조문들이 포함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국고이론의 실정법화
는 다시 국고이론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
지만 국고이론은 여기서 더 나아가 단지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 등을 모두 사법영역에 속하
는 것이라고 더 확장하여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국가계약, 공물관리, 공기업 등 수많은 행정영역으로 확장된 국고
이론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지한 법학자들이 국고이론의 무분별한 확장을 저지
하고 보완하기 위한 이론을 만들어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입센의 2단계 이
론과 한스 율리우스 볼프의 행정사법이론이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도리어 행
정법도그마틱을 혼란케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대표적인 주장자는 요하
힘 부르마이스터였다.
이러한 국고이론에 대한 반대설의 연장에서 베르트란트 말멘디어 등은 이른
바 행정사법과 같이 행정활동가운데서 사법형식을 빌어서 하는 것은 그 자체
가 사법이 아닌 공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사법에서 유래한 제도로 이해하면
족하는 것이고, 그것을 굳이 사법이라고만 이해할 것은 아니란 것이다. 이와
같은 부정설에 따르면 국고이론은 그 자체로 부정되고, 이에 기반한 도그마틱
상의 논의 역시 불필요한 것으로 해결된다.
이미 국고이론 내에서도 다시금 국가가 사인과 같은 사적 자치를 누릴 수
있는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의 논의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를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긍정하는 견해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공법의 구속을 피하여 사법으로 도주하는 것이라고 하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쟁은 국가활동이 가
지는 공공성 내지 공익성과 공ㆍ사법이 각각가지는 성질에 대한 근원적인 의
문에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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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일은 이미 오랫동안 국고이론에 근거하는 실체법 및 소송법이 다
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 국고이론을 비판하는 견해는 본질적으로
입법론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배상사건
등이 단지 법원의 ‘관행’에 의하여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며, 조문 역
시 독일과는 달리 사법상 법인격으로서의 국고라는 개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고이론을 수용하여야 할 실정법상의 근
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국고이론을 학계와 실무에서 받아들이고 있어 이
를 다시 수정하는 이론들을 수용하여야 하게 되고, 도그마틱과 법실무교육에서
독일과 같은 혼선을 초래한다. 이는 또 다른 공ㆍ사법구분의 소송적 측면, 즉
소송방식에 대한 문제를 초래하며, 이는 소를 제기하려는 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결국 국내법상의 규정에 반하여 외국법이론을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전체 법체계, 그리고 행정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우리 법실무 및 학계에서 국고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태도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현대의 행정법 도그마틱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기업을 포함
한 공공주체의 행정활동에 관한 소송은 행정재판으로 함이 타당하다. 여태껏
이를 민사재판권에 맡기도록 하여온 국고이론은 이미 그 수명이 다하여 폐기
되어야 할 낡은 이론에 불과하다.

주요어: 국고, 국고이론, 국고행정, 국가배상법, 손실보상, 국가계약법, 국고금
관리법, 재정행정, 공물관리

학번: 2009-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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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공기업은 국가의 ‘하위 행정기관’인가, 그리고 동시에 ‘사인’인 국민일 수 있
을까? 만약 동시에 양쪽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한다면, 공기업의 기본적인 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파생됨에도 불구하
고, 우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부당이득’ 사건1)의 판결에서 취소소송을 제기
한 원고 인천항만공사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며 위와 같이 적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은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만, 다시 말
해 공공성을 상대적으로 무시한 채 私企業에 준하여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그
러한 맥락에서 법원의 판례도 최근의 일부 판결이전에는 오랫동안 공기업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 심지어 국가 자체에
대해서도, 이른바 ‘국고관계’라고 불리는 일정한 활동영역에서는, ‘私經濟의 주
체’ 내지 ‘私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판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학설 중 다수설적인 견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어떠한
근거에서 국가와 공기업을 ‘私人’으로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국내
학계에서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 법원 역시 이러한 관계에서는 민사소송
으로 다투어야 할 것을 고집하면서도, 판례에서 그에 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논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관하여 전통적인 독일법학에서는, 국가 등 행정주체는 각각 “국고”라는
이름아래 ‘私人’으로 활동한다고 보는, 이른바 ‘국고이론’을 인정하고 있다. 이
는 행정의 활동 중 일부를 ‘국고적’인 것이라 하여, 사법의 지배하에 있는 것
으로 이해하려는 것으로, 공기업이 私人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
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이러한 통설적인 지위를 차지한 종래의
국고이론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 역시 오랫동안 끊임없이
존재하여 왔다.2)
1)

인천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구합2454 판결 (미공간),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누 2466 판결 (미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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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독일 학계 내에서도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례 가운데 독일식 국고이론에 근거한 판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독일과 달리 우리 판례에서는 이를 ‘국고’라고 명시하지는 않지
만, 그럼에도 “私經濟의 주체”로서 “私法상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판례에 속하는 것으로 ‘예산회계법에 따른 계
약’3), ‘은닉된 국유재산 발견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결정’4), ‘국유재산의 매
매’5), ‘무상사용 허가받은 행정재산의 전대’6), ‘광업권매각 수의계약’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8) 잡종재산의 대부9)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대
2)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Jean Bodin, 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 1576 (Julius Hatschek, Die Rechtliche
Stellung des Fiskus im Bürgerlichen Gesetzbuche, Berlin 1899, S.28에서 재인용)에
서는 국고의 私法人性 에 관한 초창기 논의에 비판을 가한 바 있고; 독일에서는
Wolfgang Rüfner, Verwaltunge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Herbert Krüger, Allgemeine Staatslehre, Stuttgart 1964, S. 323-329; Joachim
Burmeister, Der Begriff des „Fiskus‟ in der heutigen Verwaltungsrechtsdogmatik,
DÖV 1975, S. 695-703;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Berlin 1986;
Bertrand Malmendier, Vom wohlerworbenen Recht zur verrechtlichten Freiheit, Berlin
2003;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朴正勳 ,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
와 방법론 , 박영사 2005, 173∼ 180면, 236~237면;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
사 2005, 335, 366면 및 780~782면; 김대인,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3-35면; 박재윤, 유럽법상 나타난 국방조달제도의 개혁, 한
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9집 2호, 2011. 2., 393-419(400, 413)면; 또한 차민식,
독일에서의 기능사화와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139-140면에서 ‘국고이론’을, 같은 논문 37-38면에서 ‘국고적 보조행위’를
언급하며, 243-244면에서 私法 적인 형식의 행정활동에 대해서 공법적인 통제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취지는 독일의 전통적인 국고이론에 비판적인 입

3)
4)
5)

6)
7)
8)

장으로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이해할 수 있다.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1982. 6. 22. 선고 81누 389 판결.
1962. 1. 25. 선고 42행상14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70. 3. 11. 선고 69나

981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82521 판결.
서울고등법원 4293. 3. 13. 선고 4291행150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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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983. 12. 27. 선고 81누366판결에서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
약은 私法상 계약”이라서 이 계약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조치는
“국가가 私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라 하였다. 그 외에도
급부행정관계에서의 불법행위시에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때
의 국가는 행정주체가 아닌 “私法상의 법률행위”를 하는 “순전히 私法상 재산
권 주체”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공기업에 대해서도 크게 다를 바 없다. 판례는 공기업
이 私人과의 조달계약을 비롯한 계약관계에 있거나, 심지어 그에 대하여 부정
당업자제재처분과 같은 일방적인 침익처분을 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행정청
이 아닌 역시 私人인 것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10) 이와 같은 오랜 판례의 입
장에서 더욱 나아가 공기업이 국가와의 관계에 있을 때에도, 공공임무수행이란
점을 도외시한 채, 이를 부분적으로 ‘私人’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공기업이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대법원이 설시하는 바와 같
이 그것이 단순히 ‘私法상 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욱
이 그러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이 단순히
‘私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특히 문제가
된다 하겠다.
그러나 이른바 사법형식으로 설립된 공기업에 대하여 그 기본적인 지위에
대해서 그간 기본적으로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제한적으로만 공법적인 성격을 가
진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행정주체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공
기업의 법적 활동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11) 그러나 그보다
2011카합1987 결정.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59646 판결 [부당이득반환].
10)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대법원 2010. 11. 26. 자 2010무137 결정, 다
만,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에서는 토지주택공사의 ‘행정청’
9)

11)

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 등 공공기관을 ‘私化 ’된 것으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견해에 반대하여 이를
국가임무의 사화로 이해하지 않고 여전히 이들이 가지는 공법적 지위와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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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과연 공기업의 ‘기본적인 지위가 私法上 法人’이라는 거의 의심없는 명제
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서 공기업체가 私人에 대한 관
계에 있을 때, 그리고 국가에 대한 법적 관계에서도 일반적인 활동작용에 대한
법적 평가가 기존과는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자면, 공기업이 공법
상 주체라면, 그 작용의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이 私化 내지 민영화되었다고 해석하는 일반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법작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와 고찰이 이론의 체계
성이 요청됨은 물론이고, 실정법의 엄정한 해석 하에 있어야 함은 자명하다.
현대 국가는 사회발전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특히 급부행정부분
에 대한 요청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공무원들의 활동에만 의존하
지 아니하고, 기업형식의 행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私人을 행정보
조자 및 공무수탁사인으로 동원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향에서 국가가
직접 임무 수행하는 것 이외의 시장참가자들이 가지는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국가는 자신의 책임을 분배하여 상대적으로 행정영역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12) 이 현상은 한편으로 다종다양해지고
복잡화된 국가행정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기존의 관료제 행정조직만으로는 확대
된 국가임무 완수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기에 보조적으로 내지는 추가적으로
사인을 동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 기존 공공조직이 여실히 보여
주는 각종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사적 원리가 추가로 내지는 보조적으로 적
용되어 국가임무수행에서의 효율성을 꾀하는 이른바 행정의 ‘사화 내지 민영
화’(Privatizierung)와도 결부되어 있다.13) 다만, 여기서 이와 같은 국가임무 수

12)

13)

강조하는 견해로, 차민식,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경인문화사
2011, 329-335면 참조.
이러한 현상의 지적에 대하여, 김종보, 행정법학의 개념과 그 외연, 행정법이론
실무학회, 행정법연구 21권, 2008, 6면 참조.
국가임무수행에 있어서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관하여서는 국내 학계에서는 종래
행정학계가 주로 논의를 주도하고 있었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법원리로서 이해
하는 행정법학이론이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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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위하여 국가가 공기업체를 설립하여 임무수행을 대행케 할 때, 그리고 私

人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각 관계를 公法관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私法관계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데, 각국의 입법 및 판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
으로 형성되어왔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에 대한 위
81누366판결에서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私法상 계약”이라고 판
시한 이래 일관하여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관계를 거의 대부분 ‘私法관계’로만
보아서, 행정소송으로는 이를 다투지 못하고,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국가와 공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인천지방
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인천항만공사’사건에서 이를 私法관계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판례들의 입장은, ‘국고’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일의 국고이론에서 나타나는 바와 매우 흡사하다.
기실 우리 민사법학에서도 국가가 私法上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활동할 때에
이것이 ‘국고’라고 한다는 독일 민사법학의 입장을 별다른 이론 없이 그대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4) 또한 다수의 우리 행정법학서에서도 독일의 국
고이론을 받아들여서 국가가 私法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설정하며 이를 ‘국
고관계’ 내지 ‘국고행정’(fiskalsche Verwaltung)이라 하고, 이때에는 私法이 적

자신의

목표달성에

있어서

‘극대화명령’(Maximierungsgebot)과

‘최적화명

령’(Optimierungsgebot)하에서 목표달성의 효율성(=효과성), 목표-수단의 효율성과
행정기관 기능수행의 효율성을 달성하여야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관하여, 박
정훈, 행정의 효율성과 법치행정, 목촌 김도창 박사 팔순기념논문집, 한국공법이
14)

론의 새로운 전개, 2005, 217~236면 참조.
예를 들어 곽윤직 외, 민법주해(I), 박영사 1979, 463-465면에서는 “국가는 사법적
주체로서 국고(Fiskus)로 불리면서 사법상 거래에 참여하기도 한다(예컨대 사무
실 임차, 비품구입)”고 하고, 그 외에도 “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법적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하며, 아울러 “국고는 행정법상 체제에서는 공
법상 인격으로 보지 않으나 책임법상 법인의 영역으로 간주된다”(밑줄은 작성
자)고 하여, 국고를 사법상 법인격으로 보는 독일법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국고가 작용하는 영역을 소위 국고적 보조행위라고 불리는 조달법 영역과
국가배상영역을 예시로 들었음에 주목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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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고 보고 있다.15)16) 그러나 이들 견해에서도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공법 또는 사법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
에 대해서는 그것이 私法상의 관계인지 아니면 일반 행정조직에 준하는 공법
상의 관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국고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소수의 주장도 있는데, 이는 근
본적으로 국고이론이 의제에 불과한 것이란 점에서 출발하였다.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하에서 성립한 이 이론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보편적이지 않고, 그
도그마틱 내에서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고이론을 우리 법에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17)
먼저 국고이론이 형성된 독일에서도, 국고라는 개념이 행정법도그마틱에 혼
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라는 요소 자체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비록 소수적인 견해이기는 하였으나, 꾸준히 제기되었다.18) 그러나 국내의 국
15)

국고이론을 긍정하는 학설로는, 김도창,

일반행정법론 (상) (제4전정판), 청운사

1992, 511면 (이에 관하여 이광윤, 행정계약론, 중범 김동희교수 정년기념논문집
행정작용법 , 2005, 788면에서 참조); 김동희, 행정법 1 제18판, 박영사 2012,
20∼ 22면; 김남진 ㆍ 김연태, 행정법 I 18판, 법문사 2014, 25면, 87-88면; 이상
규,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I),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127-132(129)면; 정하중, 행정법개론 , 제6판, 법문사 2012, 18면; 박균성,
행정법론(상) 11판 박영사, 14-15면, 86-87면; 홍준형, 행정법 , 법문사 2011,
56면 및 74면; 류지태 ㆍ 박종수,
16)

행정법신론 , 제13판, 박영사 2009, 22면; 한견

우 ㆍ 최진수, 현대행정법 , 세창출판사 2009, 116-118면 참조.
다만 국고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지는 않으나, 입장을 다소 달리하는 것으로 보
이는 견해도 역시 존재하며, 그 예로, 김철용,

행정법 , 박영사 2011, 8면 각주

7, 10-11면, 74면 등에서 종래의 국고행정 및 공 ㆍ 사법구분론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홍정선, 행정법특강 , 박영사, 2011, 358-360면에서는 국고이
론에 근접하는 설명을 하였으나, 같은 저자의

행정법원론 (상), 21판, 박영사

2013, 18-19면에서는 국고행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통
설의 입장에 반대하며, 이 영역이 공법에 구속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부분적인
17)

수정론을 취하였다.
이에 관하여,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영사 2005. 173-180면; 이원우,

18)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05, 335면, 366면 및

780-782면 참조.
이러한 학설을 취한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Joachim Burmeister, Der Begriff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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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론 비판론에서 독일에서 국고이론이 성립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만, 정확하게 국고이론이 독일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립되어 온 것인
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은 독일의 문헌에서도 대동소이
하여, 일부 문헌에서만 각각 단편적으로 국고이론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부분적
인 서술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립과정을 해명함으로써 독일법학의 특유한 이론인 국고이론
이 등장하게 된 연유를 해명해 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위 이론을 우리 법에
적용할지 여부에 관한 논쟁에서 판단근거 중 하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사적인 고찰이 중요한 이유는, 일찍이 오토 마이어가 적절히 지적하였듯
이, “국가는 자신의 고유성을 역사 속에서 발전시키고 효력을 갖게 만드는, 국
민을 포괄하는 조직화된 공동체”19)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떠한 제도 또는 이론
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하여 이해하기를 도외시한다면, 그것에 대한 이해는 피
상적인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주제와 같이 소수의 법학자 내
지는 단기의 학계의 일치된 학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 아닌 오랜 기간 동안
법령과 판례에 의해서 축적되어 성립된 이론체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
이다.

„Fiskus‟ in der heutigen Verwaltungsrechtsdogmatik, DÖV 1975, S. 695-703; Karl
Albrecht
19)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Berlin 1986.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I, 3. Aufl., Berlin 1924,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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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를 통하여 독일의 국고이론에 의하여 국가를 부분적으로, 그리고 공
기업을 거의 전적으로 私人으로 파악하게 된 배경을 조사하고자 한다. 국내 문
헌에서는 언급이 많지 않으나, 독일 문헌에서는 이와 같은 이해를 국고이론에
서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먼저 국고이론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여 특히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독일에서 국고이론이 성립되는 과정에서의 이론의 변
화에 대하여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국고이론’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현대 독일행정법의 도그마틱
체계, 그 중에서도 공ㆍ사법구분에 있어 기본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후기적인
국고이론인 ‘Fiskustheorie’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것에 앞서서 19세기 중반 무
렵 나타난 ‘Fiskuslehre’ 내지 ‘Lehre von Fiskus’이라고 불리어 온 부분까지 포
함하는 다소 넓은 개념이다. 이와 같이 초기 국고이론까지 포괄하고자 하는 이
유는 현대 독일 행정법학에서 말하는 국고이론은 주로 후자에 대한 것이지만,
그 이론사적인 근원을 배제하고 연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현대의 국고이론이란 초기 국고이론을 거의 직접적으로 계승하고 그 이
론의 개념에서부터 점차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나간 것이다. 따라서 현대 이론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 국고이론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후기 국고이론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양자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학설상의 ‘이론’이라는 좁은 범위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법령, 판례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이론’으로서의 국고이론을 연구하
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의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으나, 국고이론이 법학자들
의 이론전개를 실무가 수용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의 성립부분
에서는 입법이 먼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부분이 많고, 따라서 법령과 판례를
제외한 국고이론의 연구는 반쪽 연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입법
과 판례에 대한 연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프로이센이 19세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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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통일하여 독일제국(이른바 ‘독일 제2제국’)을 건설하였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통일을 주도한 프로이센의 법령이 ‘독일제국’법의 근간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주지하다시피 독일 전역의 법제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지
만 그 중요성이 역사적인 배경 내지 법제의 연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바, 프
로이센의 법령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부분은 현재에도 유효한 법원으로 작용하
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3년 7월 12일자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 주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이센 법과의 통합을 위한 법률｣(12. 7.
2013.

Gesetz

zur

Vereinigung

des

im

Nordrhein-Westfalen

geltenden

preußischen Rechts) 등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여전히 옛 프로이
센 법령 중 일부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보면, 현재 독일연
방공화국 및 그 구성주들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프로이센 법령 및 독일제국
법령들은 여전히 실정법령이거나, 최소한 그 자체로도 ‘보충적인 효력’은 가지
고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독일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법령가운데, 예를
들어 민법전, 민사소송법시행법률 등은 여전히 독일의 현행 실정법령이다. 이
러한

점에서

볼

때,

프로이센의

소송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초기적인

Fiskuslehre가 형성되는 과정을 선행하여 조사하는 것이 단순히 도그마틱사적인
호기심충족을 위한 것만은 아님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도리어 이는 향후 독일
법에서 Fiskustheorie로 확장되는 경과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 이론의 근본부분
을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에 대한 탐구라고 할 것이다.
먼저 이 논문의 제1장에서는 오토 마이어를 비롯한 국고이론가들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토 마이어는 자신보다 앞서 국고이론을 설명한 페롯과 슈
탈 같은 이들의 견해에 대하여 이를 ‘국고이론’(Lehre von Fiskus; 이하 ‘초기
국고이론’)라고 지칭하며 설명한 바 있다. 페롯과 슈탈은 항고소송이 제한된
프로이센에서 행정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신민이 금전상 손해전보소송으로 우회
하는 실무경향을 바탕으로 이러한 이론을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오토 마이어를 비롯한 국고이론가들은 19세기 국고가 민사소송의 피
고가 될 수 있었던 근거로서 당시에 이르기까지 독일법에서 국고를 ‘私法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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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국고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토 마이어가 말한 바와 같이 “관습법상의 사인”이 될 수 있
었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하여 ‘국고’라는 용어의 연원을
살펴보자면, 법학자들은 일치하여 현대 유럽의 여러 언어들에서 ‘국고’라는 단
어의 기원이 되는 것을 로마법에서의 황제국고라고 보고 있다. 다만 로마법상
의 국고를 私(法)人으로 이해한 것이 고대 로마 공화국 및 제국 시절부터의 전
통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계수된 이후 독일에서의 로마법인지 여부가 불
분명하다. 따라서 국고가 시대별로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진 것이었는지를 먼
저 살펴보려 한다. 특히 중세이후 유럽에서 로마법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통하여 신성로마제국에서의 소송제도에서 나타나는 국고에서부터 근대 독일법
에 이르는 동안 국고가 사법인으로 인식되는 경과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제2장에서는 프로이센의 사법제도에서 국고가 민사소송의 피고
가 되는 과정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세기 이후 프로이센의
법령과 판례에서 국고가 피고가 되는 소송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한 어떻게
제한되었는지 그리고 당시의 행정활동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능성 여부와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19
세기 말의 행정재판소 설립 이전까지의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과 민사소송이
각기 어떤 재판권 아래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통
하여 밝혀질 것이다.
나아가 제3장에서는 사인의 권리구제, 즉 소송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국고이
론이 국가가 私法상의 법인격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렛대로 하여, 19세
기 말부터 그 적용범위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국고이론으로 변화하였으며 결
국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을 밝히기 위하여, 국고이론이 확장되는 경로를 탐구하고, 그것이
독일의 각 재판소들의 판례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할 예정이
다. 아울러 국고이론이 현대 독일 실정법령에 끼친 영향과 이러한 국고이론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서술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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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볼프의 ‘행정사법이론’이나, 입센의 ‘2단계이론’과 같이 이를 해결
하고자 하는 시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긍정하는 견
해와 반박하는 입장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와 같은 본 연구를 위해서 19세기말 독일민법전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고
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관점 또는 그 이전에 국가가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
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라는 주제 하에 독일에서 발
간된 다수의 공법과 사법학에 관한 문헌들, 법령자료집 등이 기본적인 연구자
료로서 사용될 것이다. 아울러 20세기에 쓰여진 문헌들, 예를 들어 요하힘 부
르마이스터의 국고이론에 대한 통렬한 비판인 현대 행정법도그마틱에서의 ‘국
고’ 개념
인

20)과

같은 논문들이나 칼 알브레히트 샤흐트슈나이더의 교수자격논문

국영기업과 사법; 국고이론의 비판,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를 예시로 하여

21)와

같은 단행본 역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칼 고트리브 스

바레즈가 19세기초 프로이센의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왕세자에게 헌정한 시무
책에 대하여 연구한 게르트 클라인하이어의

법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

22)은

18세기 말 프로이센의 재판제도변화에 대한 중요한 연구이다. 또한 볼프강 뤼
프너의 1749년에서 1842년까지의 프로이센에서의 행정소송

23)은

프로이센 왕

국을 중심으로 독일에서의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친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사
인의 권리구제수단들에 대한 연구자료이다. 이에 따라 국고소송의 변화과정과
그에 따른 국고이론의 성립과정을 규명함에 있어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덧붙여 베르트란트 말멘디어의

기성적 권리에서부터 법화된 자유

24)는

현대

20)

Joachim Burmeister, Der Begriff des “Fiskus” in heutigen Verwaltungsdogmatik,

21)

DÖV 1975, S. 695-703.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22)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Berlin 1986.
Gerd Kleinheyer, Staat und Bürger im Recht, Die Vorträge des Carl Gottlieb Svarez

23)

vor dem preussischen Kronprinzen (1791-92), Bonn 1959.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24)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1962.
Bertrand Malmendier, Vom wohlerworbenen Recht zur verrechtlichten Freiheit, Berl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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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고이론을 공기업법제에서 실제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국고이론의 허
구성을 지적해낸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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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고이론의 기원

오토 마이어는 자신의 이론서인 독일행정법 에서 국고이론에 관하여 서술한
바 있다. 그 이후의 수많은 독일 행정법학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였고, 이
에 기반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고 일반적으로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오토 마이어가 행정법학에 최초로 국고이론을 도입하였다고 보는데, 오토 마이
어의 이론을 후대의 법학자들은 ‘국고이론’(Fiskustheorie)이라고 칭하였다(제1
절).25)
오토 마이어 이전에 페롯이나 슈탈 등이 초기적 국고이론에 관한 자신들의
글들을 남긴 바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초기 국고이론인 ‘Fiskuslehre’는 국가가
사법상의 법인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당시의 소송제도와 관련하여 국고가 ‘의제’로서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항고소송의 전면제한과 함께 예외적으로 국가배상만이 가능하였던 법제
도 현실에 관하여만 서술하였던 것이다(제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 마이어와 그의 동시대인인 프리츠 플라이너, 그 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슈탈과 페롯 사이에는 공통적인 관념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私法상 주체로서의 국고’였다. 이들이 설명하고 있는 당대의 소송제도에
서 국고는 私法상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등장하였던 것이고, 국가를 대신하여
금전배상의 책임을 지는 주체였던 것이다. 오토 마이어는 이러한 국고의 이른바
‘私法人性’에 대하여, 국고가 “관습법상의 私(法)人”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에 더하여, 이러한 ‘국고’(Fiskus; fiscus)라는 용어는 로마법에서 유래하였다고
하였고, 일반적으로도 이를 인정한다. 따라서 국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관습
법상의 사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 또는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연원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제3절).
25)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 Bonn 1962, S. 1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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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고이론의 원형: 오토 마이어의 국고이론
오토 마이어 이전에도 이른바 ‘私法상 법인격으로서의 국고’를 근거로 한 소
송이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토 마이어의 국고이론이 행
정법학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중요성은 그것이 이전의 국고이론 즉, Fiskuslehre
를 이후의 국고이론인 Fiskustheorie로 바뀌는 전환점에서 쓰여진 것이란 점이
다. 이는 국고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국고작용’이 오토 마이어와 그의
시대를 기점으로 하여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절에서는 오토 마이어를 중심으로 한 국고이론을 먼저 살
펴보기로 하는데, 먼저 경찰국가에서 국고이론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오토
마이어의 견해를 논하겠다(Ⅰ.). 이어서 법치국가 시대에서는 이것이 극복되어
지는 과정에 대한 서술을 찾아보겠다(Ⅱ.). 그리고 끝으로 오토 마이어의 이론
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그의 이론을 계승
한 프리츠 플라이너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Ⅲ.).

Ⅰ. 경찰국가시대의 국고이론
오토 마이어는 국고이론을 설명함에 있어 경찰국가 시대의 항고소송제한과
현대 법치국가를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그는 일반의 오해와는 달리 국고
이론을 주창하는 것도 옹호하는 입장도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그는 이전부터
당시까지 내려온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도구로서, 다시 말해, 이론과
현실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국고이론’을 고안해낸 것이었다.26)

26)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 Bonn 1962. S. 1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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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대 배경: 경찰국가
오토 마이어가 설명한 국고이론은 그 이전의 법학자들이 주장한 옛 국고이
론(Fiskuslehre 내지 Lehre von Fiskus)27)과 결부되어 있다. 옛 이론은 신민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던 당시 소송법규정을 민
사소송상 손해배상청구로 우회 또는 보완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었다. 오토 마이어는 이러한 이론의 등장배경으로 먼저 권위주의적인 영방군주
(Landesherr)들이 다스리던 ‘경찰국가’(Polizeistaat)를 들고 있다.28)
그가 말한 경찰국가란, “인간의 사회적인 삶을 이성적으로 고찰하고, 특히
국가 및 기타 공동체가 인간 전체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해서”29), 그리고 “공동
체 내에서의 좋은 질서”30)를 위하여 당시의 법학자들이 창안한 ‘경찰’(Polizei)
라는 관념 하에서, 영방군주가 자신의 공권력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
던 국가체제였다.31)32) 이러한 경찰국가에서 군주는 위에서 말한 국가목적의 달
27)

행정에 대하여 손실보상 및 국가배상을 일반재판소에서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19세기 중반기까지의 초기 ‘국
고이론’(Fiskuslehre)이었다. 이와 달리 이후의 ‘국고이론’(Fiskustheorie)는 私法 상
의 법인격을 갖는 국고를 통하여 국가가 私法 상의 활동, 특히 경영상의 활동 내
지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하여 이 논문의
제3장에서 더 상세히 후술한다. 이에 관하여, Norbert Achterberg, Strukuren der
Geschichte des Verwaltungsrecht und der Verwaltungswissenschaft, DÖV 32Jahrgang

28)

29)

30)

31)
32)

Heft. 20, Stuttgart 1979, S. 738 참조.
이에 관하여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I, 3. Aufl., Berlin
1924, S. 38-54 참조.
Christianv, Wolff, Jus naturae, 4. Aufl., 1736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3. Aufl., Berlin 1924, S. 38에서 재인용).
이에 관하여, Norbert Achterberg, Strukuren der Geschichte des Verwaltungsrecht
und der Verwaltungswissenschaft, DÖV 32Jahrgang Heft. 20, Stuttgart 1979, S. 738
참조.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3. Aufl., Berlin 1924, S. 38 참조.
독일의 경찰행정법학자 폴크마르 괴츠에 따르면 16세기의 “gute Polizey”라는 표
현으로 나타나는 경찰국가사상은 公法 과 私法 의 구분 없이 전체 공동체의 법질
서를 통하여 질서안정을 유지하는 것인 반면, 18세기의 절대주의 군주국가에서
는 “공동체의 선량한 질서”가 아니라, “절대 통치자의 고권이라는 경찰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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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권능한 존재로서 자리매김되
었다. 이러한 군주가 전권능하다는 생각의 이면에는 또한 군주는 오류를 저지
를 수 없다는 절대주의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관념이 동시에 자리잡고 있었
다.33)
이 경찰국가 사상에 따르면 군주의 활동에 대하여 그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
관이 그 위법성을 심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되게 된다. 군주는 위법
한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며, 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 역시 그러한 ‘무오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는 자신의 고권적인 활동에 대하여 누구의 재
판권 하에서 이를 제지받을 이유가 없었고, 특히 자신의 신민에 대한 행정처분
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였다. 다만, 그 이전 신성로마제국 하에 있었던 영
방군주들은 자신이 봉신으로서의 위치에 놓이는 제국과의 관계에서 제국재판소
의 재판권 하에 복종할 필요는 있었으나, 이미 대영주들의 경우엔 1700년경부
터 제국재판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34)

2. 제국재판소의 폐지
오토 마이어는 위와 같은 독일 영방군주들의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인 권력행
사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신성로마제국의 붕괴35)와 함께 제국재판소들36) 역시
의미하였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

Volkmar

Götz,

Allgemeines

Polizei-

und

33)

Ordnungsrecht , 15. Aufl., München 2013, S. 6-7 참조.
이에 관하여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I, 3. Aufl., Berlin

34)

1924, S. 38-41;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 Bonn 1962. S. 170-171 참조.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I, 3. Aufl., Berlin 1924, S. 36-37;

35)

36)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 Bonn
1962. S. 170-171 참조.
Graf Hue de Grais, Grundriß in Verfassung und Verwaltung in Preußen und dem
deutschen Reich , 4. Aufl., Berlin 1895, S. 2 참조.
당시의
신성로마제국
제국재판소(Reichsgericht)에는
제국관방재판소
(Reichskammergericht)와 제국궁정사법회의(Reichshofrat)가 있었다.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 B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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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었던 것을 제시하였다.37) 즉, 이와 같은 제국 재판기구가 붕괴됨으로써
영방군주의 독재를 제지할 수 있는 존재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중세
이래 신성로마제국의 제국재판소들은 제국의 제후들이 자신의 신민 또는 거류
외국인에 대하여 위법한 활동을 하였을 때, 이에 관하여 그 위법성을 심사하고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제후 자신이 제국법을 위반하는 형사범
죄를 저지르거나, 제국 제후들 간의 평화협정위반행위 등에 관하여 제국재판을
통하여 처벌받을 수 있었다. 이외에 제후가 자신의 영내에서 행정활동에서 위
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역시 제국재판소에 의해서 제지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전쟁 과정에서 신성로마제국의 제위를 사실상 거의 세습하고
있던 합스부르크 가문이 다스리던 오스트리아가 프랑스군의 침공에 의하여 패
전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1806년 신성로마제국은 최종적으로 붕괴하였고, 이
후 프랑스제국의 위성국가들로 이루어진 소국들의 연합체인 라인연방이 일시적
으로 창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빈(Wien)회의 이후의 19세기 동안 독일지역은
독일연방이라는 느슨한 고리로 묶여 있긴 하였지만 여러 영방군주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할거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에 앞서 신성로마제국 시대에는 제국재
판소가 황제의 권위를 빌려서 제후들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었으나,38) 이러한
판단할 권위와 강제할 실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영방군주들은 자신의 영토 안
에서 최고의 존재였고, 누구의 간섭을 받지도 않게 되었던 것이다.

1962, S. 23; Otto Mayer,
37)

38)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Ⅰ , 3. Aufl., Berlin

1924, S. 28 참조.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Ⅰ , 3. Aufl., Berlin 1924, S. 38 참
조.
다만 일부 신분의 경우, 1356년 신성로마제국의 기본법이 되는 금인칙서(Goldene
Bulle)에 의하여 불소추 및 불소환특권(privilegium de non evocando et appellando)
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이들은 제국관방재판소(Reichskammergericht)나 제국궁정
사법회의(Reichshofrat)에 의하여 직접 소추되지도 소환되지도 않았다. 이에 관하
여, Norbert Achterberg, Strukuren der Geschichte des Verwaltungsrecht und der
Verwaltungswissenschaft, DÖV 32Jahrgang Heft.20, Stuttgart 1979, S. 738 참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재판소들은 별도의 소송형태를 만들어내어 이 특권제한을
우회하였다. 이에 관하여 이 논문의 제1장 제3절에서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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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대군주와 쟁송제한
위에서 보듯이 제국의 붕괴에 따라 각자의 영토 내에서 독립적인 절대군주
들이 된 영방군주들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는 더 이상 실
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권력은 법적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었다.39)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절대군주가 공적인 조치를 행하였고, 이에 따라서 신민에
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신민이 이 조치를 다툴 수 있는 방법, 특히 항고소
송이 제한되었다고 보는 것이, 오토 마이어가 경찰국가 시대에서 국고이론이
성립하게 되는 배경으로 본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는 이러한 항고소송의 제한이 이루어진 배경으로, 군주는 그 자신이 직접
최고위 재판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군주 자신
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여 ‘직권재판’(Machtspruch)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위법성 판단을 무력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본래 직권
재판이란 군주가 자의적으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재판관료를 배제하고 군주가 직접 최고위 재판관으로서의 자신의 권한을
발동하여 사건을 판단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특히 프로이센의 계몽군
주인 프리드리히 대왕에 의해서 채용된 제도였다. 이 당시에는 계몽군주가 보
수적인 사법관료들을 배제하고 특별한 중요사안에서는 직접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이것이 군
주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재판에 개입하여 판단권한을 행사하
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에 이른 것이다.40)
또한 이전에는 ‘기성적인 권리’(jus quaesita; wohlerworbenes Recht)41)라고
39)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I, 3.Aufl., Berlin 1924, S. 38-54

40)

(39) 참조.
이에 관하여, Gerd Kleinheyer,

41)

조.
이 ‘기성적인 권리’는 당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오는 각각의 권리들의 총합으로

Staat und Bürger im Recht , Bonn 1959, S. 78 참

서, 성문법에 의하거나 불문법에 의하여 굳어진 것들이었다. 이에 대한 침해는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I, 3. Aufl., Berlin 1924, S. 31-33; Wolfgang Rüf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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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통적으로 법적인 보장이 확립된 일정한 권리 영역에 대해서는 행정에
의한 침해 역시도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절대군주 시대에는 이러한 제한이
사실상 없어지고, 행정활동에 의한 사인의 권익침해는 구제방법이 더 이상 존
재하지 않았다.42) 이러한 맥락에서 후기절대주의 경찰국가에서는 신민에게 공
법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43)
이에 반하여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는 군주가 직접 이러한 형식의 자의적
인 판결을 ‘직권재판’의 형식으로 내릴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 일반재판소의
독립은 일정 정도 보장되어 있었다고 한다.44) 이는 결국 행정관련 사건과 달리
민ㆍ형사재판에 대해서는 군주는 간섭하지 아니하였고, 그 재판부의 판단은 독
립적인 것으로 존중받았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신민들은 행정심판의 형식보
다는 일반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원하였다는 것이다.

4. 재판당사자로서의 국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성로마제국시대에 이미 일정 정도의 독립성을 향유
하는 일반재판소에서 행정조치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민은 란트재판소(일반재
판소)에 제소를 하여야 하였다. 이때 영방군주국별로 존재하는 란트재판소에서
신민은 그 피고는 사인으로서의 군주, 군주의 관방 또는 군주의 국고를 피고로
삼아야만 하였다.45) 이는 옛 신성로마제국의 제국재판소에서는 공법상의 주체
로서의 군주를 피고로 삼을 수 있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이와 같이 재산법상의 개념인 국고를 피고로 삼는 방식을 통해 신민은 자신

42)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 Bonn 1962. S. 28-29 참조.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43)

1842 , Bonn 1962. S. 170-171 참조.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Ⅱ , 3.Aufl., Berlin 1924, S. 327 참

44)

조.
Otto Mayer,

45)

조.
Otto Mayer,
참조.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Ⅰ , 3.Aufl., Berlin 1924, S. 41 참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Ⅰ , 3.Aufl., Berlin 1924, S.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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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를 재판상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재판소가 이에 해당하는
일정한 국가활동에 대하여 이를 민사법 하에서의 활동으로 포섭할 필요가 생
기게 되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국가의 ‘민사적 활동’을 통해서 원고 신민
의 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민사재판권
하에서 신민에게 ‘사권’이 보장되었다. 반면, 일반재판소가 관장하는 민사법 영
역 밖에서는 신민에게 일체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이르
렀다고 한다.46) 오토 마이어는 위와 같은 일반재판소의 권리구제에 따라서 독
일 경찰국가에서 私法이 국가활동 전체 영역에 걸쳐서 개입하게 되었고, 신민
의 권리구제절차 역시 민사소송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47)
이때 민사소송상 당사자가 되는 ‘국고’는 고권적인 주체인 ‘국가’와 병행하여
존재하는 재산법상의 주체로서 이해되었다. 이에 반하여 공적인 ‘국가이
념’(Staatsidee)은 사적인 재산인 국고와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한다.48)
즉, 이러한 분리된 이해에 따라 여러 법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국고는, 국
가를 대신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주는 “매맞는 아이”(Prügeljunge;
Prügelknabe)로서, 국가의 이면에 존재하는 야누스의 또 다른 얼굴과 같이 존재
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국가와 국고가 면을 달리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동일한 것도 아니
었다. 당시 국고는 ‘관습법상의 사인’으로서 국가의 명령을 받는 ‘신민’으로 이
해되었기 때문이다.49) 이와 같이 국고를 사인인 신민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경찰국가 시대에는 국고를 국가 내지 군주와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던
사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46)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Ⅰ , 3.Aufl., Berlin 1924, S. 48-49

47)

참조.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Ⅰ , 3.Aufl., Berlin 1924, S. 52 참

48)

조.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Ⅰ , 3.Aufl., Berlin 1924, S. 50, 52

49)

참조.
Otto Mayer,
조.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Ⅰ , 3.Aufl., Berlin 1924, S. 51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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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위형식으로서의 私法
또한 오토 마이어에 의하면, 신민만이 자신의 권리구제라는 목적 하에 국고
를 인용한 것은 아니었다. 경찰국가 역시, 국가활동의 편의성을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私法상의 법인격을 끌어들였다고 하였다. 바로 당시에는 행정이 공권력
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군주 내지 영주’ 및 그의 대리인인 ‘관료’ 또
는 ‘관료들의 회의체’(Kollegium)를 그 행정작용의 주체로서 보았던 반면, 재정
행정과 같은 금전이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민사법상의 법인이라는 관념을 통하
여 행정사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았다는 것이다.50)
이는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고권적인 행정주체가 아니라, 이와 병존하는

私法상 법인이 이를 대행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국고’
였고, 행정의 모든 개별적인 기관들이 ‘각각 자신의 국고’를 가지고 있다고 이
해하였다. 이러한 국고는 옛 국고이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소송상의 당사자
로서 뿐만 아니라 작용법 영역에서도 권리ㆍ의무의 주체로 ‘의제’되었던 것으
로, 이를 통하여 심지어 각 행정기관 간의 분쟁역시도 각각의 국고를 통하여
재판정에서 해결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51)
위와 같은 바탕 하에서, 오토 마이어는 이와 같은 경찰국가시대의 국고가 자
신의 시대에는 좀 더 확장되었다고 보고 있었다. 즉, 관습법상의 사법인으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금전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나, 국가와 병존하는 수
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하였던 것이다.52) 국고는 완전한 ‘사인’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국고라는 관념에서 독일 민법전 등에서 국고
가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철도, 우편과 같은 대표적인 공기업
50)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I, 3. Aufl., Berlin 1924, S. 327 참

51)

조.
이에 관하여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Ⅱ , 3. Aufl., Berlin

1924, S. 327 참조. 다만 이러한 ‘국고’는 신성로마제국의 제국국고담당관과 같이
재무담당관의 재판상 역할로 이해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제3장에
52)

서 후술함.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I, 3. Aufl., Berlin 1924, S.
119-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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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의 활동 역시 사법상의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확장된
국고개념에 대해서는 본고의 제3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Ⅱ. 법치국가 시대의 국고이론 극복
오토 마이어는 이러한 경찰국가 시대의 국고이론은 19세기 후반 법치국가에
서는 부분적으로 극복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먼저 항고소송의 전면금지는,
비록 열기주의라는 제한이 있었긴 하지만, 행정재판소의 설립으로 최소한 부분
적으로는 해제되었다. 또한 학계의 이론에서도 여러 연구에 의하여 국가와 국
고를 완전한 분리체로 보던 것이 오류임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1. 국고와 국가의 법인격 동질성
종래 국고를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독일
법학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19세기 말에는 양
자가 분리되지 않는 동일한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18세기 중반이래
학계의 연구에 의한 것으로, 국고는 국가의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단면임을 인
식하게 된 것이다. 즉, 국가를 국고라는 또 다른 ‘양면’(Doppelgesucht)을 가진
존재로 이해한 것이다. 오토 마이어 역시 이러한 점에서 양자를 독립된 법인격
으로 이해하던 과거의 견해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
시 말하자면, 경찰국가시대와 달리, 국고는 더 이상 국가의 ‘신민’으로 존재하
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고는 국가가 가지는 야누스의 얼굴 중 하나
이기 때문이다.53)

53)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I, 3. Aufl., Berlin 1924, S.
120-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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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오토 마이어 시대에는 이미 독일민법전의 제정(1899년)에 따라서 국고를 私

法상 법인격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국가배상은 사법상 법인격인
국고가 과오를 저지른 관료를 대위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다(BGB §§ 31, 89,
839)54). 오토 마이어는 이들 조문과 함께 민법전 제278조 및 823조 이하에 따
라 그 법적 성격에서 공법적인 성격을 긍정한 반면, 당시 학계의 다수설은 이
를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이해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수용에 따른 신민의 손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고가 그 지
불을 담당하였다. 이는 18세기말에 제정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상에서도, 국고
가 신민에게 그에 대한 피해에 따른 금전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었
던 내용이다. 다만 당시에는 아직 완전히 단일한 법개념으로까지 이해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독일 제국 성립을 전후하여 독일 각국에 철도가 부설됨에 따
라서 그 부지획득의 문제로 수용과 손실보상이 더욱 크게 부각되었고, 비로소
독립된 법개념으로 파악되었다.55) 이때 과연 독립된 법개념으로서의 수용에 따
른 법관계가 어느 쪽인지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국고가 담당하는

私法관계로 보았던 것이다. 이는 당시 독일법학에서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국고
를 私法상 법인이라고 이해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겠다.
54)

제31조는 사단의 이사회, 이사회 구성원 또는 대리인이 직무집행과정에서 손해
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에 대하여 사단이 책임을 지는 규정이고, 제89조는 제31
조를 ‘국고’와 공법상 사단, 재단 및 영조물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839조는
공무원이 고의 내지 과실로 제3자에 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따라 제
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였을 때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규정이다. 제839조 1항에
서 “다른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무원에게 직접 배상청
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고가 원칙적으로 배상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한 독일민법전의 해석은,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2005, 9

55)

면, 35면 및 539면 참조.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Ⅱ , 3. Aufl., Berlin 1924, S.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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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
또한 이러한 철도를 비롯한 공기업들의 법적 지위가 문제되고 있었는데, 오
토 마이어는 이들이 私法상 법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에는 동의하였다. 이때
의 공기업은 사인이 운영하는 사영철도 등도 포함하는 특허기업으로서 이해되
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국가가 공기업에게 각 해당 영역에서 전적
으로 독점적인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그러한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법상의
행위라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오토 마이어 시대에 나타난 공기업의 법적 문제
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제3장에서 더욱 상세하기 다루기로 한다.

Ⅲ. 국고이론의 계승
오토 마이어 이후, 독일 행정법학자들 중 다수가 국고이론을 수용하는 입장
을 취하였다. 특히 20세기 초의 독일 공법학자 프리츠 플라이너는 자신의 책
독일행정법의 제도

56)에서

국고이론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오토 마이어의 설명

과 대체로 유사한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그 중에서 국고이론의 형성과정과 공
기업 문제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기술을 하여, 더 국고이론이 정교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 플라이너의 국고이론
오토 마이어가 자신 이전의 국고이론을 ‘Fiskuslehre’라고 쓴 반면, 플라이너
는 오토 마이어 이래의 국고이론을 명시적으로 ‘Fiskustheorie’라고 칭하였다.57)
아울러 그는 오토 마이어의 이론을 여러 영역으로 더욱 확대하여 논하였다. 이
56)

Fritz Fleiner,

57)

1928.
이에 관하여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 8.Aufl.,
Tübingen 1928, S. 32-34 (33) 참조.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 8.Aufl., Tüb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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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플라이너의 기술 이후로,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에서 현재에 이르는 독일
법학계에서도 오토 마이어 이래의 국고이론은 여전히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2. 이론의 내용
(1) 세습영주국가
이들과 같이 국고이론에 찬동하는 오토 마이어 이후의 현대 독일 행정법학
자들 중에서 프리츠 플라이너는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론이 오토 마
이어와 동일하진 않아서 국고이론이 형성된 배경으로 오토 마이어가 주장한
경찰국가시대보다 좀 더 앞선 “세습영주국가”(Patrimonialstaat)라고 칭하는 제
국제후들의 고권통치시기를 들고 있다.58) 즉, 플라이너는 국고이론을 형성하는
상황의 시발점을 제국해산후가 아니라, 제국재판이 이루어지던 신성로마제국시
기로 앞당겨 보았다는 것이다.

(2) 제국재판소의 제국재판
이 시기에는 1594년 설치된 제국관방재판소(Reicheskammergericht)와 1501년
에 설립된 제국궁정사법회의(Reichshofrat)라는 두 제국재판소에서 이들 제후들
의 권리 및 권한행사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재판권을 보유하고 있
었다. 따라서 신민은 자신의 영주가 영지 내에서 고권을 행사함으로써 공동체
의 더 높은 이익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제국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때 신민은 일종의 당사자적격으로서 전통적으로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 특히 재산권 내지 신분상 일정한 특권들이 중심이 되는 자신의 ‘기성적
인 권리’를 영주의 행정활동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었다.59)

私權의 침해를 주장하여야 했던 것은 중세 이래의 게르만법에서는 당대까지
58)

이에 관하여 Fritz Fleiner,

59)

Tübingen 1928, S. 28-30 (29) 참조.
이에 관하여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 8.Aufl.,
Tübingen 1928, S. 29-30 참조.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 8.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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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의 구분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
종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심사를 위해 ‘기성적인 권리’를 침해받은 자라는 기준
을 내세운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신민의 소제기에 의해서 제후가 공

ㆍ사법상의 ‘군주특권들’(iura regalia)을 행사한 경우에도 제국재판소에 의해서
이 행사가 제약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제후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할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으로, 플라이너는 이러
한 점에서 제국재판소들, 그 중 특히 제국관방재판소를 현대 행정재판소의 역
할을 수행하는 선구자로 설명하였다.60)

(3) 제국제후들의 제국재판 회피
그러나 이 시기 제국제후들은 제국재판소의 재판권에 맞서는 불소환 및 부
제소특권을 보유하였다. 프리츠 플라이너는 제후들이 이러한 특권에 의존하여
제국재판소의 통제를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영역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확보
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특권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후
들은 자신의 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였다.61)
그러한 예로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신민이 자신을 피고로
하여 제소한 사건에서 제국재판소의 관할배제를 주장한 사건을 제시하였다. 프
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원고의 피해가 프로이센의 귀족들이 왕의 뜻에 어긋나
게 행동하여 위법을 저지른 것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즉 자신의 고유한 재판권을 행사하여 쟁송을 해결할 수 있으므
로, 제국재판소의 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이미 프로이센 내부에서 ‘국
고를 피고로 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제국재판을 회피하려 하였다
는 것이다.62)
Institutionen

des

Deutschen

61)

Verwaltungsrechts , 8.Aufl., Tübingen 1928, S. 29-30 참조.
위 문단의 내용에 관하여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62)

Verwaltungsrechts , 8.Aufl., Tübingen 1928, S. 32-33 참조.
위 문단의 내용에 관하여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60)

위

문단의

내용에

관하여

Fritz

Fle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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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너는 이와 같이 군주를 직접 피고로 삼기 어려운 정치적 현실을 배경
으로 국고가 소송상 피고로 등장하는 국고이론이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여기에
서 공적인 재산이 속하는 것을 군주나 국가가 아닌 ‘국고’라는 재산법상의 私

人이라고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고사안을 재판사안으로 바꾸어
서 제후국내의 재판소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영주를 피고로 하
는 재판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항상 이러한 소송이 허용되는 것은 아
니었다. 이러한 소송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같은 私法상의 권원이 존
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다.63) 이러한 란트재판소에서 민사재판으로 권리구
제를 원한다면 이러한 권원에 기반하는 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것이 필요하였다.

(4) 제후들의 권력
나아가 이후의 경찰국가시대에는 독일영방군주들은 신민의 ‘영혼의 건
강’(Seelenheil)을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 역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전
통적인 카톨릭이 유럽 대부분을 지배하던 시기에는 정치적인 군주가 아닌 종
교문제를 담당하던 교회가 맡던 역할이었다. 종교전쟁 이후 개신교 지역의 영
주들은 기존의 카톨릭 교회법이 지배하던 영역을 제거함으로써, 세속의 정치적
인 지배자가 이 영역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 이후의 신앙문제라는 명분에서 출발하여 영지민에 대한 영방군주의
권한이 미치는 영역는 점차 무한대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권한을 뒷
받침하는 것은 영방군주의 관료조직과 상비군조직이었다. 이들 양 권력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영방군주는 자신의 영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존재
가 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64)

63)

64)

Verwaltungsrechts , 8.Aufl., Tübingen 1928, S. 33 참조.
이에 관하여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 8.Aufl.,
Tübingen 1928, S. 32-33 참조.
이에 관하여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 8.Aufl.,
Tübingen 1928, S. 30-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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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법행정을 위한 私法의 원용
플라이너는 신민이 제국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계약 등의 민사법상
권원이 존재함을 또한 영주가 그것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해야만 하였다고 보았
다. 그리고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수용’(Expropriation)이었고,65) 이러한 수용은
통일 독일제국 시기에 현대 행정법상의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를 형성하였다고
하는 것이다.66) 그러나 私法 및 私權이 원용되는 것은 이와 같은 행정활동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사안에서의 권리구제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오토 마이어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적법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자
유 및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법률유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인의 권리보장
을 위하여 행정과 사인간의 관계에서 私法이 원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
표적인 예로 행정기관과 사인간의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등을 들었다.
이때 사인이 청구하는 것과 이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 모두 사법에 기할 수 있
는 것으로 설명하였다.67) 이와 같이 오토 마이어와 프리츠 플라이너는 사법규
범을 행정이 준수해야 할 제2차적인 법규범이라고 인식하였다. 때문에 이들은
행정법을 행정주체를 위한 자기완결적인 법규범으로 이해하지도, 나아가 그렇
게 구성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68)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오토 마이어의 이론을 계승한 플라이너 역시 국고이
론의 배경으로 경찰국가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오토 마이어가 국고이론의 출발
을 신성로마제국의 해체 이후의 각 영방국가시기를 기점으로 잡은 반면, 플라
이너는 이미 신성로마제국 시대에 국고를 피고로 하는 소송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신성로마제국의 재판에서 국고가 당사자로 활용되었
65)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8. Aufl., Tübingen 1928,

66)

S. 33-24참조.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8.Aufl., Tübingen 1928,

67)

S. 253 참조.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8.Aufl., Tübingen 1928,

68)

S. 131-137참조.
Ulrich Stelkens, Verwaltungsprivatrecht; Zur Privatrechtsbindung der Verwaltung,
deren Reichweite und konsequenzen, Berlin 2005, S. 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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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대에도 국고이론의 근거가 될 시원적인 형태가 존재하
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플라이너가 지적한 바와 같이 18세기 이전의
국고소송이 항고소송을 우회하는 사법형식이었는지는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타당성은 뤼프너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
음 장에서 더욱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국고이론은 이 논문의 제3장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근대이후에 계속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왔다. 특히 오토 마이어 시대를 기점으로 하여 국고이
론은 조직법 및 작용법 영역에서 대폭적으로 채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플라
이너가 지적하였듯이 독일 내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전시경제를 충당하기 위
하여, 그리고 전후에는 경제혼란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대폭적으로 이를 목적으
로 하는 私法상의 조직체를 설립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또한 법이론에
서 보자면, 민사법이론이 1899년 제정되고 이듬해 시행된 독일민법전에 영향을
미쳐서 국고를 사법상 법인격으로 규정하였다는 것과, 행정법학에 있어서도 국
고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진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2절 국고이론의 前兆: 근대의 국고이론
오토 마이어와 프리츠 플라이너가 활동하였던 19세기말 내지 20세기 초 이
전에 이미 초기적인 국고이론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것은 아니었고, 주로 실무자들에 의해서 논해진 소송법상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이론은 이후 오토 마이어 등의 국고이론이 등장하기 위
한 前段階로서의 가치가 있었다.

Ⅰ. 이론의 내용
오토 마이어가 학문적으로 국고이론을 형성하였다고 일반적으로 보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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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국고이론에 관하여 서술을 남긴 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그보
다 앞선 19세기 중반 페롯과 슈탈의 저술에서 이미 이후의 국고이론에서 기초
가 될 것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이 설명한 것을 통상 초기적인
‘국고이론’(Fiskuslehre)69)이라 한다.

1.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행정쟁송제도 비교
이 중 페롯이 먼저 1842년에 당시 프로이센의 재판제도와 연결하여 국고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이루어진 배경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페롯은 프로이센령
라인지방에서 고위공직자70)로 근무하면서 저술한 자신의 책

민사소송사건에

71)을

출간하였다. 여기

있어서 프로이센령 라인지방의 조직, 권한 그리고 절차

에서 19세기 전반기 당시의 프랑스법과 비교하면서 프로이센의 권리보호절차,
즉 소송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행정에 대한 항고소송이 사실
상 제한되면서 이를 일반재판소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의제’
69)

이러한 Fiskuslehre와 Fiskustheorie의 준별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혀둔
다. 이와 달리 프리츠 플라이너는 본고에서 말하는 Fiskuslehre에 해당하는 부분
까지 포함하여 “Fiskushtheorie”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작성자와 플라이너의
차이는 국고이론을 단순히 소송법 차원에서만 작용한 것으로 한정하는 입장과,
그렇지 아니하고 공기업 등의 법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는 시각에 기인
한 것이라 할 여지가 있다. 즉, 국고이론을 협의로만 이해한다면, 굳이 초기국고
이론과 후기국고이론의 구분은 불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국고이론을 광의로 확
대하여 본다면, 소송법상의 국고이론과 조직 및 작용법까지 포함하는 국고이론
간의 구별이 필요하다. 국고이론을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입장에
관하여,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 8.Aufl.,
Tübingen 1928, S. 32-34 (33) 참조; 이와 달리, 국고이론에 대하여, 이를 사법규
범의 공법영역 안으로의 원용이라고 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
여 다소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견해로는, Jeong Hoon Park, Rechtsfindung im
Verwaltungsrecht, Grundlegung einer Prinzipientheorie des Verwaltungsrechts als

70)

71)

Methode der Verwaltungsrechtsdogmatik , Berlin 1999, S. 63-65 (64) 참조.
그가 저술한 책의 속표지에서 그는 스스로를 “Staats=Prokurator”라고 표시하고 있
는데, ‘주총독’ 또는 ‘국가검찰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F. J. Perrot, Verfassung, Zuständigkeit und Verfahren der Gerichte der preußischen
Rheinprovinzen in bürgerlichen Rechtssachen , Ⅰ .Theil, Trier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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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국고’가 사용되었다는 부분이다.
위 책에서 그는 프랑스법에서는 과거 존재하던 재판소들이 대혁명의 결과로
부분적으로 폐지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즉, 1790년 9월 6일, 7일 및 11일자 법
률에 의거하여 해당 영역에 대하여 새로운 담당행정관청들이 관할권을 갖게
되었다고 서술한 것이다.72)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행정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
을 때, 그 조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인은 민사재판이 아니라, 당해 행정청
에게 소원을 제기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프랑스에서는 행정사
건재판권 역시 행정청의 관할 안에 속하는 사무의 하나로서 이해되었다고 보
았다.
이에 반하여 프로이센은 이론의 출발점에서부터 국가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
주하는 ‘의제’(Fiktion)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의제는 실정 법령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프로이센에서는 국가를 군주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주권’을 중심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행정청을 통하여 대표되는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와 신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는 일방당사자가 되어서 불편부당한 재판관 앞에서 판단
을 받는다는 구조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당시 프로이센 행정부의 내부구
조에서 행정 각부를 비롯한 행정청들이 서로 독립적인 구조를 취하여 서로 간
에는 명령을 발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특히 18세기동안 행정내부에
존재하던 재판기구였던 관방재판부가 1808년 12월 26일자 칙령에 의하여 폐지
된 이후에 더욱 그러한 점들이 나타났다. 행정재판을 담당하던 기구가 폐지됨
에 따라 프로이센에서는 행정의 내부통제가 사실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행정청간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프랑스와
같이 행정기관 간의 위계서열이 분명하게 짜인 구조에서와 같은 상급 행정기
관에 의한 감독의 일환으로서의 ‘행정내부의 행정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결국 19세기 중엽의 프로이센에서는, 행정에
72)

F. J. Perrot,

Verfassung, Zuständigkeit und Verfahren der Gerichte der preußischen

Rheinprovinzen in bürgerlichen Rechtssachen , Ⅰ .Theil, Trier 1842. S. 148-149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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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정외부에 존재하는 일반재판소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었다.73)

2. 항고소송의 제한과 민사소송
페롯 이후, 프리드리히 율리우스 슈탈(Friedrich Julius Stahl) 역시 오토 마이
어보다 앞서서 소송상 국고이론에 관하여 논하였다. 그는 자신의 초기적인 국
고이론에 대하여 자신의 책
론

74)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기반에 대한 법이론 및 국가이

설명한 바 있다. 이 책에서 그는 국고를 통한 소송이 필요한 주된

원인이 당시 일반재판소가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이 위법성을 판단할 재판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에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항고소송이 제한되던 시대는 프랑스 혁명사상이 퇴조하고 이른바
빈체제 하에서 여러 유럽국가들은 옛 질서로 회귀하던 시기였다. 통상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가 소송법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전면제한이라는 결
과를 낳았다고 한다. 일반재판소가 이와 같이 행정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고라는 국가의 재산권을 보유하는
사법상 법인격을 의제하고, 이를 피고로 하는 금전배상청구소송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페롯과 달리 행정이 사인의 ‘기성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금전배상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페롯과 시대적인 배경을
달리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슈탈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프로이센의 법
령에 따라서 손해배상의무가 더욱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고를 피
고로 하는 국고소송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되는 행정관계가
고권활동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국고관계인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였다.

73)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74)

1842 , Bonn 1962, S. 178-179 참조.
Friedrich Julius Stahl, Rechts- und Staatslehre auf der Grundlage christlicher
Weltanschauung , 2. Abtheilung, 3. Aufl. Heidelberg 1865.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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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고권에 기한 활동을 할 때에는 이에 대해서 금전배상청구 역시 원칙적
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국고관계일 때에 한하여 일반재판소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행정활동에 대한 판단을 일반재판소의 관할권 하에 놓인 국
고관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고’라는 의제가 등장하였던 것이다.75)
그러나 현대 행정법학의 기준에서 고권적인 행정관계에 속하는 것들이 모두
일반재판소의 재판관할 하에 놓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고권’(Hoheit)
개념에는 현대의 ‘주권’행사에 가까운 것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군
주의 ‘고권’에 속하는 것들의 예로는, 선전포고, 강화조약 체결, 화폐의 주조
등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현대 공법학의 개념으로는 ‘통치행위’라고 부르는
것으로, 통설에 의하면 이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재판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들 ‘고권’에 속하는 것에 대
해서는 일반재판소에서도 재판관할권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는 군주
의 고권행사에 대해서는 재판소들은 전혀 재판을 할 수 없었고, 고권에 속하지
않는 일반 행정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에서 손해전보를 청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3. 사인에게 유리한 의제로서의 사인인 국고
그러나 사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재판소에서 민사소송으로 손해전보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선택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페롯은 정치적으로
절대 복종하여야 할 군주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국고라는 법인격을 창설하
여 사인이 그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다는 ‘의제’가 등장하였다고 보았다.
이때 국고는 국가목적을 위한 재산을 만들어내고 이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각각의 대리하는 행정청 별로 달리 나타난다고 보았다.76)

75)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76)

1842, Bonn 1962, S.183-185 참조.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 Bonn 1962, S. 1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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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통상 ‘국고’라고 번역하지만, 법학이론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각 행정청’ 또는 ‘각 행정청별로의 재정’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페롯에 의하면 이러한 국고는 자연인인 사인과 마찬가지로 활
동에 있어서 법률상의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행정청은 그 법률이 허가하는 범
위 내에서 국고의 내부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고 독자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당시 법제도에서는 국고를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 존재로
이해하였다고 볼 근거라 하겠다.
다만, 그는 국고가 그와 같이 활동을 할 때에 경찰행정청을 포함한 행정기관
내지 행정청들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
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이는 국고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의 (내
부) 활동은 민사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 그러나 그 활동영역에서는 私法관계
에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러한 성격에 의거하여 그는
재산의 주체인 국고를 피고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항고소송
의 제한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4. 법관계와 특권침해
이때 페롯은 행정이 전통적으로 인정된 ‘기성적인 권리’(jus

quaesita;

wohlerworbenes Recht)인 사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
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슈탈은 문제되는 사안이 고권적인 행정활동인
지 국고관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국가가
일반재판소의 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이
다. 원칙적으로 일반재판소는 私法관계에 대한 판단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권이 국한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공법상의 사안에 대한 소송은 국고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한정된다고 본 것이다. 즉, 당시의 항고소송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사소송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고권적인 행
정활동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일반재판소에서
는 오직 국고관계 내의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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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서도, 그는 이 권리가 1831년 내각령
에 의하여 상실된 것이라고 보아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77) 단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 경우를 특별한 권원으로 보장된 이른바 ‘예외적인 권리’(exemtes
Recht)가 침해된 경우라고 보았는데, 이 예외적인 권리들은 대개 일종의 특권
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슈탈은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
청에 구제를 청원할 수 있을 뿐,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예외적인 권리’를 침해한 대표적인 예로서, ‘신분상 징집면제’의 대상자인 귀
족에 대한 징집처분이 있는데, 이를 특권침해라고 하였다. 위 특권침해의 경우
에도 항고소송은 제한되지만, 국고를 피고로 하는 금전배상청구가 가능한데,
국가재산권의 주체로서 사법인인 국고가 행정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
상책임을 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반면, 당시 병역관련법상으로 역시 징집면
제 대상인 각 가구의 장남에 대한 징집처분에 대해서는 이는 ‘예외적인 권리’
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특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77)

다만, 1831년 내각령에서 사법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가 국고로서 일반
재판소의 재판관할에 복종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이 규정이 공 ㆍ 사법구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재판관할의 구분을 규정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프로이센일반란트
법 제74조 및 제75조 소정의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것
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고권행위와 일반행정행위를 구분하여서 전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즉, 프로이센국왕이 자신의 고권을 실행
하여서 신민의 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 내각령에 의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청
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내각령에 의해서 국고이론이 정당
화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962, S.175-176 참조.
덧붙여 여기에서 오해하여서는 안될 점은 1831년 내각령에서 말하는 ‘고권행위’
는 현대의 독일 및 우리행정법학에서 말하는 ‘고권적 행정’과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의 고권행위라고 하는 것의 상당부분은 현대법학에서 말
하는 ‘통치행위’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는 것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결국 위 내
각령의 기저에 존재하는 사고는, 민사재판소에서 국왕의 고권실행에 따른 사인
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주무오류설과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위 점들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후
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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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고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양자 모두가 금지되었다.78)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본다면, 예외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분상
의 특권 내지는 이와 유사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일견 금전배상청구
가 가능한 경우를 현대 행정법의 기준으로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일 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장남에 대한 징집처분은 법령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예
외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인 권리’의 침해는 이보다도 범위
가 좁았다 할 것이다.

Ⅱ. 특징과 배경
1. 이론상 특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페롯의 주장은 후대의 법학자인 오토 마이어와 입장을
부분적으로 달리한다. 오토 마이어가 공법관계에 있는 국가와 私法상 주체로서
의 국고를 대비한 반면, 페롯은 주권적인 국가권력 내지 국가원수와 국고를 서
로 대비하였다. 즉, 그의 주장에 의하면 전자는 公法관계로 후자는 私法관계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국가’가 아닌 ‘군주’가 국고와 대조되는 공
법주체라는 점이 다르다.79)
페롯은 국가권력 행사를 군주권 내지 고권에 기한 행위와 행정청의 일반적
인 처분으로 엄격히 구분하였다. 전자의 행위일 때만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
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이에 대하여서는 국고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만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페롯의 소송상 국고개념은 공권력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항고소송 대신에 이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함으로써 공권력행사에
대한 재판을 용이하게 라는 것이었다. 요컨대, 항고소송의 금지를 국고라는 개
78)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79)

1842, Bonn 1962, S.183-185 참조.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962, S.181-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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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이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우회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슈탈의 시대에는 항고소송이 이미 전면적으로 금지된 상황이었
다. 때문에 그 어떠한 형태로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단지 금전상 손해
전보청구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금전상 손해전보청구 역
시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배경: 반동기
1815년 이래 독일의 거의 전역에서 다시금 신분제도가 강화되는 움직임이 있
었고, 이에 따라 영지를 보유한 귀족계급에 속하지 않는 시민계층은 사법관료로
서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다시금 배재된 상황이었다.80) 이와 같이 프랑스혁명전
쟁 및 나폴레옹전쟁 동안 프랑스로부터 전파된 시민의 권리를 다시 박탈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무가였던 페롯이나 법철학자로도 활동한
슈탈 모두 당시 프로이센의 실정법을 토대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였고, 따라서
이른바 ‘반동기’에 있었던 당시의 제도가 이들의 설명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특히 슈탈의 시기에는 신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를 특별한 법적 연원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더욱 제한하고, 이 역시도 손해배
상청구만으로 한정하였다. 당시 학계의 이론으로는 관료의 행정처분이 군주의
명령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것이 ‘예외적인 권리’인 특권을 침
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 자체의 취소를 소송으로 구할 방법은
봉쇄되어 있었다.81) 다만 슈탈이 본 것과 같은 전면적인 항고소송의 제한이라
는 현상은 프로이센에서 19세기 전반기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현
독일근대사 , 탐구당 1998년, 16-17

80)

이에 관하여 윌리엄 카, 이민호 ㆍ 강철구 역,

81)

면 참조.
이 시기 행정처분에 대한 금전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이유는, 금전배상
청구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결국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결부되어 관
료의 처분이 위법한 처분을 확인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군주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프로이센의 법제를 중심으
로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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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라고 한다.82)

3. 국고의 사법상 법인격성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고이론을 설명한 이들은, 19세기 중반기 동안 독
일에서 항고소송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이를 민사재판소에서 구제받기 위하여
금전배상청구소송으로 전환하였던 것을 국고이론이 도입된 배경으로 지목하였
다. 즉, 민사재판에서 피고로 삼기 위하여 ‘국고’를 지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
한 이유에는 국고라는 이름으로 국가 내지 군주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는 듯하다.
또한 이들은 국고를 ‘私法상 법인’, 특히 ‘관습법상의 私法人’으로 지칭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습법상으로 어떻게 私法人性을 획득하였는지 그러한 근거 자
체는 거의 밝히고 있지 않았다. 다만, 그러한 단초로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오토 마이어가 국고를 로마법에 기원하는 개념이라고 한 대목이다. 따라서 국
고가 고대 로마법에서부터 私法상 법인격이었는지 또는 아니었는지, 아니라면
언제부터 私法상 법인격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다
음 절에서 이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제3절 국고이론의 基盤: 국고개념의 연혁
본 절에서는 국고이론에서 말하는 ‘국고’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변
화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어원이 되는 로마시대의 국고관념을 살펴보고
(Ⅰ.), 이어서 중세와 근세동안 국고관념이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며
(Ⅱ.), 특히 신성로마제국에서 ‘제국국고’가 맡았던 역할에 대한 고찰을 중점적
으로 살펴보겠다(Ⅲ.). 이러한 고찰의 필요성은 당시까지는 아직 公法과 私法의
82)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962, S.185-1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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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엄정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공법상 주체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사소유권의 주체로 인식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Ⅰ. 로마시대의 국고
오토 마이어가 자신의 책 독일행정법 에서 밝혔듯이, 이와 같이 국고의 연
원은 고대 로마법에서의 ‘국고’라는 개념에 있다. 다만, 이것이 국고이론의 연
원은 아니었는데, 바로 로마시대에 독일법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국가 내지 그
와 동일시될 수 있는 존재의 일부를 私法상 법인격으로 보는 국고이론이 존재
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로마공화정기에는 국가 또는 국고가 私法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고나 그러한 사고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조차 존재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1. 국고의 어원
이와 같이, 독일법상의 국고이론에서 합성어의 일부로 사용되는 ‘국고’(Fiskus)
는 고대 로마법상의 국고(fiscus), 그 중에서도 ‘황제국고’(fiscus Caesaris)에서
유래한 것이다. 고대로마에서는 공화정시절부터 원로원의 관장 하에 조세를 거
두어들여 사르투누스 신전에 보관하던 일반국고인 aerarium과 아우구스투스 원
수정 시절에 만들어진 fiscus가 있었다.83) 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전자는 통상적
인 상황에서 원로원의 통제 하에서 징수하고 관리ㆍ사용하는 일반국가재정인
‘로마민중의 국고’(aerarium populi romani)와 극도의 국가위기 상황에서만 사용
하도록 신전에 비축된 특별예비재정인 ‘신성한 국고’(aerarium sactum)이 있었

83)

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C.Th.Welcker, Art.‘Fiscal; Fiscalgewalt; Fiscalanwalt;
Fiscalprozeß’ (in) Carl von Rotteck/Carl Welcker,
Keip 1837, S. 581-5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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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teck's Staats-Lexicon , 5.Bd,

다.84) 여기에 원수정 시기 아우구스투스에 의하여 군인의 급료를 지급하고 생활
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재정인 ‘군사국고’(aerarium militare)가 추가
되었다.85) 후자에는 공화정 시절부터 각 지방속주의 회계예산으로 사용된 ‘지방
재정금고’(fiscus provinciarum)와 원수정 시절에 만들어진 황제의 금고인 ‘황제
국고’(fiscus Caesaris)가 존재하였다.86) 통상 법학에서 말하는 고대 로마시대의
fiscus는 바로 이 가운데서 ‘황제국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fiscus라는 단어는
원래 광주리, 궤짝 등을 지칭하던 일상용어로,87) 속주들에서 조세를 거두어들여
서 금고에 보관할 때에 이에 담겨졌던 것에 기원한다고 한다.88)

2. 황제국고의 법적 성격
황제국고가 국가재정의 일부인 공금이었는지, 그렇지 아니하고 황제가 자신
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재산이었는지에 관하여서는 법사학자들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로마시대의 일반국가재정인
aerarium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서는 법학자과 사학자들의 연구에서 거의 논란
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 따르면, 로마공화정 기간에는
‘일반국고’(aerarium)는 국가가 私法상으로 소유하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84)

85)
86)

공화정말기에 활동한 키케로는 국고를 하급정무직과 호구조사관이 관리한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성염 역, 법률론, 한길사 2007,
190-191면 참조.
penelope.uchicago.edu/Thayer/E/Roman/Texts/secondary/SMIGTA*/Aerarium.html 참조.
명문에 관련된 연구성과에서도 fiscus라는 단어가 지방재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여진 경우를 볼 수 있다고 한다. (Michael Alpers, Das nachrepublikanische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New York, S. 15
참조), 지방재정금고 (fiscus provinciarum)은 aerarium populi Romani의 하위에 있

87)

88)

는 것이었다고 한다. (Michael Alpers, Das nachrepublikanische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New York, 1995, S. 248 참조)
Friedrich Carl von Savigny, 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 Band 2.
Berlin 1853, S. 273 참조.
예를 들어 가톨릭대학교 고전라틴어 연구소 편찬 ‘라틴-한글 사전’(1995)에서도
fiscus는 “1. 바구니, 광주리, 체롱 2. 돈바구니, 돈궤, 금고 3. 국고(國庫 ); 국고금,
공금(公金 ), 국유재산 4. 황제의 개인금고 5. 세금; 돈”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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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근본적으로 국가재정이 私所有物이란 사고는 당시 로마인들의 일반적
인 사고와도 전혀 맞지 않았으며, 일반국고는 로마시민전체의 공동재산으로 받
아들여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무관을 비롯한 로마공화국의 관리가 일반국고
와 관련된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로마시민들 간의 통상적인 계약과
같은 私法관계가 아닌, ‘公法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재정은 私法상 법인격을 가진 존재라거나 사법상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
라고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국고를 규율하는 법도 사법이 아
닌 공법이었으며, 그 활동에 따른 구제절차 역시 통상적인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았다. 만약 이러한 국고와 관련된 행정활동으로 사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사
인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불복절차’(Verwaltungsbeschwerde: 행정소원)으로
자신의 권리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일반국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보았지만, 황제국고에
관하여서는 로마사학자들과 법제사학자들마다 입장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치열
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먼저 역사학자 몸젠(Theodor Mommsen)은 황제국
고가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졌으며, 황제가 사소유하는 속주, 즉 ‘황제속주’로부
터 세금을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황제의 개인재산이라고 보았다.89) 서덜랜드(C.
H. V. Sutherland)도 아우구스투스에서 트라야누스황제에 이르는 동안 황제국
고는 황제의 사금고였다고 보았으며,90) 더 나아가 로카시오(E. LoCasio)는 로
마황제가 先帝로부터 상속받은 사유재산인 ‘황제의 상속재산’(patrimoniumm
Caesaris)과 황제국고를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다.91) 이들에 따르면 황제국고는

89)

Theodor

Mommsen,

StR

Ⅱ ,2,

S.

998-1000

(Michael

Alpers,

Das

nachrepublikanische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90)

New York, 1995, S. 2-3 Fn. 6, Fn. 8에서 재인용).
Sutherland, AJPh 66 (1945), S. 159-60 (Michael Alpers,

91)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New York, 1995,
S. 4, Fn. 15에서 재인용).
LoCasio, A Ⅱ S 3(1971/72), S. 60 Michael Alpers,
Das nachrepublikanische

Das nachrepublikanische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New York, 1995,
S. 54. Fn. 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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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황제라는 직위에 따라서 세습하게 되는, 그리고 임의로 사용가능한 ‘완전
한 사유재산’의 일종일 뿐이라는 것이다. 밀라(Fergus Millar)는 상속인 없이 사
망한 부부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제도인 bona caduca92)나 증여인 bona
denetorum라는 일반적인 사인의 재산귀속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단 황제의 사적인 수입으로 판단되는 이상 황제의
사금고라는 입장을 밝혔다.93)
위와 같은 몸젠의 견해에 반하여, 히르쉬펠트(Hirschfeld)는 황제국고가 기존
의 일반국고에 수반하여 황제가 운용하는 ‘제2의 국가예산’이었다고 반박하였
다.94) 데마르티노(F. deMartino) 역시 황제국고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여 황제국
고는 ‘국가기관’이었고 황제가 보유하는 전체재정이었다고 하였다.95) 존스(A.
H. M. Jones)와 브룬트(Peter A. Brunt)는 황제국고의 수입이 단순히 사법적인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방식으로도 수입을 거두어들였음을 강조하
였다.96) 이는 조세수입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법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본

92)

Bona Caducam은 혼인한 부부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을 일반국고
에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Augustus 원수정 시절에 혼인을 장려하고
상속인 없인 재산을 aerarium에 귀속하는 것을 통하여 국고를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율리아와 파피아 폽파이아 법(Lex Julia et Papia Poppaea)’에 의하여
성문화된 것이라고 한다. 훗날 이 상속인 없는 재산은 fiscus Caesaris에 귀속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http://penelope.uchicago.edu/Thayer/E/

93)

Roman/Texts/secondary/SMIGRA*/Bona_Caduca.html 참조.
Millar, JRS 53 (1963) S. 34-36; S. 36-37; S. 40

(Michael Alpers,

Das

nachrepublikanische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94)

New York, 1995, S. 5. Fn. 20에서 재인용)
Hirschfeld (VB8). (Michael Alpers, Das nachrepublikanische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New York, 1995, S.2-3, Fn 8에서 재인

95)

용)
DeMartino,

96)

nachrepublikanische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New York, 1995, S. 6, Fn. 25에서 재인용)
Jones, JRS 40, 1950, S.25; Brunt, JRS 56, 1966, S. 76 (Michael Alpers, Das

Costituzione

romana,

Ⅳ,

2,

S.

912(

Michael

Alpers,

Das

nachrepublikanische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New York, 1995, S.6, Fn.23-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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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독일의 19세기 법학자였던 사비니는 비록 황제국가가 私法상의 활동을
하기는 하였지만, 황제국고는 공법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는 국고가 부분적으
로 私法상의 측면을 보이는 것은 국고가 가지는 법적 특수성과 개별적인 특권
들에 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97)
이상과 같은 논란에 대하여 헝가리 출신의 학자 위뢰디(G. Ürögdi)는 황제국
고의 성격을 “국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의 중간물(잡종)이다. 즉, 다시 말
해 私法이라는 규범으로 판단되어지는 국가제도이다.”고 하여 공ㆍ사법 양쪽의
혼합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98) 막스 카저 역시 그의 책 로마私法
1권에서는 “원수 개인의 재산이었다”고 설명하여 황제국고를 황제의 사유재산
으로 설명한 바 있었다.99) 하지만 그도 같은 책 2권에서는, 자신의 종래 견해
와 상충되게, 황제국고는 “명백히 황제의 사유재산과는 두드러지게” 구분되는
것으로 황제속주로부터 징수된 조세 및 기타 수입으로 형성된 것이라 서술하
였다. 그는 같은 책에서 이러한 황제국고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법적으로 혼
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1권에서의 기존 입장을 사실상 전면수
정하였다.100) 이와 같이 사법학자인 막스 카저 역시도 사비니와 유사하게 황제
국고가 공법적인 활동을 하였던 존재였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그 외에도 프랑스의 역사학자 볼베르, 엘리케비치나 오레스타노 등은 황제국
고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존재였으나, 그 법적 성격으로는 현대 법에서는 인
정되지 않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바 있다.101) 이러한 관점에
97)

이에 관하여 Friedrich Carl von Savigny,

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

98)

Band, S. 360-362 참조.
Ürögdi, AAntHung 16, 1968, S.247 (Michael Alpers,

Das nachrepublikanische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New York, 1995,
99)

S. 5. Fn. 21에서 재인용)
이에 관하여 Max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München 1955, S. 261 참조 (이

에 관하여, Michael Alpers, Das nachrepublikanische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New York, 1995, S. 7, Fn. 26에서 참조).
100) 이에 관하여 Max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 Ⅱ . Aufl. 2, S. 152 참조.
(Michael Alpers, Das nachrepublikanische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New York, 1995, S. 7. Fn.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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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들은 황제국고는 황제에게 속한 제2의 국가재정이라고 이해하였다. 또한
미하엘 알퍼스는, 막스 카저 등이 이해한 바와 같이, 황제국고를 ‘독자적인 목
적재산’(selbständiges Zweckvermögen)으로 보는 것은 최소한 로마시대에는 그
러한 사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102)
이상과 같은 오랜 논쟁을 법학자인 구스타프 뵈머가 정리하길, 그는 황제국
고에 관하여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재위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보
았다. 그에 따르면, 로마제국 초기에는 황제국고가 아직 황제의 개인재산과 완
전히 구분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그 중에서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부’를
‘황제국고’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점점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리되어서 황제국고라는 실체를 형성하여 나간 것이다. 결국 디오클레티아누
스 황제이후로는 황제국고는 일반국고와 통합되어서 단일한 국가재정으로 확정
되었으며,

황제가

선제로부터

물려받은

사유재산인

‘황제의

상속재

산’(patrimonium Caesaris)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졌다는 것이다. 즉, 이 시기 이
후로는 황제국고는 단일한 국고로서 ‘국유재산권의 담지자’가 된 것이란 의미
이다. 다만 이때 국가가 사법상 법인격을 갖는 주체들과 유사하게 사법상으로
도 활동하게 된 것이 국가가 재산권주체로서 ‘사인화’(Privatisierung)되는 시발
점이라고 보았다.103)
뵈머의 견해를 요약하자면, 황제국고는 처음에는 황제의 개인재산 중의 일부
로서, 국가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공적 자금이고 예산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구분되어 국가예산으로 통
합되었고, 그 운용에 있어서는 민사상의 특권을 향유하는 등 부분적으로 私法
101)

Boulvert, Labeo 18, 1972, S. 203; Eilachevitch, Personnalité juridique 46; Orestano,
Persone giuridiche, S. 254 Michael Alpers, Das nachrepublikanische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New York, 1995, S.8-9, Fn.30-32

102)

에서 재인용).
이에 관하여 Michael Alpers,

Das nachrepublikanische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New York, 1995, S. 9 참조.
103) 이에 관하여, Gustav Boemer,
Grundlagen der bürgerlichen Rechtsordnung , S.
181-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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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3. 평가
이와 같이 그간 로마사학자과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로마 제정시대의 fiscus Caesaris가 오랫동안 “황제의 사금고”라는 인식이 받아
들여졌다.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먼저 국고운영이 황제가 직접 임명한 관리들
에 의해서 관장되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황제국고가 私法상의 특권을 일부
가지고 있었던 점 역시 그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국고를
만들 당시에는 이를 “fiscus”라고 칭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금고’나 ‘자신의
양부인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남긴 상속재산’ 등으로 칭했었던 점104)
역시 그러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립연원 등이 황제국고를 후대에

私金庫로 이해한 기반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법상으로

본다면,

로마의

가장

전통적인

국고인

‘일반국

고’(aerararium populi romani) 역시도 제정 시대에 이르게 되면 원로원이 아닌
황제가 직접 임명한 관리인 ‘일반국고담당 재무관’105)에 의해서 관장되었다.106)
이 점은 ‘황제국고담당 재무관’ 역시 황제가 임명했던 것과 대동소이하다.107)
또한 일부에서는 황제국고의 운용에 있어서 일부 사인들이 계약 등의 관계에
따라서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이를 황제국고가 사적인 금고라는 주장
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대 행정법학의 개념에 의존하여 본다면, 이들
104)

‘privata impensa; impensa et cura mea; ex testamento patris mei; ex bellorum
manibiis, ex patrimonio meo; frumento privatim coempto; ex manibiis; pecunia mea;
ex

horreo

et

patrimonio

meo’

이에

관하여

Michael

Alpers,

Das

nachrepublikanische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New York, 1995, S. 29-30 참조.
105) 이 시기의 일반국고담당 재무관은 “praetores aerarii”또는 “praetores ad aerarium”
이라고 불렸다.
penelope.uchicago.edu/Thayer/E/Roman/Texts/secondary/SMIGRA*/Aerarium.html 참조
107) 황제국고담당 재무관은 “praetor fiscalis”라고 불렸다. 이에 관하여,
penelope.uchicago.edu/Thayer/E/Roman/Texts/secondary/SMIGRA*/Fiscus.html 참조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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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적인 신분이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적 사용인으로 이해
할 것이 아니다. 도리어 행정보조자 내지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가졌던 것으
로 이해함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108) 따라서 황제국고와 일반국고는 원
수정시기에는 서로 이질성을 가졌지만, 곧 이은 로마제국 초기부터 이미 서로
상대적인 차이 밖에 존재하지 않아 양 측 모두 일반국가재정으로서 유사한 성
질을 가졌으며, 결국 통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제국초기에는 두 국고는 징수구역이 달리하였다. 아우구스투스에 의하여 로
마의 속주들이 원로원속주와 황제속주로 나뉘면서, 전자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일반국고에, 후자에서 징수한 것을 황제국고에 납입하였다고 한다.109) 그러나
로마가 제정으로 그 정치체제가 굳어진 이후에는 로마 원수정 및 제정초기에
있었던 이른바 ‘원로원속주’와 ‘황제속주’ 간의 구분이 단순히 명목상의 구분으
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에서 황제속주를 ‘황제가 사소유하였다’고 표현
하나, 황제속주라고 하여도 황제가 원로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총독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황제 개인의 순수한 사유재산이었다고 이해하긴
어렵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타
국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이,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점들에서 볼 때 최소한 황제국고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황제의 상
속재산과 구분되지 못한 초기 일부시기를 제외한다면110), 일반국고와 전혀 다
른 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조직법상으로도 대등
하게 공적으로 임명된 관리에 의해서 관장되었던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108)

행정보조자란 종래 행정법도그마틱에서 말하는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하는 개념
으로, 이들은 공무원의 지시에 복종하여 행정임무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행정보조자에 관하여, 이원우, 정부기능의 민영화을 위한 법적 수단에 대
한 고찰 – 사인에 의한 공행정의 법적 수단에 대한 체계적 연구-행정법이론실무
학회, 행정법연구, 1998, 108-136면 중 127-128면; 차민식, 독일에서의 기능사화와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30~32면 참조.
penelope.uchicago.edu/Thayer/E/Roman/Texts/secondary/SMIGRA*/Aerarium.html
110) Michael Alpers,
Das nachrepublikanische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New York, 1995, S. 308 참조.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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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작용에서 있어서도 비교적 이른 클라우디우스황제 시절부터 법적 규율을
받아왔다.111) 나아가 실제 작용된 부분 역시도 공적인 예산에 사용된 만큼, 황
제국고는 원칙적으로 공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재정이었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로마법에서 비록 사법과
공법간의 엄격한 분리는 없었지만, ‘전체 로마시민’(populus Romanus)과 ‘황제’
는 私法상의 주체들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특별한 지위를 가졌다. 이와 유사하
게 공공도로와 같은 공물, 공적인 활동을 하는 공무원, 공공시설 등도 유스티
니아누스법전(Corpus Iuris Justinians)에서 각 영역별로 유사한 私法과 구분되는
지위를 가졌다. 또한 국고도 황제의 법적 지위와 마찬가지로 私法상 주체가 아
닌 公法상의 주체로서 대우를 받았다.112)
하지만, 국고가 이와 같이 공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후대 독일에서와 같이
관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고가 대위책임을 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찾을 수 있는 로마법상에서는 충분한 규정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국고를 담당하는 관료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로마시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행정소원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재산과 관련된 계약에
한정된 것으로 보여서 적용범위가 제한적인 면이 있었다. 결국 일반관료의 위
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대 로마법상 관료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배상을 하여
야 하였다. 다만, 이때 국가 또는 국고가 중첩적으로 내지는 부수적으로 관료
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사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명
확하지 않다.113) 이와 달리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로
마의 관료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범위에서 활동하여 사인에게 손해를 입혔
Michael Alpers, Das nachrepublikanische Finanzsystem: Fiscus und Fisci in der
frühen Kaiserzeit , Berlin New York, 1995, S. 309 참조.
112) 이에 관하여 Martin Bullinger, Öffentliches Rcht und Privatrecht ,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1968, S. 15 참조.
113) 이에 관하여 H. A. Zacharia, Ueber die Haftungsverbindlichkeit des Staats aus
111)

rechtswidrigen Handlungen und Unterlassungen seiner Beamten, Zeitschrift für die
gesammte Staatswisenschaft, Neunzehnter Jahrgang, Tübingen, 1863, S. 5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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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는 사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114)

Ⅱ. 중ㆍ근세의 국고
1. 중세법상의 국고
(1) 교회법
로마시대의 황제국고에 이어, 중세 교회법에서는 교회재정 역시 ‘fiscus’라고
불리었다. 하지만 교회재정에 대하여 私法상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였는지 여
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근대 독일법에서와 달리 교회재정이 교회구성원의

私法상 책임을 대위하지는 않았다. 도리어 당시 교회법은 “개인의 과책을 교회
의 손실로 책임을 넘기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교회조직에
속한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교회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을 떠맡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15) 이 점에서 현재의 독일법제에서는 공
무원의 과실에 대하여 ‘私法상 법인격을 가진 국고’가 대위책임을 지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2) 중세 독일법
한편 중세 독일에서 ‘국고’라고 함은 곧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가지는 일반재
산의 총체, 재정담당관청, 황제의 군주권에 기한 특권(Regalia), 특히 그 중에서
도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는 일체(이른바, 小 군주특권 ‘Regalia minor’) 등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다.116) 그리고 이후에는 보다 확대되어 제국의 각 제
114)

115)

이에 관하여, Martin Bullinger,

Öffentliches Recht und Privatrecht ,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1968, S. 14 참조.
이에 관하여 H. A. Zacharia, Ueber die Haftungsverbindlichkeit des Staats aus
rechtswidrigen Handlungen und Unterlassungen seiner Beamten, Zeitschrift für die

116)

gesammte Staatswisenschaft, Neunzehnter Jahrgang, Tübingen, 1863, S.587 참조.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Band Ⅰ , 3.Aufl., Berlin 1924, 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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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117)들이 가지는 특권의 총체 또는 제후의 재산, 제후들에 속한 재정관청 역
시 ‘국고’(Fiskus)라고 불리었다.118) 그러나 독일에서도 중세 당시까지는 국고가

私法상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인지 여부는 논하여지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통적인 게르만법은 로마법과 달리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된 개념으로 이해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중세 동안에는 사법은 공
법적인 요소와 결부되어 있었고, 공법 역시도 私法의 요소들을 담고 있었던 것
이다.119) 따라서 당시 독일에는 공ㆍ사법을 구분하는 시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
았고, 이 때문에 국고는 재정 및 국고관청이라는 전통적인 의미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용어례와 개념은 후기주석학파에 의해 재발견
되고 재해석된 로마법이 독일에 계수된 이후로 부분적으로 변경되었다.

2. 근세의 국고관념
(1) 이탈리아 후기 주석학파
위와 같이 로마제국 시대의 국가재정을 가리키는 명칭은 중세에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제도를 포함한 로마법은 서유럽세계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상태로 있었다. 16세기 이탈리아 볼로냐 등을 중심으로 등장한 후기 주
석학파는, 중세 이래의 독일법의 전통과 달리, 대체로 국고를 私法상 법인격을
갖는 존재로서 이해하였다.120) 이러한 입장을 가진 후기 주석학파에는 바르톨
117)

Fn.22.
중세 이래로 근대까지 존재하였던 독일의 ‘Landesherr’의 번역어는 다양하게 있
을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신성로마제국 및 황제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부
분에서는 ‘제후’로, 신민과의 관계에서는 ‘영주’로 일반적으로 칭하겠다. 그리고
제국 붕괴 후에 각각 독립된 영방국가의 군주로 군림하던 시기에서는 이를 일응

118)

‘영방군주’라고 번역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하 같다.
이에 관하여, Julius Hatschek, Die rechtliche Stellung des Fiskus im Bürgerlichen

119)

Gesetzbuche , Berlin 1899, S. 27 참조.
Otto von Gierke, Deutsches Privatrecht, Leibzig 1895 (Goldbach 2000) S. 28-29 참

120)

조.
로마법에서 국고를 독립적인 법인격으로 이해하였다는 다수설적인 견해에 대하
여
그렇지
않다는
입장
역시
존재하였다.
대표적으로,
Gie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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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 발두스, 루카 파르멘시스, 마르티누스 라우덴시스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
들은 국가의 지배권을 ‘통치권’(imperium)과 ‘소유권’(dominium)으로 구분하려
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때 통치권이란 군주가 공법적으로 신민을 ‘지배’ 내지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반하여 이들이 말하는 소유권은 군주 내지
국가가 재산을 私法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었다. 이때에는 국고가 그 국유
‘재산권의 소유주체’가 된다고 보았다.121)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바르톨루스(Bartolus)는 보편통치권(imperium
universale) 역시도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다고 보았고, 이러한 견해의 연장에
서 소유권을 갖는 국고 역시도 독립된 사법인이라고 보았다.122) 다시 말하면,
바르톨루스는 근대 이후의 다수의 로마법학자들이 dominium을 독립된 사법상
법인격을 갖는 국고가 주체가 되어 가지는 것이라고 먼저 상정하고 이를 공법
상의 통치권과 분리해낸 것과 달리, 전체에 대한 공법상 통치권을 먼저 독립적
인 법인격으로 상정하였던 것이다. 그가 보편통치권을 먼저 분리해낸 이유는
군주통치체제가 일반적이던 당시 유럽의 상황에서 국가의 행정적인 지배권을
자연인인 군주 개인과 융합된 형태로 존재하던 기존의 전체 지배권에서 추출
해내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대 19세기 독일에서 군주와 국가 사
이의 법인격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맥락과 비교해볼만 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달리 발두스(Baldus)는 1561년에 펴낸 자신의 책 제40권 국고법에 관
하여 454면에서 “나는 묻는다, 국고가 속해있던 황제가 죽음으로서 국고는 어
떻게 되는지를. 나는 답한다. 국고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황제가 제위에 오
를 때까지, 단지 황제의 또 다른 인격으로서 활동할 것이라고”라 하였다.123)
Genossenschaftsrechte Bd.3, S. 60f. 이에 관하여 Julius Hatschek,

Die rechtliche

Stellung des Fiskus im Bürgerlichen Gesetzbuche , Berlin 1899, S.25, Fn. 70에서
재인용.
121) 이에 관하여 Julius Hatschek,
Die rechtliche Stellung des Fiskus im Bürgerlichen
122)

Gesetzbuche , Berlin 1899, S.24-28 (26-27) 참조
Julius Hatschek, Die rechtliche Stellung des Fiskus im Bürgerlichen Gesetzbuche ,

123)

Berlin 1899, S.25-28(26), Fn. 73 참조.
“Quaero mortuo imperatore ubi iste est fiscus, cum sit mirtuus, qui erat fis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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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국고는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황제라는 공법상 법인격과 병행하
는, 자연인으로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황제의 또 다른 인격이이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고가 영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황제의 유한성과 대비되
게 되어 계속적으로 존속이 필요한 국고가 황제와 독립하여 존재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여기에 덧붙여 국고가 가지는 일련의 특권 역시도 국
고를 별도의 법인격으로 평가하게 만든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루카 파르멘시스(Luca Parmensis)는 “무엇이 국고이고, 무엇이 재정인지 말해
질 수 있다. (중략) 확고한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르면, 관습에 따라 또는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바로 국고라는 것이, 이성법 및 교회법에 의하여 성물의
보관소 또는 국유재산의 저장소인 것이며, 또한 특권을 가지고, 개별 재판관
그리고 공적인 인격을 대신하여 작동하는 것이다”124)라고 하였다. 그는 이 글
을 통해서 국고가 단순히 군주의 재정을 일컫는 데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재정
또는 교회재정 역시도 fiscus라고 불렸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당시
교회의 fiscus가 특권을 향유하면서 재정을 운용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특
정한 재판관으로 작동하였으며, 국가의 또 다른 (법)인격으로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르티누스 라우덴시스(Martinus Laudensis)는

국고에 관하여 (De fisco Tr.

U. J. t. Ⅻ Quaestio CCX, 41)에서 쓰기를, “고대 로마의 관료와 지방관은
fiscus 나 시민에 귀속될 벌금을 면제해줄 권한이 없었고, 이는 오히려 원수 –
로마 황제 – 나 민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다”고 하였다.125) 이는 국고를 사
respondeo figitur non mirtuus donec alius creatur imperatore sed vice persona
fungetur.” (Julius Hatschek, Die rechtliche Stellung des Fiskus im Bürgerlichen
124)

Gesetzbuche, Berlin 1899, S. 26 Fn. 74.에서 재인용)
“..vel dici potest quod fiscus idem est. quod saccus. Sed Bal. in c. p. 5 ad hoc. in

Ⅲ . col. de pace jur. firman. in usibus seu sic in quit, quod fiscus idem est, quod
custos sacrista lege animatus et sacrista seu repositorium publici thesauri habet
privilegia et proprios judices et vice personae publicae fungitur.” (Julius Hatschek,
Die rechtliche Stellung des Fiskus im Bürgerlichen Gesetzbuche, Berlin 1899 S.26
125)

Fn. 75에서 재인용)
“Priores civitatis vel praeses non possunt remittere poenas quae applicantur fisco 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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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이해한 근거가 되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fiscus 자체에 대하여 시민과
같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공인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이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황제나 민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이해한 것은 황제의 사적 부분이
아니라 독립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였다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황제와 국고가
일치된 법인격이었다면, 관료들이 면제하기 위하여 굳이 민회의 동의가 필요하
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fiscus를 황제의 사적인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은, 왜 로마멸망 이후의 유럽에서 aerarium이
아닌 fiscus를 ‘국고’ 즉, 군주 내지 국가의 재정, 심지어 교회의 회계재정을 일
컫는 용어로 사용하였는가라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로마에서도 디오클레티
아누스 황제 이후에 양자가 통합되었고, 따라서 그 후로 유럽에서 오랫동안
aerarium이란 전통적인 용어는 사실상 잊혀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세
이후의 유럽 국가들은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정로마와 같이 군
주정이란 정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의하여 중세이후 유럽에서는 로
마 공화정에서 발생하여 재정초기까지 존재하였던 aerarium을 ‘국고’를 의미하
는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2) 독일에서의 계수과정
중세에서 국고를 군주의 재산 및 특권의 총체, 재무담당관청으로 인식하던
독일은 로마법을 계수하면서 이탈리아 주석학파와 같은 입장으로 변화하기 시
작하였다. 이탈리아의 법학자 투라마누스(Turamanus)와 독일의 법학자 마르쿠
스 안토니우스 페레그리누스(Marcus Antonius Peregrinus)의 견해가 독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국고의 법인격에 대해서도 논한 바 있

privato, immo requiritur consensus principis vel consilii generalis civitatis.” (Julius
Hatschek, Die rechtliche Stellung des Fiskus im Bürgerlichen Gesetzbuche, Berlin
1899 S.26. Fn. 7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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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라마누스는 그의 사후인 1770년 편찬 및 발간된 자신의 책

저작모음

(Opera Omnia)에서 국고는 법인격을 가지고 소송상 피고가 된다고 보았으며,
국고는 또한 군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황제의 소추담
당관126) 역시 국고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고 보며, 황제의 직접적인 대리인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해당 담당관이 국고금을 관리하는 장관을 겸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다.127) 이러한 투라마누스의 설명은 이후에서 볼 신성로마제국
의 사법제도상에서 제국의 재무대신(Reichsfiskal)이 제국소송의 소송수행자대표
로서 나타나는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투라마누스는 당시 다수적인 견해와
달리 국고 그 자신이 소송상 당사자로서 활동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
였는데, 이는 국고가 가상적인 존재로서 독립적인 의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
으로 보인다. 즉, 국고를 수취하는 담당 대신이 소송상 당사자의 지위에서 활
동한다고 한다면 굳이 국고가 소송상 당사자가 될 필요가 없고, 실제로 국고를
관리함에 있어서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는 재무대신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투
라마누스의 견해는 프랑스 행정법 역사에서 나타나는 국고를 국고담당관청으로
보는 견해와도 유사하다. 즉, 그는 현대 독일법에서 말하는 사인으로서의 법인
격을 가지는 국고라는 개념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거부한 것이다.
한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페레그리누스(Marcus Antonius Peregrinus)는 1587
년에 발간한 자신의 책

국고의 권한과 특권에 대하여

(De juribus et

privilegiis fisci) 1권 1장 28 내지 37문에서는 투라마누스와 비슷한 견해를 취
하였다. 또한 1권 3장 5문에서는 “비록 국가원수가 바뀔지라도 국고는 변하지
않는데, 국가나 시민은 변화하게 될지라도...국고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이
다”128) 고 하여 앞서 본 발두스의 견해와 유사한 입장도 취하였다.
126)

127)

이는 Reichsfiskal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제국소송
에서 다루겠다.
이에 관하여 Julius Hatschek,

Die rechtliche Stellung des Fiskus im Bürgerlichen

Gesetzbuche, Berlin 1899, S. 27-28에서 재인용.
128) “licet contingat principes mutari fiscus tamen non mutatur sed semper idem set quo
populus, civitas, quamvis personae mutentur...quia fiscus nunquam moritur.” 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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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투지우스(Althusius) 역시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법은 계약이라
는 단일한 방식에 의하여 일반법이 된다고 보았는데, 그 역시 다른 계약에서와
달리 ‘국고에 관한 계약’에서는 국고가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우선권이 존재
함을 인정하였다. 즉, 그는 사법에서 주로 유래하는 계약을 법의 근원적인 핵
심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담당하는 관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국고가 관련되는 것과 법령에 의해서 특별한 규율을 받는
영역에 대해서는 일반 계약과의 차이를 긍정하였다.129)

(3) 프랑스의 레갈리스트
이상과 같이 대체로 국고를 사법관계로 보는 후기 주석학파들의 시각과 달리,
뒤이어 등장한 프랑스의 레갈리스트들은 국고법에 관하여 입장을 달리하였다.
이들은 군주의 특별재산 및 이용수익권130)131)을 현대 관념으로는 공법에 해당
하여

Julius

Hatschek,

Die

rechtliche

Stellung

des

Fiskus

im

Bürgerlichen

Gesetzbuche, Berlin 1899, S. 27, Fn. 81 재인용.
이에 관하여 Martin Bullinger, Öffentliches Recht und Privatrecht ,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1968, S. 19 참조.
130) 프랑크왕국이래의 Regalia들에는 대체로, 화폐주조권, 조세징수권, 성곽건설권,
광산채굴권, 시장개장권, 소금전매권, 유대인보호관리권,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129)

취득, 범죄자의 유산의 몰수권 등이 존재하였으나, 점차로 군주 내지 공화국이
독점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대부분이 폐지되었다. 이에 관
하여, Michael Stolleis, Geschichte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eutschland , Erster
131)

Band, München 1988, S. 166 참조.
Regalia은 독일법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복수형인 ‘Regalien’으로 사용한다. 이
는 중세 이래의 독일법에서 국왕을 비롯한 영방군주들이 누리던 다양한 특권들
을 의미하는 바, 광의의 고권에 속하는 것이었다. 표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
는 이용수익권들이 있으나, 그 외에도 영주들의 재판권, 요새축성권 등도 포함된
다. 원래는 고권에 해당하는 Regalia majora와 주로 수익권들이 속하는 Regalia
minora (niederen Regalien)가 있었으나, 후일에는 후자만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
다. 이때부터는 재정특권(Finanzregalien)이라고 칭하며, 조세징수권, 통행권, 이용
권, 소금전매권, 삼림이용권 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특권은 근대에 이르러 점
차 축소되었으며, 19세기말 경 군주의 재정특권에는 복권발매권 등만 남아있었
다. 그러나 민법전시행법률에 의해서도 이것이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다. 현대
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공법에 따라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지만, 그러나 이

- 54 -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특히 16, 17세기에 군주가 가지는 주권적 그리
고 재산적인 이익을 향유할 권리인 Regalia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였다.132) 그런
데 이들은 국고법과 군주의 특별재산권 및 이용수익권의 법적 성질 및 지위가
군주의 주권적인 부분과 분리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점은 이탈리아의 주
석학파와 독일의 법학자들 중 다수의 견해와는 명백히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들은 군주의 고권적인 권력인 ‘대 군주특권’(Regalia majora)와 재산적인 성질
을 가지는 특권들인 ‘소 군주특권’(Regalia minor)를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절대군주이론을 정립한 16세기 법학자이자 정치철학자였던 보댕(Jean
Bodin)은 1579년 국가에 관한 여섯 권의 책 (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
을 저술한 바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당시의 젊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고의 私法관계설을 비판하였다. 그는 “어떻게 군주의 법과 국고법이 사인의
소유라고 혼돈하고 뒤섞는가”(qui jura majestatis cum jure fiscali, quod
privatorum est, confudant et miscent)라고 하였다.133) 보댕의 이러한 주장에 따
르면, 국고와 관련된 법은 군주의 특권에 관한 공법에 속하는 것이지 사인의
재산권과 동일하게 사법이 적용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국고를 형
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인 과세권이 군주의 권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하여 동시대의 레갈리스트인 초피누스는 아마도 공화정의 존재
를 감안하여 이러한 과세권이 누가 국가를 소유자로서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프랑스에서 군주의 개인재산과 국가의 재산을 구분하기
는 어렵다고 보았다.134) 즉, 이들은 과세권을 공권으로 본 것이고, 이것이 현실
영역은 私法 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권리는 양도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Deutsches Rechts-Lexikon, Band 3, 3.Aufl.,
132)

133)

134)

München 2001, S. 3515. 참조.
프랑스의 Regalist 중에는 대표적으로 1547년에 De domanio를 쓴 Renatus
Choppinus가 있었다. 이에 관하여, Julius Hatschek, Die Rechtliche Stellung des
Fiskus im Bürgerlichen Gesetzbuche , Berlin 1899, S.28, Fn.85 참조.
이에 관하여 Julius Hatschek, Die Rechtliche Stellung des Fiskus im Bürgerlichen
Gesetzbuche , Berlin 1899, S. 28 참조.
Julius Hatschek, Die Rechtliche Stellung des Fiskus im Bürgerlichen Gesetzbuche
, Berlin 1899, S. 28-29, Fn. 8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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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조세채권 역시 국가의 공적 권리라고 이해하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레갈리스트들이 주장한 이론은 현대의 스위스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스위스의 공법학에서는 레갈리아권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국가가 고권을 통하여 경제상 활동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다.135) 이때의 레갈리아는 공물사용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스위스
법학에서는 이를 공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136)

(4) 로마법 계수 후의 독일
독일이 로마법과 함께 후기 주석학파의 이론을 계수하면서, 국고를 국유재산
권의 주체로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처음에는 신성로마제국황제의 ‘군주
의 재산적 특권’(Regalia: 이 중 특히 Regalia minor)들에 속하는 일련의 개별
특권들의 총체만을 ‘국고’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후 제후들의 재산 등등으로
개념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때 국고를 계수 이전과 달리, 私法상의 법인
격으로 이해하였다. 국고는 군주의 재산총체를 私法상으로 소유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국고’는 당시 자연인인 군주와 분리되지 아니한 국가의 국유
재산을 보유하는 사법상 법인격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군주 개인의 재산은 국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
다.137) 로마 시대의 황제의 개인재산을 황제국고로 보지 않았듯, 이때에도 군
주 개인의 사금고는 국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따라
공법상의 주체인 군주와 私法상의 주체인 국고가 병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
시 국고가 단지 私法상의 주체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근대에 이
135)

136)

이에 관하여 Michael Stolleis:

Geschichte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eutschland .

Bd. 1, München 1988, S. 166 ff 참조.
따라서, 스위스에서는 공물에 대한 연방 및 칸톤 등의 권리는 ‘公所有權 ’에 가
깝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점에서 오토 마이어 등의 공물이론과 비교하여 이해할
부분이 있다 하겠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여러 한계에 의하여 더 이상 다루지는

137)

않고, 자세한 내용은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한다.
이에 관하여, Gustav Boemer, Grundlagen der bürgerlichen
Tübingen 1952, S. 182-183 참조.

- 56 -

Rechtsordnung,

르러서 국가라는 독립된 공법인을 상정하기 이전의 독일법에서 국고는 군주를
대리하는 행정활동주체로서도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19세기 이전의
국고는 사실상 현대 행정법관념에서의 ‘국가’와 동일한 존재였다.
이후 독일 법학에서는 국고가 사법상 주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경제주
체와는 달리 일정한 특권을 향유한다는 점을 이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특권
에 기한 것으로는 제국신민 및 외국인들에게 징수하는 조세가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형사법상으로 징수된 벌금, 분실물 및 무주물,
발견된 매장물 등도 역시 국고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138) 다시 말해, 국
가, 더 정확하게는 당시의 군주들이 국고라는 관념을 동원하여 조세 및 공과금
외에도 벌금, 매장물과 같은 부수적인 각종 수입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국고’라는 개념은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도 등장하였다. 즉, 국가와 사인간의 매도 및 매수, 임대차, 양도, 사무처
리, 고용 등등의 전반에 걸친 것도 국고작용이라고 이해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고, 상거래 및 영업을 영위하고, 농
업 및 광업을 행할 때에도 국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심지어 이는 국가가
고권행위를 통하여 재산법상의 의무를 국고에 부여할 때에도 그러하였다.139)
예를 들어, 공무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라서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국고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오토 마이
어가 말한 바와 같이 국고는 국가의 ‘신민’(Untertan)으로 나타난 것이다. 엄밀
히 말하자면, 아직 국가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 포착되지 아니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의 신민이 아닌 군주의 신민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념은 근대 독일 경찰국가의 법이론에 있어 그 토대가 되었다. 다시
말해, 경찰국가 이론에서는 국가는 모든 부분에 걸쳐 군주와 분리되었다는 의
미이다. 국가는 ‘통치권’(imperium)의 상징으로서 국내외에서 대표하게 되었고,
138)

이에 관하여 Gustav Boemer, Grundlagen der bürgerlichen Rechtsordnung, Tübingen

1952, S. 182-183 참조.
139) 이에 관하여 Gustav Boemer, Grundlagen der bürgerlichen Rechtsordnung, Tübingen
1952, S. 182-1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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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관계와 국내법관계에서는 ‘관할권’(juridictio)을 가진 공법상 주체가 된
것이다. 이와 달리 ‘소유권’(dominium)에서는 국가는 국고라는 이름으로 私法
상의 주체로서 등장하였다.140)
국고가 사인으로서 국가통치권과 분리되어 이해된 이유는 레갈리아 사상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도 있겠다. 당시 Regalia에서는 Regalia majora가 공법적 성
격을 가지는 고권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반하여 Regalia minora가 주로
재산적인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서로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서 전자는
imperium과, 후자는 dominium과 연결된다고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후자를 국고로 이해한 다음 이를 주석학파의 견해대로 私法人으로서의 국고가
관리하는 것으로 본 것이라 추정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국가통치권, 특히 군주와 구분된다고 보는 국고 관념은 이후 소송
법의 영역에서도 이용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즉, 국고가 소송상 당사자로 표시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신성로마제국 제국회의에서의 의결 등에서 잘 나타난다.

3. 신성로마제국의 제국재판
근대 이후에야 비로소 司法國家가 실현되었다고 보는 일반의 믿음과 달리,
실제로는 일찍부터 신성로마제국에서 司法制度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였다. 이에
따라 발터 옐리네크는 신성로마제국이 ‘司法國家’(Justizstaat)였다고 설명한바
있다.141) 더욱이 제국재판권을 제국이 제후를 비롯한 제국 전역에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였다. 이는 신성로마제국의 실질적인
지배력은 사법권에 의해서(만) 작동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
러한 제국재판 중에서 ‘국고소송’(fiskalische Klage)을 비롯한 여러 유형142)을
140)

이에 관하여 Gustav Boemer, Grundlagen der bürgerlichen Rechtsordnung, Tübingen

141)

1952, S. 182-183 참조.
W. Jellinek, Verwaltungsrecht, 3.Aufl., 1931, S. 77-80,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962, S.

142)

19-20에서 재인용.
제국관방재판소는 1555년 제국관방재판소칙령에 의거하여 “평화협정위반,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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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관방재판소와 제국궁정사법회의에서 담당하였다.143)

(1) 제국제후의 부제소특권
이와 같이 소송제도가 보장된 사법국가인 신성로마제국에서는 제후들 역시
원칙적으로는 황제의 신하로서 제국재판소의 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하였다. 하
지만, 신성로마제국의 제후들은 각 신분지위별로, 그리고 개개인별로 그 정도
와 범위의 차이는 있었지만, 1356년 반포된 금인칙서(Goldene Bulle)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제소특권’(privilegia

de

non

appellando)

및

‘불소환특

권’(privilegia de non evocando)을 인정받고 있었다.144) 이러한 제국법상 가장
중요한 특권부여에 의하여, 그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제국관방재판소나 제
국궁정사법회의와 같은 제국재판소에서 직접 소환ㆍ판단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
었다. 더욱이 오스트리아 등 일부 영방에 대해서는 제국재판소의 재판권으로부
터 적용 배제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따라서 적잖은 제국의 영토 내에서
제국재판소의 판결은 실제로는 엄격히 집행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특권부여
에 따라서 제후들은 제국재판소가 아닌 중재재판소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받
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재재판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었다.145)
파문명령의 위반, 도주 중인 영지민에 대한 위법한 지원, 소속이 없는 용병대에
대한 지원중단, 황제의 국고에 해당하는 사안들, 제국 신하들 사이의 점유권분
쟁, 무단 압류 및 체포, 권리지체 내지 그 거부 그리고 집행의 강제, 제국법위반
과 제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었다. 또한 이후의
종교개혁 등의 영향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사안이 늘어났으며, 제국조세, 신앙분
쟁, 국고분쟁, 화폐주조분쟁 등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Michalel
Stolleis,

Geschichte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eutschland,

Band

Ⅰ

Reichspublizistik und Policeywissenschaft 1600-1800, München 1988, S. 135-137 참
조.
143) 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Deutsches Rechts-Lexikon, Band Ⅲ , 3.Aufl., München
2001, S. 3529 참조.
144) 이에 관하여 Norbert Achterberg, Strukuren der Geschichte des Verwaltungsrecht
und der Verwaltungswissenschaft, DÖV 32Jahrgang Heft.20, Stuttgart 1979, S. 738
Fn.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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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국소송의 종류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자신의 영주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신민들과 제후
들을 제국의 재판권 아래에 두려는 제국재판소들은 위 문제를 타개하려는 시
도를 지속하였다. 그 중 하나가 황제의 재판권을 수여받아 대리하는 것이었다.
제국재판소들의 재판은 신성로마제국황제의 권한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어디
까지나 제후들은 제국 황제의 신하로 복속하고 있었고, 황제나 제국은 제국 내
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결국 제후들은 이들의
판단에 복종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제후들은 제국재판소에 대한 부제소특권 및
불소환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직접 소환명령을 내리고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황제의 권한을 부
여받음으로써 제국재판소들은 황제의 이름으로 제후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수권소송’(Mandatsprozeß)을 실시할 수 있었다. 제국재판의 실무에서 가장 기
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한 방식은 ‘조건하에서 부여받은 권한’(Mandat cum
clausula)에 따른 ‘조건부 수권소송’(bedingter Mandatsprozeß)방식이었다. 이러
한 소환에 대하여 피고인 제후는 자신에게 특정한 권원 내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제국재판소 재판정에의 출석을 거부할 수 있었다. 제국재판
소는 심리 후에 수권소송의 결과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다.146)
이에 반하여 제후의 행정처분을 재판권에 복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건없
는

수권소송’(unbedingter

Mandatsprozeß)은

제국재판소가

‘조건없는

수

권’(Mandat sine clausula)을 발부받았음을 주장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기한 제
국재판소의 소환명령에 대하여 제국제후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조건
제국재판소에 출석하여야만 하였다. 위 소환을 통하여 제국재판소는 제후에게
특정한 활동을 금지하거나 명령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국재판소의 재판정에의
출석을 피하고자 하는 제후는 소환장에 부기된 소환사유에 따른 작위 또는 부
145)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962, S.23-25 참조.
146)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962, S.23-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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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였고, 결국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제국재판소는 간접
적으로 강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건없는 수권소송’에서는 제국재판소는 종
국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47)
‘수권소송’외에도 ‘재판외 구제청원심사’(Extrajudizialappellation)148)라는 방식
으로도 해결될 수도 있었다.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 제국말
기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기는 하였지만, 1594년 레겐스부르크에서 이루어진 제
국결정 제94조 이하에 따라서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다만 이때에도 구제청원을
할 수 있는 신청요건은 제한되어 있었다. 영주가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하여
법상으로 고권(Obrigkeit)을 보유하고 해당 고권의 범위 하에서 행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역시 영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했다.
이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신민 또는 그 외의 다른 재판소들에게서 판단
을 받기 어려운 자에 한하여 ‘재판외 구제청원심사’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때
제국재판소는 이 ‘단순한 분쟁’(simplex querela)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다른 재
판소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처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위 재판외 구
제청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영주에게는 이행명령
내지 금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었고, 아울러 금전벌이 부과되는 것 역시 가능하
였다.149)
‘수권소송’과 ‘재판외 구제청원심사’라는 양 절차에서 신민이 자신의 영주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권에 근거한 경우에 한하여 소가 허용
되었다. 즉, 그는 자신의 사권이 존재하고, 그것이 영주의 고권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제국재판소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제국재판소는
147)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48)

1842, Bonn 1962, S.23-26 참조.
직역하자면, “비송항고”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현행 우리법제상의 용어와 동일
한 의미가 아닌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독자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재판외
권리청원심사’로 일응 번역하기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청인의 입장이 강

149)

하게 들어간 용어가 된다는 문제점은 있다. 이하 같다.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962,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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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침해가 된 사법관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되는 공법관계에 대한 부분 역시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150) 이때 침해된
사권은 私法관계 내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공법관계에서 연원한 것이라 할
지라도 가능하였다.151) 다만 이 시기에는 아직 공ㆍ사법의 구별도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공권’이라는 개념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제후가 자신이 ‘경찰사안’(Polizeisache)에서 법령을 반포한 것일 뿐이라
고 주장하여 재국재판소의 재판관할권 내지 대상적격을 부정할 수도 있었
다.152) 경찰사안에 대해서는 제국의 각 제후들이 자신의 봉토 내에서 스스로
활동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국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경찰사안’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 사권의 침해
따라서 경찰사안에 관하여 제국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으로 만들기
위하여, 신민의 단순한 사권이 아니라 ‘기성적인 권리’를 침해한 경우이어야
하였다. 즉, 신민은 영방군주가 경찰활동을 함으로써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성적인 권리’(wohlerworbenes Recht; jus quaesita)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야 했다.153) 여기서 말하는 ‘기성적인 권리’란 단순히 일반적인 사권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된 권리들을 의미한다. 이 중에는 신분상의 특권과 특정
한 소유권 등의 재판권이 포함되어 있다. 오토 마이어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962, S.27.
151)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50)

152)

1962, S.28.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962, S. 28 참조. 이와 같이 법령에 대하여 제국재판소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
한 것이, 오늘날 독일 행정소송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항고소송이 불가한 것의

153)

시초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962, S. 28-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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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원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권리”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일반적 자유’도
아니고, 완전히 법질서 내에서 보장된 상속가능한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
니라고 하였다.154) 기성적인 권리의 침해로부터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점차 이
로부터 파생된 개념인 ‘자연적 자유’ 역시 크리스티안 볼프(Christian Wolff)등
의 계몽사상가들의 영향으로 기성적인 권리와 대등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18세기 중반 프로이센의 사법개혁을 이끈 코케이
(Cocceji)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폰 베르크(v. Berg)등은 기성적인 권리뿐
만 아니라, 자연적 자유를 타당한 이유없이 침해하는 것 역시도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155)
이와 같이 비록 그 연원이 경찰사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성적인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제국재판소가 재판권을 가지는 ‘재판사안’(Justizsache)으
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제국재판소는 재판관할권
을 사실상 확장하였던 것이다. 신성로마제국 당시의 유명한 법률가였고, 제국
관방재판소 배석재판관(Kammergerichtsassessor)이었던 폰 크라머(v. Cramer)도
경찰사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경찰사안
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고

제국재판소들은

‘재판할

대

상’(objectum justitiae)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독자적인 무명
의 재판사안’(Justizsache tamquam species sub genere)이 된다면, 그때에는 재
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다시 말해, 경찰사안은 ‘공공 내지 공공 상태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만 재판관할이 배제되었던 것이다. 반
면, 이것이 공적인 내지는 사적인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퓌터(Johann Stephan Pütter)도 일반적으로 ‘특권 또는 법
적인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를 ‘재판사안’이라고 하였다.156) 따라서 원고는 자
154)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I und II. Band, 3.Aufl., Berlin 1924, S.

155)

31 참조.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56)

1842, Bonn 1962, S.38-41.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962, S.28-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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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특정한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여야 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신성로마제
국재판소에서는 신민이 자신의 영주의 활동으로 인하여 사익, 특히 법적으로
보장받은 재산권을 침해받았음을 주장하여 그 손해배상 또는 그 처분의 취소
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공법적인 처분을 권리침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재의 항고소송에 상응하는 형태가 일찍부터 존재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때 당시 실무상 이때 침해된 권리를 대부분 사권, 특히 재산권이라는
외견상으로 분명한 권리를 원용하고 있었다. 이점이 훗날 프로이센 등에서 나
타나는 금전상 손해전보청구소송으로 전환된 항고소송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제국재판소는 제국제후인 영주들이 자신의 봉토 안
에서 일반내부행정상 행하는 공법상 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통제할
재판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민의 ‘기성적인 권리’를 침해하
는 경우에는 재판이 가능하였다. 이를 통하여 독일제국은 제후에 대한 신민의
소송을 널리 인정하고 있었다.157)
이러한 제국재판소의 제후들의 고권행사에 대한 사법심사는 1647년 제국의
결(Reichsabschied)158)에 의거하고 있었다. 동 의결은 위에서 설명한 제국재판
소 소송인 신성로마제국황제의 수권장에 의한 수권소송과 단순분쟁소송의 성질
을 시민 또는 신민이 자신의 관헌 및 영주에 대항하여 제기하는 소송임을 본
질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시민 또는 신민이 영주 등에 대하여 불
만을 품고 선량한 내무행정, 길드 및 수공업조합이 관련된 사안 등을 제국황제
및 신성로마제국 관방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157)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962, S.29-30 참조.
158) 이에 관하여, 원문은 고전적인 문장과 현대에서도 외교상의 선언문들이 흔히 그
러하듯, 단 하나의 문장으로 계속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른 독자의 이해상의 불
편을 피하기 위하여 문장을 나누고, 추가적인 설명을 삽입하였다. 인용문 안의
괄호는 추가적인 설명을 위한 부분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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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와 같은 소송이 신분질서에 반하는 것이기에 제국관방재판소 등의
재판관들이 이를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위 의결에서
는 관방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러한 소송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영
주 등의 고권행사와 공공의 안녕 그리고 이에 경합하는 신민 등의 이익이 경
합하고 있는 소송이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판사건을 재판
관이 임의로 심리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공공의 안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재판관은 제국파문, 추방까지도 가능한 엄중한 징계 내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159) 이와 같이 제국의결에 따라서 제국소송
은 실정법상으로도 보장된 확고한 소송유형으로 확립되었던 것이다.

(4) 제국소송에서의 원고인 제국국고
위와 같은 제국관방재판소와 재국궁정사법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에서 제
국국고담당관(Reichsfiskal)이 원고 및 소추인으로서 수석소송대리인 내지 소송
수행자역할을 행하였다. 이 제국국고담당관은 일반적으로 황제와 제국의 이익
을 대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이는 제국국고의 출납감독기관으로서 기능
과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160) 이는 특히 제국국고와 관련된 소송이 제국재판소
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이때 제국국고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을 행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한 국고가 私法상의 역할만 하였다
고 이해하는 현대의 사고와 달리, 국고담당관이 형사소추까지 담당한 것에서
보듯이, 현대적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당시 국고와 그 담당관에게는 공법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국고가 私法상 역할을 수

159)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60)

1842, Bonn 1962, S. 34-35 Fn. 43 참조.
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Meyers Großes Konversations-Lexikon, Band 6, Leibzig
1906, S.631; Band 16, 1908, S. 732, S.735 (이에 관하여 이를 각 전산화한 내용
으로서 http://www.zeno.org/Meyers-1905/A/Fisk%C4%81l; http://www.zeno.org/Meyers
-1905/A/Reichsfisk%C4%81l ; http://www.zeno.org/Meyers-1905/A/Reichsankl%C3%A
4ger 에서 참조)

- 65 -

행하여 온 법인격이라고 파악하는 전통적인 독일 私法學과 이를 받아들인 공
법학의 논리에 대한 유력한 반대증거 가운데 하나로서 제시될 수 있겠다.
위와 같이 신성로마제국에서는 제국재판소에서 영주가 행한 공법적인 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신민은 자신의 재산권 등에 피해가 있었
음을 주장하여야 했다. 이러한 것은 신분상의 특권을 보장하면서도 제국의 재
판권이 제후들의 봉토에도 미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때에도 비교적 강성한
영주들이 다스리던 지역에 대해서는 재판권 행사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비록
현실상에선 제국재판제도의 적용범위가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후
에서 볼 프로이센의 재판제도와 연결해서 보면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는 18세기 프로이센의 이른바 ‘국고소송’과의 연결되는 부분이
라 하겠다.

제4절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종래 오토 마이어의 ‘국고이론’이라고 불리는 소송제
도를 중심으로 한 설명은 결국 ‘국고’라는 점을 매개로 하고 있다. 그는 이러
한 소송법이론이 역사적 배경에서 ‘경찰국가’에서 성립된 것으로 서술한 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일반의 오해와 달리 오토 마이어는 이
러한 국고이론을 지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가 국고이론,
특히 확대된 국고이론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고 확언하기도 어렵다.
그는 행정법이 국가와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생연원 및 과정이 私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이
다.161) 따라서 그간 일반적으로 이해된 바와 같이 오토 마이어가 고권적인 국
가통치를 공법의 핵심으로 보고, 이에 반하여 계약 등을 모두 사법관계로 이해
한 것인지 여부 등을 더욱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기반하여 오토 마
161)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Band Ⅰ , 3.Aufl., Berlin 1924,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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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의 ‘국고’관념은 추후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국고’라는 법개념은 이미 오
토 마이어 시대에는 독일 민법전 등으로 실정법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는 것
이다. 따라서 그가 이러한 제도를 도외시한 채 이론을 구성할 수는 없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실정법과 아울러 당시 행정법의 발전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었
기 때문에, 그가 행정의 영역 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私法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었던 사정이 있음을 일정 부분 감안할 수 있다.
그의 이론은 또한 개별적인 독일 국가들의 소송제도가 아니라, 전체 독일의
소송제도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추상적인 틀로서 제공되었다. 따라서 세부적
인 부분에서의 사실과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러한 점들은
특히 국고를 ‘관습법상 사인’이었다고 이해한 부분에서 특히 드러난다. 독일법
학상 국고를 사인이라고 이해한 것은 근세 로마법계수 이후에서 나타난 현상
인데, 독일 법학자들 중 국고이론을 비판ㆍ부정하는 학자들은 관습법으로 확립
되었다고 하기에는 그간 반론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고 이하에서 표로 나타낼 바와 같
이, 국고는 공법상 법인격으로 이해한 기간이 오히려 더 길다고 하겠다. 즉, 로
마시대와 중세, 근대까지 국고는 공법상 주체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다만, 다시
발굴된 로마법을 연구한 후기 주석학파들과 그들의 이론을 계수한 독일의 로
마법학자들이 국고를 私法상 주체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로마법을 중심으로 다
시 독일의 일반법으로서 사용하고자 하였던 독일 사법학자들이 국고를 私法상
법인격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국고의 법인격 문제와 더불어 과연 위와 같이 공법상 주체로서 주로
사용된 국고가 소송실무상으로는 私人으로 취급되어졌는지가 의문시될 수 있
다. 특히 오랫동안 국고이론에서 말하여 온 항고소송금지를 회피한 국고를 피
고로 하는 금전배상소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의
기초가 된다. 이를 통해 국고이론의, 최소한 초기 국고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들 문제에 관하여 다음 장을 통하여 설명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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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제1장에서 나타난 국고관념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온 모습를 도표화
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국고개념의 연혁 (로마~현대독일)
공법상 법인격
로마제정 초기

일반국고(A.P.R.) 등

사법상 법인격
황제국고(공ㆍ사혼합)

/ 황제의 상속재산(사유재산)
로마제정 중기이후 황제국고로 통합
황제의 상속재산 (분리)
중세 독일
국고=국고담당관청
(국고의 사법상 특권)
후기주석학파
국고는 사법상 법인격(+특권)
국고는 Regalia의 일부 =군
프랑스 레갈리스트
주권의 일부
독일 로마법계수
국고는 사법상 법인격(+특권)
국고는 황제, 제후의 재산총체(공ㆍ
국고담당관=제국대리인
신성로마시대
(수석소송수행자)
사법 구분없음)
프로이센 왕국
국고=공법상 ‘국가’표시
국고는 사법상 특권보유(ALR)
근대독일 (~19C중) 국가=공법상 법인격
국고=(분리된) 사법상 법인격
현대독일 (19C말~) 국가=공법상 법인격
국고=(국가의) 사법상 법인격
오토 마이어, 프리츠 플라이너 등은 현대 독일의 국고개념으로

국고를 전반적으로 이해

로마원수정시기에 만들어진 ‘황제국고’는 제정초기 동안은 황제의 사유재산
과는 구분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이때에도 일부 특권을 보유하였고, 그 수
입원이 황제속주로부터 조세형식으로 거둬들여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법적 성
격과 사법적 성격이 공존하는 존재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제정중기에 이르러서
는 황제국고는 일반국고와 통합된 국가재정으로 변화하였고, ‘황제의 상속재산’
이라 불린 사유재산과는 구분되어졌기에, 완전한 공법상 법인격을 취득하였다
고 볼 수 있다.
‘국고’라는 명칭은 서로마제국 멸망이후에도 독일 등 서유럽각국에서 사용되
었으며, 군주나 교회의 ‘재산의 총체’ 또는 ‘재정담당관청’이라는 의미였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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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사법상 법인격으로 이해한 것은 이탈리아 후기주석학파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들의 로마법해석을 독일이 계수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프랑스의 레갈리
스트들은 국고를 ‘군주의 특권 중 일부’라고 이해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도 국고를 사법상 법인격으로 이해하기에 앞서서 공법상 ‘국
가’를 표시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특히 신성로마제국에서 국고담당관은 제국
소송의 수행자로서 활동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국고는 공법상의 법인격
을 가지는 국가와는 분리되는 사법상 법인격으로 파악되었으나, 국가와 분리된
것이라는 사고는 19세기 말경 극복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고는 국가의 또 다
른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이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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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고소송의 성립

본 장에서는 앞선 장의 제3절에서 살펴본 신성로마제국에서의 제국소송에
이어서, 19세기 이후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재판제도의 변화를 서술할 것이다. 이 부분은 오토 마이어나 프리츠 플라이너
가 말한 바와 같이 항고소송금지에 대하여 국고를 피고로 하여 금전상 손해전
보청구소송으로 우회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서
프로이센에서 존재한, 그리고 현대 독일에서도 존재하는 ‘국고소송’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앞서 배경설명을 하자면, 19세기 초 신성로마제국이 붕괴할 당시, 과거
의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공국은 이미 독일권역에서 2대 강국 중의 하나인 프
로이센 왕국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에 앞서 이미 17-18세기 당시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대공은 이미 강성한 국력을 바탕으로 선제후지위를 획득하였기 때문
에, 신성로마제국 제국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적용이 사실상 제한되던 국가였다.
더욱이 프로이센 영토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슐레지엔 지방과 3차례에
걸친 폴란드 분할로 획득한 영토에 대해서는, 애당초 신성로마제국의 경계영역
을 벗어나기 때문에, 제국재판소의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18세기에 프로이센의 신민은 앞선 장에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제국재
판소에 프로이센 왕162)을 제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국재판소에 대한 제소는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이는 란트
재판소 등의 우선적인 관할권이란 법적 문제와 프로이센 왕의 정치적인 입장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것이었다. 실무상으로 이와 같이 제국재판권에서 벗어나

162)

여기서 사용한 ‘프로이센 왕’(König in Preußen)과 후대의 ‘프로이센 국왕’(König
von Preußen)은 동일한 표현이 아니다. 전자는 ‘역내에서’(만) 왕을 칭하긴 하지
만 여전히 상위의 존재에게 속해져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국외에서도 인정하는
독립적인 주권을 지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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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에, 프로이센에서는 입법, 사법, 그리고 법학계 중 어디에서도 제국재판
소의 판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를 인용하지는 않은 편이었다고 한다.163) 따
라서 오토 마이어나 프리츠 플라이너의 글에서와 같이, 제국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프로이센 내에서는 신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예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프로이센에서 ‘국고소송’164)이
라는 소송형식으로 항고소송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과연 이와 같은 국고를 피
고로 하는 공법상 소송의 성질을 가진 소송제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이때 프리드리히 2세의 개혁에 수반한 프로이센의 재판제도와 그 재
판권 배분 문제 등도 부수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가치는 현재에
도 국가배상 등에서 피고가 되는 ‘국고’가 재판제도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제1절). 이어서 19세기 초 프로이센
의 개혁시기에 일어났던 관방재판제도의 폐지와 그에 따른 일반재판소로의 재
판권통합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제2절). 그리고 다시 19세기 중후반 독일 각
국에서 일어난 행정재판소 설립과 독일제국재판에서의 국고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제3절). 이를 통하여 어떠한 경위로 독일에서 국가배상이 행정재판소가
아닌 일반재판소에 맡겨졌는지, 그리고 앞서 18세기의 국고소송과 연결하여 사
법상 법인격으로서의 국고가 소송실무에서 피고로 이용되는 경과를 밝힐 수
163)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64)

1842, Bonn 1962, S. 60-61 참조.
이 논문에서는 서술의 축약을 위하여 ‘국고가 한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국고
소송’이라 표현하기로 한다. 독일 문헌에서도“국고소송” (fiskalischer Prozeß)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히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2부 14
장 81조 소정의 “국고와 사인에 관한 모든 소송”에 대하여 사용된 것이다. 다만
독일 문헌에서도 이를 인용함에 있어서 “이른바” 국고소송이라고 하는 바, ‘국고
소송’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확립된 용어는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상의 ‘국고소송’외에도 신성로마제국에서 현대 독일에 이르는 시기
동안의 모든 ‘국고소송’을 포괄하여 사용한다. 이에 관하여, Gerd Kleinheyer,
Staat und Bürger im Recht, Die Vorträge des Carl Gottlieb Sverez vor dem
preussischen Kronprinzen (1791-92), Bonn 1959, S. 145, Fn.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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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제1절 18세기 프로이센의 국고소송 (1단계)
18세기 당시까지 아직 신성로마제국의 경계 안에 영토의 일부가 존재하고
있던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은 제국재판소의 제국소송과는 다른 형태의 국고소
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18-19세기 독일의 국고소송은 종래 ‘私法상의
권리구제’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거나, 공법상의 권리구제제한을 우회하는 수
단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하에서 볼 바와 같이 18세기 프로이센의 국고소
송은 현대의 항고소송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위법성을 탄핵하는 객관소
송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Ⅰ. 18세기 프로이센에서의 재판체계
이러한 국고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행정부 내부에 존재하는 자문기구
인 관방, 더 정확히는 그에 부속된 관방재판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른

재판기구들,

심지어

훗날

일반재판소가

되는

司法委員會(JC;

Justiz-Collegia)조차도 행정관련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재판관할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재판소와 그 전신인 사법위원회에서 다루는 재판사
안, 즉 신민의 사권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재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한
다.

1. 제국소송과의 관계
신성로마제국이 존재하고 있던 18세기 동안에는 프로이센의 신민은 프로이
센 왕을 제국재판소, 특히 제국관방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 72 -

프로이센 왕은 자신의 재판권을 내세워서 제국재판소의 재판권 배제를 요구할
수 있었다.165) 원래 신성로마제국에서는 제후와 신민 사이에서 사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관한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각 제후국별로 존재한 란트재판
소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란트재판소에서 국고를 피고로 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제국재판소의 재판권은 란트재판소
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재판권이 우선
적용되는 란트재판소는 대부분 일반재판소를 의미한다.

2. 일반재판소의 재판권: 재판사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프로이센의 일반재판소는 역내의 재판권이 있었는데,
그 재판사항은 ‘재판사안’(Justizsache)에 한정하고 있었다. 이때 재판사안이란,
‘경찰사안’(Polizeisache)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엄격하게 양자의 기준이 나눠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권 등의 행사에 관해서는 경찰사안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신성로마제국 제국재판소들의 관할권이 되는 ‘재판사
안’(Justizsache)과는 기준을 달리하고 있었다. 과거 제국재판소들의 재판의 대
상이 되는 이른바 재판사안에는 ‘사적 사안’(Privatsachen)과 ‘행정 및 경찰사
안’

(Verwaltungssachen-Polizeisachen),

그리고

‘제후고권사

안’(Landeshoheitsachen)이 포함되는 상대적으로 넓은 개념이었다. 여기서 말하
는 사적 사안이라는 것은 국고와 사인간의 재산권분쟁을 의미하였다.166)
이에 반하여, 프로이센 각 재판소 및 재판기구에서는 영방군주의 고권에 관
한 사안은 재판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당시를 기준으로 ‘고권’(Obrigkeit)이라 함은, 현대 행정법에서 말하는 공권력행
사인 ‘고권적 행정’(Hoheitsverwaltung)이란 개념과 일치하지 아니함에 주의하여

165)

이 논문의 제1장 제2절 상의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의 관할배제주

장을 참조.
166)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962, S. 47-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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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권에 관하여 살펴보자면, 그 개념에 속하는 것으
로 화폐주조, 전쟁선포 및 강화 등으로 그 중 다수는 현대 법학에서 통치행위
로 보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군주의 고권사안에 대해서는 왕에게
직소하여 청원할 수는 있었겠으나, 사법위원회나 이의 후신인 일반재판소, 그
리고 관방재판부 등 행정재판기구에서는 재판권을 갖지 못하였다.167)

3. 관방재판부
이러한 18세기 프로이센왕국의 법제에서, 사적인 권리에 대한 분쟁이 일반재
판소 관할이었던 반면, 행정관련 재판 중 대부분은 관방에 소속된 ‘관방재판
부’(Kammerjustiz; Kammerjustiz-Deputation)를 비롯한 행정기관에 속한 여러 재
판기구에서 행하여졌다. 이 관방재판부는 내각으로부터 독립적인 재판권을 행
사하였고, 이는 1860년대에 설립되는 행정재판소시기 이전에 존재하던 행정청
들의 행정심판, 즉, 각부의 장관이 최종적으로 행정사건에 대하여 판단권을 행
사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168) 하지만 이것은 프로이센의 예외적인
법제라고 이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는 부르봉왕조이후 현재까
지 계속 행정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 프랑스의 국참사원과 비교하여
보면 그 유사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리어 18세기 프로이센의 관
방재판부 방식이 당시의 유럽국가들의 보편적인 행정재판제도에 가까운 것이라
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상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18세기 동안 공존한 프로이센의 재판관할권을 신
성로마제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제국제후가
고권을 행사한 경우, 제후가 제국황제에게 복종하는 신하인 이상, 제국재판소
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프로이센 등 각 영방국의 재판소에서는 그러

167)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962, S. 61-62 참조.
168)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73-174 참조.

- 74 -

한 권한이 없었다. 또한 제국재판소는 ‘사적 사안’, 다시 말하자면 대체로 현대
의 민사소송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하여, 프로
이센에서는 사적 사안은 일반재판소 관할 사항이었다.

<표 2> 제국재판소와 프로이센 재판소 재판권 비교
신성로마제국
제후고권사안
사적 사안

18C 프로이센
재판소의 재판권 없음

제국재판소 :
제국관방재판소 등

일반재판소(사법위원회)

경찰/행정사안
경제사안

관방재판부 등

재무 및 군무

4. 국고소송
위와 같은 프로이센의 행정재판에서 다른 독일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일찍부터 ‘국고’라고 표시되었다. 이미 프로이센의 ｢1713년 6월 21일자 사법조
직의 개선에 관한 일반칙령｣에서 ‘국고’가 소송상 당사자가 된다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었다. 위 칙령에서는 국고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짐의 국고를 한
당사자로 하고, 짐의 신하 및 신민을 다른 당사자로 하는 법적인 활동”으로 정
의하고 있다.169)
169)

재판기구의 개선을 위한 일반칙령 1713년 6월 21일자/프로이센: “짐은 이리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또한 숙고하였노라. 모든 사물과 법적인 활동에 있어서,
한 당사자가 짐의 국고가 되고, 다른 한 당사자가 짐의 신하 및 신민이 된다면,
이는 국고가 그 자체로 행위자 내지는 소추인 또는 그들의 고발인이라는 보조자
가 되는 것으로, 특히 짐의 이해를 그러한 방식으로 그때에 관리하는 것이라면,
짐의 재판관들과 대리인들이 국고라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들이
서약하고 선서한 바와 같이 재판이라는 점을 전적으로 유념하여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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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 칙령은 재판관에게, 국고가 당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군주의 이해
득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당시까지 국
고가 군주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던 점을 보여준다. 이
러한 점에서 재판관들이 불편부당할 재판을 하지 못할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
령과 정의에 따라 재판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 칙령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8세기 초부터 인정받은 국고소송은
단순히 금전상 손해전보청구소송으로 한정되지는 않았다. 위 칙령에서는 국고
는 피고만이 아니라, 고발인 또는 소추인까지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민사소송만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18세기 프로이센의
‘국고소송’은 현대 독일법의 기준으로는 항고소송 포함한 행정소송, 행정활동을
원인으로 하는 금전상 손해전보(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청구를 포함한 민사소송,
행정형벌과 관련된 형사소송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칙령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8세기 프로이센의 소송실무상 국고
는 현대 공법학에서 의미하는 국가를 대신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환언하자면, 이때의 ‘국고’는 아직까지 사권, 특히 재산권의 주체로서
의 국가라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당
시 영업문제와 관련된 분쟁에서 국고를 당사자로 한 사례가 있는데, 해당 사건
은 영업경찰과 사안으로 파악된다.170) 따라서 국고소송의 성격에 대해서는 더
욱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고소송의 성격에 관해서 다음 Ⅱ항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어지는 각 사안들에 관해서는 Ⅲ항에서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법령과 모순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항시 부정하게도 짐의 진심
과 어긋나서는 아니되고, 최소한 짐의 진심을 향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재판
에 있어서 정의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어야할 것이니라. (후략)”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170)

Bonn 1962, S.62 참조.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962, S.62-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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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고를 피고로 한 ‘방어소송’
전통적인 국고이론에서는 국고소송은 민사소송 형식으로 이루어진 행정상 손
해전보소송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한 볼프강
뤼프너에 따르면, 종래 통설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18세기 프로이센에서는 국
고소송이 금전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
했다고 한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전통적인 이론과 뤼프너의 연구를 대비하여
18세기 프로이센의 국고소송, 특히 ‘방어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른바 ‘방어소송’(Abwehrklage)171)이라고 불린 이와 같은 형식의 국고소송
에서 형식상의 청구취지는 손해배상이었다. 그러나 국고이론에서 말하는 바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행정활동의 위법성을 탄핵하는 것에 그 주안점이 주어졌다
는 것이다. 따라서 뤼프너는 이러한 국고소송, 특히 ‘방어소송’라는 방식으로
관방재판부 등을 통하여 행정의 위법성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1. 전통적인 설명
일반적으로 국고이론에서는 국고는 국가의 이면에 존재하는 야누스적인 얼굴
의 하나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고는 私法상 주체로서 고권적인 주체인
국가를 대신하여 ‘민사소송에서 소송상 당사자’가 되었다고 한다.172) 따라서 국
171)

이것이 20세기 이후의 ‘국고방어소송’(Fiskusabwehrklage)와는, 용어가 매우 유사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는 일치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국고방어소송
이란 국가가 특정한 경제영역에 (통상 공기업의 형식을 통하여) 진입할 때에, 해
당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기존의 사업자가 위 진입에 대항하여 제기하는 소
송이다. 즉, 사인인 사업자가 국가가 경쟁사업자로 등장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일컫는 용어이다. 독일의 ‘국고방어소송’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578-579면 및 787-788면 참조. 또한 이 논문
의 제3장에서 후술하겠으나, 20세기의‘국고방어소송’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바로
독일에서 ‘공기업’이 행정주체의 국고로서 이해된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할 수

172)

있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의 제1장 1절 및 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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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송은 민사소송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고이론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
해서는 이와 같은 오토 마이어 등의 설명이 18세기와 19세기 전반기 동안의
프로이센 법실무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다른
모든 이론에서 그러하듯 원칙적으로 실제에 의해서 검증되어야만 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오토 마이어의 국고이론이 가지는 타당성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하
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프로이센의 실제 사례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하겠다.
오토 마이어는 국고이론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단지
경찰국가시대에서 전권능적인 국가사상과 법 및 법질서를 보장하려는 법사상
양자사이의 긴장 내지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고이론이라는 체계
를 설명한 것이다. 권위주의적인 경찰국가에서 신민이 군주나 영주의 활동에
대하여 일반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때에 고권에 속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제소
할 수 없고, 재산법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군주의 국고 또는 영주의 관방을 피
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그는 군주의 행위 가운데 일
정한 부분에 국한하여 이에 관한 소송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옛 국고이론이
라고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국가 당시에 공법영역, 즉, 군주의 고권적 활
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소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
라서 소송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없는 “공법상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고 하였
다.173) 이 논변에 따르면, 18세기 프로이센의 국고소송은 공법상 권리를 구제
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단지 손해배상만을 구하는 소송이어야 한다.

2. 뤼프너의 반론
그러나 오토 마이어와 프리츠 플라이너의 설명과 같이 실제로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볼프강 뤼프너(Wolfgang
Rüfner)는 자신의 책

1749년부터 1842년까지의 프로이센에서의 행정소송

174)

173)

이에 관하여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I und II. Band, 3.Aufl.,

174)

Berlin 1924, S. 49 참조.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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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8세기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 일부 지역에서의 재판실무가 오
토 마이어의 설명과 상이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항고소송이 관방재판부
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뤼프너는 일반재판소에서 행정관련 사안을 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한
1842년 5월 11일자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의 18-19세기 프로이센에서는 여러
재판기구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재판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이미 18세기에도 일반재판소에서도 부분적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고, 관방재판부의 폐지이후에는 일반재판소에 대하여 국
고를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이 민사소송의 형식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서 본다면, 18세기 프로이센에서는 19세기 후기절대주의 군주
정 체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법소송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현상이 나
타나지 않았다고 하겠다. 도리어 프로이센에서는 독자적인 소송형태인 ‘방어소
송’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행정소송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소송
에서 피고는 국고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국고소송’중에서 적어도 일부는 행
정소송, 그 중에서도 항고소송이었다는 것이다.

3. 국가의 소송상 표시인 ‘국고’
위와 같은 18세기 프로이센의 재판실무, 특히 방어소송을 비롯한 ‘국고소송’
에서 당사자로 나타나는 ‘국고’는 ‘국가를 대신하여’ 등장한 소송상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국고가 단순히 국유재산권의 주체로 존재한 것이라고 한정
하여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국고는 국가의 소송상 당사자표시일 뿐만 아니
라, 더 정확히는 국가 그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175)
이와 같이 국고를 소송상 피고로 삼아야했던 이유는 당시까지 ‘국가’는 독립
적인 법인격으로 포착하지 않았던 점에 있다. 후일 19세기의 법체계에서는 공

175)

1962.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94 bis
1842, Bonn 1962, S. 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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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법인격을 가진 국가와 사법상 법인격인 국고가 병존하고 있었다고 하겠
다. 그러나 18세기에는 군주와 국고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독일에서
는 공법상 주체로서의 군주와 국고만이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당시 공법상 주체로서의 군주는 국가와도 동일시된 상태로, 자연
인인 개인으로서의 군주와 구분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는 군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 파악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없었다. 이에 따르면 군주의 관료가 위법한 활동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소라는 방식으로 청구할 때에는, 공법상 소송, 즉 1차 쟁송이건, 아
니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2차 쟁송이건 간에 군주를 피고로 삼아
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176)
그러나 군주는 재판상 피고가 될 수 없었는데, 먼저 군주를 피고로 삼아 소
를 제기하는 것은 제국소송 사건에서 보듯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다. 뿐만 아
니라 법이론상으로도 당시 절대군주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던 군주무오류설과 정
면으로 충돌한다. 앞서 본 제국소송에서는 신민은 자신의 군주를 피고로 삼을
수 있었는데, 이는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대공은 제국재판소에서는 단지 제국
제후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이센 내부에서는 신민에 대한 직접
절대군주로서의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민이 군주를 피고로 삼아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재판소가 인용판결을 한다면 (자연인인) 군주가 위법
한 행정처분을 행하였음을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고를 소송상 당사자로 삼은 것이다.
또한 당시 독일 소송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료와 같은 행정청을 직접 소
송상 피고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가진 존
재만이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었던 독일법의 전통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이때 국고는 공법상의 법인격인지, 아니면 私法상의 법인격인지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상 당사자가 되는 것이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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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점에서 18세기 프로이센의 소송실무상, 국고는 ‘국가’를 대신하는 것
이 아니라, ‘군주’를 대신하는 존재라고 함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국고는 뒤에서 볼 19세기와 같이 국가의 “매맞는 아이”가 아니라, 18
세기에는 군주로 대표되는 전체 행정의 “매맞는 아이”로 등장한 것이다. 더 정
확하게 말하자면, 당시 국고는 그 자체로 ‘국가’를 의미하는 용어였다고 이해
함이 더욱 타당하다 하겠다.

4. 방어소송의 성격
위와 같이 18세기 프로이센 국고소송에서의 국고개념은 당시 군주와 동일시
되던 국가를 대신한 소송상 당사자이자 국가 그 자체의 명칭으로 만들어진 것
은 틀림없다. 따라서 학계 일반이 그간 오해해 온 바와 달리, 18세기 프로이센
의 재판에서 국고가 피고가 된다고 하여서 그것이 바로 손해배상만을 구하는
민사소송만을 허용한다는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설사 국고가 피고가
된다고 하여서 그것의 주된 성질이 민사소송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공법적 성격을 가진 소송이라고 해도 손해전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
다. 왜냐하면 18세기 프로이센에서는 여전히 신민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대상으
로 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영주의 관료, 특히 하급관료나 국고담당관청을 실질
적인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77) 이와 같이 관료에 대한 소송
이 가능했던 이유는 18세기까지는 여전히 관료의 행위를 그가 속한 군주의 행
위와 동일시하여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오토 마이어가 지적
하는 바와 같은 19세기의 모습과는 그 바탕이 되는 사고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위와 같이 관료가 행한 위법한 처분을 다투는 공법상 소송이 18세기 프로이
센에서는 가능하였던 바, 이를 일반적으로 ‘방어소송’(Abwehrklage)이라고 칭하
였다. 이는 현재의 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과 유사한 것이었다. 비록 형식상으
177)

이와 달리, 군주의 관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를 피고로 하여 행정처분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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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따라서 신민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금전배상
청구소송의 외관을 갖추었긴 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행정의 위법성을 탄핵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금전배상청구는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행정
의 적법성 통제 및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주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
나 18세기 프로이센에서는 아직 방어소송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목과 달리 실
제로는 부수적인 소송 또는 예비적인 청구취지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 불과하
였다. 따라서 이는 현대 행정소송법상 이른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 불리는,
외견상으로는 처분 및 재결에 의해서 생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면서 실질은 처
분 및 재결을 다투는 소송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질적인 성
격은 어디까지나 ‘항고소송’이었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다만, 18세기에도 두 가지 경우에는 신민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적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 중 첫 번째로 국왕이 직접 임명한 관료
의 처분에 대해서는 신민이 이러한 소송을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
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때 국왕이 직접 임명한 관료란 대개의 경우 고위관료
에 한정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178) 이러한 경우에는 국고나 군주의 관방을 피
고로 하는 우회적인 소송만이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둘째로 국왕에
게 속한 영주가 직접 자신의 ‘고권’을 행사하는 경우, 영주의 신민은 영주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그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구할 수 없었다. 다만 앞서
설명하였듯, 이때의 고권이 현대행정법상의 고권 개념과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위 두 경우에 신민이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의 성격보다는
금전배상청구소송의 역할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물론 ‘방어소송’에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소송의 경우, 국고를 피고로 하는

178)

우리 역사에서도 서양의 제도를 대거 받아들인 갑오개혁 당시, 관료를 크게 셋
으로 나누었는데, 왕이 직접 임명한 ‘칙임관’, 각 부 대신의 추천으로 왕이 임명
한 ‘주임관’, 그리고 그 이하 직급의 공무원인 ‘판임관’이 있었다. 이는 먼저 서
양의 제도를 수입한 일본의 모방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주임관’ 항목 (http://encykorea.aks.ac.kr/Contents/Contents?contents_id=
E00533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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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배상청구소송의 형식을 가진다. 그러나 그 외견과는 달리 실제 내용에 있
어서는 명시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을 뿐, 그 위법성을
탄핵하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당시 신민이 제기하는
관료의 위법한 행정활동에 대한 금전배상청구소송은 현재의 민사소송이나 당사
자소송으로서의 성격보다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
다는 것이다. 단지 군주 또는 그 대리인이 일정한 영역에서 주권 내지 고권적
성격을 가지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당시의 법이론상으로는 신민
이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형식상으
로 금전배상청구라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Ⅲ. 18세기 중반 프리드리히 대왕 시기
위와 같은 프로이센의 18세기 전반기의 소송제도는 프리드리히 2세(대왕) 시
절에 변혁을 거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계몽군주인 프리드리히 대왕은
군주 자신이 최고위재판관으로서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직권재판’ 제도를 만들
었다. 하지만 이러한 직권재판은 프리드리히 대왕에 의해서 ‘창설’되었다고 하
기는 어려운데, 당시 신성로마제국체계가 아직 남아있던 당시까지 독일에서는
최고위재판관이 독일의 군주였기 때문이다.179) 따라서 프리드리히 대왕은 최소
한 군주를 명목상 최고재판관으로 인정하던 독일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재판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그는 이를 억압적인 독재가 아니라,
군주가 중심이 된 개혁에 저항하는 보수적인 사법관료들을 특정한 사건에서
배제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것이 군주의 독재, 특히 사인
에 대한 권리보호의 제한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후대의 일이다.
프리드리히 대왕 시절에는 직권재판제도 확립 이외에도 재위기간 동안 전반
적인 사법제도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법무대신180) 코케이
179)
180)

조창규, 독일법사, 상권,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0, 202면 참조.
당시 명칭은 Chef de Justice, 후대에 Justizminister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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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uel v. Cocceji)가 진행하였다. 1745년부터 그는 프리드리히 대왕의 전적인
신임 하에서 당시의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주된 목적
은 프로이센왕국 내에서 신민이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
다.181)

1. 프리드리히 대왕-코케이의 사법개혁
코케이는 먼저 그간 관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온 관방재판부의 재판권을
제한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1748년 5월 4일자 내각령｣으로 나타
나는데, 여기에서 관방재판부와 일반재판소간의 관할권이 구분되었다. 코케이는
최종적으로 관방재판소를 폐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일반
재판소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그는 신민의 재판상 권리보호를 위해
서 노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였다. 여전히 국왕
의 직속 관료들이 ‘고권’에 따라서 행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재판기구에서 소송
으로 심리할 수 없었던 것이다.182) 하지만 당시 관념으로는 일반재판소는 경찰
사건, 조세사건, 경제사건, 군사사건, 민가숙영사건183)에 대해서는 심리를 할
수 없다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방재판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주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1)

184)

당시에는 재판의 대상이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66 참조.
182)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69-70 참조, 이때 고권이 상당부분 현대의 통치행위 등
183)

에 근접하는 개념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당시에는 군병력이 요새 등 영구 혹은 반영구적인 주둔지의 막사를 떠
나 자국
또는 외국 역내를 이동할 시에 도로 인근의 민가에 분산하여 숙박하게
하였다. 이러한 숙박은 강제적인 조치인 경우가 다수였고, 이에 따라서
신민에게는 각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한 손해
전보문제 등이 있을 수 있었다.

184)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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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보는 ‘재판사건’(Justizsache)의 대부분은 현재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
는 것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즉,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곤 전형적인 민사사건
에 대해서만 일반재판소의 재판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1) 1749년 관할령
이런 상황에서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프리드리히 대왕)에
의하여 1749년 ‘관할령’(Ressort-Reglement)이 반포되었다.185) 이는 당시에 존재
하였던 다수의 크고 작은 재판기구들간의 관할권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훗날 일반재판소가 되는 司法委員會(Justizkollegia; Justiz-Collegia)가 설치
된 이래로 司法과 行政이 구분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186)
이 관할령에서 일반재판소는 사적 이익에 관한 모든 재판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위 관할령에서 “사적 이익 또는 그 어떤 개별적인 권리를 대
상으로 하는 모든 재판사안은 항상 관할하는 일반 사법위원회(훗날, 일반재판
소)에서 심리되고 또한 판단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187) 이는 국고와
신민간의 소송이 오로지 사법부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하였다. 나아가 프리
드리히 2세는 법률로서 제정된 관방재판부칙령에서 신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주
어야 하는 것이 결국 자연인인 국왕과 동일시되는 국가의 일반재산이라는 것
을 이유로 하여서 일반재판소가 재판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188) 즉,
이는 금전상 손해전보와 관련하여서는 관방재판소가 아닌 일반재판소가 재판권
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반면 일반재판소에서는 직접적으로 행정과 관련된 사건,

185)

1842, Bonn 1962, S. 70-71 참조.
이에 관하여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8.Aufl.,

186)

Tübingen 1928, S. 9 참조.
이에 관하여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8.Aufl.,

187)

Tübingen 1928, S. 31 참조.
이에 관하여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8.Aufl.,

188)

Tübingen 1928, S. 9-10 참조.
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Blätter für literarische Unterhaltung, Nr. 97, Freiburg 6.
April 1832, S. 4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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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항고소송 등을 맡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방재판부와 일반재판소간의 재판권 경계가 분명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었다.

(2) 행정재판권의 체계
이와 같은 관할령으로 성립된 당시 행정재판권은 제1심은 도시재판소에 소
속된 시관료, 세습재판소들에 소속된 귀족, 재무담당사법관료 중의 재무관료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1심에서는 일반재판소와는 사실상 분리되지
아니하였다. 제2심으로는 1723년 이전에는 ‘관료관방’(Amtskammer)와 ‘전쟁위
원회’(Kriegskommissariat)가 따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통폐합되어 이후
에는 ‘전쟁 및 재정관방’(Kriegs- und Domänenkammer)으로 존재하였다. 제3심
으로 사법위원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순수한 재판기구로서 작동하는 관방
재판부(Kammergericht)와 궁정재판소(Hofgericht)가 있었고, 그 이외에 내각통치
부(Regierung)과 고등관료내각회의(Oberamtsregierung)도 재판기구로서의 역할도
부분적으로 수행하였다.189)
이와 같이 프로이센의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심지어 관방재판부 자체
역시도 단일한 조직이 아니었다. 더욱이 전체 행정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
진 것도 아니어서, 각 사건별로 권한이 배분되어 있었다. 또한 중요사건에서도
단심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각 사건별로 최소한 2개 심급으로 나뉘어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808년 12월 26일자 프로이센 왕국 칙령을 통해서 나
타나는데, 이때 ‘관방 및 통상재판사무에 관한 고등항소위원회’190)와 ‘관방 및
189)

190)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64 참조.
정식명칭은
‘관방

및

통상-재판사무에

관한

상급항소회

의’(Ober-Revisions-Collegium der Kameral- und Commerz-Justiz-Sachen)이다. 본 법
령 시행 2년전이며 가장 연대가 가까운, 1806년판 프로이센 왕국 궁정 및 국가
에 관한 편람(Handbuch über den Königlich Preussischen Hof und Staat, Berlin,
Derker, 1806) 52면에 따르면, 재무담당 기관들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의장인 폰 바이어(Präsident. Hr. v. Beyer)가 비밀재무위원회(Geh.Finanzrath) 위원
으로 표기되어있다, 추측컨대, 국고와 관련된 중요사건들-즉 국가의 예산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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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사무에 관한 최종심급으로서의 결정을 하는 고등상고위원회’191)가 각각 이
전에 존재하였고, 이 두 위원회를 이 칙령에 앞선 동년 동월 16일자로 폐지하
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 칙령에서 “여타의 특별한 대상에
대한 법적 사무를 위한 2심 및 3심을 위한 재판기구”에 맡기지 않는다는 조문
을 통해서 보면 그 이외의 개별 사무별로 행정재판을 맡는 특별한 조직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관방재판부의 재판권
위와 같은 복잡한 심급체계를 갖춘 행정재판체계에서 중심된 역할을 하는
것은 ‘관방재판부’(Kammerjustiz)였다. 관방재판부는 일반재판소가 맡는 ‘사적
사안’, 현대의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을 관장하였다.
그러한 재판관할의 예로 영업관련 문제를 다루는 경제사건, 일반내무행정과 관
련된 경찰사안, 조세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사건, 군복무문제 등을 포함한
군무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에서도 ‘국고’는 피고 등 당사자가 될 수
있었다.

(1) 경제사건
당시에 ‘경제사건’(Ökonomiesache)이라고 불린 것은 현대의 경업자소송과 같
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Ober-Revisions-Deputation보다 하급재판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Handbuch über den
191)

Königlich-Preussischen Hof und Staat für Das Jahr 1806, Berlin, S.52 참조.
정식명칭은 ‘관방 및 재무사무에 관한 최종심급으로서의 결정을 하는 고등상고
위원회’(Ober-Revisions-Deputation zur Entscheidung der Kameral-und Finanz-Sache
in der letzten Instanz)로서, 위원장인 폰 클레베노우(Director. Hr. v. Klevenow)가
비밀상급재무위원회(Geh.Ober-Finanzrath)의 의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해보면, 위의 고등항소회의보다 상급에 위치하는 최종심급의 재무관련 사안
을 심사하는 기관, 즉 국고관련사건 최고재판소로서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Handbuch über den Königlich-Preussischen Hof und Staat für Das Jahr 1806,
Berlin, S. 52 참조.

- 87 -

이 자신의 경영관계의 ‘이익’을 침해한 것을 다투는 사안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방앗간 주인이 영주의 관방이 새로운 방앗간 설립을 시
도하자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건이 있다. 프로이센 일반재판소(당시 사법
위원회)는 이 사건을 관방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를 이송하
는 결정을 하였다.192) 이와 같은 경제사건에서 영주의 관방이나 국고가 피고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국고가 원고가 되어 다툰 사안도 존재하였다. 그러
한 예로는 국고가 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그가 영지관리인에게 속하는 대지
위의 건물을 임의로 일용노동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해서 이를 사법위원회에서
다툰 사건이 있다. 사법위원회는 이를 단순히 사인간의 민사분쟁인 소유권침해
라고 파악하지 않았다. 즉, 영주가 자신의 영지와 영지관리인의 토지를 같이
관리하는 조치에 따라 ‘경제적 상황’(status oeconomicus)을 침해한 경제사건이
라고 이해하여, 이 역시 관방재판부에 속한다고 보았다.193) 두 사건 중 후자를
이해하자면, 이는 영주가 자신의 신하의 토지를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 사
인 간의 민사분쟁이 아니라, 현대법의 기준으로 보면 ‘수용’과 같은 효과가 발
생하는 ‘공권력 작용’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민사재판소에서 다루기엔 적절하
지 않다고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경찰사건
경제사건 외에도 현대의 기준으로는 일반내무행정사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
는 ‘경찰사법사건’역시 관방재판부의 주된 사무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경찰사
건’(Polizeisache)은 경찰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이었다. 여기에 속
하는 사건들은 주로 영업 및 거래의 허가가 문제되는 경우였다.194)

192)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93)

1842, Bonn 1962, S. 98-100 참조.
프로이센의 ‘경제사건’에 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194)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98-99 참조.
위 문단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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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 예로, 일반재판소에서는 영업허가 없이 포도주소매점을 운영한 사인과
행정 간의 분쟁에 대해서 이를 관방재판부가 관할할 경찰사건이라고 보았다.
또한 귀족이 평지를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한 것도 란
트 경찰에 속한 사안이라고 보아 이에 대하여 관방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 하
였다. 다만, 이러한 경찰법령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권과 관련되어
사인 간의 분쟁이 된 때에는 일반재판소가 판단할 재판사건이라고 보았다.195)

(3) 조세사건
경찰사건과 경제사건 외에도, 조세와 관련된 사건 역시 관방재판부에 관할권
이 지정된 사건이었다. 토지소유자가 국고를 피고로 하여 조세부과에 대해 다
툰 사건이 그러한 예이다. 이와 같은 ‘조세사건’(Steuersache)은 당시 기준으로
는 재판사건, 즉, 일반 민사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었는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에 조세의 특별한 면제가 ‘기성적인 권리’인 특권이었기 때문이다.196) 이러한
기성적인 권리의 침해는 일반적으로 일반재판소에서 맡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
한 면세혜택에 대한 침해로 인한 조세관련 분쟁의 경우엔 일반재판소 관할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4) 군무 및 국유재산 사건
그런데 위와 같은 특권은 종래 군무와 관련된 사건들, 군사관련 세금부과,
징병이나 주거의 임시징발 같은 일반적인 침익처분에 대하여서도 다투어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귀족 등은 이로부터 면제받을 특권이 부여된 경우가 있었
는데, 이러한 특권은 私權으로 보아 이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일반재판소에
서 관할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프로이센이 7년전쟁을 겪는 동안 군사상의

195)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90-91 참조.
196)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05-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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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서 이러한 특권들이 폐지된 이후에는 이러한 특권위반을 다투는 ‘군무사
건’(Militärsache)들도 관방재판부 소관사항이 되었다.197)
군무사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건축감독관인 원고가 자신에게 프로이센 왕
의 군수담당관이 내린 명령에 대하여 이것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
여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군수담당관은 군수용 물자로 징발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모든 곡물을 원고의 맷돌을 이용하여 갈아둘 것을 명하였는데, 원
고는 이것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사법위
원회는 이는 통상적인 재산권침해라기보단 군무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관방재판
부 소관이라고 보았다.198) 이외에도 전쟁위원회 위원이 상인과 곡물구입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된 사건이 일반재판소인 사법위원회에 제소되었다. 이때 사법
위원회는 이는 프로이센의 전쟁 및 재산관방의 수권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관방재판부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즉, 전쟁위원회 위원은 사인
이라는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군수조달계약에 해당하는
본 건은 관할령 6조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으로는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아니란
것이다.199)
또한 군병력의 ‘민가숙영’(Einquartierung)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즉 현
대의 국가배상에 해당하는 건도 마찬가지였다. 일반재판소는 그러한 근거로 러
시아군이 원고인 사인의 집에 숙영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는 개인만
이 관련된 사안이 아니란 점을 들었다. 그리고 또한 이 숙영이 관방 휘하의 프
로이센 관헌에 의하여 허가된 사안이란 점 역시 관방재판부 소관이라는 근거
라고 보았다.200)
197)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이에 관하여 S. 110-111 참조.
198)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99)

200)

1842, Bonn 1962, S. 111 참조.
위 문단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11-112 참조.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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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유재산의 임대차와 관련한 사건 역시 동일하게 보았다. 예를 들
어, 국유재산 임차료의 분쟁에 관한 것들은 사법위원회가 아닌 관방재판부 소
관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사법위원회는 행정과 사인간의 구매계약에 있어서
그 금액에 관한 분쟁에서도 국유재산 임대차와 관련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관방재판부가 담당할 사안으로 보았다.201)
이와 같이 ‘국유재산사건’(Domänensache)을 관방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법
령상으로 ‘왕의 특별한 이익’에 대한 관방재판소의 재판관할이 규정되어 있었
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국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이익은 일반적인 사익
과는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 및 재무관방’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
역시 관방재판소의 관할권과 무관하지 않겠다.

3. 현대법과의 비교
위와 같은 18세기의 프로이센 행정소송제도는 현대법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
여준다. 먼저 현대 독일은 군수조달계약을 민사상 계약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리고 손실보상 및 국가배상, 국유재산관리 등도 모두 사법관계 또는 私法상 규
율이 중심이 되는 영역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18세기 프리드리히 대왕 당시의 구분기준을 현대관점에서 보자면, 국
유재산관리를 私法關係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또한 군수조
달계약 역시도 私人 간의 일반 민사계약과는 다른 것으로, 일반재판소가 민사
재판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더하여 정부의 명령ㆍ처분
에 의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손실보상관계와 군병력에 의한 사인의 손해발
생, 다시 말해, 국가배상 역시 민사사건과는 근본적으로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
아서 관방재판부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당시 관방재판부에게 맡겨진 재판이라고 하여서, 당대 사람들이 이를
꼭 공법관계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일반재판소 관할이라
201)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13-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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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꼭 현대 관점에서 私法關係라고 할 수도 없다. 어찌되었건 비록 18세
기 당시까지도 여전히 아직 공ㆍ사법구분이 분명하지 않았기는 하지만, 최소한
사인 간의 거래관계 또는 통상 私法상의 분쟁과는 일정 정도 이상의 차이점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착안에 따른 공ㆍ사법, 특히 소송유형 구분에 관해서는 이 논문의 제
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19세기 프로이센에서
는 과연 어떻게 소송제도가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는 현대 독일의 공ㆍ
사법구분 및 司法제도와 직접 연결되는 시기에 있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제2절 19세기 프로이센의 국고소송 (2단계)
18세기 프로이센의 국고소송이 항고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가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에서도 국고는 단순히 私法상 주체가
아니었다. 이는 소송상으로도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 외에도
관방재판부와 같은 행정재판기구에 의한 소송에서도 역시 가능하였다. 즉 ‘국
고’는 당시 소송상에서는 여전히 국가를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다(Ⅰ.).
하지만 이러한 국고를 피고로 하는 실질적 항고소송은 19세기 초부터 폐지
되기에 이른다. 이는 처음에는 관방재판부를 폐지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일반재
판소로 재판권을 통합하는 것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항고소송의
제한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일반재판소로 옮겨져서 우회적
으로 이루어지던 국고를 피고로 하는 실질적 항고소송은 전면 금지되는 것으
로 나타나게 된다(Ⅱ.).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장기간 계속되지는 않았다. 비록 열기주의라는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새롭게 탄생한 행정재판소에 의해서 항고소송은 다시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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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있었던 재판권통합 시도의 여파로 일반재
판소에 남아있던 국가배상ㆍ손실보상의 문제는, 프로이센 관할분쟁재판소의 판
결을 일반에서 잘못 이해함에 따라서, 이것을 私法관계로 본 것으로 오해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Ⅲ.).

Ⅰ.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18세기가 끝나갈 무렵인 1794년 프로이센은 ｢프로이센 국가들을 위한 일반
란트법｣(Das Allgemeine Landrecht für Preußischen Staaten, 이하 ‘프로이센 일
반란트법’ 또는 ‘PrALR’라 칭함)을 제정하였다. 위 법의 역사적인 가치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또한 이 일반란트법은 국고에 대하여, 그리고 국고와 관련
된 소송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도 중요하다.

1. 일반란트법상의 재판사안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조에서는 일반재판소의 재판관할 대상인 ‘재판사
안’(Justizsache)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다. 따라서 이는 재판권에 관한 일반조항
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동 조에서는 “사소유권을 만들어내
는 사물과 권리에 대한 모든 분쟁은, 그에 부합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는 재판관들의 판결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私權을 침해한 경우에는 일반재판소의 재판이 통상의 소송형식으로 이해됨을
알 수 있다.202) 또한 이에 반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방재판부 등
의 특별재판기구에서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민
사소송이 아닌 별도의 소송으로 국고소송이 나타난다.

202)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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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란트법상의 국고
먼저 제2부 제14장 제1조에서 국고의 개념에 관하여, “조세법과 특별한 국가
소유에 의한 모든 국가세입과 군주의 특권과 다른 국가세출로 지출되는 것”을
국고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고는 “특별한 우선권을 가진다”고 하여
조세의 특권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같은 제18조에서는 “그리고 사인의 재산에
대하여 보상을 할 때에, 손해보상이 비례에 맞게 이루어질 책임이 있다”고 하
여, 국고가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영역에서 작동함을 인정하였다.

3. 일반란트법상의 국고소송
이러한 손실보상 및 국가배상을 다투는 소송에 대하여서는 제81조에서 “국
고와 사인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그것이 통상적인 소송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권한과 의무에 관한 것이라면,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서 소송이 심리되고 판단되어져야 한다”하였다. 이 조문을 반대해석하자면, 국
고소송은 일반민사소송과 같은 사안, 예컨대 손실보상과 같은 사안은 민사소송
에 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면, 이는 민사소송에 따르지 않고,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고를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84조에서는 “국고는 모든 자신의 소송에서 특권화된 재판상 지위를
향유하고, 그 밖의 관습적인 소송비용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정하였다. 이는 당
시 ‘국고’라고 불리던 국가는 소송에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
서 국가는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이는 국고의 소송상 특
권들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민사소송 실무에서 국가가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
는 것 등이 그러한 예의 잔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 조항에서와 같은 특별한 적용조문이 없는 국고소송은 과거와 같은 관
방재판부의 소관이 아니라, 일반재판소가 관장하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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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확정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국고가 사인인 상대방과 소송상 완전히 대
등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프로이센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특권적
인 지위가 보장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점차 그러한 특권적 지위가 감소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1849년까지 그러하였다. 이러한 민사소송에서 국고가 누리는
특권들은 독일민법전의 제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203)

Ⅱ. 19세기 초 프로이센의 재판제도 개혁
이와 같은 관방재판부와 일반재판소로 크게 양분된 구조를 취하고 있던 프
로이센의 사법제도는 19세기 초에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에서의 패전에 따른 국가개혁의 필요성을 자각한 개혁파 귀족들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었다. 이들은 관방재판부를 폐지하고자 하였는데, 이 시도는 당시
관방재판부가 신민의 권리구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는 점과 일반재판소
와의 재판권 구분경계가 불분명하여, 사인이 소를 제기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는 점 등에 기인하였다.

1. 일반재판소로의 재판권통합
(1) 재판권통합과 항고소송제한
이상과 같이 19세기 초 프로이센에서는 각 재판소 및 기타 재판조직들에 산
재되어 있던 재판권을 일반재판소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
203)

이에 관하여, Chr. Behr, Vom Rechte des Fiskus, AöR 38, 1918, S. 289-290 참조.
다만, 국고가 완전히 모든 특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도
‘nsolvenzvorrechte’라고 불리는 조세채권우선의 원칙에 따른 특권들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민사상 ‘특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
수를 일종의 민사상 금전채권청구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를 공법상의 것으로 파악할 경우에 이와 다를 것이라 하겠다.
‘Insolvenzvorrechte’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3.Aufl., München 2001, S. 23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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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s

Rechts-Lexikon,

Band

2,

한 것은 신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인 국가개혁의 일
환이었다. 당시 프로이센은 관방재판부(Kammerjustizdeputation)를 비롯한 행정
내부의 각종 사법기구들과 통상재판소의 재판권이 엄밀한 기준에 따라 구분된
것이 아니라, 각 법령에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재판권을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민이 어느 재판기구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지에 관한 혼란이 존재하였고, 이
러한 혼란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204)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항고소송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뒤이어 일어났다. 이는
19세기 초 프로이센에서 司法을 통하여, 국가행정, 특히 개혁적 조치로서 행하
는 행정활동에 대하여 사인이 소송을 통하여 이를 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었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틸지트 조약 이후, 슈타인과 하르쉬펠트가 주도하
는 내각이 추진하던 프로이센의 국가차원의 개혁에 따른 것이었다. 개혁조치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이, 무력한 일반사인들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이란 수단으로 이를 방해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혁적
인 조치를 취하는 관료에 대한 소송이 금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
다.205) 요컨대, 프로이센에 있어서 항고소송의 제한은 처음 시작될 당시에는
반동적인 사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을 진압하
기 위한 수단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2) 스바레즈의 재판권통합
이러한 재판권통합의 대표적인 것으로 ‘新 東프로이센’(Neu Ostpreußen)이라
는 프로이센의 한 주에서 스바레즈(Svarez)206)를 중심으로 한 개혁을 지향하는
관료들이 시도한 사법개혁이 있었다. 위 지역은 원래 폴란드 영토였으나, 1795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20 참조.
205)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55 참조.
206) 정확한 발음을 확인할 수 없기에, ‘스바레즈’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204)

Sv로 시작하는 발음이 이와 유사하게 날 수 있는 것으로, 인접국인 스웨덴의 자
국 명칭인 Sverig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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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프로이센의 영토로 귀속된 곳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취득지역에서 스바레
즈는 추밀원장관(Großkanzler)의 대리관(Kommisar)으로 근무하면서, 기존의 관
방재판부 체제를 변혁하여 관방재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모든 사법 및 소송사건을, 분쟁의 대상이나 사안을 구분하지 아
니하고,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주 정부내각(Regierung)의 관할에게 속하게 한다
고 하였다. 이 포괄적인 재판권에는 일반재판소 관할사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군사 및 재정관방’, 즉 관방재판부에 속하는 재판 역시 그러하였
다.207) 이와 같은 재판권 통합이 주 정부내각에게 주어진 것은 해당 지역에는
아직 일반재판소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미 1797년에 프로이센 왕은 ｢신 동프로이센 지역의 사법제도에
관한 레글르망｣을 선포한 바 있다. 동 법령은 신 동프로이센 주의 각종 재판기
구 간의 관할권 구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위 법령 제4조에서 군사, 경찰,
조세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국가행정 및 공공 사안은 ‘관방’에게 재판권을 맡
긴다고 규정하여 관방의 일반적인 행정재판권을 규정하였다. 또한 제8조에서는
국고와 사인 또는 행정 하에 있는 사인들 간의 분쟁이 화해로 해결되지 않거
나, 관방이 자신의 관할 하에서 내린 처분에 대해서 항변이 있을 때, 그리고
관방이 자신의 관할 하에서 제정한 법률 또는 처분을 위반한 이유로 이를 심
리하고 재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주 정부내각의 관할 하에 두고, 이에
관한 항소는 일반재판소인 고등사법위원회(höheres Justiz Collegium)들에게 맡
기도록 하였다. 또한 제9조에서는 소송형식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은 그것이 법
적 분쟁의 대상과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프로이센 왕국 및 각 주의
헌법의 일반원칙과 그에 근거한 법률에 의하여 소송이 허용되는데, 실질적으로
군주권 내지 고권에 속하는 것, 관방사무의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내려진 명령,
그리고 주 헌법에 따라 전체 주민 및 각 계층의 모든 구성원들이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조세 및 부과금의 제도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

207)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21 참조.

- 97 -

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하지 않는 사건 가운데 국고가 원고 또는 피
고라면 그 대상이나 양식과 무관하게 정부의 관할에 속하고 그의 판단에 따라
야 한다고 정하였다.208)
재판권통합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반재판소가 아닌 주 정부(Regierung)에 재
판권이 귀속된 이유는 당시 새로운 영토에서는 아직 일반재판소가 설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이러한 관방재판부폐지와 일반재판소로의 재
판권통합은 프로이센 왕국 전체 영토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찰법상으로도 유명한 ｢1808년 12월 26일자 프로이센왕국 칙령｣이다. 동 칙
령과 동 결정의 내용을 다시 ｢라인지역에의 적용을 위한 1818년 6월 20일자
관할령｣(Ressortreglement)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부 소속인
‘행정사건재판관’(Polizeirichter)209)이 판단하지 않고 대신 일반재판소에서 심리
하는 민사소송 형식으로 심리되는 것으로 정해졌다.210)

(3) 관방재판소 폐지에 관한 칙령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808년 12월 26일자 법률번호 제63호 ｢지역,
내무 및 재무관청의 개선된 제도로 인한 칙령｣211)212) 제14조에서 “주 경찰 및
208)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21-123 참조.
209) 이 Polizeirichter는 직역하자면 ‘경찰재판관’이라고 하여서 그 의미가 상당히 오
해될 수도 있다. 앞서 보았듯, 동시기 프로이센을 비롯한 독일영방 군주국들은
대혁명 이래 현재까지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행정재판권이 독립된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 존재하였다. 또한 이때 ‘Polizei’의 의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탈경찰화(Entpolizeihung)의 일어나기 전이기에, ‘넓은 의미의 내무행정전
체’를 포괄한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는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재판권을 담당하는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탈경찰화가 비교적 적게 이루어진 프랑스의 경찰
에 대하여, 이승민, 프랑스의 행정경찰, 경인문화사 2014 참조.
210) 이에 관하여 Conrad Bornhak, Preußisches Staatsrecht, Band 2, 2.Aufl., Alfred
Langevort, Breslau 1912, S. 498-499 참조.
211) 위 법령의 원문은 Gesetz-Sammlung für Königlichen Preußen Staaten, Sammlung
der für die Königlichen Preußen Staaten erscheinen Gesetze und Verordnungen von
1806 bis zum 27sten Oktober 1810 mit der ersten Abtheilung des zwölfsten B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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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청에 대하여 이때부터 미결된 과거의 소송들은 예외 없이 관할 재판
소213)들에 이관한다”고 정하였다. 또한 동조에서는 “따라서 관방-사법대표들은
퇴직”하고, “관할 재판소는 관방활동의 전체 사무 가운데서 재판을 담당하는
관료의 전체 행정을 예외 없이 일체로 인수한다”고 하였다. 또한 개별적인 재
판기구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간접세국과 관세국, 우편청, 종마청,
복권청, 광산청과, 제련청은 폐지”한다고 하였다. 특히 관할 일반재판소들이 관
방활동 중 재판관료가 맡던 사안들을 모두 맡게 되는데, “그에 있어서 국고가
주로 다루어지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는 민사소송에서의 판단에 따른다. 어떤
재판소가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34조에서 정해진다”고 하였다. 제34조에
서는 “국고는 민사소송에서 완전히 자신의 지금까지의 특권적인 재판상 지위를
포기하고, 그런 까닭에 그러한 재판소들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에서 피고가 되거
나 또는 사인이 이에 관한 소송을 할 때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사안
이 순수하게 일반 사인들 간의 것과 같을 때, 그러하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국고를 소송상 피고로 하여, 정부의 행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는 전적으로 고등재판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기존의 ‘방
어소송’ 형식으로 관방재판부에서 심리하던 실질적인 항고소송은 일반재판소
중 고등재판소관할임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본 칙령 당시까지는 위법한 행정에
대하여 여전히 국고를 피고로 하여 실질적 항고소송이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
다. 이와 같이 재판권을 일반재판소로 이관함에 따라서, “고등항소회의(Ober
Revisionskollegium214))와 고등상소위원회(Ober Revisionsdeputation215)) 그리고
Myliusschen Edikten=Sammlung schon erhaltenen Verordnungen aus dem Jahre 1806,
Berlin, 1822, S.464-480(468, 472-473)에서 참조.
212) Verordnung은 현대의 독일에서 법률명칭으로도 쓰이지만, 이 절대군주정시기의
독일 법제에서는 국왕이 제정하는 입법형식인 ‘칙령’을 의미하였다. 이에 관하여
서는, 박정훈, ｢법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규개념
과 형식/실질 2원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행정법학회 2013년 5월 발표문, 32면
-33면 참조
213) 이때의 ‘관할 재판소’는 kompetentes Gericht는 행정부 내부의 재판기구가 아닌,
214)

사법부에 속하는 일반적인 관할권을 가진 재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식명칭은
‘관방
및
통상-재판사무에
관한
고등항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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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의 특별한 대상에 대한 법적 사무를 위한 제2심 및 제3심을 위한 재판기
구”을 이에 앞서 폐지하였다.216)
이를 통해서 보면, 기존 행정권 안에 존재하던 다종다양한 특별재판기구들에
속하던 재판권 중 일부가 일반재판소의 민사재판권 아래로 옮겨지게 되었다.
어느 정도가 옮겨진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최소한 위에 언급한 국고와 직간
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의 재판권은 대부분 일반재판소로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관방-사법대표들이 퇴직된다는 부분을 보아서 그러함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에서 특권적 지위가 보장되던 국고에 대하여
그 소송상 특권이 폐지된 것이다.
스바레즈는 이 뿐만 아니라, 기존 군주가 개인적으로 직접 재판관이 될 수
있었던 제도인 ‘직권재판’(Machtspruch)을 금지하는 것 역시 추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재판은 본래 계몽군주인 프리드리히 대왕의 1748년 재판제
도개혁 당시에 명문화된 제도였었다.217) 그러나 1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이는
군주의 자의적 재판권과 신민의 권리제한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의’(Ober-Revisions-Collegium der Kameral- und Commerz-Justiz-Sachen)이며, 본 법
령 시행2년전이며 가장 연대가 가까운, ‘1806년판 프로이센 왕국 궁정 및 국가
에 관한 편람’(Handbuch über den Königlich Preussischen Hof und Staat, Berlin,
Derker, 1806) 52면에 따르면, 재무담당 기관들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의장인 폰 바이어(Präsident. Hr. v. Beyer)가 재무추밀원(Geh.Finanzrath) 위원으로
표기되었다. 추측컨대, 국고와 관련된 사건들-즉 국가의 예산집행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1심 재판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15) 정식명칭은 ‘관방 및 재무사무에 관한 최종심급으로서의 결정을 하는 고등상고
위원회’(Ober-Revisions-Deputation zur Entscheidung der Kameral-und Finanz-Sache
in der letzten Instanz)로서, 위원장인 폰 클레베노우(Director. Hr. v. Klevenow)가
고등재무추밀원(Geh.Ober-Finanzrath)의 의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위의 상급항
소회의보다 상급에 위치하는 최종심급의 재무관련 사안을 심사하는 기관, 즉, 국
고관련사건 최고재판소로서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내용은
Handbuch über den Königlich-Preussischen Hof und Staat für Das Jahr 1806, Berlin,
216)

Georg Decker. S. 52 참조.
Sammlung der für die königlichen preußischen Staaten erscheinen Gesetze und

217)

Verordnungen von 1806 bis zum 27sten Oktober 1810, Berlin 1822, S. 462-473.
Gerd Kleinheyer, Staat und Bürger im Recht, Bonn 1959. S. 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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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회적 항고소송의 제한
하지만 위와 같은 재판권통합 시도에 따라서 모든 행정사건 재판권이 일반재
판소로 이관된 것은 아니었다. 기존에 관방재판부에 주로 제기되던 국고소송(즉,
방어소송)이 이제 일반재판소에 유사한 형식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
한 때에 1808년 12월 26일자 칙령을 프로이센 본토가 아닌, 프로이센 왕국이
통치하고 있던 라인강변의 지방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1818년 7월 20일자
로 이에 관한 관할령(Ressortreglement)이 제정되었다. 위 지역은 나폴레옹 전쟁
과정에서 프로이센이 패전하여 상실한 영토로서, 1807년 틸지트 조약에 따라 나
폴레옹이 이 지역에 프랑스제국의 위성국들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위성
국의 연합체인 ‘라인연방’에 소속되었다가 전후 빈(Wien)조약 등으로 다시 회복
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전쟁기간동안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동 지역에 대
하여 재판권이전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하여 관할령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동령 제13조는 주요 도로의 노선 변경, 운하건설, 요새시설의 축조 및 확장
등을 결정하는 문제는 국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행정청에게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교통시설, 군사시설의 설치를 결정하는 처분 등은 일
반재판소가 재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청의 소관사항으로,
이에 대한 분쟁은 행정관청에 대하여 행정소원, 즉, 현대의 행정심판에 해당하
는 방식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토지소유권 분쟁 및 이에 따
른 금전보상액 등에 대한 분쟁은 일반재판소가 관할할 여지가 있었다.
이와 같이 일부 행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행정심판으로 한정하고 행정청에
게 맡긴 이유는 위 관할령 제16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조에서 “이에 따라
기괴한 소송을 통하여 재정행정을 혼란케 하거나 행정활동의 중단을 초래하여
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내각이 내린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소원에 관하여 정부내각에게 이하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때 ‘기괴한
소송’이라 함은 ‘국고’를 피고로 하여 형식상 민사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
회적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실질적 항고소송
을 일반재판소에 제기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상의 가처분 등을 이용하여 도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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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중지 등을 구하는 당시 사례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에는 관방재판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관방재판부가 관할하던 국고소송 형식의
항고소송에 대한 재판권이 일반재판소로 이전되지는 않았던 것이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사인들은 일반재판소에 대하여 국고를 피고로 하는 실질적인 항
고소송을 계속 제기하였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일반재판소가 가처분 등으로 행정의 판단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
을 저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재판소의 판단을 배제하고 행정권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사안으로 동조 제3호에서는 “자신의 행정권 하에 있는 임대된 토지 및 특
권을, 임차인이 잘못 경영할 때에 회수하는 것”을 들었다. 이는 행정청이 국유
재산의 반환을 일반재판소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권으로 회수를 명
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물 및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이 현대적인 개념으
로는 고권적인 행정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또한 사법부의 재판권 하에 있지 않고 행정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행정
계약에 대해서는 동조 제5호에서 규정하였다. “정부내각의 관할권에 속하는 대
상에 대하여 다른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특히 그 계약이 군수조달계약이거나
그 밖의 중요한 정부내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이라면, 그 이행을 거부하
거나, 그리고 그로부터 정부내각의 재량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 행하
여질 수 없을 때에, 어떤 거부하는 자가 국가에 대하여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고 할 때에, 그 거부자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요구되어진 책임을 강제수단을 통
하여 독려하는 것”이라고 정하였다. 이는 군수조달계약 등 중요한 국가의 행정
계약에 대해서 그 계약을 위반한 사인에 대해서 역시 재판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행정청이 강제조치를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는 위 관할령 제17조에서 “이러한 모든 경우에 정부내각은,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의 권리를 유보시킴으로써 집행이 이루어지게 할 권한이
있다. 또한 이 권리가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계약
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재량에 의한다”고 정한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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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더 나아가 “재판소들은 방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에 따라
정부내각의 집행상의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그것이 국고에 대한 것이건 회
사 또는 사인에 대한 것이건 간에 재산권에 기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행정청에게는 조달계약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분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사인은 일반
재판소에서 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관할령을 살펴보면, 1808년 12월 26일자 칙령에 따라 기존의 관방재판부
가 맡던 국고소송, 특히 ‘방어소송’이 일반재판소로 이관되었지만, 그때 예상하
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났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주된 문제점은 사인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될 때에 이를 민사사건으로 만들어서 재판소에서
그 분쟁을 다투게 함으로써 그 집행이 지연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조세
및 이와 유사하게 부과되던 역무, 그리고 국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금전배상
액의 예정, 특정한 경우에 임대된 국유지의 반환청구 및 이 반환을 집행하는 것,
그리고 군수조달계약 등등은 여전히 재판소를 통하여 해결할 민사채권채무관계
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즉,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가 고권적 지위를 통하여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국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법적 영역에 있
음을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신민은 일반재판소에서 그 중지를 구할 수
는 없고, 다만 그에 따른 손실액을 사후에 청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행정처분에 대
해서 바로 다투는 것을 저지하고 대신 보상을 받을 것을 명하는, ‘참아라 그리
고 보상받아라’라는 원칙이 처음으로 성립되는 시기가 이 법령을 전후했던 것
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행정처분에 대하여 일반재판소에서 항고소송으로 다투
는 것이 금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3. 일반재판소의 손해전보소송 가능성
이와 같이 항고소송이 제한된 경우에, 그렇다면 일반재판소에 대하여 그 손
해의 전보를 구하는 것은 가능한가에 대하여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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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러한 논란이 현실화된 대표적인 예는 ｢프로이센 1836년 5월 6일자
내각최고명령｣(Allerhöchste Kabinetsorder vom 6ten Mai 1836: 법률번호 1715
호)이 있다. 프로이센 법령집(Preussische Gesetzversammlung)에 실린 바에 따르
면, 동 명령의 내용은 “일반란트법이 유효한 범위 안에서 왕조의 모든 영토 안
에서의 요새 건설로 인한 금전보상에 관한 절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군사시설설치에 따른 (수용)금전보상에 대한
분쟁 역시도 일반재판소에서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 명령 본문에서 프로이센 국왕은 법무대신 뮐러에 대하여 일반재판소에서
판단하도록 명령하였다. 국왕은 법무대신의 보고문에 대하여 이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질책하고, 그러한 수용보상금에 관한 분쟁은 일반재판소에서 판단하
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본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대신 뮐
러가 국왕에게 제출한 보고문을 입수할 방법이 없기에 개략적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추측컨대, 이 사안은 군사요새 건설에 따라서 그 토지 등을 수용당한 사인이
그 보상금액을 두고 다투고자 할 때에 그 재판관할이 문제된 사건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재판소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정사건과 같이 현대의 행정심판에 상응하는 판단형식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
지 여부가 주된 논란이 되었다. 법무대신 뭘러는 이에 대하여 아마도 종래와
같이 행정부 내부에서 심판형식으로 다루는 일반행정사건으로 취급할 것을 지
시하고, 이를 국왕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왕이 법무장관의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이는 기존의 법령들에 따라서 일반재판소에서 민사소송
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령한 것이다. 즉, 이 자체는 새로운 법령이 아니
고, 단지 수용, 특히 군사목적의 토지수용에 있어서도 그것을 일반재판소관할
즉,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것이다. 특기할 점은 국
가가 私人의 자격으로 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고권적 작용에 의한 손실보상까
지도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이전되었음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도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3항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국가배상

- 104 -

을 통상최고재판소(BGH)의 민사부에서 손실보상을 관할하고 있다. 그 원류를
최소한 이 1836년의 내각최고명령이 발해진 시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당시 법무대신조차도 국고가 당사자가 되는 민사소송으로 하라는
이전의 칙령과 지침들에 의문을 품고 행정심판 관할로 하라고 지시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제 사건에서 보듯, 군사목적 토지수용결정 자체와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공법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및 국가배상 문제는 행정재판소관할이 아닌 일
반 민사재판소관할로 이전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는 앞서 보았듯
행정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기에 이를 다툴 방법이 봉쇄
되었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
다시 살펴보자면,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에서 이미 국고가 손실보상 및
국가배상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소송법 및 실체법상의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18세기 당시에는 수용처분 등에 대하여 위 국고를 피고로 하여 사실상
의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에 가까운 형식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1808년 칙령에 따라서 점차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전환되었고, 1836년 내각최
고명령은 처분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손실보상은 국고를 피고로 한 금
전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하여야 함을 확정하였던 것이다.
다만 위 1836년 내각최고명령 만으로 ‘참아라, 그리고 보상받아라’라는 법원
칙이 성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앞서 본 1818년 관할령에서 보듯, 당시
에 이미 항고소송이 제한되어가던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836년 칙령 이후에는 토지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재
판청구권의 제한, 즉 소송법상 실질적 항고소송의 금지에 따라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4. 국고의 특권적 지위 삭제
반면 1808년 12월 26일자 칙령 이후 국고의 소송법상 특권적 지위가 점차
단계적인 조치에 따라서 약화되고 있었는데, 이는 점차 국고가 국가 그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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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私人化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손실보
상금액이 과소함을 다툴 때에 원고인 사인은 보다 용이하게 민사소송으로 소
송형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반재판소에 대한 금전보상청구를 구하는
소로서 해결하는 방법은 1836년 내각최고명령에 의해서도 법제화되었다.
이렇게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상 국고가 가지는 소송에 있어서 특권적 지위, 다
시 말해, 고권주체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은 1808년 칙령에서 따라 우선적
지위가 일단 제거되긴 하였다. 그러나 국고는 1846년경까지 제한적으로나마 계
속 특권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국고가 완전히 사인과 동등한
지위로 격하되게 된 것은 1900년 독일민법전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와 같은 국고 관념의 변화는 부분적으로 국고를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의 금지
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독일의 법실무에서는 국고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손실보상금을 다투는 관행이 고착화되었던 것이다.

5. 항고소송 제한의 이념적 근거
18세기에 존재하였던 ‘전쟁 및 재정관방’(Kriges- und Domänenkammern)를
비롯한 관방재판기구들은 프로이센 행정부 내부에서도 독립성이 강한 조직이었
다. 이 기관은 그 명칭과 달리 단순히 군사 및 국가재정 사무뿐만 아니라 전반
적인 내무행정 영역에서도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기관이 행정재
판 관련한 제2심 재판기구로 활동한 것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1808년 칙령 이후부터 행정재판권이, 더 정확하게는 행정심판권에 해
당하는 권한이, 기존의 관방을 대신하여 각 부 대신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왕에 의해 임명되고 내각에 소속된 대신들의 행위는 국왕으로부
터의 독립성이 약한 것이라고 일반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는 관료의 활
동이 군주의 활동과 동일시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것은 ｢1808년
12월 26일자 칙령｣과 ｢1842년 5월 11일자 법률｣에서도 나타난다. 독립된 관방
재판부를 폐지한 프로이센의 소송법제는 공법사건에서의 소송에 관하여 국고에
대한 방어소송를 인정하다가 점점 그러한 항고소송을 제한하고, 금전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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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당시의 법학계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함에 따라서 법이론상으로도 뒷받침된 것이었다.218)
특히 이러한 초기의 국고이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법령으로, ｢1831년
12월 4일자 내각령｣이 있다. 이 내각령은 공법상 주체가 되는 국가와 사법상
주체가 되는 국고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이때 국가가 私法영역에서 활동할 때
에는 국고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일반재판소의 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나아가 종래에는 국고가 군주를 대신하여 공법소송에서 활동
하였던 것과는 달리, 군주가 고권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국고
를 피고로 하더라도 이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재무담당관청이 군주의 재산법상 대리인으로서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는 결국 군주의 주권과 그것의 행사
에 대해서 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었
다. 즉, 군주는 자신이 자유롭게 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정담당관청이 군주
의 고권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재판소의 재판관할
을 인정하여 법적 구속을 받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219)
위와 같이 근대 초기의 이러한 ‘공법상 국가’로 파악되던 국고는, 국가와 군
주가 분리되는 독일 후기 절대주의시기에는, 비로소 민사법상 책임주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에는 군주가 통치하는 국가의 하급관료들이 행하는
행정처분에까지 군주의 활동과 동일시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다툴 수 있는 길이 제한되기 시작하
였고, 행정활동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인은 손해배상청구만을 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때 국고는 소송에서 행정의 위법한 활동에 대하여 대신 손해배상을 하는
‘책임주체’(Haftungssubjeckt)로서만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독일통일의
여파와 제국주의의 등장에 따라 국가행정의 규모가 확대되던 19세기 말에는
218)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74 참조.
219)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recht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74-1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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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고는 각각 고권과 재산권을 담지하는 주체로서 파악되기에 이르렀다.

Ⅲ. 19세기 후반의 상황
프로이센을 비롯한 상당수 독일 지역에서 항고소송이 제한되던 19세기 초반
에서 중반의 상황을 거친 후, 1848년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통일독일헌법
초안(일명: 파울교회헌법)이 의결되었다. 위 헌법 조문에는 행정재판권을 일반
재판소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졌는데, 이는 기존의 행정재판제도에서 신민의
권리구제가 미약했던 점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 하지만 이 3월 혁명은 미완에
그치고, 각 독일영방국은 여전히 행정부 내부에서 행정재판 내지 행정심판이
이루어졌으나, 1860년대부터 행정재판소들이 독일 각국에 설립되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모든 독일어권 지역에서 이와 같이 행정재판소가 설치된 것은 아니
었다. 또한 통일 독일제국 자체의 행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행정재판소들의 재판권은 항고소송에서의 대상적격에 대한 열기주의 등으로 제
한되고 있었다.

1. 행정재판소의 설립
19세기 동안 여러 독일 지역에서 행정사건은 특별한 행정재판기구 또는 일
반재판소에게 맡겨진 상태였다. 예를 들어, 1819년 뷔르템베르크 왕국 헌법초
안 제60조에 따르면, 행정 각부 대신이 내린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대하여, 이를 담당할 ‘특별임무대신’(Ressortminister)를 임명하도록 정하
였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위 소송담당 대신은 추밀원 의장 자격을 가지며, 배
석재판관들과 같이 추밀원(Geheim Rat)을 구성하여, 행정재판을 담당하였다.
이에 반하여 쿠르헤센 지역에서는 행정에 의하여 신민의 개인적인 권리가 침
해된 경우에 민사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보유하였다.220)
220)

Fritz Fleiner, S. 236-2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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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민사재판소 혹은 추밀원을 통한 행정소송과 달리 바덴을
비롯한 독일 각국에서는 1860년대부터 독자적인 행정재판소에서 행정재판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바덴 대공국에서는 1863년 10월 5일자 ｢내무행정
조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새로이 독립적인 행정재판소를 설립하였다.221) 뒤
이어 1875년에 헤센, 1876년 뷔르템베르크, 1878년에는 바이에른에서 행정재판
소가 설치되었다.222) 그리고 프로이센에서는 1875년 7월 3일자 ‘행정재판소 조
직에 관한 법률’과 1876년 7월 26일자 ‘행정청과 행정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행정재판소가 설립되었다.223)
이들 초기 행정재판소들의 행정소송 목적은 남ㆍ북독일간의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북독일 지역에서는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을
행정행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적법성 통제에 둔 반면, 남독일 국가들에서는 주
관적인 권리 구제가 주된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다.224) 프로이센의 이와 같은
객관소송적인 경향은, 비록 그 중간에는 단절되어 행정심판의 형식으로 남았기
는 하지만, 18세기 ‘방어소송’ 시대에서부터 이어 내려온 전통적인 측면이 있
다고 하겠다.

2. 이론적 근거
이와 같이 새롭게 수립된 행정재판소들은 이미 미완에 그친 1848년 3월 혁
명 당시 제정하려고 하던 통일독일 헌법초안 제182조에서도 이미 나타난다. 차
이점은 위 초안의 조문에서는 당시 대부분의 독일국가들에서 행정기관내부의
행정심판으로 이루어지던 行政司法(Verwaltungsrechtpflege)을 일반재판소가 담
당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재판소가 행정사건을 담당하여 모
221)
222)
223)

224)

Fritz Fleiner, S. 241, Fn.14 참조.
Fritz Fleiner, S. 242-243 참조.
Wolfgang Rüfner, Verwaltung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59 참조.
김연태, 행정소송의 기능: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
학 38권, 2002. 211-239면 중 2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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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재판권을 통합하자는 주장은 당시 법학자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루돌프 그나이스트(Rudolf Gneist)는 독일의 통일을 요구하는 분위기
가 무르익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혁명의 요구가 빗발치던 당시 상
황에서, 법치국가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행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기존의 란트참사원과 주정부에서 명예직 관료들
에 의해서 행정사건이 판단되었으나, 이제는 행정 각부의 대신으로부터 독립된
행정재판소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225)226) 하지
만 그는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분리라는 테제 하에서 사고하였기에, 당시 일반
적인 주장과 같이 일반재판소가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독립된 행정재판소를 설립하는 데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
었다.227)

3. 공ㆍ사법 구분의 시작
이와 같은 행정재판소의 설립은 독일법 내부에서 재판관할을 중심으로 공ㆍ
사법구분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종래 독일법에서는 공ㆍ사법 구분개
념이 미약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군주가 지배하는 국가에 맞서는
의미로서 사회가 강조되면서, 이것이 공ㆍ사법구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즉, 국가를 운용하는 것은 公法이고, 이에 반하여 시민들이 존재하는 사회는

私法에 의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급적으로도 유산시민 계층의 성장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영업의 자
유를 누리고, 이를 통하여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私法의 역
할이었다. 이러한 초기 私法개념에서 공공복리 실현은 배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공ㆍ사법 구분은 훔볼트 “국가의 작용이 미치는 경계를 정하고자 하는
225)
226)

227)

Fritz Fleiner, S. 241-242 참조.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58 참조.
그나이스트의 주장에 관하여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42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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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대한 사상”으로서 시민의 자유영역으로 남겨진 곳이었다.228)
독일의 대표적인 공법사학자인 슈톨라이스에 의하면, 이러한 공ㆍ사법을 구
분하는 사상은 칸트의 이론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칸트는 私法을 국가 이전
에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자유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에 반하여 公法은 국가가
존재하는 상태에 만들어진 것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서 공법은
공익을 위하여, 私法은 ‘사적인 이익’(Privatnutzen)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
해하였다고 한다.229)

제3절 19세기 후반 이후의 국고소송 (제3단계)
독일제국 통일을 전후하여, 독일의 각 영방국에서 행정재판소가 설립되었음
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행정재판소에서 항고소송이 다시
허용되었다. 그러나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법상 주체로 새롭게 포착된 ‘국가’가
되었고, ‘국고’를 피고로 하는 소송은 일반재판소에서 진행되었다.

Ⅰ. 독일통일제국시대의 법령
일반재판소에서 이루어진 ‘국고소송’은 다시 항고소송까지 포함하진 못하였
다. 이는 결국 재판권구분에 따른 문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때에도 일반재판
소가 항고소송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러나 법령은 일반재판소가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학설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228)

Martin Bulliger, Öffentliches Recht und Privatrecht,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1968, S.48 참조.
229) 위 문단에 관하여, Michael Stolleis, Geschichte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eutschland, Band Ⅱ , München 1992, S. 5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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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소 조직에 관한 법률
원래 프로이센의 ｢일반재판소 도입법｣ 제1조에서는 일반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때 위 조문은 일반재판소가 전체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는 1842년 법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230) 물론 일반재판소
가 전체 사법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관방재판소가
폐지된 것에 따른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어서 1877년 1월 21일 제정된 독일제국법률인 ｢재판소조직법 도입법｣
(EGGVG: Einführungsgesetz für Gerichtsverfassungsgesetz)이 제정되었다.231) 동
법률 제2조에서 일반재판소의 재판권에 대하여 동 법률이 적용됨을 밝혔고, 아
울러 동법 제3조에서는 일반재판소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며, 이외의 ‘특별소송’에 대해서는 각 주법에 따라서 일반재판소가 재판권
을 가질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행정소송은 민ㆍ형사소송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손실보상 등 재산권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정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사재판소, 특히 독일제국재판소 역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독일제국재판소는 이를 사권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자신이 판단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였다.232)

2. 1875년 행정재판소조직법 및 1876년 행정재판소관할권에 관한 법률
또한 독일제국과 병행하여, 프로이센에서는 1875년 7월 3일자 ｢행정재판소
조직에 관한 법률｣과 1876년 7월 26일자 ｢행정청과 행정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230)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231)

Bonn 1962, S. 160에서 참조
독일의 현행법률이며, 2013년 7월 23일에 최종적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관하여,

232)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gvgeg/gesamt.pdf 에서 원문 확인함).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68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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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제정되었다. 프로이센에서는 이에 앞서서 특별한 행정소원심급으로서
행정내부에 있는 것으로서 행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행정재판소를 이와 같이
이해한 것에는 폰 그나이스트가 행정소송의 목적에 대한 자신의 이론에서 개
인의 권리구제가 아닌 객관적인 법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영향을 받았
다고 한다. 그러나 두 법률에 의해서 행정재판소는 비록 조직상으로는 행정 내
부에 있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재판소가 되었다. 특히 행정재판소
의 관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경찰처분의 취소’를 규정하여 행정재판소를
진정한 재판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된다.233)

3. 독일 민법전
독일민법전 초안 제정당시에도 이미 사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국고를 고권을
행사하는 독일제국에 부속된 사법상 법인격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각주 역시
자체의 국고를 독자적인 법령에 따라서 규율할 수 있다고 하였다.234) 이러한
태도는 이미 당시에 국고이론이 사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국고이론은 독일민법전 제정에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관료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국고가 책임을 지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민법전 제
31조, 제89조, 제839조).

문제는 이것으로 국고가 사법상 법인격을 갖게 되었

는지 여부이다. 제89조가 독일 민법전 내에서 ‘공법상 법인격’이라는 절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독일 민법전 주석서에 따르면, ‘국고’(Fiskus)는 사법관계 내에서의 국가
의 표시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고관청이란 의미에서의 국고는 이와 별개로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고관청 내부의 법관계

233)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59 참조.
234) Otto von Gierke, Entwurf eines Bürgerlichen Gesetzbuchs und das deutsche Recht,
Goldbach 1997(Leinbzig 1889), S. 158-1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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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적으로 행정관계이지 사법관계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독일 민법학계에서도 국고 자체의 의미를 사법상 법인격을 가진 국가의 부분
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235)
또한 제89조와 제31조를 결합하여 공법상 법인격이 자신의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고권적인 활동이 아니라, 민사적인 활동, 즉 불법행위책임
이나 계약책임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고 해석한다.236) 따라서 국고는 관료 등
공무원이 민사계약관계 등에서 활동할 때에만 위 조문들에 의해서 책임을 진
다는 의미이다. 이에 반하여 고권적인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기본법 제
34조 및 민법전 제839조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한다.237)
또한 민법전 제88조에서는 각주의 국고는 청산된 법인의 잔여재산을 수령한
다고 정하였다. 이외에도 제1936조 이하에 따라서 독일 제국국고(Reichsfiskus)
및 연방 각주의 국고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독일인이 가졌던 재산의 귀속주체
가 되었다.238)

Ⅱ. 프로이센 관할분쟁재판소판례
위와 같이 1860년대에서 1870년대 이르는 시기에 독일지역 내의 각국에서
행정재판소가 설립됨에 따라 행정재판권과 민사재판권 사이의 관할권 경계설정
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프로이센에서는 재판의 선결문제로서의 행정
작용에 대하여 행정이 판단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
분이
235)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관하여

1877년

재판소조직법

이에 관하여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Kurz-Kommentare, 67.Aufl., München

2008 S. 60참조.
236) Soergel, Kommentar zum Bürgerliches Gesetzbuch, Band 1, 13Aufl, Stuttgart 2000,
237)

238)

511-513 (512) 참조.
위 부분에 관하여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Kurz-Kommentare, 67.Aufl.,
München 2008 S. 60-61 참조.
위 부분에 관하여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Kurz-Kommentare, 67.Aufl.,
München 2008 S. 2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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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ichtsverfassungsgesetz) 제13조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원인
이 되었다.239) 더욱이 기존에는 재판관들에 의해서 판단되던 것을 행정의 영역
확대에 따라 새롭게 설립된 행정청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으로 변경되기도 하
였던 것이다. 따라서 행정과 사법 사이의 관할권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하여 프로이센에는 ‘관할분쟁재판소’(Kompetenzkonfliktgerichtshof)가 존재하였
다.240) 여기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것이 행정재판소가 판단할 내용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인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현재의 국
고이론에 영향을 미친 공ㆍ사법구분의 기준은 1889년 프로이센 관할분쟁재판
소의 판결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한다.

1. 1889년 판결
1889년 12월 14일자 판결241)에서 프로이센 관할분쟁재판소는, 오랫동안 학설
상 논란이 되어온, 일반재판소가 모든 법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재
판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나아가 관할하
는 행정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재판소가 재판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즉, 위 관할분쟁재판소는 공ㆍ사법 구분
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시하거나 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럼에도 이 판결은 이후의 판례와 학설에서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이해되길, 위

239)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240)

Bonn 1962, S. 169 참조.
이에 관하여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8.Aufl.,

241)

Tübingen 1928, S. 17, 23 참조.
KH v. 14. 12. 1889 JMBL. 1890, S. 84 ff (88).

Urteil des Gerichtshofes zur

Entscheidung der Kompetenzkonflikte vom 14. Dezember 1889. Zulässigkeit des
REchtsweges über den Anspruch eines Dritten gegen einen Armenverband auf
Erstattung der für einen Armen gezahlten Kur= und Verpflegungskosten. (판결문
원문은 프로이센 법무성 1890년판 관보 Justiz-Ministerial-Blatt für die Preußische
Gesetzgebung und Rechtspflege, S. 84-88 참조)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69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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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관할분쟁재판소가 판결 당시 행정재판소가 맡고 있는 것이 공법사안
이고, 일반재판소가 맡고 있는 것이 재판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졌던 것이다. 이 판결 이후의 관행에 의하여 일반재판소는 원칙적으로 私法관
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 중에서 공법을 원
인으로 하는 관계에 대하여서는 일반재판소는 오직 국고가 당사자로 등장하는
경우에만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권이 항고소송
은 행정부 내부의 행정재판소에게 부여되고, 국고가 피고가 되는 금전배상청구
소송 등은 일반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 결과가 확고하게 되었다.242) 이에 따라
서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 등은 일반재판소가 관할하는 사법관계에 속하는 사
안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학설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이미 19세기 중반 이래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할권을 기준으로 하여 공ㆍ사법을 구분하던 종래의 관행이 약화되
고 있던 중이었다. 하지만 폰 그나이스트가 1808년 12월 26일자 프로이센왕국
칙령을 해석하면서, 이 칙령에 따라서 관방과 일반집정위원회의 행정재판권이
폐지되고 그 재판권이 각 부 대신들에게 이전되어 이들이 최종적으로 행정관
련 사건들에 관하여 재판하게 되었다고 함에 따라서243), 행정재판권은 행정부
의 각부 대신들이, 민사재판권은 통상재판소가 맡는다고 보는 형태로 다시금
재판권에 관한 이원구조가 일반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또한 이후 법제상으
로 19세기 중반까지 독일의 각국에서 행정재판소를 설립하였으며244), 이로 인
242)

243)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69 참조.
Rudolf von Gneist,

Geschichte

und

heutige

Gestalt

der

englischen

Communalverfassung oder des Selfgovernment, 2. Band, 2.Aufl., Berlin 1863, S.1344
ff. 및 Über die rechtliche Natur, die Zustandigkeit und die Verhandlungsform der
Verwaltungsjurisdiction, Referat auf dem 12. Deutschen Juristentag, (in) DJT XII,
Bd, 3, Berlin 1875, S. 224 ff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Bonn 1962, S. 169. Fn. 5에서 재인용).
244) 예를 들어 바이에른 왕국에서는 186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1861년 10월 10일
자 바이에른 재판소조직법에 따라서 재판소와 행정부의 관할구분이 이루어졌다.
이에 관하여 Kommision für bayerische Landesgeschichte, Historischer Atlas 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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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상재판소의 관할권이 공ㆍ사법관계 모두를 아우른다고 보는 견해는 쇠
퇴하고, 행정재판소가 公法관계를, 통상재판소가 私法관계를 맡는다고 보는 것
이 당시 학설에서도 통설적인 견해가 되었다. 또한 실무에서도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에는 일반재판소는 실정법에서 예외적으로 재판권에
관한 수권조항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배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통상재판소의 행정사건으로부터의 관할권 배제는 실정법률에 의
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며, 학설과 판례실무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245)

2. 1894년 및 1898년 판례
또한 관할분쟁재판소는 두 판례(JMBL 56, 87 f.; JMBL 60, 326 ff.)에서
1831년 12월 4일자의 항고소송을 제한하는 내각령의 조문이 법률에 의하여 사
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해석하였다. 다만, 예
외적으로 법률에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경우에는 국고를 피고로 하는 금전배상
등의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았다.246) 이후 손실보상청구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
송으로 전환되는 손해전보소송은 여전히 일반재판소의 민사재판권 하에 놓여졌
다. 이러한 관행은 민법전 제839조, 1910년 독일제국법에 따라서 뒷받침되었
다.247)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할분쟁재판소의 입장은 공법사건은 행정재판소
가, 재판사안 -私法사건-은 일반재판소가 맡는다는 의미도 아니었고, 현재 각각
이 맡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본다는 의미도 아니었다. 그러나 후대의 법률가들은
이것이 반전된 채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동 판례의 취지가 현재 행정재

245)

Bayern, Teil Altbayern, Laufen an der Salzach, München 1989, S. 746-747 참조.
이에 관하여 Wolfgang Rüfner, Verwaltung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246)

Bonn 1962, S. 169-170 참조.
Wolfgang Rüfner, Verwaltungsschutz in Preußen von 1749 bis 1842 , Bonn 1962,

247)

S. 170. Fn. 26 참조.
Wolff/Bachof/Stober/Kluth,
참조.

Verwalt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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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12.Aufl., München 2007, S. 77

판소가 맡고 있는 것이 공법사안이고, 일반재판소가 맡고 있는 것이 사법사안
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계속 그런 내용으로서 위 판결문을 인용한 것이다.
일반재판소, 특히 민사재판소가 전체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갖도록 하여
야 한다는 것은 19세기 독일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는 1849년 3월 28일자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작성된 통일독일헌법
초안에서는, 행정관청이 자신의 활동에 따라서 권리를 침해한 경우나 행정벌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일반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
였다. 이는 당시 비교법상으로도 정당화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엔 행정재판권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이를 구성하지 않고 일반재판소가 재
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엔 대혁명이래로 개혁정책에 대
한 반대를 일관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1801년 행정사건 재판기구
로서 국참사원과 도참사원을 설립하였다.248) 다만, 프랑스에서도 1828년경 행
정재판권을 민ㆍ형사사건 재판권과 통합하여 일반재판소에 맡기고자 하는 시도
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불발로 끝났고, 행정재판권을 국참사원에 부
여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249) 이러한 시도는 독일지역에서 일반재판소
로의 재판권통합주장을 뒷받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재판권이 구분
됨에 따라서 민사재판소에서 국가배상은 민법전의 규정(제31, 89, 823, 831,
839조)에 따라서 국고가 대위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다.

Ⅲ. 바이마르에서의 행정소송과 국고소송
위와 같은 민사재판권과 행정재판권의 통합논의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바이마르 헌법 역시 이러한 관념의 연장선상에서 만들
어졌다. 바이마르공화국 자체는 독일제국과 마찬가지로 연방 자체의 독립적인
248)

249)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

참조.
Fritz Fleiner, S. 240-241, Fn.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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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ufl. 1928, S. 238

행정재판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바이마르헌법 제107조는
일부의 행정사건에 대하여 일반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정하였다. 또한 같
은 제129조에서는 관료가 재산권과 관련하여 제국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를 상정하였는데, 이는 현대의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부분이었다. 아울러 제131
조에서는 국가배상사건에 대하여, 제153조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이를 일
반재판소관할로 명문으로 규정하였다.250) 이러한 상황에서 각 주에 존재하던
행정재판소는 국가를 당사자로, 바이마르 일반최고재판소와 각 주의 일반재판
소들은 ‘국고’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제4절 소결
본장에서 본 것과 같이, 프로이센과 독일제국의 사법제도 하에서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이 일반재판소로 완전히 굳어진 것은 그리 오래전이 아니다. 기존에
관할권을 갖던 관방재판부가 19세기 초엽에 폐지됨에 따라 일반재판소가 손실
보상ㆍ국가배상에 대한 관할권을 완전히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수
를 거쳐서 19세기 말 당시에 일반재판소가 관할하고 있었던 것이 이유가 되어
손실보상 및 국가배상이 私法작용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보면, 18세기까지 관방재판부에서 주로 항고소송을 담
당했으나, 1808년 이후 우회적인 형태로 일반재판소에서 항고소송이 이루어졌
다가 19세기 중반 완전히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항고소송은 국고를 피고로 하
는 소송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19세기 후반 행정재판소가 설치되었지만, 손실
보상은 여전히 일반재판소에 남게 되었고, 이것은 ‘국고이론’의 근거가 되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250)

이에 관하여, Fritz Fleiner, S. 250, Fn.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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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프로이센 행정사법제도의 개략적인 변화
항고소송
18세기
19세기 초
19세기 중

기타 소송

(주로) 관방재판부(방어소송) /일부 타 (손실보상) 일반재판소/ 관방
기관
관방재판소 폐지/

재판부 등

(우회적 항고소송: 일반재판소)
각 부 대신의 행정심판
(우회적 항고소송: 전면금지)

19세기 후

행정재판소

바이마르시대

행정재판소

일반재판소
일반재판소 (2차 쟁송)
손실보상/국가배상
: 일반재판소
손실보상/국가배상
: 일반재판소

또한 독일의 역사 시대별로 ‘국고소송’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성로
마제국의 제국재판 가운데 ‘국고소송’은 제국국고담당관(Reichsfiskal)이 소송대
리하는 공법소송 및 제국황제의 재산관계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각 란트
의 ‘국고소송’은 항고소송과 손해전보소송 양자를 모두 아우르며, 특히 이 중
‘방어소송’은 실질적 항고소송이었다. 이는 18세기 프로이센에서도 잘 나타났
으나, 19세기 중반기에는 국고를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이 금지되었고, 행정작
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역시 제한되었다. 이후 독일통일을 거쳐 현대에 이
르기까지 ‘국고소송’은 손실보상 및 국가배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요약
하자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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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독일 시대별 ‘국고소송’의 변화
시대

내용

신성로마제국

제국국고담당관이 소송대리

/제국재판소

공법소송 및 제국황제의 재산관계 소송

신성로마제국
/란트재판소
프로이센/18세기

비고

각 제후국의 항고소송/손해전보소송
항고소송(방어소송)/손해전보소송

프로이센/19세기

손실보상, 기타 손해전보

독일제국~독일

손실보상, 국가배상, 기타

‘국가배상’은

1831년

법률로 금지

이 중 주목할 점은 원래 항고소송의 피고로서 ‘국고’가 지정될 수 있었으나,
이러한 현상이 19세기에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19세기 중반 우회적 항고소
송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국가배상 역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법령에 원인을 두고 있다. 이 이후에 등장한 행정재판소에서는 당
시 새롭게 공법상 법인격으로 인정된 ‘국가’를 피고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
서 소송실무상 ‘국가’와 ‘국고’의 분리는 19세기 중반 무렵에야 이루어진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과연 현대에 있어서 반드시 국고소송을 私法관계에 대한 소
송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
으키는 단초가 된다 하겠다.
더욱이 제1장에서 본 바와 같이 ‘국고’라는 관념은 시대별로 제각각으로 변
하여 온 용어이다. 로마 원수정 시기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상속받은 개인재산이
란 의미로, 그 이후에는 황제가 운용하는 국가재정으로, 그리고 중세 이후에는
군주의 개인재정과 재정담당관청, 국가소송대표자 등의 의미도 같이 사용되었
고, 국가재정을 관장하는 사인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본 장에서 보듯, 이러한 국고를 피고로 삼은 소송 역시 공법상 항고
소송에서부터, 손실보상, 국가배상 등까지 폭넓게 이용되었고, 또 그렇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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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국고’이론은 그 용어에서부터 정확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용어이다. 즉, 독일민법전 제89조 상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사
법상 법인격’으로서의 ‘국고’로서는 실제 ‘국고’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다
포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리어 독일민법전 제1장 제2절 제3관의 표제가 ‘공법인’인 만큼, 독일법의
해석으로도 국고도 또한 공법인의 하나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법실무와 학계는 국고이론을 계속 확
장시켜 나갔다. 그 영역 중 대표적인 것이 다음 장에서 볼 조달계약을 비롯한
행정계약과 공기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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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고이론의 변화

19세기까지의 ‘국고소송’에 의해서 형성되어온 국고이론은 19세기 말부터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한다. 이는 국가가 사인으로 활동할 여지를 이용한
것으로, 사인과 같이 자유로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착안하였다는 의
미이다. 이는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또한 이를 위한 준비 -예를 들어,
이른바 ‘국고적 보조행위’- 절차의 법적 규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러한 20세기의 국고이론은 독일법상 공기업, 조달행정 등의 근거가 되었
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이윤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국가가 사법상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 국고이론, 더 정확하게
는 적용범위를 확장해가는 국고이론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형식 문제 등은 대부분 공기업이 私法의 형식을 조직법과 작용
법에서 사용하고 있음에 두고 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필
이유가 있다 하겠다. 먼저 국고이론이 실무상 20세기 동안 행정법의 각 영역에
확장되는 부분을 설명하려 한다(제1절). 또한 국고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의 행정법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그 확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하게 되었다(제2절). 이러한 확장된 국고이론의 문제점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
려는 이론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보완이론이 도리어 행정법 도그마틱 체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국고이론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전면부정설
이 대두되었다(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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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고이론의 확대 적용
20세기에 이르러 국고이론은 공기업과 조달법 영역에서 더욱 확장되기에 이
르렀다. 후자는 ‘국고적 보조행위’(fiskalisches Hilfsgeschäft)라는 명칭으로 불리
우며, 전자의 영역에서는 영리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 등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공기업체로서 등장한 국고에 대하여 서술하고(Ⅰ.), 이어서
국고적 보조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Ⅱ.). 그리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Ⅲ.항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이 공기업 영역
에 대한 서술을 양분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시대별로 다르게 등장하였다고 일
응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의 전반기까지는 영리추구 그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체보다 여전히 급부행정이라는 공적 임무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와 영리추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 등장하는 시기 사이에 국고적 보조행위라는 관념이 등장하였던 것으
로 보이므로 시대순서에 맞게 서술하고자 한다.

Ⅰ. 공기업체로서의 국고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소송법상의 의제로서 형성ㆍ발전한 국고이론은 19세
기 후반에 이르러 공기업 영역에서도 작동하게 되었다. 더 정확하게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사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때의 국고이론은 이른
바 ‘私法상의 공기업체’에 대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각각의 공기업체는 국가
의 국고작용 중 일부로서 이해한다.251)252)
251)

이에 관하여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 6-7에서 참조.
252) 이러한 이해의 증거로서, ‘국고방어소송’(Fiskusabwehrklage)이 있다. 이는 국가가
공기업의 형식으로 시장에 진입할 때에, 경쟁자인 사인이 이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일컫는다. 독일의 ‘국고방어소송’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578-579면 및 787-788면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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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마르 이전: 철도, 중앙은행 등
앞서 설명하였듯, 이 점은 초기 소송법상 국고이론들과 비교되는 오토 마이
어 이후의 국고이론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하다. 다만, 오토 마이어 자신은 이
를 직접적으로 국고이론에 기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다. 단지 공기업이

私法상 법인인 회사일 수 있다는 것과 공기업이 토지를 수용할 때 그 작용을
하는 것이 국고라는 점을 설명해 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국고이론과 공기업이 일치하는 점은 국고가 私法상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그 이용관계에 있어서 ‘계약’으로
서의 성질이 있는 것은 공법상 법인격인 국가가 아니라, 사법상 법인격이 있는
‘국고’가 당사자로서 체결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국고는 단순히 국가의 재
정을 관리하는 주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기업체도 각 개별적으로 그 자체
의 ‘국고’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되
는 공기업 조직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지정되어 창설된 조
직을 이 공기업 국고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의 대표적인 공기
업체로는 철도, 운하, 우편, 전신 등이 존재하였다.253)

(1) 공기업의 법적 성격
이러한 공기업들에 대하여 독일법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이를 私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거나 公法과 私法 양쪽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특히 공기업의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私法상 작용으로 보아, 설립이후의 활동까
지도 私法관계로 볼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공기업주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는 프로이센의 1902년 6월 11일자 법률도 ‘철도운영주체’(Bahneinheit)에 대하
여 규정하기를 그 근본에 있어서 私法영역에 있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254)
국고방어소송이 18세기 프로이센에서 이루어진 항고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253)

국고소송인 ‘방어소송’과는 다른 것임은 이 논문의 제2장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이에 관하여,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 8.
Aufl., Tübingen 1928, S.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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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마이어 역시 이들이 私法상의 회사 또는 개별 사인일 수 있다고 하였
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공기업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업권 내지 특허권
의 부여를 받아야 하는데, 오토 마이어는 이러한 사업권 내지 특허권
(Konzession)의 부여에 대해서는 그것을 행정행위의 일종이라고 보았다. 이때의
‘사업권부여’(Verleihung)는 행정임무의 이전과 결부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체가 이전받은 행정임무, 즉 공기업의 임무는 그 자체로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공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공물이라는 실체를 이용하여 이를 구현한다
고 서술하였다.255) 이를 통하여 공기업체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
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적 권한의 이전 내지 사업권 부여에 따라서 공기
업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고권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예로는 철
도회사가 철도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철도부설에 필요한 대지에 대한 수용
권을 행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고 보았다.256)
즉, 오토 마이어는 해당 기업의 소유관계나 경영지배관계가 아니라, 특허의
일종인 공적인 사업권 부여를 받았는지 여부, 공물이란 존재 위에 존재하는 지
여부를 ‘공기업’ 판단의 기준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사업권 부여는 법률에서
직접 행할 수도 있겠지만, 오토 마이어는 이를 행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
였다.
비교법적으로는 오토 마이어가 말한 공기업과 영조물간의 차이를 프랑스의
‘공공시설’(l’établissement public)개념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오토 마이어
가 말한 ‘영조물’(Anstalt)은 프랑스의 ‘공공시설’의 번역어라고 한다.257) 그런데
프랑스의 ‘공공시설’은 상당부분 독일의 공기업 개념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독일의 공기업과 영조물법인 개념에 대하여, 전자는 사업의 작용적 측
254)
255)

256)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Ⅱ , 3.Aufl., Berlin 1924, S.49.
이에 관하여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Ⅱ , 3.Aufl., Berlin
1924, S.243 참조.
이에 관하여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 8.Aufl.,

Tübingen 1928, S. 341-342 참조.
257) 이에 관하여 김도승/이상경/장철준/최정민, 주요국의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제고
를 위한 법제분석 , 한국법제연구원 2012, 200-2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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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이를 ‘동태적 관점’에서 파악한 것으로, 후자는 사업을 조직적인 측면
에서 ‘정태적으로 파악’한 것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258)
(2) 철도와 수용문제
그러한 독일의 19세기의 공기업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여객 및 화물
의 수송을 담당하는 철도였다. 독일제국헌법상 철도에 대한 관리책임은 원칙상
국가의 임무였다. 이러한 관리책임은 제국철도청이 담당하였고, 관리의 대상으
로 국영철도 외에도 민영철도도 동반하여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체계 하에서
노선 등의 규모가 연장 및 확장되고 있었다. 이때 국영철도와 민영철도가 公法
상의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私法상의 활동을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철도사업의 확대에 따라 토지수용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더욱 강하게 대두된 것이다. 국가의 임무를 부여받은 공기업체, 특
히 민영공기업체의 사업상 필요를 위하여 수용의 필요성이 인식된 것이다.259)
이때의 독일의 모든 철도가 국영철도가 된 것은 아니다. 1895년에 제정된 프
로이센의 ｢철도조직에 관한 법률｣(BEinG)260)과 1896년 제정된 ｢독일민법전도
입법률｣(EGBGB) 제112조261)은 민영철도와 소규모 철도에 대하여 그 철도운영
사업자(Bahneinheit)을 ‘私法상의 조직체’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민영철도의 경
우에도 사인인 운영자가 토지를 수용하여 철도의 부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에도 ‘수용’은 공법적인 성격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민사법상의 매매제도상에
있어서 법령상 특별히 ‘강제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었다.
258)

이에 관하여 김도승/김명식/권헌영/조용혁,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제 개정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12, 28-29면 참조.
259) 이에 관하여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Ⅱ , 3. Aufl., Berlin
260)

1924, S. 1 참조.
Gesetz betreffend das Pfandrecht an Privateisenbahnen und Kleinbahnen und die
Zwangsvollstreckung in dieselben v. 19. August 1895 (PrGS 프로이센법령집 1895

261)

년 499면).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vom 18. August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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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이전의 독일 지역에서 토지수용은 이미 각 영방국가별로 국가방위라는
목적을 위한 요새건설 등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였으나262), 이
와 같은 대단위 철도사업에 따라서 수용문제가 법적 문제로서 전면적으로 부
각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독립적인 법개념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었던
‘수용’은 철도사업에 따른 법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비로소 독자적인 개념으
로 등장하게 되었다.263) 당시 수용에 대하여 그것을 일반 사인 간의 거래와 마
찬가지인 사법상의 활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통설적인 입장이었으나, 오토 마
이어는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오토 마이어가 주장한 반론의 근
거로는 수용에 따른 국가의 토지취득이 계승적인 것이 아니라 시원적인 것으
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기존 토지상에 있던 각종 물권 등은 수용에 따라
전면적으로 해소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국유화된 토지 및 이 위에
놓이게 되는 각종 시설물 등은 오토 마이어가 말한 ‘영조물’을 구성하는 ‘공물’
로서 존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오토 마이어의 설명에 따르면, 이와 같은 수
용절차에 있어서 사인과 같이 활동할 수 없는 국가가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국고로서 활동한다고 하였다.264) 즉, 금전으로 보상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사인으로서 활동이 가능한 국고가 담당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점에
서 볼 때, 오토 마이어가 생각한 수용절차는 ‘私法에서 유래된 제도이지만 공
법에 의하여 일정 부분 변화가 된 것’265)으로, 공법적인 성격과 私法적인 성격
이 혼재된 영역이었다고 일응 이해할 수 있겠다. 플라이너 역시 수용은 사인의
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는 국가 등 행정주체가 고권 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법상의 것으로, 私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66)
262)

이에
1924,
263) 이에
2001,
264) 이에

관하여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Ⅱ , 3.Aufl., Berlin
S. 54 참조.
관하여 일반적으로, Deutsches Rechts-Lexikon Band.Ⅰ , 3. Aufl., München
S. 1327 참조.
관하여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Ⅱ , 3.Aufl., Berlin

265)

1924, S. 5 참조.
이에 관하여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Ⅱ , 3.Aufl., Berlin

266)

1924, S. 1 참조.
이에 관하여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 8.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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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ㆍ사법이 혼합된 것으로 학설상 이해된 수용과 달리, 철도와 관련
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독일제국재판소는 이를 민사관계로 보았
다. 같은 재판소 민사부는 1879년 3월 17일자 판결267)에서 철도와 이를 경영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법조에 관하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 사
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피고가 된 철도건설기업체가 ｢제국책임배상법｣
(Reichshaftpflichtgesetz) 제1조 상의 공기업체에 해당하는가 여부였다. 운수기업
과 달리 피고가 직접적으로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을 책임지지는 않고, 단지 철
도건설을 위해 기관차를 운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
부는 이 역시 동조 상의 공기업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당시 제국재판
소는 국가배상사건에 관하여 민사재판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공기업에 관
한 것 역시 그러한 범위 내에서 私法관계로 본 것이라고 해석된다. 독일제국재
판소는 1910년 6월 26일에 선고한 노면전차 부설에 따른 철도기업체의 손실보
상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독일민법전 제
906조에 따라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68)
이때 민법전의 조문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손실보상이 사법관계 또
는 공법관계 중 어느 쪽으로 이해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당시나 현
대에나 독일의 수용절차에 따른 손실보상은 일반재판소의 관할 하에 있다. 앞
서 보았듯이 1889년 프로이센 관할분쟁재판소의 판결이후, 당시대인들은 관할
하는 재판소별로 공ㆍ사법구분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점을 보면, 이
역시 私法관계로 이해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수용을 결정하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행정재판소의 판단이 선행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소가 재차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는 없
고, 이에 종속된다고 보았다.269) 이와 같은 수용절차를 국고가 담당하였다. 이

267)

Tübingen 1928, S. 291 참조.
RG, 17. 03. 1879, Rep.Ⅰ . 23/80., RGZ 1, 247(이 판결원문에 관하여, http://opinio

268)

iuris.de/entscheidung/1724 에서 참조).
이에 관하여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Ⅱ , 3.Aufl., Berlin

269)

1924, S. 124, Fn.11 참조.
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Deutsches Rechts-Lexi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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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Ⅰ , 3.Aufl., München

때 국가의 국고 대신에 독립적인 회계를 가지고 운용하는 공기업의 국고가 별
도로 존재하였거나 또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중앙은행
이와 같은 철도 외에도, 오토 마이어는 독일제국시절에 만들어진 중앙은행인
‘제국은행’(Reichsbank)과

바이마르시대에

이

업무를

계승한

‘독일은

행’(Deutsche Bank) 역시도 공기업체(öffentliches Unternehmen)로 이해하였다.
그 이유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이 아닌 공기업체로
본 까닭은 그 회계가 제국의 재정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그 비용이 국가재정에
의해서 충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당시 중앙은행 역시도 私法상
의 법인격이라 하였는데, 이는 제국은행이 지분소유자들의 연합체로서 ‘법인화
된 사적단체’로서 정의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국은행은 순
수한 사인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공행정이란 기반위에 설립된 것
이었고, 그 명칭과 회계가 여타의 행정법상의 조직체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
어졌기 때문이다.270)

(4) 기타 공기업
19세기 당시 독일에서 인정된 공기업으로는, 철도나 도로공기업과 비슷한 운
송업무에 종사하는 운하,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우편과 전신이 있었다. 오토 마
이어는 도로공기업이 인공적으로 건설한 도로 위에서 존재할 수 있듯이, 운하
공기업은 자연적인 하천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고, 인공적인 하천 위에서만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제국우편’(Reichspost) 역시도 독립적인 공기업체로서 제국우정장관 하
에서 ‘행정위원회’(Verwaltungsrat)와 협력 하에 우편업무와 전신업무를 수행하

270)

2001, S. 1329 참조.
위 문단에 관하여 Otto Mayer,
Berlin 1924, S. 251-252 참조.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Ⅱ , 3.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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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때 제국우편은 ‘인적 집단이 경영영역에서 그리고 거래영역에서 특별
한 경험과 지식으로 협력하는’ 행정조직이었다. 또한 그 법적 성질에서 ‘특별
재산’(Sondervermögen) 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다고 보았다. 이러한 특별재산은
원래 제국의 재산이지만, 행정조직과 결합됨으로써, 제국의 국유재산과는 구분
되는 것이었다.271)

2. 20세기: 확대된 공기업 영역
(1) 공ㆍ사법 형식의 공기업
위와 같이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소수의 기업만이 공기업으로 운
영되고 또한 그렇게 파악되고 있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에는
점점 더 많은 숫자들의 공기업들이 설립되고 있었다. 플라이너는 이러한 예로
는 수도, 가스, 전기, 그리고 저축은행 등을 들고 있었다.272) 나아가 현재 독일
의 공기업들은 교통, 통신, 난방 등의 사회간접자본 차원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신용영역에서도 존재하며, 심지어 학술연구 및 국제개발
정책 영역까지 공기업 형식으로 설립하기도 하였다.273)
이와 같이 확대된 20세기 독일의 공기업들은 행정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私法규범, 특히 상사법 규범을 대거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점차로
私法화된 모델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특히 이는 이미 20세기 초에 베
를린 수도회사와 베를린 지방은행(Landesbank Berlin)이 공영조물과 사법상의
연합회사(Konzern) 사이의 급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에서
드러난다.274) 그 외에도 연방행정재판소의 공무원연금사건에서 보듯이 석탄채
이에 관하여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 8.Aufl.,
Tübingen 1928, S. 128 참조.
272) 이에 관하여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 8.Aufl.,
271)

273)

Tübingen 1928, S. 128 참조.
이에 관하여 김도승/이상경/장철준/최정민,

274)

를 위한 법제분석 , 한국법제연구원 2012. 190면 참조.
이에 관하여 Benedikt Wolfes/Marcel Kaufmann, Private als Anstaltsträger, DV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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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제고

광사업 등도 私法상 주식회사 형식의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독
일의 모든 공기업이 私法상 법인인 것은 아니며, 공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상의 법적 지위 및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한 기업은 여전히 공
법상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275)

(2) 확대된 공기업의 정의
나아가 20세기에는 기존 국가가 직접 수행하던 임무를 민영화 등의 형식에
따라서 공기업체 등에게 이전함에 따라서 공기업체의 범주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함도 있지만, 국영기업 등의 형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설립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현대에 있어서, 국고이론에서 말하는 각 국고를 가지는 공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이 있다. 따라서 먼저 ‘공기업’이 무엇인지, 그 개념
을 정의내릴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 개념정의에 있어서 경제학이나 경영학, 행
정학, 법학 등 학문분야 별로 그리고 학자들마다도 입장 차이가 큰 부분이다.
이러한 법학적인 공기업개념의 범주에서 보면, 독일의 공기업의 범주가 확대
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기업체는 이른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추구하는 형식의 공기업체로서 등장하기에 이르렀
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이러한 형식은 처음에는 행정조직과 연결성이 강하였
기에 ‘행정기업’이라 불리어졌으나, 이후 독립성이 강화된 ‘자기기업’이라는 형
식으로도 등장하였는데, 후자 중 다수는 私法상의 법인격으로 창설되었다.276)

3.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확대된 공기업개념은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로서 활동
275)

2002, S. 507-508 참조.
이에 관하여 김도승/이상경/장철준/최정민,

주요국의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제고

를 위한 법제분석 , 한국법제연구원 2012. 190면 참조.
276) 이 문단에 관하여, 차민식, 독일에서의 기능사화와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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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여전히 (국가의)‘국고’라는 방식으로 활동하였다. 즉, 계약과 같은 私

法상 제도를 중점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독립된 ‘私人’으로서 활동
할 때에도 이것이 행정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러한 ‘국고이론’
의 연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시대순서에 따라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 공기업을 바라보는 초점이 달
라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기업과 유사한 개념들 사이에 용
어 및 개념 정리를 다시금 할 필요를 만든다고 할 것이다. 학설상으로 보자면,
오토 마이어는 공기업을 사적인 기업 또는 사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일종
의 특허기업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하겠다. 플라이너는 이에 비하여 그 조직형
식을 사법상으로 하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보았지만, 공익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과 그 자본금 중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적인 재정의 지원을 받았는지를 기
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플라이너의 견해는 20세기 전반기에 확대된 것으로 공

ㆍ사법관계의 혼합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공기업들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는 이 논문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므로, 그 밖의 부분
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확장된 국고의 연장선
상에 있는 조달법이론과 공기업이 이윤추구를 주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국가가 영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는 이어지는 절들에서 논하기로 하
겠다. 특히 조달법이론은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이 국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
약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에 공기업 논의와 분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Ⅱ. 국고적 보조행위
‘국고적 보조행위’(fiskalisches Hilfsgeschäft)라는 개념은 독일법에서 특유한
것으로, 조달행정을 단지 공익을 실현시키는 행정주체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
원하는 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권력행정 또는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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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서와 같은 공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파악하였다. 그
리하여 조달행정작용은 독일 행정활동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전적으로 私法
에 맡겨지고 있었던 것이다.277)

1. 독일의 조달법 이론
이와 같이 독일은 전통적으로 국가발주사업을 국가내부의 예산법상의 활동으
로 이해하였고, 이는 공법이 아닌 私法의 영역으로 파악하여 왔다.278) 이와 같
은 이해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
가 사인이 가진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로서 등장하여 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고 생각하는 관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국고
적 보조행위’라는 명칭 하에 파악되어 왔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조달하여 사용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본 것이다.

2. 이론적 근거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법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조달작용을 오랫동안
사법상의 활동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독일 국고이론에 그 이론적 근
거를 두고 있다.279) 이 논거는 결국 외견상으로는 고권적인 주체인 국가가 일
방적인 명령이 아닌, 사인과 대등한 계약자로 사인과의 관계에 등장할 수 없다
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론과 달리 실제에서는 국고가 등장한다
고 하여 완전한 私法상 계약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이전
의 통일독일제국에서 있었던 예산문제를 둘러싼 제국의회와 수상 및 황제의

277)

278)

279)

이에 관하여,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연구1]

행정법의 체계

와 방법론 , 박영사 2005, 173-183면 참조.
독일의 국가발주에 관하여 차민식, 독일에서의 기능사화와 국가책임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37-38면 참조.
독일의 전통적인 국고이론에 입각한 설명에 대하여, 박재윤, 유럽법상 나타난
국방조달제도의 특징, 제5회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 발표집, 91-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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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280)등에서 이미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론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
론 당시 ‘해군법’에 의하여 전함 기타 전투용 함정의 구입에 막대한 예산을 소
비하고 있었고, 그러한 주문자체가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단위 발주가 단순히 국가 –당시에는 국가통수권자-가 사인과 동일하게 사적
계약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법에 법적 근거를 두는 조달체계는 공법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았고, 행정내부의 또는 예산법상의 통제만을 받았다. 이는
예산절감 내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281) 이러한 예산법
에 의한 통제는, 1992년 예산원칙법(Haushaltsgrundsätzegesetz)에 의해서 공적
인 임무를 수행하는 공ㆍ사법인에게도 공공발주시의 공개경쟁입찰의무를 부과
한 것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유지되었다.282)

3. EU조달법과의 비교
이에 비하여 유럽공동체법상의 조달제도는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공급자들 간
의 경쟁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283) 이는 유효한 경쟁을 형성하여 독과점
기타 불공정경쟁을 방지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각국 간
의 이해관계 문제, 특히 자국기업우대조치를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점방지 내지 공정한 절차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어서, 프랑스 조달
법전은 조달절차의 투명성과 자유로운 참가 외에도, 참가자들 사이의 평등한
대우를 정부조달의 주요원리로 삼고 있다.284) 이러한 EU조달법은 조약위반제
280)

이에 관하여 윌리엄 카, 이민호 ㆍ 강철구 역,

독일근대사 , 탐구당 1998년,

202-204면 참조.
281) 이에 관하여 박재윤, 유럽법상 나타난 국방조달제도의 특징, 제5회 방위사업관
282)

283)

계법 세미나 발표집, 2010, 91-92면 (이에 관하여 공법연구 39집 3호) 참조.
독일의 조달행정법상의 변화에 대하여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
정법연구1]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영사, 2005. 180-191면 참조.
이에 관하여 차민식, 독일에서의 기능사화와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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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송을 통하여 독일에도 영향을 미쳐서, 1998년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상의
조문 신설을 통하여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입찰자는 발주자
에 대하여 발주절차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위반에 대해서 발주심판소 및 고등법원 발주재판부에서 다툴 길을 열어두었
다.285)
여전히 독일에서는 일정액 이하의 공공발주 내지 조달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국고작용으로 보아 私法상 계약이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조달행정을 통하여 복지국가 내지는 사회국가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
이 있다. 이는 조달절차에서 특정한 조건 -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
정비율이상 고용 등 - 을 만족한 경우에 이에 대한 우대조치를 하는 것으로 나
타나며, 이는 헌법 규범 외에도 일반행정법 규범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의
무라는 것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달계약이 더 이상 사인과 같
은 사적 자치를 누리는 계약일 수는 없다고 하겠다.

Ⅲ. 국고의 확대된 기능
또한 윗 절에서 본 조달행정 문제 외에도 국가가 ‘국고’라는 이름으로 사경
제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국고적 보조행위’(fisklalische
Hilfstätigkeit)와 국고의 ‘사경제활동’(erwerbswirtschaftliche Betätigung)이라 불
리는 영역을 준별하는 기준은 그것이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지 여
부이다.286) ‘국고적 보조행위’의 경우에는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는 것을 주로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284)

285)

조달청 ㆍ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2 경제발전모듈화사업: 조달행정 법제도 ,

2013, 24면 참조.
이에 관하여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연구1]

행정법의 체계

와 방법론 , 박영사 2005, 191-198면 참조.
286) 이에 관하여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 Aufl., München
2007, S. 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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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윤추구’가 그 중심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더욱 나아가 국가가 私法상의 형식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가 문제
가 된다. 이는 주로 행정사법과 관련하여 논의된 것으로 국가가 공법형식을 대
신하여 사법형식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여부가 쟁점이었다.

1. 이른바 ‘국가의 사경제기능’
(1) 구분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가 조달작용으로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공기업체를
이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 20세기 조달행정에 관한 이론
의 특징이다. 더 나아가 국가가 직접 사인들이 경쟁하는 시장에 경쟁자로서 참
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다시 말해 ‘순수한 경쟁시장’에서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활동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며, 이렇게 확대된 부분을 일반
적으로 ‘국가의 사경제활동’이라 칭한다.
이러한 국가가 사경제 영역에서 공기업으로 활동할 때의 개념정의는 국가
등 행정주체가 경영하는 모든 기업으로서, ‘광의’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종래
우리 행정법학계에서는 공기업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광의로 이해하는 견해
외에도, 국가 등 행정주체가 공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협의) 중에서도 이
윤추구라는 목적이 있는 기업이라는 개념(최협의)로 이해하여 왔다.287) 또한 최
협의설 가운데서 특허기업은 제외하는 견해도 있으며, 이때에는 특허기업이 근
본적으로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란 점과 실정법상으로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
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된다고 한
다.288) 이때 ‘공익을 위하여’ 운영한다는 개념의 제한을 배제하게 되면, 국가
등 행정주체는 사경제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광
의에 해당하는 공기업 중 협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국가
287)
288)

이창훈, 공기업 독점의 헌법적 근거, 공법연구 41집 3호, 2013. 199면.
김도승/김명식/권헌영/조용혁,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제
ㆍ 개정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12. 2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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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경제활동에서의 공기업’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학설은 종래 협의로 이해하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유럽법상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향이 있은 후에는 광의로 이해하는 견해가 더
욱 유력해졌다. 이에 반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이윤추구라는
개념요소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와 같은 구분기준에 입각한다면, 협의
설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
헌소원사건289)에서 “공기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에 의하여 설립된 법
인이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가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동 사건에서 권성, 주선회 헌법재판관의 반대의견은 다수
의견의 정의를 인정하면서도, “민간부분에 의하여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따라서 그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광의설에 해당하는 수준의 공기업으로 범위가 확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국가의 영리추구활동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현대 독일
행정법학계에서도 유력한 입장으로 보인다. 특히 공기업의 영리활동으로서 기
능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공기업이 부수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던 것에
서 유래한다. 다만, 과거에는 수수료 등을 징수하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다는
소극적인 개념에 입각하였던 반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익활동,
즉, 국가의 ‘영리경제적 활동’(erwerbswirtschaftliche Betätingung)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290) 이를 긍정하는 입장을 기반으로 하여 이는 오래전부터 ‘기업행
정’(Betriebsverwaltung)이라고도 불려왔다.291) 이와 같이 국가가 사경제분야에
참여할 때에는 주식회사와 같은 이른바 ‘사법형식’으로 설립한 공기업체를 설
립하여, ‘영리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89)
290)

291)

2001. 11. 29. 헌법재판소 2001헌바4 결정.
김도승/이상경/장철준/최정민, 주요국의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분석 , 한국법제연구원 2012. 189-190면.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 8.Aufl., Tübingen
1928, S. 120-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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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의 자유 문제
이와 같은 私法형식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결국 私法상의 법인격으로
서의 국고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국가는 사법상활동을 할 수 없고,
‘사인’인 국고가 사법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사법상 활동을 하는 국가인 국고가 사인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일부 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고권수행자로서의 국가 역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나아가 베터만(K. A.
Bettermann)은 심지어 국가가 사인과 마찬가지로 기본법 제12조 소정의 영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292) 이는 결국 국가 역시도 기
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짊어진 존재
가 아니라, 그 자신 역시도 기본권을 보유하는 주체로 전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그 논리적 귀결로서 국가가 사인에 대한 기본권보호 의
무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왜
냐하면 국가가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이와 충돌하는 사인인 국민의 기
본권보호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위와 같은 국영기업은 그 활동에 있어서 ‘간접적
으로’ 기본권에 구속된다고 본다. 즉, 국영기업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인과 달
리 ‘자의적인 판단’을 통하여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
한된다는 것이다.293) 만약 이른바 ‘기본권의 방사효’(Ausstrahlwirkung des
Grundrecht)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국영기업이 기본권주체가 된다고 하
더라도, 이는 일반 사기업과의 차이를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게 만들 수 있겠다.
292)

293)

Bettermann, NJW 1969, S. 1326f.; F. Hirsh, (이에 관하여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20 Fn.62에서 재인용)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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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판 및 국고방어소송
이와 같이 국가가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
한다고 하면, 이 영역이 사인과 경쟁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질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는 국가가 조세 등으로 형성한, 또는 할 수 있는
막대한 국가재정을 바탕으로 하여, 경쟁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별 사인 또는 사인의 집단이 조달할 수 있는 자본
과 국가의 재정능력 및 담보능력은 상호비교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가 대규모
의 자본금을 일시에 투입하여 경쟁자인 사인의 이윤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 경우 사인인 경쟁자는 경쟁에서 탈락하여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놓
이므로, 당연히 국가에 의하여 경쟁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상실하게 된다는 우
려가 생긴다.294) 이러한 우려는 결국 국가의 독점적인 자본주의 내지는 공산주
의 체제와 유사한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와 같은 19-20세기에 걸쳐 나타나는 모습은 종래 법치국가라는 한계 하에서
만들어진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국가상과는 배치된다.295)
따라서 국가의 사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더욱이 이것이 단순한 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인 영역인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가철
학 내지는 일반국가론상의 고찰을 요구한다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이와 같은
시장영역에 대한 진입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인은 이러한 국가인 경쟁자의
진입에 대하여 경쟁자방어소송의 일환으로 ‘국고방어소송’(Fiskusabwehrklage)
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만 한다. 아울러 국가 등 공공주체가 전통적으
로 인정되어 온 급부행정 영역을 벗어나, 이와 같은 사인과 경쟁하는 영역 내
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296)
294)
295)

296)

이에 관하여,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578-579면 참조.
Gustav Boemer, Einführung in das bürgerliche Recht , 2. Aufl., Tübingen 1965, S.
14-15 참조.
이에 관하여,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578-579면 및 787-788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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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가가 사인과 시장경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견해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기본권의 보호의무를 지는 존재이지, 기본권을 보유하는 주
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고를 별개의 법인격으로 이해하던 19세기
이전의 법학에 기반한다면, 국가가 기본권보호 의무의 주체로, 국고를 기본권
의 담지자로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와
국고를 분리된 법주체로 이해하던 전통적인 독일 이론은 앞서 보았듯 이미 오
토 마이어 시대 이전에 반박되었다. 따라서 국가 자신을 기본권의 주체로 이해
하려는 주장은, 기본권의 보호객체의 범위에 대한 시각이 통설적인 견해와 달
리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인에게 혹은 사인에게
만 기본권을 인정하려는 태도가 통설인데, 이는 홉스 이래로 ‘레바이어던’과
같은 국가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국가 그 자체에게도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한다면 기본권보호 그
제도 자체의 근본이유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국가가 영업상의 자유를 누리는 일반 사인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독일 불공정거래방지법상의 개념을 들어 증명하려는 견해도 있다.297) 이 견해
는 국영기업체가 영업의 자유를 누리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경제활동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에, 그 중 대부분 ‘자연독점’이라는 상황 하에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과점방
지를 위한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는 국가가 사인인
경쟁자와는 차별되는 존재임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경쟁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로서의 공기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내지 철학의 문제로 환원된다. 공기업의 개념을 행정주
체가 운영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의 총체(광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
의 생존배려 및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협의)으로

297)

조.
이에 관한 대표적인 견해로는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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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이윤증대라는 목표에 한정(최협의)하여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분명한 것은 공기업체가 등장할 당시에는 국가의 임무인 공
공복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전제사실을 인정한다면, 즉 행정의 뻗어
진 팔로서 이해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국가
는 공공복리 충족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임무’로서 일응 강제되므로, 직접
적으로 영업의 자유까지 누린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가에게 그 어떠한 공기업형식을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공적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량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
에서 국가가 사인으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사적 자치는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2. 법형식 선택의 자유
(1) 찬성론
앞서 보았듯이, 독일의 다수설적인 입장은 국가가 영리를 추구하는 私法상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이 조직형
식이나 활동형식 양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헌법이나 행정
법, 심지어 유럽연합법상으로도 이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298) 이에 따르면 행정은 그 활동에 있어서 법형식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견해는

公法과

私法

양자를

통합하는

‘공통

법’(Gemeinrecht)의 인정을 요청하고 있다.299) 아울러 법형식선택의 자유가 금
298)

299)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210

참조.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180-181 참조. 다만, Gemeinrecht가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인 경우가 있음
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Gemeinrecht는 공 ㆍ 사법을 아우른다는 부
분에 주력되어 있지만, 19세기 독일의 Gemeinrecht는 독일의 공통된 관습법이라
는 의미로 쓰였다. 이 19세기 관습법은, 로마법 및 일반란트법과 함께 독일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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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는 영역을 근본적으로 침해행정에 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행정
은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私法형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300) 행
정의 현실적인 필요, 즉 공기업이라는 활동양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서의 ‘출구’(Ausweg)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는 입법자가 공기업에 관한 법제
도를 마련해두지 않은 상황에서 私法의 일반규범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불가
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이다.301)

(2) 반대론
위와 같은 법형식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계속 제기되
어 왔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사법상의 규범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은 그 근본이념을 ‘사적 자치’에 두고 있는데, 국가는 사
인과 같이 자치를 누리는 또는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것이다. 즉, 국가
가 사적 자치라는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를 통하여 법치국가로서 응당
받아야 할 법적인 통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302)
또한 찬성론에서는 행정활동에서 사법형식을 원용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사
법으로 볼 수 없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즉, 사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 계
약과 같은 방식을 행정이 그 활동에 있어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별적인 법규범상의 조항은 물론이거니와 평등원칙과 같은 행정법상 일반원칙
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법의 원칙들에 의해서

300)

적용법지역을 크게 3분하고 있었다.
Gunter Püttner,
Die
öffentlichen
Unternahmen, Verfassungsfragen
zu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 1969, S. 138, 308 ff. (Karl
Albrecht

301)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77 Fn.300에서 재인용)
이러한 찬성론에 관한 설명은,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77-78에서 참조.
302) 이와 같은 비판에 관하여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15-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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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사법은 더 이상 사법규범이 아니라, 공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Ⅳ. 판례상 국고이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의 각 재판소들이 내린 판결 역시도 국
고이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판례의 경향은 공행정을 원인으로 한
각종 계약 관계를 사법관계로 간주하는 것에서 드러났다. 먼저 독일법에서는
우리의 행정조달계약에 상응하는 공공발주 내지 공공조달을 그것이 비록 행정
과 사인 간의 계약체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법이 아닌 사법이 적용되는 사
법상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303) 이러한 입장은 독일의 전통적인 국고이론에 기
한 것으로, 이에 따라 행정조달에 대한 법적 규율은 공법이 아니라 민법 등 사
법규범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고, 단지 부수적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산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에서
도 이러한 민사계약관계로만 해석하는 조달관계 행정활동의 개선을 위한 시도
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독일제국 시대에 독일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제국발주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공공발주에 있어서 국가, 즉, 국고는 고권적 주체가 아니라 私法상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이란 이유에서 독일제국의회에서 이를 거부하였다.304) 이러한 제국
의회의 거부는 이미 19세기말에 독일 전체에 국고이론이 공고한 수준으로 받
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같은 시대의 문헌에서는 당시 대표적인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와 우편에 대하여 각각 ‘철도국고’ 및 ‘우편국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위
두 국고에서 ‘국고’는 국가재정이 아닌,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용되는 조직’

303)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연구1]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영사 2005, 173면 참조.
304) 박재윤, 유럽법상 나타난 국방조달제도의 특징, 제5회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
발표집, 91-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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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私法상의 활동 역시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국고’라는 명칭으로 합성어
를 만든 것이다. 철도운영조직은 그 법적 형식이 어떻다 하더라도 단순한 승객
과의 여객운송계약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적 설비가 되는 철도를 부설하
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작용까지 모두 사법상의 작용으로 이해하였
다. 이러한 수용관계를 국고활동으로 사법영역이라고 이해한 독일법의 경향은
전후에도 계속 사법관계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예로 나타난 것들
은 공기업의 고용관계, 공공조달에서의 발주제한, 전후 피난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부 임대차배정, 물가안정을 위한 국영저장소에 보유된 곡물 및 사료의 방
출 등에서도 나타난다.

1. 사법적 성격
(1) 공기업 고용관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공기업에 고용된 전직경찰공무원의 고용관계에
대한 결정305)에서 이를 사적 고용관계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동 결정의 사안은 청구인은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공무원이었고, 피
청구인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였다. 청구인은 퇴직 후 주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인 광산회사에 경비원으로 취업하여 17년간 근무하여 왔다. 주 정부가
위 근무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감액하고 지급하자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한편,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이었다.
당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공무원법에 따르면, 연금수급권자가
‘공적 업무’에서 다른 수입을 얻게 된다면, 그 수급권자는 수입에 의하여 감액
된 액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최대액만큼만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었다. 위
법률은 ‘공적인 업무’에 대하여 이를 “연방 및 연방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상 단체, 영조물 및 재단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공적 역무에 적용되는 것

305)BVerfG,

Beschluß des Zweiten Senats vom 21. Januar 1970, -2 BvL 27/63
-BVerfGE 27,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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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또한 a) 협회, 조직 그리고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그것의 전체 재정(gesamt
Kapital, Grundkapital, Stammkapital)이 공적인 조직 안에 있을 때”로 규정하였
다. 따라서 본 건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청구인이 공기업체인 위
국영광산회사에서 근무함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연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광산회사가 “공법상 법인격을 경제적 주체로 하여
- 국고의 범위에서 활동하는- 私法의 형식으로 활동하는 기업체”이며, 따라서
“공적 역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에 따라서 위 광산회사
의 운영은 공적 역무가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 종사하는 청구인의 경비담당근
무는 사법상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연금감액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피청구인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감액조치는 위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유는 국영기업체를 사법관계로 보는 전통적인 국고이론의 관념
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위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았다. 이
에 대하여 설시하길, “당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 두 명의 연금수업권자
가 있고, 이 중 한명은 전체 자금이 공행정에서 나오고, 다른 한 명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전체 또는 일부가 사인의 손에 자금이 있다면, 당사자로
서는 이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하였다. 재판부
의 입장은 공기업 영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국고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밝힌 것이 아니고, 단지 입법자의 자의적인 차별에 따른 ‘평등원칙위반’
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 여지도 있다. 하지만 동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법상으
로 조직된 고용자와 사법상으로 조직된 고용자 중에서 어느 역무에 있는지에
대하여 이를 동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고용을 한 ‘공적 주체가 어느 법적 근거
에 있는 지’는, 즉 공기업체의 설립근거법령이 어느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가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적 주체가 공
적 임무를 사법상의 수단으로 수행하였다면, 그리고 그 범위에서 사경제적으로
활동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공공주체는 그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활동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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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나오는 결과를 감수하여야”한다고 하였다. 환원하자면, 이는 직간접적으로
국가목적달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공기업체는 사법상의 형식으로 활동할 수 있
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의 경영활동간의 본질적인 구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등하게 평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판부도 공기업체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국고이론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발주제한조치
공기업체 관계 외에도 국가발주계약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이를 사법관계로
이해하고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그러한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참
여를 배제하는 징벌적 성격의 조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 독일
연방행정재판소 제2부는 1957년 11월 7일자 판결306)(이하 ‘베를린 건설업자 사
건’이라고 함)에서 이를 민사상의 영역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보았다.
본 사안은 베를린주 행정당국이 회람을 통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원고 건
설업자와의 계약체결을 하지 말 것을 명하는 발주제한조치를 취하였다. 위 발
주제한조치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다툰 것이었다. 원고는 위 발주제한
조치를 행정행위라고 보고 이를 취소할 것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재판부는 피고 베를린 주 및 이에 소속한 행정청들이 도급계약
및 기타 민사상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공법상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동
판결문에서 재판부는,“한 지역단체가 한 사업자를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적
인 위임에서 더 이상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발주제한조치; Auftragssperre)고
처분하였다면”, 이는 민사재판소의 관할이지, 행정재판소관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또한 “계쟁 조치가 동일 지역단체 내의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판시하였다.307)
이 사안은 베를린주 건설업자가 아마도 우리법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하나
306)

BVerwG, Urteil des Ⅱ . Senats vom 7., November 1957-BVerwG Ⅱ C 109.55, BVerwGE

307)

5,

325.

(이

판례의

위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Rechts-Lexikon, Band 3, 3.Aufl., München 2001, S. 1640에서 참조)
BVerwGE 5, 325, 325-326.

- 147 -

Deutsches

인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비견될 만한 위 공공발주제한조치를 받고, 이에 대하여
본 건에 앞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베를
린 주의 위 조치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민사재판소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발주참가
자격제한조치는 공공발주계약거부에 선행하는 것으로, 후자와 마찬가지로 그
본질에 있어서 사법관계로서 공권력관계가 아니며, 민사재판소야말로 정당한
관할재판소라고 이해한 것이다.
다만 위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여기서 문제되는 사안에서 건축 내지 철거라
는 사무도 공익에 근거하고 있고, 국가가 고권적인 임무를 처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에, “그러나 통상적으로 여기서 다루어지는 건설기업들 가운
데 어느 기업을 선택하는지”는 고권적인 임무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
은 발주제한조치에 따라 특정 건설기업이 공공발주사업에서 배제되는 결과 내
지 계약거부라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조치 그 자체의 공권력작용으로
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간과하였다 하겠다. 이에 따라서 행정청이 공공건설
및 토목공사 발주에 있어서 특정인의 참가를 배제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법상
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고권의 작용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국가 역시도, 그 규정이 비록 개별 사인에 대한 것이거나
또는 동일한 척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법상의 규정에 구속되어져
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고 하였다. 즉, 국가가 사법에 복종하
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법상의 조치를 통하
여 고권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에 이것을 공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법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베를린주 행
정재판소법에 의하면 행정재판소가 ‘공법 영역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들에 대
해서만 판단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법에 대한 분쟁만을 다룰 수 있다고 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임무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형식에 따라서 재판권이 나누어
질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때 이러한 재판권에 대한 법률상 구분은 사
물의 본성에 의해야만 한다고 하여, 국가가 사법상 행위형식을 사용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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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이는 사기업과 같은 것이라서 상인으로서 내리는 조치와 국가의 조치간
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판례 및 학설에서 일
치된 견해”는 위와 같이 사법형식으로 활동한 국가작용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고 보는 이유를 그것이 “계쟁조치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추
지 못한 점에서만 기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행정조치가 침익적인 성
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행정소송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
라고 하여, 계쟁조치가 행정행위가 아닐뿐더러 그 성격 자체에서 공법적인 성
격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의 소가 베를린주 행정
재판소법 제19조 제1항 상의 ‘공법상 그 밖의 분쟁’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였
는데, 이러한 것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여기서 재판부가 따른 ‘판례
및 학설에서 합치된 견해’는 행정작용 중 일부를 사법작용으로 보는 것으로 국
고이론의 태도와 상응한다.

(3) 주택건설보조금지급부 임대차 배정
또한 이러한 태도는 보조금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주 행정재판소의 입장에서
도 그대로 적용된다.308)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군의 폭격 등으로 시가지의
다수가 파괴된 상태에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기타 조치가 취해졌
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주택건설법(WoBauG)에 근거하여 공적인 보조금을 수
령한 사인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임차를 요구한 경우에 주고등재판소는 이를
사인 간의 관계로 이해하였다. 본 사안은 위 보조금에 의하여 주택의 윗층을
증축한 사인이 주택담당관청이 위 주택건설법에 근거하여 증축된 윗층을 광산
노동자가족에게 임차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다툰 것이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임차요구가 아니라 조건부보조금지급결정 자체가 주된 쟁점이 된 것
으로 보인다.
주 고등행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국가가 사인인 원고와 사적인 계약관계에
308)

Urteil des BVerwGE vom 12. 1. 1955- V C 107/54 (Münster) - DÖV 1955 S.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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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주
고등행정재판소의 입장은 이러한 경우에도 사법적 성격인 있는 계약이 쟁점이
라고 보고, 전통적인 국고이론에 따라 국가는 국고관계에서 활동한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적인 보조금지급을 민사상의 금전대차계약관계로 보고,
주택임대의무를 위 계약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연방행정재판소는 주고등행정재판소의 판결을 부당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국고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
해서 투입된 것이 아니고, 사회국가적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된 것”으로
서 국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 보조금지급은 “주택을 증축
하는 조건으로 공적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행정행위”로서 사법상
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는 승인결정의 집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방행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국고행위와 고권행위를 구분해 보자면, 주
고등행정재판소와 입장을 달리하여, 기본적으로 국고행위를 국가가 금전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활동한다거나 기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때에 해당하는 것
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고권행위는 국가가 공적인 임무달성을 위하
여 활동할 경우에 고권적 성격을 가지고 내리는 행정행위라고 일응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연방행정재판소는 본 사건의 사안에서만 국고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며, 국고이론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4) 물가안정조치
연방행정재판소는 또한 곡물 및 사료수입저장업자 사건309)에서도 국영물자저
장소(Bundesreserve)가 물가안정을 위해 비축분을 저장하고 매각하는 계약을 행
정소송상으로 다툴 수 없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았다. 다툼 없는 사실로 확

309)

Urteil des Ⅶ . Senats vom 17. Oktober 1958- BVerwG Ⅶ C 183. 57, BVerwGE 7,
294.(이 판례의 위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Deutsches Rechts-Lexikon, Band 3,
3.Aufl., München 2001, S. 1640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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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부분은 위 국영저장소가 ｢곡물 및 사료의 거래에 관한 법률｣의 조문에
따라 수립된 ‘공법상 영조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동법에서는 가격을 안정시키
고 일정한 수준의 예비적인 비축분을 보유하는 ‘공적 임무’만을 이행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였다. 원고는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피고의
가격통제에 따른 계약내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것이 사
법상 계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소각하판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담당재판부도 가격안정과 비축분유지는 공적인 시장통제라는 임
무로 보았으나, 공적인 임무수행도 민사법상의 특정한 거래 내지는 일정한 범
위의 거래라는 사법형식으로도 이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1958년 연방행정재판
소의 설탕수입창구사건 판결을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이는 연방통상재판소의
판례 및 독일의 학설에서도 뒷받침되는 것으로,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임무수
행을 한다고 하여서 이를 곧바로 공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추론하
여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본 사건재판부는 국가가 공적인 임무수
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때 그
렇다면 국가의 임무수행수단이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될 것인지, 다시 말해, 그
수단이 공법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법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그 조치의 성
격이 고권적인 것인지 아니면,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성격을 갖는지에 달려있다
고 하였다. 다만, 동 재판소도 이러한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위 양자의 구
별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일정 부분 자인하였다. 1956년 같은 재판소 제1부에서
는 곡물법에 기한 입수가격확정에 대해서는 이를 공법적인 성격을 가진 사안
으로 판단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후술할 바와 같이 이러한 점
에서 판례상 나타나는 양자의 구별을 비판하는 견해도 독일 내에서 유력하게
제기되었다.

2. 공법적 성격: 실향민 계약우대조치
하지만 위와 같은 물자저장소의 설립이 국영이 아니라 할지라도, 즉 사인들
에 의해서 설립된다 할지라도 그것의 승인이 행정행위라고 보는 판결 역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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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이러한 예로 1958년 베를린주 실향민 계약우대조치 사건310)이 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나치정권의 인종차별조치에 따른 위협을 받고 외국으로
도피하였다가 전후 고향인 독일 베를린으로 복귀한 후 고령의 나이에도 원래
의 직업인 석탄도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때 서베를린봉쇄사건 당시 시민들
에게 지속적으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연합체인 ‘Senatsreserve’가
동종사업에 진입함에 따라서 원고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이에 따라 위 사업
을 진입하는 것을 승인한 행정청의 조치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다.
위 사건을 맡은 연방행정재판소 제7부는, 앞서 본 베를린주 건설업자 사건
판결에서 동 재판소 제2부가 공공발주계약의 발주제한조치를 명하는 조치의
취소를 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행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을 내린
것을 인용하였다. 하지만 제7부는 위 사건과 본 사건이 다르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로 행정이 ‘고권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등원칙과 같은
특정한 공법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만 한다면’, 이때 행정청의 결정은 사법상
성질을 가지는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근거로 1953년 5월 19일자 ｢
연방실향민법률｣(Bundesvertriebenengesetz) 제74조와 1953년 9월 18일자 ｢국가
사회주의에 의한 박해에 따른 희생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연방보상법률｣
(Bundesergänzungsgesetz

zur

Entschädigung

für

Opf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Verfolgung) 제68조에 따라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할 의무’가 행정청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동 재판
소 제2부 역시 1955년 국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주택건설에 있어서 공적인 조
치로서의 승인(Bewilligung)에 관한 사건에서는 이 조치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위라고 본 바가 있었다.
이를 통해 독일 연방행정재판소의 판례경향을 간략히 보면, 이미 1950년대에
서부터 발주제한조치를 비롯한 이른바 “사인인 사업자의 상업거래와 본질적으
로 구분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은 일응
310)

Urteil des Ⅶ . Senats vom 6. juni 1958 -BVerwG Ⅶ C 227. 57 - BVerwGE 7, 89
Nr.15.(이 판례의 위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Deutsches Rechts-Lexikon, Band 3,
3.Aufl., München 2001, S. 1640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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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해 보인다. 이와 달리 평등원칙이 적용되거나, 특정한 인적 범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특별한 우대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에 다른 행정조치를 다
시 행정행위 등 공법상 활동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재판관할
권, 특히 원고입장에서는 제소할 재판소와 소송유형에 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적절하게 보인다.

Ⅴ. 실정법상의 국고개념의 확대
위와 같은 20세기의 확대된 국고개념은 실정법상으로도 규정되기에 이르렀
다.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경쟁제한방지법, 민영화전환법, 연방재정법, 행정절
차법, 행정재판소법, 재판소조직법, (신)민사소송법 등이 있다. 이들 법조문에서
국가 등 행정주체 및 공기업은 ‘사인’이거나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
로 하였으며, 이에 관한 법적 분쟁을 ‘민사소송’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
이러한 실정법 조문으로 인하여, 독일공법학에서의 국고이론부정설은 현행법
의 해석론으로서의 성격을 갖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법조문과 우리
의 법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실무에서도 국고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논거가 될 것이다. 이에 관해서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
서는 우리법과의 비교를 위한 선행조사로서 독일법상의 조문을 상세히 살펴보
고자 한다.

1. 민영화전환법 등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 제98조
2항 역시도 ‘공공발주자’(Auftraggeber)에 대하여, 이를 “여타의 공법상 혹은 사
법상 법인”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공익을 위한 임무를 비경쟁적인 방식으로
완수할 때”에 이러한 근거가 되는 법령이 공법 또는 사법 양자에 의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즉, 본래 공공임무를 사법상 법인에 의하여 이행될 수도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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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311)
이러한 태도는 공기업체의 민영화 등에 적용되는 독일 민영화전환법
(UMWG: Umwandlungsgesetz) 제57조 이하의 조문에서도 관철되었다.312) 예를
들어, 동법 제58조에서는 민영화되어 임무를 이양하는 조직이 주식회사 내지
유한회사와

같은

“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이거나

“등기된

조

합”(eingetragene Genossenschaft)일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통
상적으로 행정임무를 사법상의 법인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아울러, 연방재정법 제65조 역시도 국고이론에 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313)
동법 동조 1항에서는 연방이 “私法의 법형식으로 설립하거나 또는 존재하는
기업에 참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조 동항 1호에서는 “연방의
중요한 이익이 존재”하거나 “연방 스스로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더 잘 수
행할 수 없거나 경영상의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할 때”에 이와 같은 참여
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동조 상의 연방의 재정적인 참여는 단순한 이
윤추구를 통한 재정확충이 아니라, 연방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참여하
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사법형식으로 존재하는 기업체를 이용하여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2. 행정절차법
국고이론은 독일의 다른 법률에서도 수용되었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태도
는

독일행정절차법에서도

유지되어서,

동법

제1조는

“공법상

행정활

동”(öffentliche rechtliche Verwaltungstätigkeit)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는 동법
311)

312)

313)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8에서 참조.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 8 참조.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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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4항에서 행정청이 “공적 행정이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비교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행정청이 행정이라는 임무를 公法상의 행정활
동과 私法상의 행정활동이 양자의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 중 전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후자에 대해
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석된다는 것이다.314) 이에 따라서 소위 ‘국고활동’의 일
부로 이해하는 행정주체의 ‘경영적인 활동’(erwerbswirtschaftliche Betätigung)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315)
또한 행정절차법 제35조에서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정의 역시도 그러하다고
하는데, 이를 “처분, 결정 또는 여타의 고권상의 조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행정활동’을 포섭하지는 아니하며, 사법상의 행위라고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316) 이에 따라 사법상의 의사표시
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상의 행정행위와 다른 사법상의 행
위로 보는 것이다. 특히 행정주체의 이른바 ‘국고적 보조행위’에 대해서는 그
것을 사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행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다만 이때에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행정임무를 위한 것
일 때에는 공법적인 규율을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317) 이에 따라 이른바
행정사법 내지는 기타의 국고이론에 기반한 사법형식의 행정을 인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태도라고 하며, 이를 비판하는 것이다.318)

314)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315)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 6-7에서 참조.
이에 관하여, Knack/Henneke,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9.Aufl.,

316)

Köln 2010, S. 90-91 참조.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317)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 7-8에서 참조.
이에 관하여, Bader/Ronellenfitsch,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318)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München 2010, S.277-278, S.643 참조.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 6-7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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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법상 예외
또한 행정재판소법(VwGO) 제40조 제1항 및 재판소조직법(GVG) 제13조가
일부의 행정활동에 대하여 이를 행정소송에서 배제하는 것 역시 전형적인 국
고이론의 여파라고 해석한다.319) 행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에서는 손실보상
등 일부를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1
항에서 말하는 ‘공법상 분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역시 논란이 된다. 이러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 행정활동을 ‘행정의 국고적인 활동’을 행정임무를 이행하
기 위한 행정사법적 활동과 행정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고적인 활동
으로 양분하여 해결한다. 즉, 전자는 공법상 행정활동으로 보고, 후자는 이에
대해선 재판소조직법 제13조 등에 비추어 ‘사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민사소송에 의해서 다투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행정이 행하는 구매계약, 임대차계약 그리고 건설계약은 사인과 다를 바 없다
고 평가하여왔기 때문이다.320) 이에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 행정재판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또한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 있어서 국
고의 소송상 지위를 규정한 (신)민사소송법 (ZPO) 제18조 역시도 국고이론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절 국고이론의 현대적 평가
위와 같이 실정법으로 확립된 독일의 국고이론은 다시 학계에서 재차 평가
를 받게 된다. 역사적인 기여, 공기업으로 확대된 국고이론의 영역, 그리고 다
른 도그마틱과의 연계 등에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
319)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 7에서 참조.
320) Sodan/Ziekow, Verwaltungsgerichtsordnung Großkommentar, 3.Aufl., Baden-Baden
2010, S.454-456(4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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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Ⅰ.). 이러한 평가에 따라서 다음 절에서 볼 것과 같이 국고이론을 수
정하려는 논의와 전면부정하려는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공기업 활동의
국고이론은 공ㆍ사혼합 내지 민관협력 등의 새로운 형태의 행정활동에 직면하
기에 이른다(Ⅱ.). 이러한 논의들은 국고이론의 흐름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게 되었다.

Ⅰ. 국고이론의 기여와 한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고이론은 독일의 판례와 입법에 있어서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져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 독일 행정법학내에서도 다수설로서의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다만 국고이론이 과거까지 법실무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효용성을 갖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존재한다.
양측 견해 모두 19세기 독일에서 신민의 권리보호는 단지 국고를 상대방으로
하는 금전배상청구에 제한되었음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321) 그것이 이후의 법
제도에 있어서 기여한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와 현대 도그마틱 상
에서 초래되는 혼란을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이 대치되고 있다.

1. 권리보호의 확대
국고이론이 사인의 권리보호 확대에 기여한 부분을 긍정하는 견해로는 코흐
와 클라인하이어가 있다. 코흐는 법률관계를 고권주체가 아닌 재산주체로서의
국고와 관련된 재산권관계, 즉, 사법관계로 이전하여 국가에 대한 사인의 소송
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장점을 설명하였다.322) 클라인하이어도 이와 유사하게
국고이론이 단지 부분적으로만 신민의 권리를 소송가능성이란 방식으로 보장하
321)
322)

Gerd Kleinheyer, Staat und Bürger im Recht , Bonn 1959, S. 149 참조.
Thorsten Koch, Der rechtliche Status kommualer Unternehmen in Privatrechtsform ,
(1994), S. 68-75 (이에 관하여,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781면 각주
7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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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이론이 국가를 국고라는 형태로 객관화하는 장
점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국고소송이라는 형태로 출발하여 국가의 공권
력행사에 대항하는 소송의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었고 결국 현대의 독일 행정
소송법 체계를 이룩하는 것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323)
마우러 역시도 국고이론의 역사에 대해서 오토 마이어와 비슷한 입장을 취
하면서 사인이 국고라는 관념을 통하여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었음을 서술하
였다. 그는 경찰국가 시대의 군주는 자신의 권한인 ‘군주권’(jus emines)의 발동
에 의하여 신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때 신민에게 신분
상 특권 및 보장된 재산권을 포함하는 ‘기성적인 권리’인 jus quaesita에 대하
여 침해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신민은
독립적인 사법상 법인격을 보유하는 국고에 대하여 손해전보를 구할 수 있었
고, 이것이 국고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24)

2. 私法규범의 원용
또한 국고이론은 이른 시기부터 체계적인 규범을 갖춘 사법 규범을 행정작
용에 있어서 원용할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
라는 것이 있겠으나, 그 외에도 시효, 부당이득 등등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한
다. 이러한 장점 등으로 인하여 볼프와 입센 이외에도 현대 독일의 행정법학자
다수가 국고이론에 명시적으로 찬동하거나 내지는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행정법학계내의 대표적 이론서 가운데 하나인 볼프/바호프/슈토버/클루
스의 ｢행정법 1｣에서도 역시 국가를 사법상 법인격을 갖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국가가 매매계약, 근로계약 그리고 (공)기업 등의

323)

이에 관하여 Gerd Kleinheyer,

참조.
324) Hartmut Maurer,
15-16 참조.

Staat und Bürger im Recht , Bonn 1959, S. 149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 15.Aufl., München 200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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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참여할 때라고 예시하고 있다.325) 또한 역사적으로 이러한 국가를 사
법상 법인격으로 파악하는 것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국고이론이 공사법구분에
서부터 나왔다고 하였다. 또한 행정은 행정임무달성을 위한 구성형식과 활동형
식에서 부분적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법 및 사법을 선택할 자
유를 보유한다고 보았다.326) 이상에서 보건대, 현재의 독일공법학계에서는 국고
이론은 여전히 통설적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겠다.
또한 마우러는 국고이론의 확대된 모습에 대해서도 긍정하고 있다. 그는 행
정이 공기업과 같은 자신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조직을 만들 때에도 사법형
식의 조직을 만들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사법형식의 조직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직이 사인과 같은 사적 자치를 누릴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근거에서 그는 한스 율리우스 볼프의 ‘행정사법’에 대해서 긍
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327)

3. 한계
그러나 국가가 사법상 활동을 사인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
하여 이른바 국가의 사법상의 활동이 공법규범에 종속된다고 보는 판례가 나
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가가 계약체결의 자유를 누릴 경우에 사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가가 특수한 형태의 계약체결의
무를 진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무는 사법의 일반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기본법 제3조 1항 상의 평등원칙에서
찾는다. 나아가 이러한 계약강제를 2단계이론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설상의 입장은 통상최고재판소의 1958년 12월 10
325)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 Aufl., München 2007, S. 188

326)

참조.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 Aufl., München 2007, S.

180-181 참조.
327) Hartmut Maurer,
44-45 참조.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 15. Aufl., München 200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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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국방군이주단지 사건328)에서도 확인되었다.329)
하지만 이러한 ‘수정된’ 국고이론 역시도 공ㆍ사법 구분에 있어서 혼란을 초
래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주장자로 부르마이스터를 들
수 있다. 그는 국고이론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공ㆍ사법 구분 및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경계 획정이라는 행정법 도그마틱의 근본적인 부분을 형성하였지
만, 그것이 도리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국
고라는 사법상 법인격을 의제하는 것을 행정법 도그마틱에서 전면적으로 배제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330) 이러한 한계점 등을 통한 비판은 다음 절에서 다
루기로 하겠다.

4. 제한적 해결 모색
이러한 상황에서 국고이론이 적용되는 영역 중 일부를 공법의 부분적 통제
하에 두기 위한 노력으로 행정사법이론과 2단계이론이 등장하였다. 한스 율리
우스 볼프와 입센의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상세히 다
루기로 하겠다. 다만, 이들의 입론이 행정의 공법상 통제를 지향점으로 하지만,
그 이론의 근본에 있어서 국고이론, 즉 국가가 사법상 법인격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Ⅱ. 국고이론의 새로운 영역
국고이론의 확대적용과 급부행정영역의 확장이 맞물리면서, 해당 영역에서 공

ㆍ사법이 혼합되는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토 마이어가 생각한
328)
329)

BGHZ 29, 76 ff.
이에 관하여 Ulich Stelkens,

Verwaltungsprivatrecht , Berlin 2005, S. 912-913 참

조.
330)

Joachim
Burmeister,
Der
Begriff
des
„Fiskus‟
Verwaltungsrechtsdogmatik, DÖV 1975, S. 695-7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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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heutigen

고권적 활동을 중점으로 하는 국가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는 그를 규율할 법이 어떤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 중 기존의 행정사법으로 이해되던 영역을 제외하면, “제3섹터” 등으로 호
칭되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행정학 등에서 논의를 주도한
바가 있다. 이에 비해서 행정법학 등에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나, 최
근 이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중에서는 혼합경제단위,
민관협력 등이 존재한다.

1. 이른바 공ㆍ사법 혼합영역
(1) 혼합경제단위
기존의 행정임무 가운데서 이를 조직적 관점에서 사법형식으로 설립하고 그
지분을 행정주체와 사인이 각각 분할하여 보유하는 체제가 있다. 특히 공기업
들 중 대규모의 자본금이 필요한 기업체들은 공적인 재정과 사적인 자금이 혼
재된 형식으로 자본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공기업은 공법과 사법이
혼재된 영역을 형성한 것이다.331) 이를 ‘혼합경제단위’(gemischtwirtschaftliche
Organisationseinheit)라고 호칭하는데, 이는 특히 공기업에서 다수 등장하였다.
이러한 혼합경제단위와 사법형식의 공기업이 가지는 차이점은 지배구조에 있
다. 후자에서는 국가 등 행정주체가 지분의 전체를 보유하는 반면, 전자의 경
우에는 그 지분에 사인이 참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인참여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과반수 지분이나 거부권유보 등을 통하여 국가가 일정 부분 통제권을
보유한다.332)

(2) 민관협력
또한 지분참여에 그치지 않고, 공적인 기관과 사적인 행위자간의 결합, 통합
331)

332)

Fritz Fleiner,

Institut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 8.Aufl., Tübingen

1928, S. 128-129 참조.
차민식,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책임 , 경인문화사 2011, 113-1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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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목표의 추구 등을 이루는 것으로 ‘민관협력’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
존재한다. 위 방식은 정부의 기관 형식 또는 민간의 법인 등 다양한 형식의 조
직 가운데서 선택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기존의 관료제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대신 수행하게 함으로써
예산 등 비용절감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관협력을 기능사화와 임
무수행양식의 변화라고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333) 이때 조직을 사적 형식으로
선택한다거나 또는 활동형식을 사법상의 것으로 한다면, 이 또한 공기업을 국
고이론의 연장으로 보듯이, 국가가 사법상의 모습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볼 여
지가 크다 하겠다.

2. 새로운 이론 및 규범의 등장: ‘私行政法’
국고이론이 공법관계에 널리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경향 역시 나타나
고 있다. 그러한 것은 주로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조직, WTO와 같
은 국제무역조직, 국제스포츠단체를 비롯한 다국가 조직 내에서의 ‘국제행정법’
(Internationales Verwaltungsrecht334); Internaltional Admistrative Law335))내지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336))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후반 ‘세계화’(globlization; globalización)의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주도한 것은 WTO와 같은 국제적인 상거래에 관한 규율
문제에서 출발하였다.337)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금융조직의 감독권한 문
차민식,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책임 , 경인문화사 2011, 129-130면 참조.
독일에서의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Chritopher Möllers/ Andreas Vosskuhle/
Christian Walter (hrgb), Internationales Verwaltungsrechts, Tübingen 2007.
335) 이에 관한 영어권 문헌으로는 Nassib G. Ziadé (edit), Problems of International
333)
334)

Administrative Law -on the Occation of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the World
Bank Administrative Tribunal-, Leidenㆍ Boston 2008.
336) 이에 관한 문헌의 예로, Javier Robalino-Orellana/Jaime Rodríguez-Arana Mun~oz
(edit), Global Administrative Law Towards Lex Administrativa, London 2010.
337) Allan R. Brewer-Carías, Global Administrativw Law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
Case of Global Administravie Law Procedure, (in) avier Robalino-Orellana/Jaime
Rodríguez-Arana Mun~oz (edit), Global Administrative Law Towards 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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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와 국제간 조세문제 역시 대두되었다.

이러한 영역을 ‘무국적 행

정’(Stateless Administration)339)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이러한 국제
적으로 현실화된 규율권한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제기
역시 나타나고 있다.340)
예를 들어 금지약물복용 등에 따른 징계 문제에 적용된다고 보는 이른바‘私

行政法’(Privatverwaltungsrecht)이다. 이러한 사행정법은 도리어 사적인 조직에
공법인 규범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이것과 행정사법이론을 근거로 하여 공ㆍ사
법의 구분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상대화되었다라고 이해할 여지도 없지는 아니
하다. 그러나 결국 이른바 사행정법이란, 국내조직과 달리 사법심사 및 권리구
제를 받을 수 없는, 국제조직의 활동에 따른 침익의 결과를 구제하고자 하는
방편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바로 국제조직이 국가 등의
공적 주체가 된다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국제조직의 결정에 따른 개
인들의 침익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청문기회와 같은 절차보장의 필요성
이 공법규범을 원용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행정
법을 인정한다면, 이는 공적인 규범에서 유래한 개념들이 사적인 영역을 규율
하는 법체계로 편입되었다고 파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행정주체’를 협의로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국제조직은 행정주체가 아
니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굳이‘사행정법’이란 표제

338)

Administrativa, London 2010, p. 344-345 참조.
이에 관하여 Christoph Ohler, Intranationale

Regulierung

im

Bereich

der

Finanzmarktaufsicht, (in) Chritopher Möllers/ Andreas Vosskuhle/ Christian Walter
(hrgb), Internationales Verwaltungsrechts, Tübingen 2007, p. 259- 278 참조.
339) Allan R. Brewer-Carías, Global Administrativw Law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
Case of Global Administravie Law Procedure, (in) avier Robalino-Orellana/Jaime
Rodríguez-Arana

Mun~oz

(edit),

Global

Administrative

Administrativa, London 2010, p.344 참조.
340) 이에
관하여 Christoph Ohler, Intranationale

Law

Regulierung

im

Towards
Bereich

Lex
der

Finanzmarktaufsicht, (in) Chritopher Möllers/ Andreas Vosskuhle/ Christian Walter
(hrgb), Internationales Verwaltungsrechts, Tübingen 2007, p. 259- 278 (269-275)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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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국제조직 행정법’의 일부로서 이해함이 더 정확할 수 있겠다. 이때에
는 국제조직이 첫째, 각국의 유ㆍ무형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공법
인들과 유사하다는 점, 둘째, 그 설립과정에서 각국이 국제조약을 비준하는 등
국내공법적인 절차를 통한다는 점, 셋째, 대상이 되는 사인 내지 사인의 단체
에게 해당 국제조직의 처분은 침익이고, 국가 등 국내 행정주체의 고권적 처분
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조직이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각국의 전통적인 행정조직 간의
협력체를 구성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예로 국제범
죄조직 또는 테러조직에 대항하여 인터폴(Interpol) 등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경
찰협력을 들 수 있다.341)
위와 같은 이해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사행정법’이란 명칭으로 불리기 적절
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겠다. 왜냐하면 이들을 행정주체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초국가적인 국제 행정조직’(adminstrative transnational entity)의
행정법 등으로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342)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사적인 단체 내
에서 공법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공법규범에서 유래한 제도가 사법규범
영역으로의 전용된 것’으로 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이를 하나의 카
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지, 그럴 경우의 이익은 무엇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사법인을 비롯한 국내 조직의 경우에는 그것이 공법상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심사할 필요가 있다. 영미법의 전통에서는 私人들이 모인

341)

이에 따라 이 영역을 ‘세계치안법’(Global Security Law)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
러한 국제경찰협력에 대해서는 Allan R. Brewer-Carías, Global Administrativw
Law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 Case of Global Administravie Law Procedure,
(in)

avier

Robalino-Orellana/Jaime

Rodríguez-Arana

Mun~oz

(edit),

Global

Administrative Law Towards Lex Administrativa, London 2010, p.343-395 참조.
342) Allan R. Brewer-Carías, Global Administrativw Law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
Case of Global Administravie Law Procedure, (in) avier Robalino-Orellana/Jaime
Rodríguez-Arana Mun~oz (edit), Global
Administrativa, London 2010,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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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행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또한 대륙법계에서도 ‘조직 및
임무의 민영화’ 내지 ‘사화’의 결과로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343) 그러나 전자
의 경우에는 대개는 ‘공무수탁사인’으로 파악할 수 있겠고, 후자에서는 이 조
직을 사법상 법인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륙법 전통에 따르면 바로 국고이론의
여파라고 할 수 있다.344) 따라서 국고이론을 부정할 수 있다면, 또한 국가임무
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는 국내법 영역에서도 더 이상 ‘私행정법’이라고 부
를 필요는 없고, 그것은 바로 ‘(公)행정법’의 일부일 뿐이다.
덧붙여, 국내에서는 재벌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동반성장 내지 경제민주화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법의 규범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품조달, 영업규제 등에서 최소한 기회의 평등이
적용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는 원칙적으로 경제법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존 독일에서
경제법을 사법에 가깝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이를 같은 시장영역 안에
있는 기업 간의 ‘경쟁’이라는 측면에 주로 집중 내지 한정하고 있었던 것이 문
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이 논문의 제2장에서 보았듯이 경제적 이익
문제는 프로이센에서 일찍부터 공법적인 소송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었다. 이처
럼 경제법 자체가 본래적으로 공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만큼, 도리어 이는
‘경제법이 본고향으로의 회귀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제3절 국고이론의 수정 및 부정
위와 같이 현대에 이르러 실무상 그 사용처가 확장된 국고이론을 기존의 이
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는 국고이론의 대상이 된 활동이 과연
343)
344)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선급협회의 선박검사 등이 있다.
이에 관하여 공사화를 임무사화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관하여 비판적인
견해로서는, 차민식,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경인문화사 2011,
329-3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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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私法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그 활동의 공적인 역할에 착안하여 공법상의 성질을 도출해내는 시도
가 이어졌고, 이러한 예가 볼프의 행정사법이론(Ⅰ.)과 입센의 2단계이론(Ⅱ.)이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고이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국고활동’의 근거
법이 사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정당한 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표
하는 시각도 나타났다. 이러한 국고이론 부정설은 다수적인 견해는 아니었으나,
꾸준히 행정법학계에서 제기되어 온 견해이다. 이 국고이론 부정설은 국가를
사법상 법인격으로 볼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부터, 국
고이론을 인정한 다음에 다시 이를 수정하는 견해가 보태어지는 과정에서 혼
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Ⅰ. 볼프의 행정사법이론
1. 배경
전통적으로 국고이론은 소송법상의 관할 구분에서 출발하여, 작용법상으로는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에서 중점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국고가 작용하는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이해되었다. 특히 국가에
게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
적으로 私法상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는 공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
이다.
이와 같이 이른바 ‘국고(작용)영역’에 공법의 적용을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종
래 통설적인 견해에 비하여, 한스 율리우스 볼프 등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
다. 그의 이론은 국가의 활동을 고권적인 것과 국고적인 것 양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그도 국고이론을 배척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
가 등 행정주체는 국고라는 이름으로 사법형식의 행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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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 같이 확대된 국고이론의 틀 안에서도 그는 해당 영역, 이전에는 순
수하게 사법이 적용된다고 본 영역에 대하여도 행정법원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行政私法’(Verwaltungsprivatrecht)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행정사법은 점점 법실무 및 이론이 다루는 상황이 복잡해진 현대의
법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더욱 유용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평
가의 배경은 국가 및 기타 행정주체가 공법과 사법이 혼재된 규범영역에서 활
동을 하게 되는 일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영역에서 행정주체
들은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기도 하는데, 행정사법은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도구라고 보고 있다.345) 또한 행정주체와 사인이 결합하여 활동을 하게
될 때에 이에 대한 규율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346) 예를 들어, 국가 등 행정
주체가 행정보조자에게 임무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행정
주체와 행정보조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행정사법관계에 의할 수 있다고 한
다.347)
이와 같은 활동은 근래 행정학 분야에서 ‘민ㆍ관협치’내지 ‘거버넌스’라고 부
르는 행정활동의 경향을 지칭하는 것이다.348) 아울러 찬성론에서는 민영화후속
법(Privatisierungsfolgenrecht) 영역에 있어서도 국가임무를 수행하던 공기업체가
민영기업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사법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공법

345)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270

참고.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271
참고.
347) 이원우, 정부기능의 민영화을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고찰 – 사인에 의한 공행
정의 법적 수단에 대한 체계적 연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 1998,
346)

348)

108-136면 중 127-128면 참고.
아직까지 ‘거버넌스’의 의미가 통일되지 않은 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거
버넌스’라는 개념은 일응 기존의 국가 기타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을 일방적인
‘통치’(Government)라고 파악하면서, 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과 행정
주체가 협력하는 구조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확대된 행정활동개
념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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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규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349) 이러한 공기업 등 사법
상의 조직체에 있어서 행정사법은 사법이 규율하던 영역이 공법의 영역 안으
로 편입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50)위와 같이 기존의 사법영
역이라고 이해되던 공사법이 혼합되는 영역을 공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사법이론에 대하여 이는 일부의 반론이 있기
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고 평
가된다.351)

2. 내용
행정사법이론에서는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활동은 고권적인 활동과 국고적인
활동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전자에 대해서는 공법이 적용되고, 후자에 대해서
는 사법이 적용되는 것까지는 전통적인 국고이론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행정사
법이론에서는 후자의, 이른바 종래 ‘국고적’인 활동이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도
공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행정사법이론에서 그 대상으로 삼는 영역은 공기업법제, 행정계약법, 그리고
국가배상법 영역 등이다. 다만, 이 각 영역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행정사법개념에 찬동하
는 견해는 공기업과 주로 관련되는 경쟁법과 국가계약법의 바탕이 된다고 하
는 채권법 및 국가배상법을 도출하는 불법행위법은 각각 별개로 만들어졌지만,
이 셋 사이에는 공통적인 이해영역이 존재한다고 본다.352) 즉, 이를 통해서 행
정사법이라는 카테고리가 정당화된다고 하는 것이다. 지지하는 견해에서도 이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208
참조.
350) 이에 관하여 차민식, 독일에서의 기능사화와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349)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157-158면 참조.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270.
352) 이에 관하여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270 참조.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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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행정사법을 완결된 법개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353)
공기업 영역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던 국가임무를 사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춘 공기업으로 독립시키는 민영화조치를 취할 경우에, 해당 공기
업에 대하여 공법이 직접 적용되는 범위가 줄어든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법적인 구속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국가배상
등은 전면적으로 배제된다고 해석한다.354) 이와 같이 국가임무를 여전히 유지
한 채, 민영화된 기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법규범이 적용되면서도 공법규범
이 병행하여 적용되는데, 이때 사법규범이 공법상의 원칙들에 의해서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사법은 이전에는 국고활동이라고 이해하던 영역과 상당부분이 겹치기 때
문에, 양자 간의 구분 문제가 대두된다. 이는 실무상으로는 행위활동형식을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행정사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이러
한 점은 공기업영역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한다.355) 이러한 ‘행위형식 선
택의 자유’에 대해서는 찬ㆍ반론이 맞서고 있지만, 유용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는 행정과 사인간의 관계에서 사안별로 유용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고 본다.356) 이에 대한 비판론 내지 회의론은 현실에서의 행정이 자신
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인에게 특정한 행위형식을 강요할 수 있고, 특히
이를 이용하여 ‘고권으로부터의 탈출’과 ‘사법으로의 도피’를 꾀할 수 있다는
단점을 들고 있다. 이외에도 공행정임무를 수행하는 영역은 행정사법으로, 그
렇지 않고 행정주체의 경제적인 필요를 충당하기 위한 부분은 협의의 국고활
동으로 보는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357) 다만 이에 대해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에 관하여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270 참조.
354) 이에 관하여 차민식, 독일에서의 기능사화와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156-158면 참조.
355) 이에 관하여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353)

356)

2007, S. 271 참조.
이에 관하여 Wolff/Bachof/Stober/Kluth,

357)

2007, S. 271-272 참조.
이에 관하여 Sodan/Ziekow, Verwaltungsgerichtsordnung Großkommentar, 3.Aufl.,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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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협의의 국고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행정주체의 경제적 이익도 공익
이라고 하는 반론이 있다.358)

3. 한계 및 비판
행정사법이론은 종래 국고작용이라고 불리던 영역에도 공법도 아울러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다시 말해 私法적 규율체계가 미치는 영역에도 공법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私法원칙의 적용범위 및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는 것이다.359) 이러한 점에서 종래 국고이론이 보여주는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해내는 시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볼프의 행정사법이론은 원칙적으로 급부행정 영역에 집중하고 조달행
정이나 국가의 영리추구활동은 행정사법 영역에 포섭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행정사법이론은 공익을 직접적으로 실현한다고 보는 행정영역에 한정하고, 조
달행정 등은 배제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에 따라서 이른바 간접
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조달행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행정사법이론을 확대해
나가는 이론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서 행정은 그 활동형식과 무관하게 헌법
원리를 비롯한 공법상의 일반원리의 적용을 받는 구조를 이룩하고 있다.360)
이와 같은 볼프의 이론을 확대적용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법이론
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 역시 존재한다. 부르마이스터, 샤흐트슈나이더 등
의 국고이론 부정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사법이론을 여전히 근본적으로
국고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국고이론 부정설을 비롯한 행정사법을 비판하는 견해들에서는 행
정사법이 애당초 단일한 법개념이 아니란 점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바 ‘행정사법’에 포함된다고 보는 영역에는 그에 통일된 최소한의 기본적인 척
Baden-Baden 2010, S.454-456 참조.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337면 참조.
359) 차민식,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책임 , 경인문화사 2011, 233-234면 참조.
360) 이에 관하여,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연구1] 행정법의 체계
와 방법론 , 박영사 2005, 181-182면 참조.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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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361) 이 때문에 법도그마틱적으로 하나의 법
개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법적인 형식을 취한 조직에 대하여 공법
적 규범이 적용될 경우. 그러한 예로 행정사법 영역이라고 하는 국가배상책임
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받는다.362)
이러한 행정사법의 근원적 문제에 대하여 자이들러는 국가가 사법상 법인과
같이 사적 자치를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국고이론이 시대착오적인 이론
이라고 보았다. ‘행정사법이론’이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단지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평하였던 것이다.363) 이에 대하여 뤼프너는 행정
이 공익목적으로 활동할 때에는 그것이 사법상 활동일 때라 할지라도 공법에
의해서도 규율된다고 보았다. 즉, 이와 같이 국고이론에도 근접하는 입장을 취
한 것인데, 이러한 것도 행정사법이론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행
정’은 ‘사적 자치’를 누린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의 일반적인 원리와 배치되므
로 사법이라고 보면서도 사적 자치 등은 행정사법 영역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사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고 보았는데 이러한 때에 경쟁법의 규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
다. 이러한 의미에서 샤흐트슈나이더는 뤼프너의 견해를 ‘변형된 행정사법’이론
이라고 보았다.364)

361)

Röhl, VerwArch. 1995, 531 ff.; P. v. Unruh, DÖV 1997, 653 ff., Schlette, Die
Verwaltung
als
Vertragspartner,
2000,
124
ff.
(이에
관하여,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270

에서 재인용)
차민식,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책임, 경인문화사 2011, 234-235면 참조.
363) Karl Zeidler, Schranken nichthoheitlicher Verwaltung, VVDStRL 19, 1961, S. 225
362)

(이에 관하여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 224-226에서
364)

재인용)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 5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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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센의 2단계이론
1. 배경
위에서 본 행정사법은 일정한 행정활동 그 자체를 고권활동과 국고활동으로
양분함으로써, 여전히 국고이론에 바탕하여 공ㆍ사법관계를 활동의 행태별로
양분하고 있다.365) 비슷한 시기에 한스 페터 입센은 전통적으로 사법영역 내지
는 공ㆍ사법이 혼재된 영역이라고 간주되던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단계로 나누
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중 일부는 사법관계로, 또한 다른 부분은
공법관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 영역은 종래 침익행정으
로 분류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영역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며, 공법상의
조치 이전에 그를 이루는 기본적인 관계가 사법에 의한 것으로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한다.366) 아울러 이는 ‘공ㆍ사 협력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2단계
이론’에 의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367) 입센은 이러한 2단계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경제행정상의 목적을 가진 보조금지급결정을 들고
있다.368)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지급문제에서 2단계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369)

365)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199

366)

참조.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199

참조.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199
참조.
368) 이에 관하여 Hans Peter Ipsen, Öffentliche Subventionierung Privater, DVBl 1956,
S. 602-613 (602-603) 참조, 위 논문에 관하여, Wolff/Bachof/Stober/Kluth,
367)

369)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199에서 참조.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1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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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앞서 보았듯이, 통상 2단계이론의 전형적인 예로는 보조금지급과 영조물이용
관계를 든다. 먼저 입센은 종래 독일에서 보조금지급 영역의 경우, 실무상 보
조금을 사법상의 관계로 이해함에 따라서 법적으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비판하였다.370)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은 부적절한
보조금지급에 따른 징계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급신청
이 거부된 신청자 또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의 신청
자는 이를 다툴 수 없다는 문제에 중점을 둔 표현으로 보인다. 입센은 이와 같
이 독일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보조금지급결정을 단지 수익적인 것으로 보
는 일반의 이해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국가가 해당영역의 사업자에게 생산
명령이행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명령적인 성격도 분명히 결부되어있
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371)
이에 따라서 입센은 보조금신청 지급관계을 연결된 두 단계로 분리하여 파악
하였다. 먼저 보조금지급신청에 관해서는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이 각각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지급결정의 여부와 어떻게 지급할 것
인지라는 방식이라는 문제로 구분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법상의 행정
행위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파악하였다.372) 또한 보조금신청 거부처분에 관해서
는 이는 사법적인 것이 아닌 고권적인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
해하였다.373) 또한 정부의 공적인 대부금지급에 관하여서도 대부금을 지급신청
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것은 공법상 행위이지만, 이 결정에 따라서 대부계약을
370)

이에 관하여 Hans Peter Ipsen, Öffentliche Subventionierung Privater, DVBl 1956,
S. 602-603 참조.

위
371)

논문에

관하여,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199에서 참조.
이에 관하여 Hans Peter Ipsen, Öffentliche Subventionierung Privater, DVBl 1956,

S. 603 참조.
이에 관하여 Ulich Stelkens, Verwaltungsprivatrecht , Berlin 2005, S. 968 참조.
373) 이에 관하여 Hans Peter Ipsen, Öffentliche Subventionierung Privater, DVBl 1956,
S. 603 참조.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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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는 것은 사법상 계약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2단계이론이 위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공법
규범을 바로 적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공
법상 계약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54조 이하의 규범을 유추적용하자는 것도 아
니다.374) 이러한 점에서 행정사법이론과 부분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 제국재판소 판례 이래, ‘국가의 사법상 활동’에 대해서는 기본권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것에 대한 수정한 것이다.375) 이러한 2단계 이론은 판
례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쳐서 연방행정재판소 1955년 1월 12일자 ‘주택건설보
조금지급부 임대차 배정’(Wohnungsbauförderung) 사건37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데에 근거가 되었다.377)
또한 공공발주법 영역에서도 2단계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
하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 사이에 논란이 있다. 이에 따르면 독일 경
쟁제한방지법(GWB) 제98조 이하의 조문에 대하여 2단계이론이 적용이 된다면,
낙찰결정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행정절차법상
으로는 경쟁제한방지법 제97조 이하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낙찰결정이 행정행
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378)
또한 일반적으로 영조물 관계 역시도 2단계 이론이 적용가능한 예시로 제시
한다. 이에 따르면, 영조물을 설립하는 제1단계와 그것을 사용하는 제2단계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조직으로서 형성
할 수 있지만, 그 운용 내지는 사용관계에 있어서는 공법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접속강제와 같이 특정한 이용방식의 강제가 공법에 의하여 이루
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이 강제자체에는 사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
는다. 그러나 문제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규범이 적용될 수도 있는
Ulich Stelkens, Verwaltungsprivatrecht , Berlin 2005, S. 967 참조.
Ulich Stelkens, Verwaltungsprivatrecht , Berlin 2005, S. 968 참조.
376) BVerwGE 1, 308, 309 ff.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의 3장 1절 참조.
377) Ulich Stelkens, Verwaltungsprivatrecht , Berlin 2005, S. 969 참조.
378) 이에 관하여, Stelkens/Bonk/Sach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7.Aufl.,
München 2008, S.789 참고.
374)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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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역시 2단계이론에서 설명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379) 이
러한 예로는 망산업에 있어서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법령에 의하여
보장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380) 이때 2단계이론에 따르면, 그 접근의 범위나
그에 따른 이용관계 및 비용정산 등은 사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한계 및 비판
입센의 2단계이론은 종래 단순히 국고관계로만 파악하던 부분에서 공법적인
결정이라는 고권작용이 숨어 있음에 착안하고 이를 별도로 추출해 내었다. 이
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권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재판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를 사법관계로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하겠다.
이와 같이 둘로 분할되게 됨에 따라 이에 관한 소송도 양분된다면, 소송경제
상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 실정법률로는 독일의 ｢직업재교
육지원법｣ (AFBG: Aufstiegsfortbildungsförderungsgesetz)이 이러한 소송유형을
양분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동법 제26조에서 공법상의 분쟁에 관해서는 행정소
송을, 보조금지급계약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다. 또한 영조물이용에 관하여 2단계 이론을 적용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때
에도 이용을 규율하는 것은 지방단체가 사법상으로 혹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
르므로 실제로는 2단계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한다.381)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현재에는 2단계이론이 적용되는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한다.382) 아울러 입센은 보조금과 관련하여 지급결정이 아닌 지급방식에
379)

Günter Püttner,

Die öffentliche Unternehmen, Verfassungsfragen zu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 1969, S. 138ff.,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380)

381)

UWG , Berlin 1986, S. 77-78에서 재인용).
이원우, 현행법상 방송 및 통신시장의 규제와 방송 ㆍ 통신의 융합에 따른 공정경
쟁 이슈, 한국정보법학회 2011, 13면 참조.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199-2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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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합의는 사법상 계약일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과연 사법상 계약인지
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는 입센의 1951년 논문발표 당시
공법상 계약이 아직 명문화되지도 않았고, 논의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이
해하였다. 이에 따라서 보조금지급계약 역시도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하여 원칙
적으로 사법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383)

Ⅲ. 국고이론에 대한 부정론
이상과 같은 2단계이론과 행정사법이론이라는 국고이론의 문제를 보완하는
시도가 있어 왔음에도, 그것으로 공ㆍ사법구분의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소송유형을 두고 엇갈린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학설상으로도 특히 조달계약 등의 법적 성질을 둔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
립한 바가 있다. 이러한 실무전문가들조차 혼란스럽게 하는 점들로 국고이론이
이미 그 수명을 다한 낡은 이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주장에서는
국고이론이 갖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된 바 있다.

1. ‘국고’개념의 변천과 다의성
먼저 국고이론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국고’라는 개념 그 자체가 시대에 따
라서 각각 다른 의미를 포섭하여 왔으며, 그 결과 ‘국고’라는 개념 안에 다양
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는 말멘디어가 두드러지게
지적한 부분이다. 그는 ‘국고’라는 용어가 본래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자
신을 나타내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국고가 국가를 대신하는 사법상 법
인격으로, 나아가 국가재산의 보유자로서, 끝으로 사법상의 주체로서 법의 세
계에 등장하였음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측면들을 통해서 그는 국고라는 용어가
382)
383)

Ulich Stelkens,
Ulich Stelkens,

Verwaltungsprivatrecht , Berlin 2005, S. 970 참조.
Verwaltungsprivatrecht , Berlin 2005, S. 968-9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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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각각 다르게 만들어진 것으로, 그때그때마다 명확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불명확하고 다의적인 국고개념은 더 이
상 현대의 법이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결국 필요하지 않은 낡은 개념이라
고 비판하였다.384)

2. 역사적 성립배경의 실제
이와 같은 국고라는 개념의 불명확성과 함께, 국고이론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시대배경의 설명에 대하여 이것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뤼프너는
오토 마이어의 국고이론을 중점적으로 비판하면서 그의 역사적인 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이 부정확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최소한 프로이센의 경
우에는 이미 경찰국가 시대에도 항고소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항고소
송금지를 우회하여 민사소송에 의존하여 부수적으로 행정의 위법성을 탄핵하면
서 주된 목적으로 행정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보는 설명이 타
당한 현상은 이는 매우 국한된 시기에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르면 18세기의 원래적인 방어소송과 19세기 후반 및 20세기의 항고
소송 등을 비교해 본다면, 민사소송으로 우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 아
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관방재판부 시대와 마찬가지로 행정재판소가 재
설립된 현대에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행정관련 사건을 처리할 필요
성이 있다는 것으로, 특히 실정법이 아닌 법원의 실무상 관행에 따라 민사소송
으로 처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크뤼거는 국고가 과연 오토 마이어가 말한 바와 같은 “관습법상의 사
인”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크뤼거의 의문은 결국 국고가 관습
법상의 사인이 된 연원에 대하여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데 기인하였다고 하겠
다. 이러한 점에서 크뤼거는 오토 마이어의 국고 개념은, 그 자체로 입증이 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단지 자연 그 자체에 자연법칙성이 내재되어 있다
384)

Bertrand Malmendier, Vom wohlerworbenen Recht zur verrechlichten Freiheit ,
Berlin 2003, S. 101-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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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생물학주의’(Biologismus)에 불과한 것이라며 비판하였다.385)

3. 경쟁법과 충돌 문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이론사적인 문제 외에도, 또한 다른 법령들과의 충돌
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들 중 한 예로서, 샤흐트슈나이더 등은 국가가 사
인과 같은 지위에서 수익적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광의의 국고관계로 포착하
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독일 불공정경쟁방지법의 조문에 반한다는 것을 지적
하였다.386) 그에 따르면, 국고이론이 확대되어 공기업 영역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이들 역시 사법상 법인격으로서의 국고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한다.387) 이러한 견해에서는 이미 당대의 법률가들이 결
국 국고이론이 다른 법과 충돌한다는 문제점을 자각하면서도, 현실 정책에 떠
밀려서 私法상의 활동이라고 이해했다고 보기도 한다.388)
이러한 영역에서 국가가 사인과 같다는 국고이론의 전제에도 불구하고 독일
의 공기업체들에겐 불공정거래방지법의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이러한 점들에 의거하여 그는 국고이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면서, 국가
가 사법형식으로 활동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국가가 계약과 같은

385)

Herbert Krüger,

Allgemeine Staatslehre , 2.Aufl., 1966, S. 323-329, S. 896-898 참

조 (이에 관하여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
386)

6-7에서 참조).
다만 현재의 독일 경쟁법에서는 제98조 제1항에서 경쟁제한방지법의 적용범위
에서 국가 등 행정주체 역시도 사업자로 간주하고, 고권작용이외에는 동법이 적
용된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 F. 리트너, 권오승 역, 독일경쟁법, 법문사 1997,

387)

179-180면 참조.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 6-7 참조.
388) Karl Zeidler, Schranken nichthoheitlicher Verwaltung, VVDStRL 19, (1961), S. 355
(이에 관하여,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 225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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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서 유래한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공법원리의 수혜
를 받은 이른바 ‘사법형식으로 수행하는 행정활동’은 더 이상 사법이 아닌 공
법영역에 속해있다고 주장하였다.

4. 재판관할 구분 문제
국고이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중 가장 중대한 것은 바로 국가가 자신
의 임무수행을 私法형식을 빌어 수행함으로써 공법상 원리의 적용을 회피한다
는 점이다. 이를 통상 ‘私法으로의 도피’라고 부르고, 이는 국가권력을 공법에
의하여 통제한다는 현대 (공)법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일찍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私法형식의 행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독일 연방헌법재
판소는 삼권이 기본권에 구속된다고 규정한 독일기본법 제1조 3항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389)390)
이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이에
관하여 사법형식의 행정은 기본권 기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동 재판부는
“私法상의 활동형식에서 사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국가활동이 일어날 때에, 그
것이 기본법 1조 3항에 따라서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기속을 받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그러한지는 본 사안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먼저 전제
하였다. “국가가 사인에게 공임무를 위탁하는 것이 국가가 원칙적인 기본법 제
12조 제1항의 기본권 구속에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도, 이러한 기본권구속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보호방향과 보호내용에 달려있는 것이다. 한
경업자에 대한 공임무의 위탁은 원칙적으로 다른 경업자의 직업의 자유의 보
호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임무수행을 사인에게 맡기는 공임무위
탁에 있어서는 기본법 제1조 제3항 상의 국가공권력의 기본권구속성 여부의
389)
390)

Beschluss des Ersten Senats vom 13. Juni 2006 - BVerfGE 116, 135 (151).
이에 따라서 독일 다수견해는 행정주체의 조달행위 및 영리추구행위에서는 기
본권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류지태, 박종수는 기본권의 제3자효를 바
탕으로 전면적으로 기본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 본다. 이에 관하
여, 류지태/박종수, 행정법 신론 제13판, 박영사 2009, 22면 각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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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결정에 따르면, 국가가 국가임무를 행정활동
의 형식으로 수행할 때에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를
지게 되지만, 사인이 같은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러한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바로 이와 같은 국가임무가 私化된 영역에서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내지는 그러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됨
을 의미한다. 이는 당연하게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정하고 있는 현대 각국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법으로의 도피’ 현상에 따라 국고이론은 재판관할에 관련된
혼란을 유발한다. 앞서 보았던 독일 판례들에서도 국가계약을 놓고 이를 공법
상 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지 사법적인 계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
인지 여부에 따라 판결의 방향이 좌우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판례상
의 재판권 구분이 엄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문제도 발생하지만, 재판관할권 문
제로 인하여 법질서와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지 못하는 문제점 역시
발생하게 한다.
이런 점들에 터잡아, 부르마이스터는 국고이론이 오랫동안 공ㆍ사법 구분,
특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할권 경계문제를 두고 실무와 법학교육에서 지
속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국가행정이 행위활동
형식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고 인정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국가가 사인과 경쟁
하는 입장에서 공기업 경영을 수행한다거나, 국고적 보조행위라는 명목으로 조
달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모두 私法관계로 포착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
는 결국 통설의 입장인 고권행정과 국고행정의 구분이 행위의 대상이나 목적
이 아닌 단지 행위형식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는 것과 국가 활
동의 사법적 통제를 민사재판소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
하였다.391)

391)

이에 관하여, Joachim Burmeister, Der Begriff des „Fiskus‟ in der heutigen
Verwaltungsrechtsdogmatik, DÖV 1975, S. 695-7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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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공ㆍ사법 도그마틱에 대한 혼란
위와 같이 부르마이스터는 사인과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국고라는 이름의 국
가에 대해서 국민이 기본권보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부분도
해명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음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헌법상의 문제는 크뤼거
(Herbert Krüger)가 자신의 저서인 일반국가학 (Allgemeine Staatslehre)에서 우
려를 나타낸 부분이다. 그는 국고이론이 헌법상의 전통적인 이론들과 충돌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그는 국가가 사법상의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가 사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비판한 것
이다. 그는 이러한 사법과 공법의 구분에 대하여, 私法은 근본적으로 사적 자
치와 법을 통하여 성립되고 또한 보장되는 ‘私人 사이의 평등’이라는 점에 그
본질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사법학자인 라렌츠(K. Lareanz) 등이
이미 앞서서 지적한 부분으로 사법학계에서도 통설적인 견해이다. 크뤼거는 위
와 같은 본질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국고이론과 같이 시장이라는 기능형태,
그리고 개인이라는 작용주체만을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私法영역이라고 오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는 국고이론이 정
당화되기 위해서, 국가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현실’만으로 충분하지 않
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私法상의 법인격을 갖는다고 헌법상 명문으로 규
정하거나 내지는 최소한 명확한 해석으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
였다.392)
이것의 일환으로 샤흐트슈나이더는 국고가 오토 마이어가 말한 바와 같이“관
습법상의 사인”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고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적
관습법 내지 관습헌법을 통하여서라도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국고이론이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확신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국고이론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
392)

Herbert Krüger,

Allgemeine Staatslehre , Stuttgart 1964, S. 323 참조. 이에 관하여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10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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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393) 이를 바탕으로 샤흐트슈나이더는 사법상 법인격으로서의 국가
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규범의 통일성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 독일법학상 ‘국고’개념이 현행 독일의 실정법률 및 헌법규범과의 충돌되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결국 국고이론상의 국고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
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샤흐트슈나이더는 行政私法은 독일실정법
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394)

나아가 국고이론은 법체계의 통일성이란 점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국고이
론은 사법이 법전체에 공통되는 공통법(Gemeinrecht)이란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로마법이나 독일민사관습법이 일반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공법과 사법의 양자 구분
은 현대 거의 모든 국가의 실정법 및 판례, 학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사법이 공법 영역에서는 일부 수정되어 적용된다는
설명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수정되어 적용된다면
그것이 공법일 뿐 사법이 아니라는 반론에 직면하고 있다.395)
그러나 샤흐트슈나이더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독일 기본법에서는 국가가 사
적 자치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샤
흐트슈나이더는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제1조 제1항의 해석으로는 국가
가 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96) 우
리나라도 이와 비슷하지만, 명문의 규정으로 국고가 사인일 수 없다면 다른 방
식으로 해명이 필요하다.

393)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22-23.
394)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395)

396)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18-23에서 참조.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11-12.
Karl Albrecht Schachtschneider, Staatsunternehmen und Privatrecht, Kritik der
Fiskustheorie, exemplifiziert an §1 UWG , Berlin 1986, S. 15-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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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私法 자체 내부의 모순
나아가 흔히 私法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는 우리의 임대차보호법에 상응하는
임차인보호법(MSchG: Mieterschutzgesetz) 상의 조문 역시도 통상적인 국고이
론과도 상충된다 하겠다. 이는 독일에서 소위 ‘국고특권’으로 불린 것으로 동
법 제31조의 내용이다. 위 조문에 따르면 임차인보호법은 연방(Reich)과 각주
및 이에 속하는 조직 등의 행정목적에 공하고 있거나,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인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러한 특권을 다투며 제기
한 청구에 대해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위 조문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397)
이는 국가 등 공공주체가 통상적인 관념에 따르면 국고로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들이 소유하는 건물과는 달리 법적으로 평가된다는 것
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국유재산에 대한 특칙은 공물관리 등을 국가가 고권적
지위에서 내려와서 사인과 같은 지위인 국고로서 私法에 의하여 행한다는 현
대 국고이론의 근본개념에 반하는 것이다. 도리어 18세기 프로이센에서 국고가
누리던 특권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것이고, 다시 말해 국고는 (여전히) 그
자체로 ‘동등한’ 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국고가 독일의 소송법상 당사자로 등장한 것은 신성로마제국
이후의 재판제도에서 출발한다고 본다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국가 그 자체
내지는 군주의 소송수행자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이어 세금출납 및 손실보상의
역할을 담당하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시대를 거쳐, 1900년 시행된 독일민법
전에서는 국가배상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이후 국고가 국가가 사적 주체로서
등장하는 모습이라는 점은 독립적인 재정회계를 가지는 공기업체, 그리고 조달
계약 등으로 그 확장하여 왔다. 나아가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에 관해서도 그것
이 사법상 법인격이라고 하는 국고에 귀속되는 점을 배경으로 하여 조세채권
이 공법상의 것인지 사법관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거쳐 현재는 그것
이 사법상의 채권으로 이해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397)

BVerfG, Beschluß vom 1. 7. 1964 -1 v BvR 375/62, NJW 196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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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점에서 볼 때, 현대의 국고이론은 단순히 공ㆍ사법 구분론과 소송형
식론에 한정된 이론이라고 할 수 없다. 그에 더하여 독일법상 전통적으로 민사
재판소가 맡아온 손실보상 및 국가배상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공기
업법과 같은 행정조직법, 행정활동의 행위형식론, 세법상 조세채권의 법적 성
격 등등 수많은 행정법상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제4절 소결
19세기 중반이전의 국고이론이 소송법에 집중하였고, 19세기말 이후에는 일
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私法상의 주체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반하여 20
세기에는 국고이론이 적용되는 범위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양차 세계대전과 그 전후의 복구 문제 및 사회문제, 그리고 현대세계의 보편적
인 행정국가화 현상과 맞물린 행정수요 및 다변화된 법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할 것이다.398)
이러한 20세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국고개념이 확장되는 것은 바로 국고를
사인으로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이에 관한 시각에 대한 비판들은 제1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다. 더욱이 기실 국고를 사인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계약’이라
는 법형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사법에서 유래한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계약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국가 등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이미 오토 마이어 시대에서부터 행정법학계 내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공ㆍ사법이 실무상 분화가 오랫동안 이루어있지 않았던 것에 원인을
둔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法化’가 더딘 공법 영역에서는 비교적
일찍 제도들이 정비된 私法상의 법개념을 차용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렇게
398)

서원우, 현대행정과 행정법학의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14-122면, 특히 114-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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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19권 1호,

차용한 법개념을 私法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
면 단지 私法에서 유래한 제도로 이해할 것인가라는 점에 있다.
오랫동안 전자로 이해하여 왔고, 그에 관하여 대부분의 실무가들과 법학자들
은 의문을 품지 아니하여 왔다. 하지만 그러한 개념을 고집함에 따라 당장 소
송법의 바탕을 이루는 공사법구분에서부터 각종 작용법상의 숱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여왔다. 이에 대한 부분적인 임시처방들이 한계에 이른 뒤, 이러한 제도
들을 더 이상 ‘공법원리에 의하여 수정된 사법개념’이라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수의 견해가 주장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독일의 국고이론의 형성과 변화에 관하여 고찰한 바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사법구분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서술
하고,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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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위와 같이 이론의 본고향인 독일에서조차 국고이론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정법학계는 ‘국고관계’ 내지 ‘국고행정’이라는
개념에 천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그마틱상의 요소가 어떻게 다른
개념에, 그리고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
지는 않았다. 이 논문의 앞선 장에서 보듯이 독일의 국고이론은 행정의 행위형
식론과 결부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여부에 이르게 된다.

먼저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이 역사적으로 먼저 등장하였는데, 우리 행정법학계에서도 이 성질을
두고 사법관계설과 공법관계설이 대치하였다. 아울러 이는 조달계약을 포함한
행정계약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였다.
나아가 조직법과 관련하여서 공기업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법학계는 물론
이고, 나아가 인접학문 - 예를 들어, 행정학이나 경제학 등 - 내부에서도 혼선
을 빚어왔다. 이와 같은 혼선에는 영미법의 영향도 없지는 않겠으나, 전통적인
독일법 도그마틱이 학설과 판례를 통해 미친 영향이 가장 강력했음을 부인하
기는 어렵다 하겠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학설 및
판례에서 국고이론이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우리 법제에서
국고이론 적용의 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의 학설과 판례에서 독일의 국고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아보고, 이를 실정법령에서의 국고개념과 대비하여 실정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를 조사해보겠다(제1절). 이어서 그 구체적인 문제로서 국고이론이 조직법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공기업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겠다(제2절).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법학계에서 국고행정의 대표적인 예로 보는 조달행정
영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탐구해보겠다(제3절). 또한 위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법적 분쟁을 당사자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내의 당사자소송 확대
론에 비추어 연구해보겠다(제4절). 그리고 끝으로 국내에서 국고이론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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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는 통설의 입장과 실정법령에서 나타난 입법자의 태도의 차이에 비추
어, 국고이론을 전면적으로 극복할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제5절).

제1절 학설ㆍ판례ㆍ입법에서의 ‘국고’개념과 국고이론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적인 입장은 국고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논하지는 않지만, ‘국고행정’, ‘국고활동’ 내지 ‘국고작용’이라는 것이 독자적으
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는 독일의 국고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입장은 조달행정이나 국유재산관리에 치중한 편이다(1.)
이에 비하여 우리 판례에서는 ‘국고’는 물론이거니와 ‘국고행정’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때 국가를 비롯한 공법상 주체를 당사자로 이
해하면서 이를 ‘사경제의 주체’ 내지는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 표시한다. 이
와 같이 구체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독일의 판례와 대동소이
하다(2.)
그러나 우리 입법자는 국고를 독일에서 말하는 ‘사법상 주체’로서 이해한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독일에서도 국고의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는 있으나,
국가의 일반재산으로서의 의미는 양국이 공통적이다. 이때 국고는 무주재산의
귀속창구이자, 국가가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의 지불창구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3.)

Ⅰ. 학설의 입장
우리 학설은 국고이론에 대해서 크게 셋으로 입장이 나뉜다. 먼저 국고이론
을 긍정하고, 국고행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를 사법작용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서 다수설로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수정하는 입장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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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국고행정을 긍정하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공법적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고 본다거나, 명시적으로 국고이론을 배척하지는 않으면서도 기존의 공ㆍ사법
구분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고이론에 대한 긍정설 및 수정설의 입장과 달리,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이 근래 등장하였고, 점차 유력한 주장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1. 다수설 : 국고이론의 긍정
우리 행정법학계의 선구자들은 국고이론을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들
은 전통적인 독일 행정법도그마틱에 기반하여 국고행정을 고권행정과 별도로
존재하는 사법상의 활동으로 파악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국고행정을
주로 행정계약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여기에는 사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먼저 김도창은 “행정계약은 그 범위에 있어서,

행정주체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이 포함”된다고 하여 행정주체가 私法상의 작
용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399) 또한 서원우는 급부행정영역에서 공법적인 방식
과 사법적인 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조
달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민법내지 상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400) 이와 같이 우
리 행정법학계는 초기부터 국고이론을 조달계약 부분을 중심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현재에도 고권적인 행정과 구분되는 사법
관계에 있는 행정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때는 행정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
에서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401) 이를 ‘광의의 국고행정’으로
이해하고 이 범주 안에 행정사법이 포함된다고 이해한다.402) 이를 통칭 ‘국고
399)

김도창,

일반행정법론 (상) (제4전정판), 청운사 1992, 511면. (이에 관하여 이광

윤, 행정계약론, 중범 김동희교수 정년기념논문집 행정작용법, 2005, 788면에서
참조)
400) 이에 관하여, 서원우, 일반행정법론 (상), 박영사 1979, 517-519, 529-530면 참조.
401) 이와 같은 이해에 관하여 김동희,
행정법 1 제18판, 박영사 2012, 20∼ 22면;
김남진 ㆍ 김연태,

행정법 I

18판, 법문사 2014, 87-88면; 이상규, 입찰참가자격제

한행위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I),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127-132 (1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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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라고 칭하며, 이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물품조달계약, 건설도급계약 외에도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매각, 수표발행, 금전차입 등이 있다고 한다.403) 이
와 같이 국고관계에서는 사법이 적용되고,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한
다고 본다.404)
이러한 광의의 국고관계를 다시 구분하여서 이 중에서 공법이 적용되는 영
역을 행정사법관계로 파악하고, 그 이외 전적으로 사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영
역을 ‘협의의 국고관계’라 칭한다.405) 따라서 협의의 국고관계는 “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주체”로서 활동한다고 한다.406) 이때에는 국가는 조달행정외에도
행정주체의 영리활동 역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407)

2. 수정설 : 행정활동의 공익성 강조
그러나 이와 같은 가운데서도 국고이론과 같은 행정영역에서 사법이 광범위
하게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서원우는 이러
한 현상을 행정이론이 행정현실을 선도하여 나가지 못하고, 행정현실의 변화에
도리어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법학이 아닌
경제학이 행정현실을 주도적으로 설명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을 독일 행정법학
의 한계로서 행정이 법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나치 시대로 흘러가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408)
이러한 행정이론의 비판 가운데서 작용측면에서 전통적인 공ㆍ사법 구분론에

402)
403)
404)

405)

류지태, 박종수, 행정법신론 , 제13판, 박영사 2009, 22면 참조.
박균성, 행정법론(상) 11판, 박영사 2013, 14-15, 86-87면 참조.
정하중, 행정법개론 , 제6판, 법문사 2012, 18면; 홍준형, 행정법 , 법문사
2011, 56, 74면; 한견우, 최진수, 현대행정법 , 세창출판사 2009,116-118면 참조.
이에 관하여 김남진 ㆍ 김연태, 행정법 I 18판, 법문사 2014, 87-88면; 박균성,

행정법론(상) 11판 ,박영사 2013, 86-87면 참조.
한견우, 최진수, 현대행정법 , 세창출판사 2009, 116-118면 참조.
407) 정하중, 행정법개론 , 제6판, 법문사 2012, 18면 참조.
408)
이러한 행정이론의 지체 내지 몰적응성에 관하여, 서원우, 일반행정법론 (상),
박영사 1979, 515-516면 참조.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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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온 국고행정이란 영역을 배
제하고, 행정사법에 통합하려는 태도를 취하면서, 이 영역에서는 전적으로 사
법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법도 적용된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는 이미
행정법제 내부에 경제적인 요소가 도입되었다고 보며, 행정조직 및 작용에서
공ㆍ사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409)
이와 같이 행정사법 영역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국고영역에 전적으로 사법
만이 적용된다고 보는 기존 통설을 비판한다. 특히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국고
적 조성행위’로 보아온 행정조달작용 및 재정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작
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작용은 공법, 특히 기본권의 구속 하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410)
또한 다수설에서 그 작용을 사법관계로 보는 공기업 내지 특허기업에 대해
서 작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법 차원에서도 공익성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 역시 제기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공기업 및 특허기업이 공익목적
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공법상의 특권이 부여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411) 이를 통해서 보면, 수정
설은 이른바 ‘국고작용’이라고 이해되던 영역에 대해서 이의 공익성을 강조하
고, 공법적인 통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겠다.

3. 부정설: 국고이론의 문제점 지적
이와 같은 소위 ‘국고활동’에 대한 공익성 비판에 터잡아서 국고이론의 문제
점을 지적하면서 전면적으로 국고이론을 부정할 필요를 주장하는 견해 역시
등장하였다. 이러한 부정설은 국고이론이 19세기 당시에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행정이 자신의 활동을 행정재판권에 의한 사법
409)
410)
411)

이에 관하여, 김철용, 행정법 , 박영사 2011, 8 Fn.7 , 10-11, 74면 참조.
홍정선, 행정법특강 , 박영사 2011, 358-360면 참조.
이와 같은 기존 국고영역에 대한 공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금 판단할 필요
성을 피력한 견해로서 최송화, 공익론 -공법적 탐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2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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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독일에서 이
미 지적된 이와 같은 ‘사법으로의 도피’(Flucht in das Privatrecht)현상은 국고
활동 내에서는 사인과 같은 사적 자치를 누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보고 있다.412)
이러한 비판론에서는 국고이론이 말하는 ‘국고’란 결국 당시 신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제’로서, 이를 통해서 조세납부, 공무원의 봉급지급, 손실보
상 등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장해주었던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때 행정의 활동 중 재정적인 부분, 다시 말해 금전적인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
서 이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
한 근거로 재원조달 역시 종국적인 목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적 임무로 파악
하여야 하며, 이는 다른 치안활동이나 국방활동 역시 그 자체가 최종적인 국가
목적이 아니란 점과 유사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413)
이러한 비판은 결국 우리 행정법학계가 행정계약에는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이 있다고 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후자를 인정하는 것
이 국고이론이고, 이에 따라서 행정조달계약 등은 사법상 계약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래의 시각은 이미 독일에서도 전통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라고 이해하여온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공법적 성격이 있
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그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본다.414)
이와 같은 우리의 다수설의 기반이 되는 독일의 전통적인 견해인 국고이론
은 비권력행정 영역에 대한 공법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다. 이것은 조달행정 뿐만이 아니라, 국가행정의 확장된 팔인 공기업 영역에
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한다. 현대 국가에서 공기업이 갖는 현실상의 영향력
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국고이론에 의하면 공기업의 활동
에 대한 공법적인 통제가 약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415)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연구1]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영
사 2005, 163-241 (173-176)면.
413)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335-337면 참조
414) 김대인,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3-35 참조.
412)

- 191 -

Ⅱ. 판례의 입장
우리 판례는 학설에서 말하는 국고활동에 대하여 이때 국가를 ‘국고’라고 칭
하지는 않는다. 앞서 보았듯, 이를 ‘私法상의 행위’를 하는 ‘사경제주체’ 내지
‘私法상 재산권 주체’로서 국가라고 한다. 그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상 차이는
크지 않은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행정조달계약, 국유재산관리, 손실보상
및 국가배상, 공기업작용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1. 조달계약
조달계약과 관련하여 그간 일반적으로 문제된 사안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관한 것이었다. 그에 앞서 대법원은 1983. 12. 27. 선고 81누366판결에서 예
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私法상 계약’으로 보았다. 따라서 낙찰
자인 원고가 입찰대금을 잘못 표기한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私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 사안에서 원고가 입찰대금을 잘못 기재하여 이에 따라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 피고 행정청이 이에 대해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남용으로 보아 취소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대
법원은 조달계약 자체는 사법상 계약으로 이해하면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독일에서 종래 우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상응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인

발주제한조치

(Auftragssperre)를 민사상 의사표시로 이해하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점이
다.416)417)
415)

이와 같은 공기업 영역에서의 국고이론에 관한 부분은 차민식,
능사화와 국가책임 , 경인문화사 2011, 234-2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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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임무의 기

우리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와 별도로 수의계약 또는 입찰형식을 원용한 방식의 계약으로도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한다.418) 이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엄격하게 해석하
는 것으로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 설명한다. 이를 통해 보면 조달계
약은 그것이 갖는 공익성이란 측면에서 다른 사인의 계약과는 두드러진 특징
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때문에 대법원 역시도 그러한 측면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국유재산관리
이와 같은 행정조달계약 외에도 국유재산관리 역시 학설과 판례는 오랫동안
이를 민사관계에 준하여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판례는 국유재산을 매매하거
나419), 무상사용을 허락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하여 사법
상의 행위라고 이해하였던 것이다.420) 이에 따르면, 국유재산매매의 취소는 민
법상 취소사유가 그대로 적용되고,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행정재산을 주무
장관의 승인 하에 사인에게 임대해준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는 일반 임대차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 된다.
그러나 국유재산관리를 사법관계로 보는 독일에서도 임차인보호법이 국유재
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안은
원고인 임차인이 피고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약관규제법 위반을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는 특성이 있었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반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국유재산 대부계약 상의 손해배상예정액
416)
417)

독일의 발주제한조치에 관한 판례는 이 논문의 제3장 제1절 참조.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영사 2005.

181-183면;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8017 판결.
419) 서울고등법원 1970. 3. 11. 선고 69나981 판결.
420)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82521 판결.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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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행정상 손
실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421) 즉, 이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대부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 등 행정주체
가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이에 따른 대부계약 해지는
민사상의 그것과는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유재산법 상의
대부계약 해지시의 보상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에 근거하였는데, 이러한 근
거법령이 없을 경우라도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작용을 그간 사법상의 행위로 본
것은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가상적으로 의제된 사인인 국고라고 전제하는
독일의 이론에 여파이다. 이에 비하여 국유재산관리 그 자체를 공법상의 활동
으로 이해 못할 바가 아니며, 특히 국유재산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완비된 상
태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3. 손실보상
국유재산 관리 문제 외에도 국고이론의 출발점이 된 부분으로 손실보상 영
역이 존재한다. 우리 판례는 종래 손실보상에 관한 분쟁을 민사소송에 의하여
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근래 2006. 5. 18.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에서는 입장을 달리하여 이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22)
이는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
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직접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사안이었다. 또한 같은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다른 사안
에서도 손실보상청구권의 성격을 동일하게 공법상의 권리로 보았다.423) 이와
같이 하천법에 관하여서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판례가 많은데, 이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8017 판결.
대법원 2006.5.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423)대법원 2006.5.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
421)
422)

- 194 -

는 보상청구권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유
사하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
2항 등에 따른 보상청구권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424)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
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
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라 보았다. 이러
한 입장은 이에 앞서 같은 법 제77조 제2항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재결절차를 의무적으
로 거쳐야 한다고 보아,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425)
이상에서 보듯, 판례는 전통적으로 국고이론의 주된 부분에 대해서 사법관계
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일부 공법관계로 보는 판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사법관계로 이해하던 입장에서 선회하여 그 본래적인 법적 성질에 따
라서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이와 같이 변화된 판례가 일반화
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이는 판례가 종래의 견해 자체에서 크게 벗
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판례 속에 나타나는 국고이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에서의 국고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실정법에서의 국고개념
앞 Ⅱ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판례는 독일식의 국고이론에 편향된 입장을
전통적으로 취하여 왔는데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할 실정법상의 근거를 제시하
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먼저 우리 법령상의 ‘국고’개념이 어떠한지, 그리고 독
일의 ‘국고’와 같이 사법상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424)
425)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23210 판결 [손실보상금].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43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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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실정법에서 나타난 국고는 몇 가지 분류 하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로 ‘국고’가 독일과 유사하게 법인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소송주
체로서 그리고 소송방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부분이다(1.). 둘째로는
‘국고금’이라는 표현도 존재하는데, 이때에는 국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지,
그리고 국가의 다른 재산과 어떤 기준에서 구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하겠
다(2.). 이러한 개별 개념들의 연구를 통하여 현행법령 가운데 총 435개426)에서
나타나는 ‘국고’라는 용어의 법적 의미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1. 민법 등에서 나타난 ‘국고’의 법인격
독일 민법전의 해석에 의하면 ‘Fiskus’는 사법상 법인격을 갖는다고 한다. 그
런데 우리 민법조문에도 ‘국고’라는 표현은 역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
리 민법 역시 독일의 국고이론에 영향을 받은 입법이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
다.

(1) 민법상 ‘국고’개념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국고’는 해산한 재단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한다
고 정하고 있다(제80조 제3항). 이를 통해서 민법에 의해서 국고가 법인격을
갖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다른 조문과의 비교를 통
해서 보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님이 드러난다. 먼저 이와 유사한
조문으로 상속인이 없는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는 제1058조 내지 제
1059조가 존재한다. 또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하는 민법 제252조 제2항,
그리고 무주물 또는 매장물 가운데서 예외적으로 문화재는 “국유”로 하고, 이
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255조 제2항이
있다.
4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검색결과, 최종검색일 2014년 8월 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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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문들을 비교해보면, 우리 입법자는 이 셋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
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지 ‘국고’라는 단어가 민법 조문에 있다는
것만으로 사법상 법인격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입법자가 독
일과 유사하게 국가가 공법상 법인격이고, 국고가 사법상 법인격으로 이해하였
다면, 최소한 ‘국가’라는 표현은 배제하고, 통일적인 용어로 표기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무주재산의 국가귀속은 이 논문의 제1장 제3절에서 다룬 고대 로
마시대의 법에서 나타난 황제국고가 가졌던 특권을 거의 그대로 승계한 것이
다. 제1장 제3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황제국고는 설립 이래 부분적으로 사
법상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자체는 초기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공법상 존재로 이해되었다. 이는 로마 공화정기 이래 일반국고가 가졌던 성질
과도 같다. 그렇다면 우리 법에서 이와 같이 무주물인 재산을 국고에 귀속된다
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바로 사법상 법인격으로 인정하였다고 단
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사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공법상 주체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2) 무주ㆍ몰수재산 등의 국고귀속
또한 민법 제80조 제3항상의 해산한 법인이 보유하던 잔여재산에 관한 규율
의 구체적인 예로서 사립학교법(법률 제12125호) 제35조의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정당법(법률 제12150호) 제48조의 해산정당의 잔여재산 등이 있고,
이 조문들에서도 유사하게 국고귀속으로 나타난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
탁금(공탁규칙 제62조), 매장물 발굴 승인시의 공탁금 국고귀속을 정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427)의 제85조의2항 등도 역시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것은 몰수재산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여서,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
한 임시특례법｣428)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반국가단체 등의 재산에 관하여 국
427)
428)

대통령령 제25456호.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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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속 또는 국고납부를 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429)｣ 제13조 역시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범칙금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 제6조에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이라고 하여, 국고귀속을 정하고 있다.

(3) 부수적 재원수입창구로서의 국고
이외에도 부수적인 재원수입창구로서 ‘국고’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
는 법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522호)에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고귀
속(동법 제18조), 민영교도소 수형자 작업수입의 국고귀속(동법 제26조)가 있
다. 수형자의 작업수입 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865호)에서도 같아서, 동법 73조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었다. 또한 동법 제27
조상의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의 반환, 제28조 상의 사망 혹은 도주한 수용자
의 유류금품에 대해서도 국고귀속을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몰수재산과 부수적인 수입 등은 제1장 제3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
이, 대부분 로마제국시절에도 그러했지만, 중세내지 근세시절에도 Regalia
minor로 나타난 것으로 군주가 가지는 수익적 특권 중 일부였다. 따라서 독일
에서 이후 나타난 바와 같이 이것을 배경으로 우리도 국고이론으로 발전하였
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교법상으로 이러한 레갈리아
사상이 프랑스와 스위스 등에선 이론과 입법에 있어 명백하게도 ‘공법’으로 받
아들여졌음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이는 주지하다시피 우리 민법이 스위스민
법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았다는 점 등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
겠다.

(4) 비용지불창구ㆍ지급기관으로서의 국고

429)

법률 제11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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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수입들은 민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의 부수적인 수
입에 대한 규정에 가깝다. 이것을 두고 우리 법이 국고를 사법인으로 ‘인정’하
였다고 할 수도 없지만, ‘의제’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가사소송법 제
18조에서는 검사가 당사자가 된 경우에 패소시 그 “소송비용은 국고에서 부담
한다”고 하였지만, 주체인 국고‘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라고 표현
한 점을 보아 국어의 당연한 해석상 국고는 지불창구이지 지급주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고에서”라는 표현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제30조,
제248조에서도 동일하다. 국고금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등에서 국고금의 관리
와 관련하여 “국고금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다른 곳에서 사용된 예를 찾
기 어렵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표현을 보면, 입법자가 주격조사에도 속하긴
하지만 순수한 주격조사는 아닌 처소격에 가까운 ‘에서’를 사용한 것을 단지
우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특히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제5
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제6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즉, 우리 법령이 국고‘가’ 지불한다고 하지 않은 것을 통해 보
면, 국고는 국가 등과 달리 법적 주체로 보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
라서 현행법상 ‘국고’는 비용지불창구, 즉, 국가가 가지는 일반재산으로 그곳에
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430)상의 평가위원회 운영
경비의 국고지원가능규정(동법 36조)을 비롯하여, ｢공중위생관리법｣431)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432) 제29조 4항 등이 그러하다. 또한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33)에서는 제29
조에서 “지급기관”으로서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여, 국고가 독립적인 주체가 아닌 기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430)
431)
432)
433)

법률 제11690호.
법률 제11690호.
법률 제12387호.
2013. 12. 4. 제정. 대통령령 제24901호, 2014. 5. 28. 개정. 대통령령 제25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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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수난구호법434) 제38조에서도 국고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는 등 각종
보조금 및 비용정산을 국가가 국고, 즉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에서 지출
하도록 정하고 있다.

(5) 국고의 공법상 재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435)의 제2조 5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때 ‘국가’, ‘정부’ 및 ‘국
고’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고를 ‘국가’및
‘정부’와 같은 위치에서 대등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면 이들의 법적 성격이 私

法이라고 하기 어렵다. 설령 이때 ‘국가’는 ‘사경제주체’라고 하는 판례의 입장
을 맹종한다고 하더라도, 고권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행정 각부 등 행정청으로
구성된 ‘정부’를 ‘私法상 주체’라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국고금관리법ㆍ민사집행법 등의 ‘국고금’
(1) 국고금관리법
국고와 유사하게 ‘국고금’이라는 용어 역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
의 의미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제2조 1호에서는 이를 ‘법령 또는 계약 등
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
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가목), ‘지방세법에 따라 국
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현금’(나목),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중 현금 (다목, 동법 제32조),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운용하는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금융회사 예치 등등에
따라 취득한 금융자산(라목, 동법 제34조)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본

434)
435)

1961. 11. 1. 제정. 법률 제11690호
기획재정부령 제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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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국고금이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형태를 가진
금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
이상의 방식 이외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국고에 납입하도록 한 수입 등도 모
두 국고금에 산입됨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국고금은 국고금관리법 제4조상의
요건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 요건이란, 효율성과 투명성,
적절한 지출시기, 안전성유지, 신속정확한 기록 및 관리 등이다.
이러한 국고금의 관리는 기획재정부의 국고국이 담당한다.436) 국고국에는 국
고과를 두며, 여기에서 국고금의 관리ㆍ운영 등을 책임진다. 여기에는 국고여
유자금 및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차입 등도 포함된다.437)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국고손실’
이와 같은 국고금을 포함한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배임ㆍ횡령
죄를 저지르는 재무관 등의 회계관계직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
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이는 국가의 재정상의 손실이
일반 사인의 재산손실보다 더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행정
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를 통하여 국고는 단순한 사인의 재
산과는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 외의 자가 사무 또는 사업
을 수행할 경우에 이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금전을 지급할 수 있
다. 이를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고 한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438)

436)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229호, 2014.3.11.) 제4조 2항, 제

437)

5조 3항, 제18조 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03호, 2014.3.11.) 제

438)

14조 2항, 3항.
국고보조금에 관하여, 국회 예산정책처,
431-432, 437-4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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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재 , 2014,

(3) 민사집행법
이와 같은 국고금은 국가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의 집행에 있어서 그 압류
의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192조). 이에 따라 국가의 여타의 재산, 특히 행
정재산 등에 대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해당 조문에서 국고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하고 있단 점을 보면, 독일법과 달리 국고를 피고로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다만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국가의 보통재판적’을 정하고 있는 것을 통하
여 우리 법제에서 국가가 사인과 같이 소송상 활동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는 여지도 있다(민사소송법 제6조). 하지만 이러한 민사소송에서의 국가의 소
송상 당사자지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해당 조문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과 대법원의 소재지를 보통재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는 국가 그 자체가 사인과는 달리 공법상 주체인 행정청을 통하지 않고는 민
사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우리 실정법령상의 ‘국고’개념을 통해서 보면, 우리 입법자가 국고
를 사법인으로 상정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대
국고이론의 핵심을 기반으로 하여 국고이론이 현실적으로 확대된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대하여 이하의 절들에서 각
각 논하겠다.

제2절 조달행정의 문제
독일법에서 전통적으로 행정조달계약은 국가임무수행을 보조ㆍ지원하는 역할
로 이해되었고, 이에 따라 직접적인 행정영역에 포섭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해
에 의하여 私法상의 부수적인 행정지원활동이란 의미에서 ‘국고적 보조행위’라
고 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지적하였듯, 이러한 명칭은 행정조달계
약 그 자체가 국가경제 등 사회적인 이해관계 내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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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무시한 것이라 하겠다.439) 또한 이는 다른 행정작용과 비교하여 조달행정만
을 보조적인, 다시 말해 수단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해는 다른 행정활동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국가임무 달성의 하위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440)
그런데 우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은 국고행정이라고 하여 私法형식의 행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 주로 조달계약을 그 예로 들고 있다. 판례의 입장도 같
아서 이를 대체로 사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행정법학계에
서도 근래 이러한 다수설과 판례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 역시 제기되고 있다.

Ⅰ. 다수설과 판례
1. 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이 논문의 같은 장 제1절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법학계의 다수설
은 조달행정을 私法상 계약으로 이해한다. 이는 민사법학도 마찬가지인데, 독
일의 국고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441) 판례 역시 조달계약의 법적
성질을 私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해당 계약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
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라고 본다.442)
이와 같이 민사계약으로 이해함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법적 성격

439)

Ernst Forsthoff,

Der Staat als Auftraggeber,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Bauauftragswesens , Stuttgart 1963, S. 7 ff. (이에 관하여 차민식, 독일에서의 기능
사화와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102면 각주 293
에서 재인용).
440) 이에 관하여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337면 참조.
441) 그 예로서 곽윤직 외, 민법주해(I), 박영사 1979, 463-465면 참조.
44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이 판결에 관하여 박정훈, 행정조달
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연구1]
에서 참조.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영사 2005, 16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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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다. 특히 우리 판례는 행정기관과 공기업을 포함
한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 보았
던 것이다.

2. 부정당업자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일찍부터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내려진 경우에는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443) 이에 반하
여 공기업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해서는 私法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
로 보면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주로 제
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것에 근거를 하였고,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권한이 부여된 뒤에는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이미 예견되었다.444)
위와 같은 종래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94년 한국토
지개발공사를 피고로 한 사건445)에서 나타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공
사의 처분에 대하여 “그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
라 단지 상대방을 그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
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의 효력정지를 구한 원고
의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446) 이는 독일 판례에서 나타난 행정청의 부정당업
자제재조치인 ‘발주제한조치’(Auftragssperre)에 대한 입장과 유사한 태도이다.
이에 반하여 2011년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관하여서
다투는 사건447)에서는 입장이 부분적으로 변화하였다. 위 제재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 행정내부의 규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에, 원고의 행위
443)
444)
445)
446)

447)

예를 들어,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523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이에 관하여,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339-340면 참조.
대법원 1995.2.28. 선고 94두36 결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는 피고의 제재처분이 국가 또는 다른 공기업 등에
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점을 언급하였다.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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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다
고 본안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다만 94년 사건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에 관하여 피고 공사가 근거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기본법｣이 예산회계
법 제1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2011년 사건에
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를 통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
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에 따라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지
만, 94년 사건에서도 준용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 법적 성질을 놓고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해석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Ⅱ. 반대론
1. 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이와 같이 조달계약 자체를 私法상 계약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공법
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비판론은 조달계약을 사
법상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은 독일의 국고이론이 끼친 여파인데, 먼저 독일 내
에서도 조달행정에 관한 국고이론이 일정부분이상 극복되고 있음을 들고 있
다.448) 다시 말해, 우리나라 학설에서는 종래 행정계약을 공법상 계약과 사법
상 계약으로 분리하여서 생각하였으나, 이러한 구분은 근본적으로 국고이론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독일에서도 국고이론에 따라 종래 사법상 계약이
라고 보던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공법적인 성격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449)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면 프랑스 등이 이를 공법상 계약으로
448)

이와 같은 독일의 상황에 관하여 朴正勳 ,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영사 2005, 197-198면;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05,
337-338면; 박재윤, 유럽법상 나타난 국방조달제도의 개혁, 한국공법학회, 공법연

449)

구 제39집 2호, 2011. 2., 399-401, 413면 참조.
이에 관하여 김대인,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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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특별한 법적 규율 하에 두고 있다는 점 역시 조달계약의 공법관계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450) 이는 조달계약이 그 성질상 불가피하게 私法에 속한 것
이라는 견해를 비판하는 논거가 된다.

2. 적용법조

이에 따라서 우리와 독일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데, 독일에서‘국고적 보조
행위’라고 보는 조달행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주된 적용법조가 된다. 이에 관한 입법 경위서를 보자면,
정부조달협정의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종래 예산회계법상의 계약
중 일부를 특별히 별도의 법률로서 입법한 것이라 한다. 이러한 법령의 변화는
최소한 독일법이 유럽법의 영향으로 종래의 ‘예산법상의 해결’에서 벗어나 ‘경
쟁법상의 해결’로 전환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실정법이
독일의 경쟁법적 해결과 일정부분 유사하다고 본다면, 조달계약을 과거의 독일
식 국고이론에 따른 私法상 계약으로 입법상 정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의 태도는 독일의 종래 ‘예산법상의 해결’수준
에 머무르고 있다고 본다.451) 따라서 최소한 현재의 완전한 사법관계로 이해하
는 것에서 벗어나 공법적인 규율을 받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법적 성격
우리 판례는 과거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을

450)

33-35, 40-43면 참조.
이에 대하여 朴正勳 ,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
영사 2005, 224-226면; 김대인,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51)

2006, 38-40면 참조.
박재윤, 유럽법상 나타난 국방조달제도의 개혁,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9집
2호, 2011. 2., 399-401, 4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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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민사상 의사의 통지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행정소
송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는 이 논문의 제3장 제1절
에서 본 베를린주 건설업자사건에서 나타난 독일의 발주제한조치와 같은 이론
임은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
도 정부투자기관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격을 제한할 경우, 이에 대해서 행정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비판론의 입장이다. 이는 프랑스법에서 공역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비록 그 행위를 사인이 한 것 할지라도 항고소송인 월권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비교법적인 견지에서 비판한다.452) 즉,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처분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의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긍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가 일방적인 구속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453)

이상을 통하여 조달행정에 대한 국내 국고이론을 부인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국고이론이 확대된 영역이 조달행정만은 아니며, 공기업 역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고이론이 확대된 부분인 공기업의 私人性 여부에 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제3절 공기업의 법적 성격
공기업에 관해서는 먼저 이들의 법적 지위가 私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인지,
또는 그러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민사법학에
서는 대체로 설립법형식에 따라서 私法상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행정학계에서도 – 특히 민영화 문제를 중심으로 – 공기
업의 사인성을 긍정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행정법학계 내부에서는
452)
453)

이원우,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05, 338-339면 참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05, 355-3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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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서로 부분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먼저 논의가 이루어진 독일에서도 공기업을 사인으로 보게 된
것은 당시 실무가 주도한 부분이었으나, 차후에 법학이 이를 이론으로 뒷받침
하였다. 우리 역시도 실무상으로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 있는 ‘사인’으로 이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이는 우리 법원의 입장으로는 공기업을 하급행정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私法관계에 있는 것으로도 본 인천항만
공사 사건 등에서도 나타나난다.

Ⅰ. 실무의 태도
인천항만공사 사건을 비롯하여 국내 판례에서 공기업의 법적 지위를 분명하
게 판시하는 것은 찾기 어렵다. 다만 그 활동에 대하여 설시한 판결문상의 내
용을 바탕으로 하여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를 추론할 수 있겠다. 우리 법원은
공기업이 사인과 계약하는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私法상 계약이라고 인
식하여왔다.454)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우리 판례는 공기업 역시
사인이거나, 최소한 사인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문제는 그렇다
면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이고, 이에 대해서는 인천항만공
사 사건에서 부분적으로 그 입장을 나타내었다.

1. 인천항만공사 사건
인천항만공사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국유지를 전대하여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이를 무단전대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보아 국토해양부 장관 및 인천지
454)

외부관계 뿐만 아니라, 내부 근무관계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 1989. 3. 3. 선
고 88구12112 판결 [징계처분취소]와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2103 판결 [징
계처분취소]에서는 서울시지하철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를 사법관계로 보고, 징계
처분 역시 사법상 행위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하였고,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212 판결은 의료보험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를 사법관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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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양항만청장이 환수조치를 취한 것을 다툰 사건이 있었다.455)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주장한 바에 따라서 원고 인천항만공사
에 대한 2차례에 걸친 납입고지를 민사상 채무이행의 최고에 불과하다고 판시
하였다.
이때 재판부는 이러한 납입고지를 민사상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으로 행정처
분이 아니라고 보면서, 같은 이유로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내린 감사처분통보
에 대해서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의 통보로서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본 것과 대조된다.
이에 따르면 납입고지를 받는 상황에서는 사인으로서 민사상 채무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감사처분통보를 받는 상황에서는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
게 된다. 이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을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두 청구
모두 각하판결로 끌어내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2. 판결의 분석
결국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 인천항만공사가 민사채권의 채무자로서 지
위를 갖는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사인성을 긍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때 독일의 국고이론 가운데 공기업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물 내지 국유재산의 관리를 私法에 의한다고 보는 부분의 영향이라고 할 여
지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역시 국가가 국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인이 되어
서 행하는 것으로 이론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는 같은 결론에 도달
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점들에서 본다면, 우리 판례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한,
공기업을 국고작용으로 보아 사법관계에 놓인다고 하는 독일 국고이론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455)

인천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구합2454 판결 (미공간),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누 2466 판결 (미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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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설의 입장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학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공기업의 법적 지
위에 앞서서 공기업의 개념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행정법의
초기 학설에서는 독일의 전통적인 이론을 받아들여서 특허기업 역시 공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기업의 범주를 불명확하게 설정하는 형식으로 제정되었고, 이의 해석문제와
도 연결되어서 학설에서도 공기업 내지 정부투자기관 등의 개념을 두고 혼선
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영향 하에서 우리 학설에서도 공기업의 기본적인 법적
지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힌 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456) 이는 공기업의 개념
자체도 혼란스럽거니와 그 설립형식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식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경우에 이를
사기업과 같이 취급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고 있다.

1. 행정기관 부인설
(1) 전통적인 견해
전통적인 독일법에서 공기업이란 국가의 특허를 받아서 공적 급부를 제공하
는 기업체였다.457) 우리나라의 초기 행정법학계의 입장도 이와 유사하여

“국

가ㆍ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직접 사회공공의 복리를 위하
여 인적ㆍ물적 종합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는 사업”458)으로 이해하였다. 이때 이
456)

공기업을 포함하여 이를 ‘특별 공공행정조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신봉기, 지
방공기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규제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경제연구원
1998, 73면, 이에 관하여, 조성규, 지방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법적 문제,
서강법률논총 1권 1호, 2012.2., 63면 각주 26에서 재인용.

457)

458)

이에 관하여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 Band Ⅱ , 3. Aufl., Berlin

1924, S. 241 참조.
김도창, 행정법(全 ) 2 , 박영사 1965,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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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사인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 행정법학계에서는 이를 특허기업이라
고 보아서 일반적으로 공기업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개념 소유 내지 지배가 공공주체에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으
로 이에 따라 옛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라는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 지방공
기업법상의 공기업 역시 비슷하다.

(2) 행정기관 여부
그런데 이들의 법적 지위가 행정기관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
해가 유력하였다. 이 견해에서는 공기업 내지 정부투자기관은 민영화된 조직이
고, 따라서 기본적인 지위는 사인이며, 고권적 권능이 부여되었을 때에는 공무
수탁사인으로서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한다.459) 따라서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일반적으로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460)

2.

행정기관 긍정설

그러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반대론도 존재한다. 이 견해는 공
법상 법인격을 가진 공기업 내지 정부투자기관 등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
는 것이다. 이때 특별법상으로 설립되면서 그 근거와 임무가 조문에 규정된 경
우 역시 공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461)
이 경우에도 무엇이 공법인인지 사법인인지 그 구분기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私法상 법인격으로 설립된 경우에도 독일에서 기본법에 따라서
이를 ‘私法적으로 조직된 행정’(privatrechtlich organisierte Verwaltung)이라고
459)

김중권, 정부투자기관의 입찰참가제한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460)

2006. 8. 31. 제 3486호.
홍준형,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법적 성질,
법제 통권 제449호 (1999), 19-20면 (이에 관하여 이원우,

461)

사 2005, 347면에서 재인용).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356-3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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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법론 , 홍문

본다. 이때 그것은 공임무를 수행하며 따라서 이를 공법인과 유사하게 보려하
기도 한다.462) 이에 따라서 사법상의 형식으로 설립되었다 할지라도 행정주체
로서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법상의 법인격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국고이론의 여
파에 의한 것으로 본다면, 국고이론을 부정할 경우에, 이 역시 그 외견적인 설
립법과 무관하게 공법상 법인격으로 인정받기가 용이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
해 공기업이 포괄적으로 공법상 법인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Ⅲ. 공기업의 항고소송 제기가능성
이상과 같이 우리 학설은 공기업의 법적 지위를 일반적으로 공법상 법인으
로 이해하거나 또는 반대로 공무수탁사인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뉘
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로서 상급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
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인천항만공사사건에서 이를 부인한
바 있다.

1. 판례의 입장
판례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법상 법인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인천항만공사 사건에서 감사결과의 통보를 원고가 다툴 수
없는 이유를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다만 과
거 서울대학교 총장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하여 각하한 바가 있다.463)
462)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 12.Aufl., München 2007, S. 152

참조 (이에 관하여 박재윤, 행정조직형태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행정법이론실무
463)

학회, 행정법연구 26, 2010. 4., 269면에서 참조) .
대법원 1994.12.30. 자 94두34 결정 [건축허가처분효력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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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상 법인의 항고소송 원고적격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조상의 ‘국민’의 개념을 국가 내의 모든 법인격
으로 포괄하여 해석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때 같은 법 제12조 상의 취소소
송의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공법상 법인격도 포함된다는 것
이다. 즉, 이 견해는 항고소송을 객관소송으로 보면서도, 공법인이 제기하는 항
고소송은 같은 법 제1조 상의 ‘공법상 권리관계’ 내지 ‘법적용에 관한 다툼’에
해당한다는 본다.464)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립대학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465), 항
고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제4절 당사자소송의 문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조달관계와 공기업관계에 대해서 공법관계로 이
해할 수 있다. 이때 그 적용법조 외에도 쟁송방식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경
우에 따라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대체로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인정한 이외에
아직 당사자소송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Ⅰ.) 이에 관하여 학설은
손실보상, 국가배상 등을 중심으로 당사자소송확대론을 전개하였다(Ⅱ.). 당사자
소송 확대론에 원론적으로 찬동할 수 있으나, 과연 그 범위를 다수설이 주장하
는 범위에 한정할 것인지는 의문이며, 국고관계로 포섭하던 영역 역시 공법관
계로 이해하게 됨에 따라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Ⅲ.).

464)

465)

이에 관하여 박정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소송, [행정
법연구2],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박영사 2006, 286-287, 349-355면 참조.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 헌마 68, 7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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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판례상 당사자소송
다음 항에서 볼 것과 같이 우리 학설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비교적 넓게 보고 있다. 이에 비하여 판례는 아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계를 좁게 보고 있다. 근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보기도 하는 등 그 범위가 늘고 있다.466)

1. 손실보상
그보다 앞서 우리 판례는 종래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민사소송에 의하여
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 5. 18.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
결에서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
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
의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하여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하였
다.467) 이후 이와 유사한 하천법에 관련된 사건 중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
다고 보는 판결들이 있다. 그 외에도 대법원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등에 따른 보상청구권에 대해서 민
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468) 위 2010다
23210 판결에서는 그 이유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
종으로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라 보았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2
항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469)에서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
466)
467)
468)
469)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2009.
2006.
2012.
2011.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10. 11. 선고 2010다23210 판결.
10. 13. 선고 2009다43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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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보아,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2. 기타 보상금지급
하지만 위와 같이 법률상 명확한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판례는 손실
보상내지 국가배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민사소송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인정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
회’에 대하여 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한 동 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하였다.470) 이 역시 하천법관련 보상금사건
과 같이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 권리’일 때만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행
정처분으로 보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이어야 한
다고 하였다.471)

3. 공법상 계약
이외에도 판례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
니라고 보며 이때 당사자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예로는 전문직 공무
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472), 시립무용단원의 해촉처분473)의 무효확
인 등이 있다.

470)
471)
472)

473)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
지처분취소등]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해촉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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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설상 당사자소송 확대론
1. 당사자소송의 범위
이상과 같이 판례에서 인정하는 당사자소송의 범위가 협소함에 대하여 우리
학설은 당사자소송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때 당사자소송
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에 기한 소송임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공법상 지위확인 소송, 공무원
의 급료,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한 공법상 금전급부청구소송, 손실보상, 국가배상,
공법상 부당이득 등을 들고 있다.474)
그러나 이때에도 그 원인관계를 私法에 기한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보
고, 그 예로서 행정간 상호비용부담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확대론에도 불구
하고 행정조달계약 등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이 논문의 연구의 목
적 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적인 견해는 조달계
약에 관하여 이를 사법관계에 놓인 국고활동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 확대론의 한계
그런데 이 논문의 제1장 제1절 및 제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래 독일에
서 국고이론이 만들어진 영역은 조달계약 부분이 아니라, 손실보상 및 국가배
상 영역이었다. 앞서 보았듯 19세기 동안 민사재판소의 관할권에 있었으며, 그
여파로 인하여 프로이센 관할분쟁재판소 판결의 오해에서 비롯되어 독일에서
전통적으로 私法영역으로 받아들여졌던 부분이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이다. 그런
데 이 영역에 대해서는 ‘공법상 법률관계’로 인정하면서도, 행정조달영역 등은
여기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474)

김동희, 행정법 Ⅰ , 18판, 박영사 2012, 821-824면; 김남진 ㆍ 김연태, 행정법 Ⅰ 22
판, 2014, 895-897면; 홍정선, 행정법원론 (상) 21판, 박영사 2013, 1125면; 박균
성, 행정법론 (상) 12판, 박영사 2013, 1076-10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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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이론의 원류가 된 부분인 손실보상 및 국가배상에 대하여 이를 공법관
계로 보는 이상, 그 이론이 차후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법관계로 보
는 것이 이론을 일관되도록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고행정이라고 보아온 조달
행정 등도 당사자소송의 원인관계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5절 국고이론의 극복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 행정법학계와 법실무에서의 국고이론은 다양
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안에는 재판관할의 문제와 공법상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그 이외의 문제들도 역시 존재한다(Ⅰ.).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새로운 공ㆍ사법 구분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를 위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본다(Ⅱ.).

Ⅰ. 우리 국고이론의 문제점
1. 재판관할의 혼란
국고이론이 애초 소송법에서 발전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보듯, 국고이론은 결
국 실무에 있어서 재판관할의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이는 민사소송과의 관계
에서 그 경계설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이미 독일에서도 지적된
바였다. 즉, 국고이론에 기반하여 국고행정이라는 것을 설정해 둠에 따라, 공법
상 원인에서 기인한 사안임에도 민사재판권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이다.
이 점은 소송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행정사건전문 변
호사들조차 혼란스럽게 만들고, 의뢰인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없게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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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반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움을 겪
을 수밖에 없고, 사안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판례마저
관할에 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다소라도 엇갈리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2. 공법상 통제의 약화
이러한 혼란 외에도 국고이론은 과거 행정소송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던 시
대의 이론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당시에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측
면이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러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고이론을 긍정하는 입장도 존재하며, 이는 독일에서 국고이론이 역사적으로
사인의 권리보장에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475)
그러나 행정소송이 완비되고 추가로 보강되고 있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고
이론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부분을 상실하였다. 도리어 그것
은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私法으로의 도피’를 낳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도리어 국가공권력작용으로부
터 파생되는 침해에 대한 사인의 권리보장을 외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조달행정이 미치는 공익상의 영향력에 비추어 보면, 공법적 통제가 필
수적이라는 것을 통해 국고이론과 실무 사이의 간극이 나타난다.476) 더욱이 국
고이론은 국가의 재원조달, 물품ㆍ용역조달 등을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
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국가의 재정활동이 국가임무의 핵심 가운데 하나임에
비추어 이를 사인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477)

475)

이러한 과거 국고이론의 평가에 관하여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336면 참조.
476) 이에 관하여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연구1]
477)

방법론 , 박영사 2005, 224-236 (227, 229)면에서 참조.
이에 관하여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3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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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체계와

3. 국내 행정재판권의 침해
더욱이 국고이론은 국제투자자가 제기하는 국제상사분쟁에 있어서 국내 행정
재판권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근래 용인경전철사건
을 비롯하여 행정처분에 불복하면서 이를 국제상사분쟁조정으로 전환하는 사건
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이론과 실무가 국고이론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행정재판권을 부인하는 움직임에 본의 아니게도 기여하는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행정주체의 처분 등에 의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
로 조달관계 등에서 국가배상 내지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리
이 성질을 私法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면, 어차피 그 성질상 민사사건이 되므로,
이는 국제상사분쟁조정으로 전환하기 용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의
행정재판이 선행하여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서는 설령 이러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법관계에 의하여 발생
하는 손해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해둘 필요가 있다.

4. 국가재원확보과정에서의 어려움
더욱이 실무상 국가채권의 성격은 일반 민사채권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세징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에 속하는
것 중에서 국립중앙극장 대관료체납액, 교도소수입으로 되는 교도작업제품의
판매대금 체납액,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중 면허료 및 조달사업 수수료의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상 체납처분 등등을 들고 있다.그러나 이의 징수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 민사채권과 같이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절차 역시 필요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의 시간과 비
용이 소모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를 국세기본법 등에 준하여 징수하고 제재
역시 이루어지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478)
478)

최유, 윤태영, 전병서,

국가채권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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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고수입을 민사채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독일식의 국고이론의 연
장선에 있기 때문임은 이미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공법적인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민사채권으로 이해하는 한, 그것을 조세와 같은
선에서 강제적인 징수절차를 두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종류의 채권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의 채권으로서 私

法상의 그것과는 성질에서부터 다르다고 전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보다 용이하게 강제적인 수단들을 설정할 수 있겠다.

5. 연혁적인 비판
또한 국고행정이란 개념은 연혁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 말하는 ‘국고’는 신성로마제국이 존재하던 근세까지도, 우리 현
행법상 ‘재무관’ 내지 ‘계약담당공무원’479)에 해당하는 재정관련 담당자(예컨대,
Reichsfiskal 등)를 일컫는 명칭이었다. 독일이 굳이 각 관청마다 개별의 ‘국고’
가 존재한다고 보고, 또한 그것을 각 별도의 법인으로 본 것은, 독일 소송법상
의 관습에 따른 것이라고 볼 것이다. 즉, 우리의 행정소송 실무와 같이 사무를
담당하는 관료를 피고로 삼는 선택을 할 수 없었고, 특히 독일의 민사소송상
피고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가져야 하는 것의 여파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서 담당공무원과 그의 사무를 독립된 법인격으로 의제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듯하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이센에서는 관료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였을 시기에는 국고는 단지 소송상 국가를 표시하는 표기였던
것이다. 특히 19세기에는 국고담당 공무원의 활동을 사법상 국고작용으로 보았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법이나 소송실무상으로는 그러한 조문해석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독일의 옛 개념과 같이 우리 예산회계법상 재무담당관이나 계약담당관

479)

42면 참조.
예산회계법상 재무관(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포함), 국가계약
법상 계약관(대리/분임/대리분임 포함), 예산회계법상 일상경비출납공무원(대리일
상/분임/대리분임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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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그들의 활동이 별도의 사법상 법인격을 가진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을뿐
더러, 그들의 작용을 다른 행정공무원의 작용과 엄격히 구분하여 볼 필요성도
없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국고이론의 연원에 주의하여 보면
결국 국내에서 국고이론은 도그마틱상으로 전면부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미 설명하였듯, 실정법의 조문해석으로도 국고이론을 국내에서 적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국고이론을 비판하는 견해에 찬동한다.

Ⅱ. 대안으로서의 공ㆍ사법 구분
1. 제도 개념의 새로운 이해
그렇다면 과연 ‘계약’을 비롯하여 오랫동안 국고활동, 즉, 私法상의 작용으로
이해되어온 개념들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이에 대
하여 오토 마이어가 이미 그러하였듯이, 먼저 해당 제도가 私法에서 연원하였
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에도 여전히 私法상의 제도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민사법에서도 공법에서 유래하거나 차용한 개념들이 존재할 수 있듯이, 공법
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스 율리우스 볼프의 행정사
법이론에서 보듯이, 민사법에서 유래하였다고 보는 개념도 공법영역에서 적용
될 때에는 이미 공법원리에 의해서 수정된 상태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공법원
리에 의해 수정된 이후의 것은 애당초 사법영역에서 존재할 때와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이를 굳이 과거의 위치에서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필요
도 없고, 이유 역시도 없다. 따라서 공법원리의 적용을 받고, 공법 영역에서 작
동하는 개념 내지 제도들은 그것을 ‘공법으로 귀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도그마틱이 더욱 간명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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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ㆍ사법간의 관계 재정립
그렇다면 개념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을 허용하는 것에 말미암아 어디까
지가 공법이고, 사법인지 그 경계가 다시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공ㆍ사법 구분
이 무용해졌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행정재판과 민사재판의 제
도상 분리, 그리고 그 적용되는 법원리에서 여전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구분
그 자체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자 사이의 구분에 관하여서는 프랑스의 공ㆍ사법 구분에 비추
어 공익실현에 기여하는 정도로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독일식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기여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자
고 보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종래 국고활동으로 보아온 것 역시 그것의 성
질상 공법에 속한다고 평가한다.480) 이는 국가의 임무와 관련하여서도, 재원조
달이 국가임무를 위한 수단적 가치만을 가진다고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그것이 다른 임무와 대등하게 공익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입
장과도 일치한다.481)

480)

481)

이에 관하여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연구1]
방법론 , 박영사 2005, 225면에서 참조.
이에 관하여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2010, 3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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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체계와

제5장 요약과 결론

Ⅰ. 요약
오토 마이어의 국고이론은 경찰국가시대 권위주의적인 국가행정이 항고소송
을 금지함에 따라 私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사인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였다. 이 이론은 19세기 중반 프로이센의 항고소송금지를 우회하는 손해
전보소송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페롯과 슈탈의 초기 국고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오토 마이어는 이와 같은 소송방식을 옹호한 것이 아니며,
이는 그의 책 독일행정법 에서 서술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듯이 독일이 경찰국
가시대를 지나서‘법의 국가’(Rechtsstaat)482)로 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오토 마이어의 국고이론은 이후에 다수의 행정법학자들에 의해서
인용되면서 독일 행정법학계에서 정설로 굳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프리츠
플라이너 등이 오토 마이어의 이론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바 있다. 오토 마이어
는 19세기 독일 경찰국가시대 당시 항고소송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소송상 기
술로서 ‘국고’를 이용한 국고이론을 설명하였고, 이때 ‘국고’를 ‘관습법상 私人’
이라고 하였으나,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국고’의 어원이 되는 로마시대에는 ‘지방재정금고’는 물론이고, ‘황제국고’
역시 제국초기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私法상 법인격이 아니라 공법상의 존

재로서 해석되었다. 또한 공화정기 원로원의 통제 하에 존재하던‘일반국고’ 역
시도 공법의 적용을 받았던 바 있다. 이탈리아의 후기 주석학파는 ‘국고’를 私

法상 법인격으로 이해하였지만, 독일에서 국고는 근세에 이르기까지 군주의
482)

독일의 ‘Rechtsstaat’는 종래 ‘법치국가’로 번역되었으나, 이는 원래의 의미를 정
확히 옮기지 못한 것으로 이에 따라 ‘법의 국가’로 번역하는 유력한 견해가 있
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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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청’으로 또는 ‘국가’ 그 자체인 공법상 주체로서 이해하였다.
국고이론에서는 국고이론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이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제
기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성로마제국의 제국재판소들에서 ‘국고’ 및 ‘국고
담당관’의 역할과 18세기이전 프로이센에서 국고를 피고로 하는 소송은 공법상
소송이 대부분이었다. 즉, 프로이센 관방재판부에서 관할한 국고를 피고로 하
는 ‘방어소송’(Abwehrklage)은 명목과 달리 실질은 현대의 항고소송에 해당하
는 것이었다.
이어 19세기 초 프로이센에서는 관방재판부가 폐지되었고 재판권이 일반재
판소로 통합되었다. 이때에도 여전히 국고를 피고로 하는 우회적 항고소송이
일반재판소에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회적 항고소송까지 전면금지된 시기는 프
로이센에서 약 30~40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불과하였다.
이후 1860년대 행정재판소가 독일 각국에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다시금 일반
재판소와 분리된 행정재판기구로서 작동하였다. 양자 간의 재판관할문제를 판
단하는 것이 관할분쟁재판소였는데, 현재의 공ㆍ사법구분, 특히 소송유형 및
관할재판소와 관련된 구분은 1889년 프로이센 관할분쟁재판소 판결에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이는 위 판결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며, 이후의 학계와 실무계
가 잘못 의도를 인용된 것을 다시금 뒤따라서 이러한 시각이 굳어졌으나, 당시
판결은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을 私法관계라고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1900년 독일 민법전 시행 등 국고이론에 기반한 입법으로 국고는

私法상 법인격으로 널리 이해되었으며, 이는 다시금 국고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경과로 확립된 국고이론은 20세기에는 공기업, 보조
금지급, 행정계약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20세기 그 영역이 확대된
공기업 중에는 사법형식으로 설립되었다고 보는 것들이 늘어났고, 또한 공기업
의 정의 역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독일 조달행정에서는 ‘국고적 보조행위’라는 이름으로 사법형식의 계약
이 일반화되었으며, 이는 다시 EU법과의 통합과정에서 충돌하는 부분을 낳았
다. 아울러 국가는 국고라는 개념을 이용 공기업에 의한 사경제활동을 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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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업자인 사인은 ‘국고방어소송’(Fiskusabwehrklage)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영업의 자유를 누리는지, 그리고 법형식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지에 대하여 독일 법학계 내부의 논쟁이 진행되었다.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일 재판소들은 여러 사건에서 국고이론에 기반한
판결을 내렸다. 이때에 국가가 체결한 각종 계약관계를 사법관계로 보았으나,
점차 공법적인 규율이 행하여지는 부분 역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민영
화전환법, 행정절차법, 행정재판소법 등에서 국고이론에 의한 입법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현대 국고이론의 확장에 대하여 종래 국민의 권리보호 확대에 기
여한 점을 들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그에 반하여 국가가 계약체결의 자유
를 누릴 경우 사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존재하였
고, 따라서 국가에게는 계약강제가 이루어진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국고이론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센의 2단계이
론과 한스 율리우스 볼프의 행정사법이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다시금 수정론
에 따라서 공ㆍ사법 구분에 관한 도그마틱이 더욱 난해해졌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고이론에 관한 전면부정론이 다시금 대두되었다. 국고
이론 부정론에서는 국고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고이론이
역사적인 실제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경쟁법과의 충돌문
제 또는 사법 내부의 모순문제 등도 발생하였으며, 재판관할 문제를 비롯한 공

ㆍ사법 도그마틱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학설은 국고이론을 국가의 행정조달계약영역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며, 국고이론의 원류가 되는 손실보상과 국가
배상은 공법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판례는 행정조달계약을 사법상 계약으
로 이해하는 등 독일의 확장된 국고이론에서 도출되는 결론과 유사한 입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국고이론이 다수의 법령에서 실정법화된 독일과 달리, 우
리 법제에서 민법, 행정소송법, 민사집행법, 국고금관리법 등에서 나타나는 ‘국
고’라는 조문의 해석은 국고이론의 기초와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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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기존 우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에서 말하는 ‘국고행정’에 대해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손실보상과 국가배상 영역으로 당사자소송의 적
용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함에 있어서 행정조달계약과 공기업관계를 사법관
계라는 이유로 배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성질을 사법관계로 이해하게
된 계기가 독일의 국고이론이며, 이는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에서도 동일하게 적
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고이론은 위와 같은 실정법령과의 불일치, 그리고 이론체계
상의 문제 외에도 재판관할의 혼란이라는 문제 역시 야기하고 있다. 또한 국고
이론을 주장하면서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을 私法관계로 이해하는 입장은, 행정
활동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내 행정재판에 의하지 아니하
고 국제상사분쟁조정으로 전환하는 해외투자자 사례에서 반대논리를 세우기 어
렵다. 또한 국가의 각종 채권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에 준하는 징수규정을
두자는 주장 역시 국고이론에 의하여 ‘민사채권’으로 이해한 한계가 나타난 것
이다.

Ⅱ. 결론
이 논문은 공기업의 부당이득을 공법관계로 보지 않은 우리 법원의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기업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국가 역시 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인용한 판결은 전통적으로 공기업은 국가에 대
한 ‘신민’, 즉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독일의 국고이론, 그 중에서
도 현대의 ‘확장된 국고이론’과 그 논리적인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법원이 내린 여러 판결들과 우리 학설의 다수적인 입장은
행정조달계약을 비롯한 여러 행정활동에서 국고이론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그것이 성질상 私法관계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
하며, 더욱이 다수설이 당사자소송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손실보상ㆍ국가배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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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질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과연 국고이론을
우리 행정법이론에서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현대에서 행정법이 가지는 두드러지는 특성이 ‘공익성’임은 외면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근대 행정법은 행정의 공권력작용 측면에 시선
을 집중한 채, 행정행위 중심의 도그마틱을 구축하여 왔다. 이를 통해서 비권
력행정을 도외시하고 행정활동 내부의 私法영역을 인정하는, 다시 말해 국고이
론을 고착화하고 다시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483)
이러한 현대 국고이론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비권력행정 중에서 이
른바 ‘국고행정’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대한 공법의 구속력을 약화시킨다는 것
이다. 이 가운데서 조달행정 뿐만 아니라, 국가의 확장된 팔인 공기업 영역에
서도 그러하다. 현대 국가에서 조달행정이 갖는 경제적 영향력과 공기업이 갖
는 현실상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 활
동에 대하여 치밀한 공법상의 통제가 불가피하다.484)
이를 제한하고 있는 국고이론은, 실정법으로 독일이 이미 국고이론에 기반한
입법이 다수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에 비하여 우리 법의 조문은 국고를 사법인
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독일법과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
들에서 볼 때, 우리 법의 해석으로는 입법자가 국고이론을 수용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가 등 행정주체 및 공기업이 관련된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
법영역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와 공기업의 모든 법관계에서

私法이 전면배제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고, 이는 공법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
인가라는 의문의 단초가 된다.
이러한 의문들에 따라 기존의 독일식 국고이론을 대체할 공ㆍ사법 구분의
기준이 필요하다. 사견으로는 종래와 같이, 계약과 같은 私法에서 ‘유래’한 제
도를 ‘私法상의’ 제도로만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행정법상 일반원칙 등
483)

이에 관하여 국내의 선구적인 이론으로는 서원우, 현대행정과 행정법학의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84) 이에 대하여 차민식,
234-235면 참조.

법학 19권 1호, 116면 참조.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책임 , 경인문화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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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수정된 법개념은 이미 공법의 ‘세례’를 받은 공법상의 법개념이 되었
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져
야 한다.
이를 통해서 행정법학 교육에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고, 소송실무
에서도 소송유형과 제소법원이 간명하게 판단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단순한
구성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수반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추
가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른 논점들에 관해서는 추후의 연구
로 보다 명확히 해명함이 타당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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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 kritische Studie über die Fiskustheorie im deutschen
Verwaltungsrech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Dogmensgeschicht des Begriffs der
‘Privatheit’ des StaatesPark, Hun-min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Fiskustheorie’ in dem deutschen
Verwaltungsrecht. Diese Theorie war eine Fiktion für Privatmann (Untertan),
den die anwendeten in 19C fürststaatlicher Verwaltung hat ihres Recht und
Interesse vergeletzt. Seit der Zeit Otto Mayers, diese prozessrechtlichen
Fiktion aber hat ihres wirksamen Gebiet über andere Reichweite verbreiten
geworden.
Öffentlichen

Unternehmen

ist

eine

Beispiele

des

Gegenstandes

der

modernen Fiskustheorie. Sowohl Verwaltungswesen in Kontrakt-Beziehungen
als auch öffentliches Unternehmen in sich werden wie eine Privatmann von
deutschen Juristen vergesteht haben. Sonach koreanische weitgehenden
Rezeption der deutschen Rechtsdogmatik, Wissenschaft und Praxis haben
von

selbst

vertraglicher

oder

unternehmerlicher

Verwaltungen

als

privatrechtlich Tätigkeiten aufgefaßt.
Diese Theorie ist trotzdem nicht zu verleugen, dass in ihre grundlage
geformten

19C

Fiktion

hat

viele

Nachtei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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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acht.

In

Korea,

Anschffungsverwaltung

und

öffentliches

Unternehmen

sind

als

typisch

Gestalten moderner Fiskustheorie betrachten. Ganz in Gegenteil Pragraphes
der Verwaltungsprozessordnung, der größere Teil der Gerichtsurteilen spricht
dass öffentliches Unternehmen ist nicht Behörde oder Verwaltungsträger,
sondern haben ihr als ein in privatrechtliche behandelnen Privat begriffen.
Und

Gericht

sicht

Staat

in

die

mit

Privatmann

vertraglicher

weise

Beziehung an einem Subjekt der Privatwirtschaft.
In Inchon-Hafen-öffentlichen-Unternehmen Angelenheit, Gerichten machten
sich in Widersprüchen verfangen. Diese sprach öffentlichen Unternehmen sei
in privatrechtlicher Beziehung zur Staatsverwaltung, so Anfechtungsklage
gegen

Zurückforderung

der

Minister

und

Beaufsichtungsbehörde

nicht

unzulassig werde. Andererseits Untetnehmen sei eine Unter-behörde, so
Reklamation in Verwaltungsrechtsweg abgelehnen habe.
Diese schematischen Urteilen handelt sich um eine Reflexion der formalen
Logik des Höchstes-Gerichts und Vermeidungen der schwierigen Problemen.
Höchstes-Gericht

findet

seiner

Struktur

der

Meinungen

vermutlich

in

deutschen Theorie und Praxis. Diese Tendenz macht ein Bedarf dieser
Abhandlungen.
So diese Studie versucht geschichtliche Untersuchng der Fiskustheorie und
Fiskusbegriff. Zufolge Materialen, Fiskusklage in Reichskammergericht des
Heiligen Römischen Reichs und in Kammerjustiz des 18C preussischen
Königsreichs war öffentlichen-rechtlichen Prozesse. Deutschen historische
Akzidens aber hat Fiskusklage nach privatrechtlichen Rechtsweg geführt.
Demnoch ihrer öffentlichen rechtlichen Natur kannt nicht zu verneinen
werden. Dieser Zweispalt zwischen echte Rechtsnatur und Dogmatik der
Fiskustheorie ist die Quelle des Störer in Verteilung des Rechtsweg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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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rsuchung dieser Studie, herauskommenden Gründe der Fiskustheorie
sind nicht gültig
Ungeachtet dieser Bemühung, die nicht in koreanisch Praxis auf solcher
Weise genennten ‘Fiskustheorie' nicht leichthin zu überwindern werden
könne. Von dieser Abhandlung wegen, vieleicht Debatte in Wissenschaften
möchte zu öffenen werden. Wenn auch der Schulss der Debatte würde
nicht

dieser

Studie

entsprechend,

das

noch

würde

ein

akademischen Dienst dieser sein können.
Schlüsselwörter: Fiskus, fiscus, Fiskustheorie, Staatsunternehmen,
Verwaltungsprivatrecht, Zweistufenthe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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