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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의 행정조직법 이론에 관한 연구Hans J. Wolff

공법상 법인 및 기관 이론을 중심으로- ‘ ’ ‘ ’ -

서울 학교 학원 

법학과 행정법 전공

우 미 형

본 논문은 행정조직의 형식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 

독일의 국가법인 및 기관 이론에 해서 논한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행정주. 

체와 법인격을 결부시켜 이해하므로 이에 따르면 국가는 법인으로서 행정, , 

주체이지만 국가법인에 속한 기관은 행정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국. 

내 견해는 국가와 사인 상호간의 관계 뿐 아니라 국가조직 내부의 관계도 

법관계이고 따라서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국가조직 내부에서의 법주체에 한 상세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기 표적인 독일의 행정법 학자인 이하 볼프 는 20 Hans J. Wolff( ‘ ’) 私

이론과 다른 공법상法 국가법인 및 기관 이론을 통해 법이론적으로 국가 

조직의 내부법관계를 입증하였다 원래 법인은 . 에서 발전한 개념이지만 私法

볼프는 공법상 법인의 상 의의 기능 등을 독자적으로 제시함으로서 , , 私

상 법인 이론과 다른 공법적인 법인 개념을 주창하였다 볼프의 국가법인. 法

은 전체 국가법질서가 아닌 국가의 관할권을 정하는 실정법규범의 총체이

다 따라서 국가법인은 곧 국가법질서의 일부이고 이에 따라 볼프의 조직. , 

론에서는 국가법인 내부에 법이 침투할 수 없다는 불침투성 이론이 성립할 

수 없다 국가를 법인으로 인정하는 주된 목적 또한 재산상 책임을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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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상 법인 개념의 목적과는 다르다 공법상 국. 私法

가법인은 국가가 기관을 통해 행사하는 고권적 관할권 행사의 최종적인 귀

속주체로서 법치국가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 국가의 공권력이 통. , 

치자의 자의에 놓이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고 통제되도록 하는 

것이 볼프의 국가법인론의 주된 기능이자 목적이다. 

이 같은 국가법인론을 토 로 볼프는 공법상 기관 이론을 발전시켰다 동 . 

이론의 핵심은 국가의 기관이 법주체 라는 점이다 에서(Rechtssubjekt) . 私法

와 같이 권리능력과 권리주체 개념을 구별하지 않게 되면 법인 내부에 속, 

한 기관의 법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볼프는 귀속 징표를 중심으

로 공법 특유의 법주체 개념을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권리능력은 관할권. , 

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주체가 가지는 속성이지만 법규범에 근거한 관할, 

권이 잠정적이고 중간적으로 귀속되는 주체 또한 법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법인격과 권리능력이 없는 별도의 법주체 개념을 상정하는 실익은 내

부법관계의 확립과 접한 관련이 있다 볼프에 따르면 법관계는 주체와 . , 

주체 상호간의 관계가 아닌 주체와 법질서와의 관계이므로 국가조직 내부에

서 법주체인 기관과 실정조직규범의 관계는 내부법관계로 인정된다 내부법. 

주체인 기관은 법인격은 없지만 법주체로서 법상 의무와 법상 관할권을 부

여받는다 말하자면 볼프의 기관론을 통해 국가조직 내부에서 법의 지배를 . , 

논할 수 있는 이론적 토 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오늘날 법의 지배는 형식적인 법치로만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볼프는 법법칙 이라는 최상위의 당위규범을 전제로 실질적인 (Rechtsgesetz)

법치주의 즉 사인 상호간의 이익 조율을 초월하는 국가 전체의 바람직한 , 

법상태 구현을 지향한다 그리고 국가의 법상태를 실현하는데 있어 중심적. 

인 주체는 바로 국가의 기관 그중에서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에 해 , 

법원 못지않은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고 한다 요컨 국가의 이상적인 법. , 

상태 구현을 목적으로 국가조직 내부의 중심적인 법주체인 행정기관이 법상 

관할권을 독립적으로 잘 수행하고 이들 관할권의 행사가 법의 지배를 받도

록 하는 것이 바로 볼프의 국가조직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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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헌 헌법 이후 줄곧 정부조직법정주의를 헌법상 규정하고 있

다 현행 헌법 제 조에 규정된 정부조직법정주의의 최초 도입 배경은 국가. 96

조직을 법치주의에 따라 구성하자는 것으로 이미 한민국 건국 당시부터 

내부법관계의 법적 토 는 마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내. 

부법관계에서의 법주체에 한 국내 논의는 볼프의 조직론을 기초로 발전적

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헌법 제 조 제 항의 . 1 1

민주공화국 규정을 토 로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법상태 구현을 통한 실질

적 법치국가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책임지는 일차적 주체에 , 

한 법이론적 논의는 결국 국가조직의 내부법관계에 한 논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요어 한스 율리우스 볼프 행정조직법 국가법인 기관 기관담당자 법: , , , , , 

주체 내부법관계 법법칙, , 

학번: 2012-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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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언제부터인가 국가 정책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목표 중 하나로 국가경쟁력

의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경쟁력 이 현재의 정치권력 사회세력의 가치 기. ‘ ’ ·

준에 의해 판단되고 있는지 또는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경쟁력은 형식이 아닌 실질의 문제라는 것이다.1) 지금 

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의 변화를 통해 실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신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년 국가의 기관. 2012 2)에서 법인이 된 서울 학

교 또한 학 경쟁력의 확보라는 실질의 개선을 목표3)로 법인 이라는 법적 ‘ ’
형식을 사용하였다.

형식과 실질이 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조. 

직의 주된 기능이 행정과 관련된 실체법의 적용 및 관철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4) 행정작용이라는 실질과 행정조직이라는 형식이 맺 

는 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5) 하지만 과연 현시점에서 행정의 실질에  

한 논의만큼 행정조직의 형식에 한 연구가 충분한지는 의문이다.6) 이와  

1) 박정훈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상 형식 ( ), “ -朴正勳
적 법인화의 갈등”, 서울대학교 법학  제 권 제 호 면 47 3 , 2006, 427-444 (442). 

2) 법인화되기 이전의 국립 서울대학교는 국가의 행정기관의 일종인 영조물기관 이다 김 ‘ ’ . 
동희, 행정법Ⅱ 제 판 면 김남진 김연태, 22 , 2016, 12 ; · , 행정법Ⅱ , 제 판 20 , 2016, 

면 박윤흔 정형근12-13 ; · , 행정법 강의 하( ) 개정 판 면 박정훈 위, 28 , 2009, 15 ; ( ), 朴正勳
의 글 면 본 연구에서는 법인화 이전의 국립 서울대학교를 법인격이 있는 행정주, 433 . 
체와 비교하는 의미에서 국가의 기관으로 부른다.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백서  서울대학교 면, , 2012, 3-5 . 
4) Hans J.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12; Wolff/Bachof/StoberⅡ

/Kluth, Verwaltungsrecht , 7. Aufl., 2010, S. 223.Ⅱ
5) 슈미트 아스만에 따르면 행정의 행위 뿐 아니라 그 행정을 수행하는 조직이 중요하며 , , 

행정의 행위와 행정조직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행정활동의 조직종속성. ‘ ’
을 전제로 행정활동의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조직론의 특별한 법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하 Eberhard Schmidt-Aßmann( ‘Schmidt-Aßmann’), Da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Grundlagen und Aufgaben   
der verwaltungsgerichtlichen Systembildung, 2. Aufl.,  2004, S. 27. 

6) 실질은 존재 에 대응하며 형식은 당위 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본 논 (Sein) (Sollen) , 
문에서 주되게 다루는 한스 율리우스 볼프 이하 또는 볼프 의 (Hans J. Wolff, ‘Wolff’ ‘ ’)
조직론은 존재 또는 당위라는 일방적 관점을 극복하고 양자의 조화를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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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행정조직의 법적 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에서 일반행정조, 

직법 이론이 필요하다는 견해,7) 조종학 의 영향을  ‘ ’(Steurungswissenschaft)

받아 전통적 행정법 도그마틱에서 새로운 행정법 도그마틱으로 변화해가는 

시 에 있어 활동주체 에 한 이론적 고찰이 필수적이라는 견‘ ’(Akteure)

해8) 등도 모두 조직 형식에 한 심도 있는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행정조직법상 확립된 통설에 따르면 국가는 행정권을 행, 

사하는 법인격을 가진 행정주체이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와 공무수탁, 

사인은 모두 법인격을 가지는 행정주체이다.9)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직법적  

관점과 작용법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국가의 행정기관에 해서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은 행정법상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10) 요컨 , 

우리나라의 행정조직법 이론은 상의 도그마틱의 영향을 받아 행정기관私法

을 국가법인에 속하는 종속적인 단위로 이해하면서 기관은 당연히 법인격, 

이 없으므로 행정의 주체로 등장할 수 없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그마

틱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11) 그런데 다른 한편 조직법에서 논하 , 

는 행정상의 법률관계에는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도 포함된다.12) 말하자면 , 

법인격이 인정되는 국가와 공공단체는 행정주체로서 당연히 좁은 의미의 행

정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반면 국가조직 내부의 관계가 법관계이기는 , 

하지만 이들 법관계의 주체에 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7) Jeong Hoon Park( ), Rechtsfindung im Verwaltungsrecht-Grundlegung    朴正勳
einer Prinzipientheorie des Verwaltungsrechts als Methode der Verwaltungs-  

참조rechtsdogmatik, 1999, S.41-45 .
8) 참조 Schmidt-Aßmann,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2013, S. 14-15 .
9) 김동희 , 행정법Ⅱ 제 판 면 김남진 김연태, 22 , 2016, 3 ; · , 행정법I 판 면, 20 , 2016, 91 ; 

류지태 박종수· , 행정법신론 제 판 면 박균성, 15 , 2011, 745-747 ; , 행정법론 하( ) 제, 14
판 면 박윤흔 정형근, 2016, 15 ; · , 행정법강의 하( ) 개정 판 면 홍정선, 28 , 2009, 3 ; , 행정
법원론 하( ) 제 판 면, 24 , 2016, 4 . 

10) 김동희 위의 책 면 김남진 김연태 , , 8-9 ; · , 행정법Ⅱ 판 면 박균성 위, 20 , 2016, 9-10 ; , 
의 책 면 이에 대해 사무배분 단위로서의 행정기관과 권한의 귀속 기준으로서의 , 8-12 . 
행정기관을 구별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류지태 박종수 위의 책 면 박윤흔 정형근. · , , 748 ; · , 
위의 책 면 홍정선 위의 책 면, 13 ; , , 11 . 

11) 행정기관의 인격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로는 김동희 위의 책 면 류지 , , , 9-10 ; 
태 박종수 위의 책 면 홍정선 위의 책 면· , , 749 ; , , 11 . 

12) 김동희 , 행정법I  제 판 면 김남진 김연태, 22 , 2016, 72 ; · , 행정법 제 판I , 20 , 2016, 85 
면 류지태 박종수 위의 책 면, · ,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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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독일의 현  행정조직법 이, 

론의 가인 한스 율리우스 볼프 이하 볼프 의 국가법인 및 (Hans J. Wolff, )

기관 이론13)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행정조직법 이론의 발전적 

전개를 기 한다.14)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행정법 학자인 볼프, 15)의 국가법인 및 기관 이론에 한 연

구를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일반행정조직법 이론 전개에 한 단초

를 제공한다.

둘째 볼프의 조직법 이론이 현 의 행정조직법 이론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하고 그의 이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지는 시의성을 고찰한다, . 

셋째 볼프의 국가법인 및 기관 이론이 우리나라의 행정조직법 이론에 , 

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법이론적으로는 행정청을 행정상의 법주체로 . 

인정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며 소송법상으로는 기관소송 법정주의의 폐, 

지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모색 등에 해 , 

13) 본 연구는 행정주체의 일유형인 국가법인과 국가 공공단체를 포함한 행정주체에 공통 , 
되는 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14) 오늘날의 행정조직이 과거 막스 베버식의 형식적 중심적 위계적인 관료적 조직에서  , , 
정보제공적 탈중심적 수평적인 협업 조직으로 변화해 나간다는 견해가 있다 동 견해, , . 
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전통적 행정조직법 도그마틱의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만이 담당할 수 있는 핵심기능이 있고 이러한 핵심기능을 . 
행사하는 조직적 기초는 여전히 계층제이다 새로운 조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 
층제를 없애기 보다는 계층제에 협력적 구조를 보완하여 협력적 개방적 계층제로 나아·
가야 한다 선정원 새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 공법연구 제. , “ ”,   
집 제 호 면 참조31 2 , 2002, 119-176 (147-148) .

15) 볼프 는 독일의 행정법학자이자 공법학자이다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 (1898-1976) . 
치불법국가 등 근대 독일 역사의 격변기를 살았다 특히 교수자격논문 완성 후 시작된 . 
나치불법국가시기는 그에게 학문적 전성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볼프는 나치와 전혀 타
협하지 않았다 그는 나치와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제 차 대전 종전 후 독일. 2
의 대표적인 행정법 학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볼프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 1933-19
년 두 권 으로 34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Theorie der Vertretung)

발행된 교수자격논문인 기관론과 법인 과    ‘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년 처음 발행되어 현재까지도 독일의 주요 행정법 교과서 로 인정받는 1956 (Lehrbuch)

행정법 이 있다 볼프의 국가조직 이론은 제 차 세계대전 후 현대 ‘ ’(Verwaltungsrecht) . 2
독일 행정조직법 이론의 토대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볼프의 기관론은 여전히 통설적 , 
견해로 인정받고 있다. 



4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태적 관점에서 볼프의 기관론이 향후 국립. 

학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함의에 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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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독일의 행정법 학자 볼프의 행정조직법 이론을 중심으로 하므

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연구의 방법은 비교법적 방법과 역사적 방법이다, . 

다시 말해 법학의 역사적 이념적 차원과 비교법적 차원을 중심으로 전개한, ·

다.16) 독일에서는 세기 후반 이후 급변하는 정치적 배경 하에 국가조직에  18

한 공법적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이러한 역사적 논의를 토 로 , 

볼프는 현  행정조직법 이론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17) 따라서 독 

일의 행정법 이론을 직간접적으로 계수한 우리나라의 행정조직법 논의에 있

어 볼프의 연구 성과를 비교법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은 적지 않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물론 볼프의 조직법 이론 연구가 지금으로부터 짧게는 약 년 전 길게50

는 년 전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의 이론이 오늘날에도 과연 시의적절한지80

에 한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 

구하고 볼프의 공법상 기관 이론은 독일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볼프의 국가법인론 또한 독일 기본법상의 민주제 및 국민주권제와 어. 

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진

다.18) 나아가 볼프는 에서 차용되어 국가조직법상 통용되는 여러 개념 私法

의 공법적 특수성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공사법을 구별하는 국내법체계에서 . 

볼프의 행정조직 이론은 조직법상의 주요 개념에 한 공법적 논의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제 장에서는 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국가조직 이론을 중심1 19

16) 박정훈 행정법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제 ( ), “ ”, 朴正勳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10, 
면6-8 .

17) 이하  Ernst-Wolfgang Böckenförde(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 
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69.

18) 이하  Henning Uhlenbrock(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참조2000, S. 164-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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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본다 볼프 이전에 국가의 조직 이론은 주로 국가학 차원에서 국. 

가의 법적 성질에 한 논의에 집중되었고 기관에 한 법이론적이고 체계, 

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따라서 예비적 고찰에서는 기관론은 제외하. 

고 세기 전후 국가법인론 등 국가의 법적 성격에 한 연구의 강의 흐19

름과 특성을 소개할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독일의 근  국가 형성기로 수. 

많은 학자들이 백가쟁명식으로 국가론을 전개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볼프 , 

조직 이론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준 표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크게 당위

적 차원에 집중하는 견해와 현실 속의 국가를 중시하는 이론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제 장에서는 볼프의 공법적 국가 이론을 검토한다 볼프는 전체로서의 국2 . 

가가 아닌 국가조직을 한정적 상으로 하는 국가법인 이론‘ ’(Staatsperson) 

을 주창하였다 본 장에서는 주로 볼프의 국가법인론과 기존의 국가법인론. 

과의 차이점 상 법인 개념과의 비교 등에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 私法

논의를 전개한다 그 결과 볼프의 국가법인설이 세기 초 독일 공법학계를 . 20

지배했던 옐리네크의 국가법인설과 다를 뿐 아니라 상 법인 개념과도 , 私法

상이하다는 사실을 구체적 논거를 통해 확인한다.

제 장에서는 볼프의 기관 이론에 해서 다룬다 볼프는 규범적 제도로서 3 . 

관할권의 총체인 기관과 관할권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연인으로서의 기관담

당자와의 관계를 체계적 이론적으로 정립한 최초의 학자이다 볼프가 국가, . 

법인론을 연구한 이유는 기관 이론을 전개하기 위함이었다.19) 말하자면 그 , 

는 거시적인 국가조직론보다는 국가기관과 관련된 공법상 이론 정립에 관심

이 많았다 표적으로 볼프는 제도로서의 기관 을 법주체로 보았는데 기. ‘ ’ , 

관이 권리능력은 없지만 일반적인 법주체로 인정된다는 함의가 과연 무엇인

지에 해서도 살펴본다. 

제 장에서는 볼프의 이론에 한 평가 및 영향을 탐구한다 우선 제도로4 . 

서의 기관과 자연인으로서의 기관담당자를 이론적으로 구별한 볼프의 기관 

19)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Vorwort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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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성과가 독일에서 현재까지 체로 큰 비판 없이 수용되고 있다는 점

을 확인한다 반면 볼프의 조직 이론을 통해서는 오늘날의 다차원적이고 . , 

다층적인 국가 조직의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없고 국가법인 이론은 태생적, 

으로 국민주권제 및 민주제와 어울릴 수 없다는 등의 비판적 평가를 소개한

다 이어서 볼프의 조직론에 해 제기되는 독일 내의 안적 견해와 그 한. 

계에 해서도 살펴본다. 

제 장에서는 볼프 이론이 우리나라에서 갖는 시사점을 검토해 본다 먼저 5 . 

법이론적 관점에서는 국내 행정주체 이론과 별개로 행정기관 특히 행정청, 

을 행정상의 법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해 논한다 소송법적 관점에서. 

는 기관소송 법정주의의 폐지 및 행정소송의 원 피고적격과 관련한 시사점·

에 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국립 학의 법인화와 관련하여 볼프의 기관 , 

이론이 주는 시사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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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의 정리

1. 행정주체 권리주체 와 법주체( )

행정주체 또는 권리주체는   ‘Rechtst 로 우리나라의 국가 지방자치단r ger’ , ä
체 등 공공단체 및 공무수탁사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볼프는 행정주. , 

체와는 다른 의미로 권리능력은 없지만 국가의 조직법을 토 로 일정한 실

정법적 주체성이 인정되는 법주체를 라고 칭했다 우리나라‘Rechtssubjekt’ . 

의 행정청이나 행정관청 또는 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서울 학교가 여기

에 해당된다 가령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 

부여받고 있으므로 행정주체는 아니지만 법주체로 파악될 수 있다. 

법기술론과 법실질학2. 

볼프가 정립한 조직법이론은 법기술론과 법실질학이라는 주된 법학방법론  

을 기초로 한다 두 가지 모두 실정법 질서를 주된 상으로 하는데 그 중. , 

에서 실정법 질서의 체계와 법개념을 주로 다루는 법기술론은 ‘Rechtstech-

이며 법실질학을 뜻하는 는 법형식이 아닌 법규nik’ , ‘Rechtselementarlehre’
범 이전의 사회적 전제 및 조건과 법규범의 내용을 상으로 한다 볼프의 . 

국가법인 이론과 기관 이론은 일차적으로 법기술론을 토 로 법실질학을 수

용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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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수행관할권 과 권능 및 권한3. ( )

볼프는 국가조직을 구성하는 제도적 기본 단위로 기관을 상정한다 기관  . 

은 일정한 범주의 임무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임무의 범위를 , ‘Zust ndig-  ä
또는 keit’ ‘Wahrnehmungsz 라고 하여 관할권 또는 수행관할권ust ndigkeit’ä

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관할권은 조직의 권능을 조직 내부의 수행주체. , 

인 기관에게 배분한 결과이다 권능은 . ‘ 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Kompentenz’ , 

인격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가 가지는 실체법적 의미의 관할권을 의미한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는 권능과 관할권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Befugnis’
로 행사되는 권한을 의미하지만 볼프의 조직론에서 특별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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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예비적 고찰1

제 절 개설1

볼프는 년에 태어나서 년에 세상을 떠났다 년 제 차 세계1898 1976 . 1918 1

전에서의 독일 패배 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등장 년 나치불법, 1919 , 1933

국가의 등장 년 제 차 세계 전에서의 독일의 또 다른 패배 등 부, 1945 2

분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 겪기도 어려운 큰 사건들이 볼프의 생애를 관통

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혼란기를 전후하여 초기 독일 공법학자들은 백가쟁. 

명식의 국가론을 개진하였다 말하자면 독일의 정치 사회적 환경과 맞물려. , ·

서 세기에 이르러 최초로 국가를 법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본격적인 시19

도가 나타났고 동시에 으로부터 공법이 독립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유, 私法

산은 볼프가 현  독일의 행정조직법 이론을 구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

여를 하였다.

예비적 고찰에서는 세기 이후부터 바이마르 공화국 시 까지 개진된 공19

법상 조직론 중 볼프의 조직론에 큰 영향을 끼친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 세기 말 이후 전개된 국가규범학은 존재 와 당위 의 구별. 19 (Sein) (Sollen)

을 전제로 공법상 당위의 독립 을 추구하였다는 점이 주된 특징이다 볼프‘ ’ . 

도 일차적으로는 당위적 고찰을 우선시했다 나아가 이 시기의 당위적 고찰 . 

에서는 으로부터 공법의 독립 이라는 또 다른 학문적 움직임이 있었다‘ ’ . 私法

볼프는 이와 같은 공법상 당위 의 모색을 토 로 국가조직론의 기본적 틀‘ ’
을 형성하였다 한편 세기 후반 이후에는 존재와 당위를 엄격하게 구별. , 19

하지 않고 현실 속의 살아 숨쉬는 국가를 직시하는 견해도 나타났다 동 견. 

해 또한 존재 의 영역에 있는 현실 속에서 입증 가능한 당위를 추구한 볼‘ ’ ‘ ’ 
프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요컨 볼프는 존재와 당위를 구별, 20)하면서 양자를 일정한 지점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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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존재와 당위의 구별과 상응하는 현실 국가와 . 

규범 국가의 구별을 전제로 공법의 전개 발전과 함께 규범적 국가관이 어·

떻게 등장하고 발전하였으며 결국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는지에 해 고찰, , 

한다. 

제 절 국가의 두 가지 모습 현실 국가와 규범 국가2 :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 내용은 국가가 법률우위 원칙에 따라 법률에 어

긋나지 않게 그리고 법률유보를 토 로 법률에 근거하여 통치하는 것이다, . 

그런데 국가가 법치주의를 잘 준수하는지와는 별개로 일상에서 국민이 체감

하는 현실 속의 국가는 주로 살아 숨쉬는 국가권력으로 다가온다 이와 같. 

은 국가의 두 가지 모습 즉 당위로서의 법에 근거하는 국가와 현실 속에서 ,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공존은 오늘날 특별히 모순되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법에 구속되는 국가는 인류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 

랜 역사를 통틀어 국가는 물리적 권력을 독점할 뿐이었고 인류는 감히 국, 

가를 당위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21) 

행정권한의 근거를 부여함과 동시에 행정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행정법에 

있어서 특히 존재과 당위의 구별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역사적 현실. 

에서 권력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당위적으로 권력 내지 주권이 있어

20)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참조Staatsperson, 1933, S. 269-270, 408 Anm. 1 .

21) 인류가 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랜 기간 존재와 당위를 혼동하였고 세기에 이 , 18, 19
르러 비로소 법을 당위로 이해하게 되었다 박정훈 의 법사( ( ), “Maurice Hauriou朴正勳
상과 방법론 한국법철학회독회미공간 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국가는 현”, ( ), 2000, 1 ). 
실 속의 물리적 권력으로 이해됨으로써 대체로 존재의 영역에 머물렀으나 세기 이후 , 19
근대 헌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당위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물론 중세가 막을 내린 이. 
후 시점부터 국가는 권력 통일체이자 법 통일체로 등장하였으나 이때는 주로 절대 군, 
주정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국민주권이 규정된 근대 헌법이 등장한 이후에야 비로소 
법에 복종하고 법에 제한되는 당위 국가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Hermann 

이하 헬러Heller( ‘ ’), Staatslehre, Gesammelte Schriften, Bd. 3, 2. Aufl., 1992, S. 
헤르만 헬러 홍성방 역233-236; / , 국가론  면 참조, 1997, 184-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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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마땅한 곳을 어디로 보아야 할지에 한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공법 내지 행정법을 이해하는 견해가 존재와 당위의 스펙트럼 위에서 다양

하게 나뉘어져 왔다 특히 권력이 발현되고 행사되는 형태 및 권력의 주체. 

와 접한 관련을 맺는 행정조직법 영역에서는 더욱더 존재와 당위 사이의 

긴장관계가 강조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크게 당위적 국가의 성립 발전 및 . , 

도전 등 세 단계로 구분하여 논한 후 당위적 국가의 전개와 동시에 진행된 , 

과 구별되는 공법상 국가조직론에 논의에 해서도 살펴본다.私法

 

당위적 국가의 성립I. 

년 독일에서 신성로마제국1806 22)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국가를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지에 해 활발한 논의가 없었다 국가는 곧 현존하는 왕과 . 

다름없었고 국가를 당위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왕에 한 심각

한 도전으로 여겨졌다.23) 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가장 일반적이었던 정치 19

체제인 군주제에서 과연 군주를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한 국가론은 단지 군주론의 세부 항목 정도로 다루어졌다.24) 말하자면 , 

군주의 권력이 절 적으로 우세했던 시 에 왕과 국가를 법적으로 분리하고 

왕의 권력을 법에 복종시키려했던 학문적 시도는 설득력을 얻기 어려웠다.

22) 신성로마제국은 신성 하지도 않고 로마에 있지도 않으며 제국 도 아닌 어떤 것이 “ ‘ ’ , ‘ ’ , ‘ ’
다 계몽사상가 볼테르가 한 말이다 기쿠치 요시오 이경덕 역.” . / , 결코 사라지지 않는 
로마 신성로마제국,  면 이 문장으로부터도 신성로마제국 당시 국가 에 대한 , 2010, 16 . ‘ ’
법적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이유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요컨대 개별 제후국. , 
들이 사실상 독립 국가로 군림하면서 느슨한 연합체와 같은 제국 의 지배 를 받는 상‘ ’ ‘ ’
황에서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파악은 제국과 제후국 양쪽의 공격을 모두 받을 수 , 
있는 위험이 있었을 것이다. 

23) 세기까지만 해도 정치 경제적 지배 권력은 항상 한 사람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었 19 , 
다. Heller, Staatslehre, Gesammelte Schriften, Bd. 3, 2. Aufl., 1992 헤, S. 234; 
르만 헬러 홍성방 역/ , 국가론  면, 1997, 185 .

24)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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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기1. 

세기 초 독일 제후국 중 일부가 흠정헌법19 25)이라 불리는 초기 입헌군주

제 헌법을 제정했는데 이들 헌법은 체로 군주의 절 적 권력을 성문화하, 

는 데 그쳤다 종종 국민의 표인 의회가 법을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군주. 

와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초기 입헌군주제 헌법에 포함되기도 했지

만 국왕이 권력을 독점하던 현실과 헌법 규정의 간극으로 인해 헌법조항조, 

차 오히려 문리적 해석에 반해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권력분립에 . 

한 일부 헌법 규정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주권 불가분성 및 단일성설26)과 

립하였기 때문에 문자 그 로 해석될 수 없었던 점27)은 납득할 수 있다. 

요컨 군주의 자의에 근거하여 제정된 흠정헌법은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 

체로 군주와 국가의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했고 어렵게 제정, 

된 일부 헌법규정에 한 법해석 또한 현실 권력으로부터 지 한 영향을 받

았다.  

일단 법이 제정되면 그 자체로는 당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에서는 법

은 규범이 아닌 하나의 사실 이 된다고 한다‘ ’ .28) 이를 고려해 볼 때 초기  , 

입헌군주시 의 헌법은 당위로서의 의미보다는 국왕주권의 현실과 충돌이 

가능한 하나의 사실에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사회에서의 효력. 

이 법의 유효성 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Geltung) (G ltigkeit) .ü 29) 아 

마도 당시에는 헌법의 유효성을 따지기 보다는 당해 헌법 규정이 국왕의 권

력 독점 현실과 상충된다는 면에 집중하였던 것 같다 주권은 불가양적이며 . 

25) 흠정헌법이란 군주주권 시절 군주가 제정한 헌법이다 성낙인 . , 헌법학  제 판, 16 , 
면 년 루이 세의 프랑스의 헌법 세기 독일 여러 군주국의 헌법을 2016, 24 . 1814 18 , 19

예로 들 수 있다.
26)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으로서의 주권은 하나의 주권국 안에서 단일하며 주권은 불가분 

이라는 사실은 그후에도 당연하게 생각되었다. Heller, Die Souveränität, Gesammel-
te Schriften, Bd. 2, 2. Aufl., 1992, S. 141.

27)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36.
28)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233. 
29) Wolff, a.a.O., S.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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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可分離한 것으로 전적으로 국왕에게 속한다는 학계 다수의 주장은 초기 

입헌군주제 시절 헌법 규정의 문리적 해석과 모순되지만 동시에 매우 현실

주의적인 결론이었다.30)

이처럼 세기 초 독일에서는 현실과 규범 사이의 립이 법이론적으로 19

충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법이 힘보다 앞선다 는 명제는 법의 지배 가 . ‘ ’ ‘ ’
일반화된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당연하게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 법에 항. 

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을 법을 통해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법이 강력해져

야 비로소 법의 지배가 실현가능하다는 견해31)가 상기하는 바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입헌군주제(Fr hkonstitutionalismus)ü 의 헌법이 아

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학계 일반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 

만 사실상의 군주주권과 명문의 헌법규정이 가지는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

가 이어졌기 때문이다.32)

국가법인설의 등장2. 

빌헬름 에두아르트 알프레히트 는 국가법인설(Wilhelm Eduard Albrecht)

의 제창자로 평가된다.33) 알프레히트는 법인으로서의 국가가 국민을 상 방 

으로 하는 국가권력의 주체로 등장하고 국왕은 국가법인의 기관에 불과하다

30)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36.
31) Ferdinand Lassalle, Macht und Recht, Reden und Schriften, 2013, S. 121;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02.

32) 요한 루트비히 클뤼버 는 비록 국가를 법인으로 인정하지는  (Johann Ludwig Klüber)
않았으나 국가를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정신적인 인 으로 , ‘ ’(moralische Person)
보고 군주는 국가의 기관으로 이해하였다. Johann Ludwig Klüber, Öffentliches 
Recht Teutschen Bundes und der Bundesstaaten, 1840, S. 5.(Uhlenbrock, 

에서 재인용 이 점에서 클뤼버의 견해는 향후 알프레히트가 국가법인설a.a.O., S. 28 ) 
을 제창하는 토대가 되었다.

33) 이하  Wilhelm Eduard Albrecht( ‘Albrecht’), Rezension von Romeo Maurenbre-
cher, Grundsätze des heutigen deuschen Staatsrechts in den monarchischen 
Bundesstaaten, in: Göttingischen Gelehrte Anzeigen, 1837, S. 1510ff; Josef I-  
sensee/Paul Kirchhof(Hg.), Handbuch de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schland, Bd. V, 2007, S. 475-476; Wolff, a.a.O., 1933, S.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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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국왕을 법적으로 구별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모. 

든 일이 그러하듯이 학설 또한 아무리 옳은 견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앞서

나갈 경우 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제기되는 학설을 충분히 받아들일 . 

정도로 시 적 상황이 성숙해야 학설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37

년 알프레히트의 국가법인설은 시 를 너무 앞서가는 견해였기 때문에 당시

로서는 큰 주목을 받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는 국가. 

법인설이 확고한 법도그마틱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이를 체할 

정도의 일반적인 지지를 받는 국가조직 이론이 등장하지 못하는 현재 시점

에서 알프레히트는 국가법인설의 초석을 놓은 학자로 평가된다.34) 

그렇다면 알프레히트를 단지 상징적으로 국가법인설의 제창자라고 평가하

는 데 그치면 족할 것인가 알프레히트는 국가기관이 전체 국가의 이익을 . 

위해 헌법에 합치하도록 국가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국가권

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이론적 기틀을 일찌감치 마련하였다.35) 다시 말 

해 알프레히트는 당위로서의 헌법과 현실 속에서의 군주의 권력의 긴장관, 

계 속에서 국가권력의 법주체로서의 국가를 인 으로 상정하였다‘ ’( ) .⼈ 36) 

법학 이론의 가치는 규범화된 법질서와 법현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간극

과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서도 평가될 수 있다.37) 그리고  

알프레히트는 법인 이론을 토 로 초기 입헌군주국 헌법과 관련된 현실과 

규범 사이의 모순을 설명할 수 있었다.38) 오늘날에는 국가법인론에 해  私

34)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39;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231. 

35) Uhlenbrock, a.a.O., S. 55.
36) 독일의 초기 입헌군주제에서 군주 주권과 국민주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Fürst)

이를 극복하는 길로 변증법과 유사하게 국가법인설에 기초해 국가를 국가권력의 법적 
주체로 상정한 것이다. Uhlenbrock, a.a.O., S. 48.

37) Helmut Quaritsch, Staat und Souveränität, Bd. 1, 1970, S. 498; Uhlenbrock, 
a.a.O., S. 52.

38) 알프레히트는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세 국왕이 헌법 1 (Ernst August I von Hannover) 
의 내용을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헌법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항의하여 발생한 년 1837
괴팅겐 교수 사건 의 7 (Göttinger Sieben im Hannoverschen Verfassungskonflikt)
일인이다 알프레히트의 국가법인설은 이 사건을 법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였. 
다. W. Pauly, Der Methodenwandel im deutschen Spätkonstitutionalis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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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법인 도그마틱을 단순히 적용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法

알프레히트가 살던 당시의 헌법 현실에서는 상의 도그마틱을 받아들여 私法

법인으로서의 국가를 독립된 법적 주체로 상정한 것은 일종의 커다란 학문

적 진보였다 법도그마틱은 하나의 완결된 체계로 불변하기보다는 오히려 .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전하고 변화한다.39) 알프레히트는 이후  

국가법인설 도그마틱이 전개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 를 구축

하였다.

 

당위적 국가의 발전. Ⅱ

알프레히트 이후 전개된 본격적인 당위적 국가론은 알프레히트를 직접 계

승했다고 볼 수는 없다.40) 주요 당위적 국가론은 역사학파에서 유래한 실정 

법 중심의 입장을 단초로,41) 칼 프리드리히 폰 게르버 (Carl Friedrich von 

파울 라반트 에 의해 전개 발전되어오다가 마침내 게Gerber), (Paul Laband) ·

오르그 옐리네크 에 의해 집 성된다 볼프는 국가 현실에 (Georg Jellinek) . 

초점을 둔 존재적 국가론도 수용하였지만 일차적으로는 규범주의 관점을 중

시했다 이를 고려하면 당위적 국가론을 펼친 초기 공법학자들의 견해가 . , 

볼프에게 미친 영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배경1. 

게르버로부터 옐리네크에 이르기까지 국가법인설이 전개되어 나가던 시절

참조1993, S. 80-81 .
39) Schmidt-Aßmann,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2013, S. 4.
40)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57 u. 62. 
41) 사비니로 대표되는 역사학파는 법을 개별 민족의 본질과 성격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 “ ” 

서 이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기 초 독일 법학 특히 반역사적인 규범주의 학. 19 , ‘ ’ 
파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Martin Loughlin, Foundations of Public Law, 

참조2010, p. 191; Böckenförde, Staat, Gesellschaft, Freiheit, 1976, S. 18-19 . 



17

의 독일 법학의 경향 및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 19

세기 법학을 당위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했던 주된 흐름이며 다른 하나는 , 

년 독일 자유주의 혁명의 실패 이후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제가 자리 1848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왕의 권한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었던 시 적 환

경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 국가법인설은 국왕과 국. , 

가를 법적으로 분리시킴과 동시에 국민을 지배의 상으로 국왕을 권력행사

의 주체로 보면서 왕권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발전기 국가법인설의 주요 특징2. 

개념법학의 영향(1) 

국가를 연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게르버 이전에는 국가의 법규범을 해석

하고 법개념을 정립하는 규범적 접근은 부차적이었다 오히려 국가를 법의 . 

세계의 바깥에 두고 국가의 목적 국가권력 등을 연구하는 방법이 보다 일, 

반적이었다 원래 민법 전공자인 게르버는 프리드리히 칼 폰 사비니. (Fried- 

와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푸흐타rich Carl von Savigny) (Georg Friedrich    

의 개념법학을 국가규범학에 도입하게 된다Puchta) .42) 이처럼 게르버를 통 

해 국가론에 본격적으로 규범적 방법론을 도입한 것을 가리켜 국가규범학의 

방법적 전환 이라고 부른다(Methodenwandel in der Staatsrechtslehre) .43) 

게르버는 법도그마틱 영역에서 기본적 법 개념의 정립을 목적으로44) 형식 

적 법방법론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비로소 정치적 역사적 국가학과 , , 

순수한 법학으로서의 국가규범학이 구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45)

42) 이하  Carl Friedrich von Gerber( ‘Gerber’), Grundzüge des Deutschen Staatsre-
chts, 3. Aufl., 1880, S. (Vorrede);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Ⅶ -

참조son, 2000, S. 63-64 .
43) 이하  Michael Stolleis( ‘Stolleis’), Geschichte des öffentlichen Rechts in 

참조Deutschland, Bd. 2, 1992, S. 331-337 ; Uhlenbrock, a.a.O., S. 63.
44) W. Pauly, Der Methodenwandel im deutschen Spätkonstitutionalismus, 1993, 

S. 142. 
45) 옐리네크에 따르면 알프레히트와 게르버가 형식적으 Uhlenbrock, a.a.O., S. 6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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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게르버는 사비니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권리주체로 보고 국가의 의, 

사에 기초하여46) 국가법인설을 전개하였다 .47) 게르버에 따르면 국민의 합 , 

일된 의사가 국가법인을 통해 국가의 의사로 되며 오로지 국왕과 국민의회, 

만 국가의 의사를 실현하는 국가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48) 나아가 게르버 

는 의사를 가진 국가권력의 주체 로서 국가법인을 상정하고 국가법(Tr ger) , ä
인에 소속된 기관이 국가권력을 행사시 국가의 헌법에 따라 제한되고 통제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49) 이처럼 초기 국가법인설도 이론적으로는 법의 지 

배를 지향하였다. 

국가의 국민에 한 지배관계(2) 

이 시기 국가법인설은 국가를 둘러싼 여러 법률관계 중 유독 국가의 국민

에 한 지배관계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게르버는 국민의 합일된 의사가 . , 

바로 국가의 의사라고 하면서도 동 의사는 현재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역사

적 공동체로서의 국민이 가지는 의사의 총합이라고 하였다 이때 결국 국민. 

의 의사는 국가기관이 결정하게 되므로 피지배자로서의 국민의 지위가 부각

된다.50) 다시 말해 현재 실재하는 국민은 국가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 

국민의 의사는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국왕이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국민의 . 

로는 국가규범학을 독립시켰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 즉 알프레히. , 
트와 게르버는 여전히 자연법적이고 정치학적인 기본 개념을 수용하여 사실상 법학이 
아닌 정치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G. 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2. Aufl., 

게오르그 옐리네크 김효전 역1905, S. 62-63; / , 일반 국가학  면 하지만 본 , 2005, 51 . 
연구는 게르버가 국가학으로부터 국가규범학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졌
다는 점에 착안하여 게르버의 이론에 일부 정치학적 내용이 반영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과도기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46) 게르버는 국가의사의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74. 
발현양태를 입법 행정 사법의 순서대로 서술한다, , . Gerber, Grundzüge des 
Deutschen Staatsrechts, 3. Aufl., 1880, S. 144ff.

47) Gerber, a.a.O., S. 217ff(222); Uhlenbrock, a.a.O., S. 74 Anm. 66.
48) Gerber, a.a.O., S. 76-77; Uhlenbrock, a.a.O., S. 75. 
49) W. Pauly, Der Methodenwandel im deutschen Spätkonstitutionalismus, 1993, 

S. 150-151; Uhlenbrock, a.a.O., S. 73-76.
50) Gerber, a.a.O., S. 21;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

참조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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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 국회는 국왕과 긴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이라기보다는 국가권력을 

실제 행사하는 국왕의 보조기관처럼 다루어졌다.51) 이처럼 게르버는 국민을  

단지 국가의 지배 객체로 보고 국가권력을 가진 국가법인을 유일한 권리주

체로 이해하였다 이런 점에서는 게르버를 반의회적인 국왕 권력의 옹호자. 

였다고 비판하는52) 일부 견해도 수긍할 수 있다 . 

한편 게르버의 제자로서 그의 국가조직 이론을 발전적으로 전개한 라반, 

트는 게르버의 정신적 유언집행자‘ ’(geistiger Testamentsvollstrecker)53)로 

평가된다 라반트는 기타 공사법상 법인과 국가법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지배 개념에 있다고 보면서‘ ’(Herrschaft) ,54) 지배권으로서의 국가권력을  

국왕에게 집중시키고 국민을 국가권력의 객체로 보았던 게르버의 견해를 그

로 답습하였다.55) 즉 게르버와 마찬가지로 라반트도 입법권을 포함하는  , 

국가권력과 국민 사이의 립적 관계에 주목했다. 

이후 옐리네크에 와서는 국민의 법적 지위가 이전에 비해 이론적으로 어

느 정도 향상되었다 표적으로 국민이 국가에 해 가지는 주관적 공권이 .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56) 또한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국가기관을 선출할  

때에는 국민이 국가기관의 일종인 창설기관 으로서 인정되‘ ’(Kreationsorgan)

51) Gerber, Grundzüge des Deutschen Staatsrechts, 3 Aufl., 1880, S. 126; Uhlen-
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75.

52) Christoph Schönberger, Das Parlament im Anstaltsstaat, 1997, S. 23-24; Uh-
lenbrock, a.a.O., S. 79-80.

53) Stolleis, Geschichte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euschland, Bd. 2, 1992, S.   
341; Uhlenbrock, a.a.O., S. 10 정신적 유언집행자 라는 의미는 게르버의 주요 학3. ‘ ’
설을 그대로 이어받아 발전시켰다는 의미로 학문적 아들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 .

54) Paul Laband, das Staatsrecht des Deutschen Reiches, Bd. 1, 1895, S. 85-86; 
W. Pauly, Der Methodenwandel im deutschen Spätkonstitutionalismus, 1993, 
S. 192;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44 Anm. 2.

55) Uhlenbrock, a.a.O., S. 87-88.
56) G. Jellinek, System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1905, S. 86; Uhlen- 

brock, a.a.O., S. 109.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공법
상의 청구권을 가진다 즉 국가로부터 자유를 요구하는 청구권 국. , (status negativus), 
가에 대해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적극적인 참여청구권(status positivus), (sta-

등이 그것이다tus activus) . G. 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2. Aufl., 1905, 
참조 게오르그 옐리네크 김효전 역S. 406-411 ; / , 일반 국가학  면 참, 2005, 342-346

조; Uhlen 참조brock, a.a.O., S. 109-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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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57) 그러나 옐리네크가 인정한 주관적 공권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 

을 뿐 아니라 그는 게르버 및 라반트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일차적으로 국가

권력의 지배 상으로 이해하였다.58)

불침투성 이론(3) 

게르버의 국가규범학이 실정법에 한정하지 않는 일반법이론을 토 로 했

다면 라반트는 법률실증주의에 의거하여 당시 년의 독일 헌법을 포함, 1871

한 실정법을 분석하고 실정법상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59) 생각 

컨 이처럼 게르버의 법학실증주의, ‘ ’(rechtswissenschaflicher Positivismus)

에서 라반트의 과학적 법률실증주의‘ ’(wissenschaftlicher Gesetzespositivis-

로의 전환mus) 60)은 이후 실정법을 기반으로 하는 순수법학이 번창하는 기

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실정법체계를 전제로 하는 볼프의 국가법인론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라반트는 게르버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법인으로 파악하면서도 게르

버61)와 다르게 민법상의 주요 법개념을 직접 차용하였다.62) 예를 들어 형 , 

57) 창설기관은 국가기관을 선출하는 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지위를 의미하는데 창설기관의  , 
활동은 원칙적으로 창설행위에 국한된다. G. 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2.   

게오르그 옐리네크 김효전 역Aufl., 1905, S. 531-533; / , 일반 국가학 , 2005, 444- 
면445 ;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109.

58) 옐리네크는 국민 이 국가에 대해 의무를 지는 지위 가 국민이  (Bürger) (status passivus)
국가에 대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지위라고 보았다. G. Jellinek, a.a.O., S. 411-412 
참조 게오르그 옐리네크 김효전 역 위의 책 면 참조;  / , , 347-348 ; Uhlenbrock, a.a.O., 
S. 109. 

59) Uhlenbrock, a.a.O., S. 84-85.
60) Stolleis, Geschichte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eutschland, Bd. 2, 1992, S. 

343; Uhlenbroc 참조 법k, a.a.O., S. 84-85 . 학실증주의는 이미 지나간 법소재 및 법
개념과 현행법과 관계없는 당위 명제도 다루지만 과학적 법률실증주의는 오로지 현행, 
법체계를 토대로 연구한다.

61) 게르버는 국가법인을 민법의 법인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법인을 공 
법상 특유한 것 으로 보았다 이처럼 게르버는 라반트와 달리 민법의 고유한 ‘ ’(Unicum) . 
법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것은 아니다. Gerber, Ueber die Theibarkeit deutscher 
Staatsgebiete, Aegidis Zeitschrift für Deutsches Staatsrecht und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1, 1867, S. 9-10; Uhlenbrock, a.a.O., S. 85 Anm. 5.

62) W. Pauly, Der Methodenwandel im deutschen Spätkonstitutionalismus, 1993, 
볼프에 따르면 법개념 자체는 추상적이지만 법개념의 추상화S. 187-188. , , (Abstr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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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권리능력 개념을 기초로 국가법인을 설명하였고 권리주체로서의 국, 

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적 개념으로 국가법인을 이해했다.63) 이 지 

점에서 순수 개념으로서의 국가법인 내부에는 더 이상 법률이 침투할 수 없

다는 불침투성 이론이 등장하였다(Impermeabilit t) .ä 64)65) 그리고 불침투성  

이론의 적용 결과 국가법인 안에서는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 

특별권력관계 이론 법인 내의 기관은 법주체(besonderes Gewaltverh ltnis) , ä
가 될 수 없고 국가기관은 국가조직의 객관적 일부에 불과하다는 등의 여러 

파생적 공법 도그마틱이 생겨났고 이들 도그마틱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국, 

가법인설에 따른 도그마틱으로서 수용되었다.

이후 국가기관과 국가법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옐리네크도 불침투성 이

론을 그 로 수용하였다.66) 옐리네크에 의하면 국가가 행위능력과 의사능 , 

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관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67) 불침투성 이론 

에는 개별적인 사실이나 관념을 추상화한 것뿐 아니라 불분명한 것 혹은 존재하지 tion)
않는 것을 추상화한 것도 포함된다 볼프는 라반트가 두 가지 종류의 추상화를 구별하. 
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모든 법개념은 실제 상황 의 추상화여야 , (realer Sachverhalt)
한다고 주장했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이를 통해 공법과 민법이 기초하는 실제가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2. 
다름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라반트에 대해 볼프가 우회적으로 비
판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63) 라반트는 권리능력의 개념이 공사법상 동일하다고 보았지만 볼프는 공법상의 권리능 , 
력 개념은 민법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이것은 볼프가 불침투성 이론을 극복. 
하는 것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64)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85-86.
65) 민법 개념을 적극적으로 차용한 라반트가 불침투성 이론을 전개한 것은 우연이 아니 

다 인 대 인의 관계를 법관계의 기본으로 인정하는 민법에서 조직 내부의 관계를 법관. 
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었을 것이므로 민법에서는 불침투성 이론의 내
용이 굳이 주장될 필요가 없었다. G. Jelliek, System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1905, S. 193; W. Pauly, Der Methodenwandel im deutschen Spätkons-

참조 그러나 민법상의 개념을 사용한 라반titutionalismus, 1993, S. 201 Anm. 152 . 
트도 공법상 인정되는 조직 내부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불침투. 
성 이론은 이러한 두 가지 고려가 합쳐져서 제창된 이론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민법. , 
의 논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공법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법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또는 국가조직규범의 당위를 제시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논의된 적이 없, 
는 공법상 이론을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된다.

66) G. Jellinek, a.a.O., S. 193-194; Uhlenbrock, a.a.O., S. 108. 불침투성 이론은 법
인격을 가진 법주체 상호간의 관계만을 법관계로 인정하는데 옐리네크 또한 이러한 전
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W. Pauly, a.a.O., S. 201 Anm. 152.

67) 참조 G. Jellinek, a.a.O., S.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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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장선상에서 국가만이 하나의 의사를 가지는 인 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 ’ . 

인 은 더 이상 쪼개어질 수 없으므로 기관과 국가는 분리될 수 없는 단일‘ ’
체이고 따라서 기관과 국가의 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며 국가법인 내부의 , 

기관 사이의 다툼은 객관적 권리에 한 다툼에 불과하게 된다.68) 말하자 

면 민법상의 법인에 속한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이 법인 안에 완전히 , 

함몰될 수밖에 없었다.

당위적 국가에 한 도전. Ⅲ

당위적 국가관은 국가를 규범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지

만 국가 현실을 중시하는 견해를 포함한 여러 비판을 받았다 가령 기르케, . 

는 국가가 법 이전에 이미 실재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면서69) 사람을 자연 

인 으로 관념하는 것과 실존하는 국가를 법 인 으로 관념하는 것은 다르지 ‘ ’ ‘ ’
않다고 보았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는 표적으로 루돌프 스멘트. 

나 칼 슈미트 등이 국가의 규범주의적 측면(Rudolf Smend) (Carl Schmitt) 

을 탈색해 나가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이들이 제시한 이론은 바이마르 공, 

화국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사회적 환경과 맞물려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

법 이전의 존재로서의 국가1. 

68) 게오르그 옐리네 G. 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2. Aufl., 1905, S. 546-547; 
크 김효전 역/ , 일반 국가학  면, 2005, 455-456 ;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
sche Person, 2000, S. 107.

69) 기르케는 기존에 있던 유기체론의 입장과는 달리 국가를 초월적 인 으 ‘ ’(Übermensch)
로 보지 않고 사람과 유사한 면을 가진 비교 가능한 존재로 보았다 다시 말해 단체도 . ,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양자 모두 정신적인 유기체‘ ’ 

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geistiger Organismus) . Gierke, Die Grundbegriffe des   
Staatsrechts und die neuesten Staatsrechtstheorien, Zeitschrift für die ge-   
samte Wissenschaft(ZgS) 30, 1874, S. 301-302;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

참조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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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케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발생한 사회의 인적 단체와 국가는 그 크기, 

에서 다를 뿐 질적인 차이는 없다.70) 말하자면 국가는 기타 사회단체와 마 , 

찬가지로 법 이전에 이미 실재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제 없이 , 

곧바로 국가에 해 실제적인 단체인격 을 ‘ ’(reale Verbandspers nlichkeit)ö
부여할 수 있다.71) 마치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도 사람이 권리주체로서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다. 

기르케는 게르만 조합 이론에 근거하여72) 국민을 자연적으로 발생한 정치 

적 효력 단일체로 보고 이들 국민이 주체적으로 국가라는 단체를 구성한다, 

고 보았다 나아가 국민들의 개별적인 의사가 합쳐져서 전체로서의 단체인. 

격을 가진 국가의 공동 의사를 이룬다고 함으로서 구성원 개인의 의사와 전

체 의사를 동시에 인정하였다.73) 그 결과 국민이 국가에 하여 주관적 권 , 

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토 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프에 따르. 

면 현실 속에서 살아 있는 국가를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 

르케와 같이 국가를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 존재 로 인정하기는 쉽지 ‘ ’
않을 뿐 아니라 기르케의 법학 방법은 지극히 존재론에 치우쳐져 있다.74) 

볼프는 사회적 방법론과 법학 방법론을 포용하면서도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

였기 때문에 볼프가 기르케의 이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 

으로 생각된다. 

요컨 기르케는 형식적으로 국가법인격 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사회 속, ‘ ’
에 실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를 법인화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기존의 국가법

70) Gierke, Die Genossenschafttheorie und die deutsche Rechtsprechung, 1887, 
S. 603;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90. 

71) Gierke, a.a.O., S. 611;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  
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5.

72) 게르버와 라반트는 사비니의 로마법 영향을 받아 의사 이론을 기초로 국가법인설을 전 
개하였으나 기르케는 게르만 조합 이론을 토대로 국가를 법인으로 파악하면서도 그 안, 
에 소속된 개인의 법인격을 동시에 인정하였다 따라서 기르케의 법인론에서는 불침투. 
성 이론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국가에 속한 개인은 단순한 객체가 아니다, . Gierke, 
a.a.O., S. 613; Uhlenbrock, a.a.O., S. 91. 

73) 참조 참조 Gierke, a.a.O., S. 191-196 ; Wolff, a.a.O., S. 240-241 .
74) 참조 Wolff, a.a.O., S. 240-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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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설과는 법인 개념의 추상화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 기르케의 . , 

법인 개념은 살아 있는 유기체 로 전제된 국가를 단지 법적으로 포착하는 ‘ ’
수단이 되면서 사람이 법인격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해 법인, 

격을 인정하는 것은 마치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생각되었다.

법질서로서의 국가2. 

켈젠은 존재와 당위를 엄격히 구분75)하는 신칸트학파로서 그에 따르면, , 

법학은 법외적 사실적 요소를 모두 제거한 실정법규범만을 상으로 해야 , 

한다.76) 볼프도 신칸트학파의 방법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 

다.77) 신칸트학파에 따르면 규범은 반드시 상위의 규범에 근거해야 하므로  , 

결국 실정규범 체계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실정법의 당위적 근거에 한 의

문이 발생하게 된다 켈젠은 규범적 방법론의 일관성을 위해 최고의 실정법. 

인 헌법의 상위에 근본규범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78) 하지만 켈젠은 법 

의 형식만을 중시하면서 근본규범의 내용에 해서는 침묵했기 때문에 켈젠

의 법이론은 결과적으로 형식적 법치국가에 한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

다.79) 내용이 없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또한 순수히 규범적인 켈젠의 법인 개념은 실정법질서의 단일성을 표현하

는 수단적 의미만을 가졌다 켈젠에 따르면 어떤 단체가 법인격을 가진다. , 

는 의미는 단지 당해 단체를 규율하는 법질서가 통일적이라는 것에 불과하

75) 켈젠에 따르면 존재와 당위의 구별은 이미 우리 자신이 자각하고 있으므로 많은 설명 , 
이 필요하지 않다 이하 . Hans Kelsen( ‘Kelsen’), Reine Rechtslehre, 2. Aufl.,  1960, 
S. 5. 

76)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61. 

77)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75. 

78) 참조 Kelsen, Reine Rechtslehre, 1 Aufl., 1934, S. 77-78 ; Wolff, a.a.O., S. 
참조374-375 .

79) 이와 관련된 비판적 고찰에 대해서는 제 장 제 절 법법칙과 켈젠의 근본규 ‘ 2 3 . 2. (2) Ⅳ
범의 부분 참조’ . 異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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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0) 다른 한편 켈젠의 법인 개념은 법규범에 의해 당위로 규정된 행위가  , 

결과적으로 하나의 귀속점을 향하고 있다는 인식의 표현이기도 하다.81) 요 

컨 켈젠은 부분법질서가 단일하다는 의미로 부분법질서를 법인 으로 부, ‘ ’
르면서 동시에 국가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의 최종적 귀속점으로서 전, 

체법질서를 국가법인 으로 상정한다‘ ’ .82) 이처럼 순수법학은 사고의 편의를  

위해 단일한 법질서로서의 국가를 국가법인으로 인식하였다.

나아가 켈젠은 법규에 규정된 행위에 주목하고 행위 주체에 해서는 무

관심했기 때문에 국가법인 내부의 법관계에서는 자연인인 기관담당자83)의 

의사 가 그 로 국가의 의사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단지 법‘ ’(Wille) . 

규범에 의해 당위로 규정된 행위 가 당해 규범에 근거하여 국가로 귀‘ ’ ‘
속 될 뿐이라고 한다’(Zurechnung) .84) 이처럼 켈젠의 법이론에 있어서는 자 

연법 질서에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인 의사력 신 법규범에 의해 

객관적으로 규정된 행위 가 주목되고 행위 주체 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 ’ , ‘ ’
는다 결과적으로 켈젠이 파악한 국가기관은 규범 집행을 통해 국가법질서. 

를 실현하는 데 그치는 순수히 객관적인 기능 단위였다.85) 따라서 처음부터  

켈젠은 제도로서의 기관과 자연인으로서의 기관담당자를 구분할 필요를 못 

느꼈을 것이다.

생각컨 볼프는 존재와 당위의 구별을 전제로 당위를 우선시하고 국가, 

법인 개념을 수단적 편의적 관점에서 이해했으므로 분명히 켈젠으로부터 , 

80) 한스 켈젠 민준기 역 Kelsen, Allgemeine Staatslehre, 1925, S. 71; / , 일반 국가학
 면, 1990, 109 ;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61-362.

81) 한스 켈젠 민준기 역 위의 책 면 Kelsen, a.a.O., S. 67; / , , 102-103 ; Wolff, a.a.O., 
1933, S. 68 u. 71.

82) 한스 켈젠 민준기 역 위의 책 면 Kelsen, a.a.O., S. 71; / , , 109 ; Wolff, a.a.O., S. 70 
참조.

83) 기관담당자란 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연인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 장 제 절  . , ‘ 3 3
기관담당자의 개념 부분 참조. ’ . Ⅱ

84) 참조 Kelsen, Hauptprobleme der Staatsrechtslehre, 1923, S. 74-77 ; Wolff,    
참조a.a.O., S. 164 Anm. 3 .

85) 한스 켈젠 민준기 역 위의 책 면 Kelsen, a.a.O., S. 262-265; / , , 371-375 ; Uhlen-   
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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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86) 그러나 동시에 볼프는 켈젠의 국가법인 사상 

을 다음과 같은 면에서 극복 또는 수정하였다 첫째 켈젠은 국가를 법인으. , 

로 보는 근거를 국가법질서의 단일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에 한정

하였으나 볼프는 기본적으로 규범주의적 관점을 취하면서도 법법칙, ‘ ’(Re- 

chtsgesetz)87)에 근거한 조화로운 법질서인 실질적 법치국가를 지향하였다. 

다시 말해 켈젠의 순수법학이 형식에 치중한 결과 내용과 실질이 결여된 , 

법학으로 비판받는 것과는 달리 볼프는 국가규범학이 지향해야 하는 실질, 

적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였다 둘째 켈젠이 국가법인 개념의 상을 국가. , 

의 전체법질서로 파악한 것과는 달리,88) 볼프는 국가법인 개념의 상이 되 

는 법질서의 범위를 국가의 관할권을 규정하는 조직규범 체계로 한정하고 

이를 법기술론적으로 최종적 귀속주체로 인정하였다 볼프가 일정한 부분법. 

질서만을 국가법인으로 상정함으로써 일국 내에서 국가법인의 근거법을 국

제법이 아닌 국가의 일반법질서로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

니라89) 국가법인이 단순한 귀속 점 이 아닌 귀속 주체 로 상정됨으로써 법 ‘ ’ ‘ ’
주체로서의 국가법인에 해 법상 의무와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이론적 토

가 마련되었다.

정신과학 내지 정치과학의 상으로서의 국가3. 

켈젠의 순수법학에 해서는 일반적으로 규범의 내용을 도외시했다는 점

이 한계로 지적된다 국가는 결코 당위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 

86) ,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同旨
참조für H.J.Wolff, 1973, S. 272 .

87) 법법칙의 의의 에 대해서는 제 장 제 절 법법칙의 의의 부분 참조 ‘ ’ ‘ 2 3 . 2. ’ .Ⅳ
88)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125.
89) 켈젠과 마찬가지로 전체 국가법질서를 국가법인으로 파악할 경우 국가를 법인으로 인 

정하는 상위법체계가 불분명해진다 국제법은 이미 법인격을 가지는 국가를 전제로 하. 
므로 국내법질서에서 국가법인의 근거법이 될 수 없다 또한 전체 국가법질서의 상위에 . 
존재하는 국내법은 상정하기 어렵다 볼프가 말하는 일반법질서는 국가 전체의 법질서 . 
중에서 국가조직의 권한 규범 체계를 제외한 나머지 법체계를 의미한다 일반법질서와 . 
관련하여 제 장 제 절 귀속 규범 부분 참조, ‘ 2 4 . 2.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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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국가는 언제나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일상 속에서 체감 가능한 권력. 

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

점도 반드시 필요하다 법실질학적 방법도 포용한 볼프의 조직론에는 사회. 

적 관점에서 주로 국가를 파악했던 여러 견해의 내용도 녹아 있다.

예를 들어 루돌프 스멘트 는 순수 개념 논리에 근거한 정, (Rudolf Smend)

적인 국가이론 신90) 정신학적 법학적 사회학적 관점이 모두 들어 있는  , ,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멘트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과 공동체 사. , 

이의 지속적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 새로워지고 통합되는 과정 속에 존재한

다.91) 규범 질서인 헌법 ‘ ’(Verfassung)92) 또한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유동적인 통합 체계로 기능할 뿐이다.93) 그러나 국가 내에 속한 각 개 

인이 통합을 주도할 것 같은 통합론의 외양과는 달리 스멘트는 통합의 가, 

장 일반적인 형태로 지배 를 꼽았고‘ ’ 94) 결과적으로 통합 과정에서 국민 개 

90) 스멘트는 법실증주의에 치우친 방법론이 국가학의 위기 라고  (Krise der Staatslehre)
보았다 이하 . Rudolf Smend( ‘Smend’), Verfassung und Verfassungsrecht, 1928, 
S. 2;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129.

91) Smend, a.a.O., S. 18;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
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267.

92) 헌법 또는 국헌 또는 헌정 과 헌법률 은 구별된다 ‘Verfassung’( ) ‘Verfassungsgesetz’( ) . 
볼프는 특정한 시기 특정한 국가의 정치적 통합과 국가전체 질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 
통합원칙으로서의 헌법과 구별하여 한 나라의 실질적 헌법 내용과 헌법전을 함께 포함
하는 단어로 헌법률을 든다 스멘트가 헌법을 이. Wolff, a.a.O., S. 427. ‘Verfassung’
라고 부른 이유는 헌법을 고정된 규범이 아니라 항시 변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으므로 일부러 가 아닌 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 ‘Verfassungsgesetz’ ‘Verfassung’
해할 수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헌법 과 헌법률 을 잘 구분하. , ‘ ’ ‘ ’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을 헌정체제 로서 아직 실정법화 . ‘Verfassung’ ‘ ’
되지 않은 규범으로 보고 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성문헌‘ ’ , ‘Verfassungsrecht’
법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박정훈 한국 행정법학 방법론의 형성 전. ( ), “ ·朴正勳
개 발전· ”, 공법연구  제 집 제 호 면 볼프는 헌법 을 국체와  44 2 , 2015, 161-191 (173). ‘ ’
정체의 최종적 원칙으로 보면서도 헌법률 과는 달리 규범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 ’ . 
나 헌법 이 헌법률 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는 최근의 국내 견해와 볼프의 이해는 맥‘ ’ ‘ ’
락을 같이 한다 한편 칼 슈미트도 공동체의 정치체제에 대한 결단을 의미하여 바뀔 . , 
수 없는 헌법 과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 개정이 가능한 헌법‘ ’(Verfassung) ‘
률 로 구분하였다’(Verfassungsgesetz) .(Carl Schmitt, Verfassungslehre, 10. Aufl.  

참조 비교컨대 볼프의 헌법 개념은 칼 슈미트의 헌법 개념과 유사2010, S. 11 u. 23 ) , 
하지만 볼프의 헌법률 개념은 실정법화된 헌법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슈미트의 
헌법률보다 의미의 범주가 넓다. 

93) Smend, a.a.O., S. 78; Wolff, a.a.O., S. 277; Uhlenbrock, a.a.O., S. 129-130.
94) Smend, a.a.O., S. 42ff; Wolff, a.a.O., S.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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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은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또한 스멘트는 국가를 법적으로 주권적 의사단체‘ ’(souver ner Willens- ä
로 이해하였는데verband) ,95) 이에 해 결과적으로 국가를 의사단일체로 보 

는 옐리네크의 국가법인설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96)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역동적인 통합을 강조한 스멘트의 이론은 결국 사회, 

학에 멈추었고 법학적 관점에서는 통합론이 제 로 전개되지 못했다는 의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멘트가 사회의 지배적인 의견인 이데올로기를 . 

통합의 요소로 부각시키고 사회의 현실과 별개로 이데올로기 자체를 국가, 

학의 연구 상으로 포착한 점97)은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스멘. 

트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국가사회학과의 상호관련성을 인정한 점에서 국가

사회학과 국가법학을 연결시키고자 했던 볼프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멘트가 사회 현실에 한 다수의 의견인 이데

올로기를 강조한 반면 칼 슈미트는 정치적 통일체로 파악되는 국민이 내린 , 

결단에 근거한 사실상의 결과를 중시했다.98) 볼프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
사실상의 힘의 상황은 모든 법률과 법 제도들을 현재 상황에 적합하게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99)라는 페르디난드 라살레 의 (Ferdinand Lassalle)

말을 인용하면서 법질서의 형성에 있어 사회적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95) Smend, Verfassung und Verfassungsrecht, 1928, S. 32;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275.

96) 스멘트가 사회 안에서 개인이 국가와 상호 작용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개인의 집합인  , 
다수가 국가 안에서 또는 국가에 대해 가지는 사실상의 의견인 이데올로기를 강조함으
로써 국가규범학에서 절대 소홀히할 수 없는 존재 의 측면을 분석한 면은 가치가 (Sein)
있다 그러나 주권적 의사단체 와 같이 파악한 스멘트의 규범적 국가론은 기존의 국가. ‘ ’
법인론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Uhlenbrock, Der Staat als 

참조juristische Person, 2000, S. 130 Anm. 94 u. S. 131 .
97) 참조 Wolff, a.a.O., S. 272 .
98) 이하 참조 Carl Schmitt( ‘Schmitt’), Verfassungslehre, 10 Aufl., 1993, S. 22-23 ; 

Wolff, a.a.O., S. 333.
99) 원문은 다음과 같다 : Die tatsächlichen Machtverhältnisse, die in einer jeden 

Gesellschaft bestehen, sind jene tätig wirkende Kraft, welche alle Gesetze und 
rechtlichen Einrichtungen dieser Gesellschaft so bestimmt, daß sie im 
wesentlichen gar nicht anders sein können als sie eben sind. Lassalle, Über 
Verfassungswesen, Reden und Schriften, 2013, S. 78; Wolff, a.a.O., S.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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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이는 바로 슈미트의 국가관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현실 국가와 당위 국가의 조화IV. 

볼프는 법인으로서의 국가를 일차적으로 법기술론 에 의‘ ’(Rechtstechnik)

해 파악하면서 법기술론적 개념은 법실질적으로 증명 , ‘ ’(rechtsrelementar)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100) 다시 말해 그는 규범적 국가관을 뼈 로  , 

사회적 국가관을 수용하였다 볼프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론을 전개할 수 있. 

었던 배경에는 현실 국가와 당위 국가의 양극성을 극복하고자 했던 학자들

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들이 존재와 당위의 조화를 추구. 

했던 방법은 제각기 다르고 과연 존재와 당위의 양극성이 성공적으로 극복, 

되었는지에 한 후 의 평가 또한 일정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 

범주의에 경도되었던 옐리네크와 켈젠이나 반 로 현실주의에 치우쳤던 스, 

멘트와 슈미트와는 달리 헤르만 헬러 와 모리스 오우류 (Hermann Heller)

등은 최소한 존재와 당위의 양극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Mauruce Hauriou) 

의도를 가지고 국가를 이해했다.

헤르만 헬러의 국가론1. 

헬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제를 수호하려고 노력한 사회민주주의자이

자 동시에 국가규범학자였다.101) 그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국가 현실을 법 

100) 법기술론과 법실질학과 관련 제 장 제 절 두 가지 국가법이론 부분 참조 , ‘ 2 3 . ’ .Ⅱ
101) 헬러는 단순히 법학자로 남지 않고 직접 바이마르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나치불법국가의 전야인 년 프로이센 주정부. 1932
의 해산을 명하는 바이마르 대통령의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헬러는 동조치의 무효를 주, 
장하는 법정 변론을 직접 맡았다 헬러의 짧은 생애 중의 활발한 정치 참여 및 학문 활. 
동과 관련하여, Wolfgang Schluchter, Hermann Heller. Ein wissenschaftliches 
und politisches Portrait, Staatslehre in der Weimarer Republik, 1985, S. 26ff 
참조. 



30

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통일적인 행위 중심 을 기반(Aktzentrum)

으로 국가를 이해하고자 했다 여기서의 행위 중심은 개인이든 단체이든 간. 

에 독립적이고 실체적인 주체를 의미하며102) 주권의 주체와는 구별된다 헬 . 

러에게 있어 주권의 주체는 오로지 국민인데 국민은 스스로 행위하기 어려, 

우므로 국민을 표하면서 공동체의 권한을 행사하는 별도의 주체(leitende 

가 필요하다Organ) .103) 그리고 행위 주체가 국민을 표하여 수행하는 행 

위를 매개로 작용통일체 로서의 국가가 완성되므(Wirkungszusammenhang)

로 국가를 별도의 독자적인 법주체로 볼 필요는 없다.104) 

헬러의 국가학은 민주제 헌법 현실에서 드러나는 국가법인론의 취약점을 

보여준다 국가법인설에 따르면 국가법인이 주된 권리주체로 등장하고 국민. , 

은 주로 주체가 아닌 국가권력 행사의 객체로서만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오늘날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회의원은 국가의 일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표라는 헌법 규정은 당연히 프로그램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헬러는 국민주권과 민주제 원칙에 최적화된 법이론을 정. 

립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105) 특히 그는 민주제 국가에서는 국가권한이  

행사되는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 역설하였는데,106) 오늘날 국가법인론이 민주제 원칙과 조화되기 어렵다 

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헬러의 국가학이 민주제107)와 관련

102) Heller, Staatslehre, Gesammelte Schriften, Bd. 3, 2. Aufl., 1992. 헤르 S. 340; 
만 헬러 홍성방 역/ , 국가론  면, 1997, 325 .

103) 헤르만 헬러 홍성방 역 위의 책 면 Heller, a.a.O., S. 184; / , , 121 ;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참조293 .
104) Heller, a.a.O., 헤르만 헬러 홍성방 역 위의 책 면 S. 339-340 ; / , , 324-325 ;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
son,  1933, S. 7 Anm. 6.

105)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134.; Wolff, a.a.O., S. 
참조467 Anm. 1 .

106) Heller, a.a.O., 헤르만 헬러 홍성방 역 위의 책 면 S. 350; / , , 338 .
107) 헌법상의 민주제 원칙이 대의민주제만을 의미하는지 직접민주제까지 포함하는지에  ‘ ’ 

대한 논란에 대해 최소한 우리나라 헌법학계에서는 대의민주제 를 의미하는 것으로 잠, ‘ ’
정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성낙인. , 헌법학  제 판 면 정종섭, 16 , 2016, 140 ; , 헌
법학원론 제 판 면 그런데 민주제와 관련하여 국가법인설에 대해 가해지, 11 , 2016, 136 . 
는 비판은 대부분 대의민주제가 아닌 직접민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국가법인설의 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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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러의 국가론이 국가법인설을 체하지는 못하였다.  

그 배경에는 비단 그가 규범적 당위보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을 강

조하였다는 문제 뿐 아니라 헬러의 법적 국가 개념이 이론적으로는 완결적

이지 못하다는 이유도 포함될 것이다.108) 국가를 현실적으로 직시하면서 동 

시에 규범적으로 국가를 이해하려고 한 헬러와 볼프는 국가가 존재와 당위

의 영역에 모두 걸쳐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일치하였다.109) 다만  

볼프는 헬러와 달리 국가법이론을 보다 규범적 당위 차원에 가깝게 접근하

였다고 할 수 있다. 

모리스 오우류의 제도이론과 법인2. 

오우류는 국가를 포함한 인적 제도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한다. 

첫째 어떤 사회적 단체에서 실현되어야 할 활동 또는 사업의 이념 둘째, , ,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는 조직화된 권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단체 내, 

에서 이념과 그 실현에 관한 공동체 의식의 수행이 그것이다 첫 번째 단계. 

의 이념은 국가법인 이전에 객관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된다 그. 

에서도 국민에게 투표기관 의 자격은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논하는 (Wahlorgan) . 
민주제도 대의민주제뿐만이 아니라 직접민주제까지 포함하는 원칙으로 이해한다 특히 . 
행정 의 민주화는 당연히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행정법에‘ ’

서는 직접민주제 가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 .  
108) 규범적인 색채가 어느 정도 탈색된 헬러의 국가론을 선해하는 견해도 있다 국가법인 . 

론이 이론적으로는 완성도가 높지만 국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
에 헬러는 국가법인론을 대체하는 또 하나의 완결적 국가 이론을 제시하지 않고 현실을 
완전히 포용할 수 있는 국가 이론이 탄생될 때까지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취
지이다. Christoph Müller, Kritische Bemerkungen zur Kelsen-Rezeption Her- 
mann Hellers, in: Staatslehre in der Weimarer Republik, 1985, S. 128-157(155

참조f) .
109) 볼프에 따르면 법학의 영역에서는 존재와 당위가 모두 필요하며 양자는 상호 영향 , , 

을 미치지만 두 가지 요소는 명확히 구분된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헬러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24 Anm. 4. 

또한 존재와 당위를 원칙적으로 구별한다. Heller, die Souveränität, Gesammelte 
Schriften, Bd. 2, 2. Aufl., 1992, 참조 S.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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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권력조직은 권력분립제와 표제

에 근거하며 공동체 의식의 수행은 사회 구성원들과 권력기관 모두의 참여, 

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객관적 존재이던 지도 . 

이념이 다시 주관적 형태를 띠게 된다 말하자면 이념이 실현됨과 동시에 . , 

권력이 이념 안으로 내면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지도 이념 안으로 내면화됨, 

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인격이 갖추어진다.110) 

제도이론은 구성원인 국민을 포함한 공동체가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국가

인격화의 조건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민주제 원칙에 부합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이론에 따르면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소수에 . , 

불과하다 이에 해 오우류가 결국은 엘리트 주의를 추구하여 권력집단의 .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111) 동시에 일단 국가의 법인격이  

완성되면 국가는 규범의 영역에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고 주관적 책임

의 주체로도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를 

당위의 차원에서 포착할 수 있다.112) 이러한 제도이론 전개의 흐름을 통해  

볼 때 오우류가 당위와 존재 이념과 현실 양자를 모두 포용하고자 했음을 , 

추론해 낼 수 있다.113) 

헬러와 오우류 모두 존재와 당위의 조화 내지 극복을 시도한 면에서 볼프

110) Maurice Hauriou, La théorie de l’institution et de la fondation-Essai de 
참조vitalisme sociel, Cahiers de la Nouvelle Journée, t.4, 1925, p.2-45 ; 

Schnur(hg.), Die Theorie der Institution, 1965, S. 34-45;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김충희 모리스 오류의 제도이론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253-254; , “ ”, , 2010, 
면 박정훈 의 법사상과 방법론 한국법철학회독회45-61 ; ( ), “Maurice Hauriou ”, 朴正勳

미공간 면( ), 2000, 5-8 .
111) 박정훈 위의 글 면 ( ), , 8 .朴正勳
112) 박정훈 위의 글 면 ( ), , 9朴正勳
113) 볼프는 오우류의 제도이론이 당위와 사실의 두 가지 고려를 모두 염두에 두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참조 그러나 볼프는 오우류의 제도이론이 . Wolff, a.a.O., S. 252-253 . 
결과적으로는 유기체론보다 더 사실의 영역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한다 비록 제도이론. 
이 유기체론과 같이 국가의 사실적 측면을 의인화하지는 않았으나 제도 자체가 인간의 , 
심리적 속성을 가진 의사의 산물이자 사회의 주어진 현실로 이해되며 정적인 제도를 , 
통해서는 국가가 구성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우류의 이론은 규범학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Wolff, a.a.O., S. 196 Anm. 1 u. S. 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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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프의 논. 

리 전개의 과정은 이 두 학자와 다르다 볼프가 일차적으로 규범적 관점에. 

서 존재론을 수용한 반면 헬러와 오우류의 문제의식은 당위가 아닌 존재론 ,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볼프에 해 규범적으로 경도되었다고 비판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헬러와 오우류에 해서는 법이론의 엄 성을 추구하, 

기 보다는 현실적인 논의에 치우쳤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제 절 으로부터 공법의 독립3 私法

법인 은 원래 상 용어이지만 초기 국가규범학에서 동 개념을 그 로 ‘ ’ , 私法

수용하여 국가를 법인으로 파악하였다 오늘날 많은 공법학자들은 국가를 . 

과연 법인으로 보는 것이 옳은지와 관련하여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 비판의 핵심은 결국 공사법의 구별에서 찾을 수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의 법인 개념에서 오는 파생적 효과가 . , 私法

공법상의 국가법인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특별한 공법상 법인 개‘ ’ 
념이 새롭게 요구된다는 주장과 국가는 상 법인 과 같은 개념 틀로는 ‘ ’私法

전혀 관념할 수 없다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 방향 모두 . 私

상 조직과 다른 국가조직의 특수성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法

오토 마이어 가 민법에서 행정법을 독립 발전시킨 것을 상기(Otto Mayer) ·

해보면 초기 공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민법 개념의 수입이 필요했다는 , 

사실은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법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에는 공법의 독자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볼프는 . 

국가법인과 기관 이론을 통해 공법상 조직론의 정립에 기여하였는데 볼프 , 

이전에도 비록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국가조직론의 공법적 특수성을 자각하

려는 시도를 일부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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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의 기능 및 목적I. 

민법상 법인 개념이 도입된 배경은 거래를 촉진하고 단체의 재정 책임을 , 

구성원의 재산과 분리함과 동시에 단체의 책임을 단체의 재산으로 제한하기 

위함이었다.114) 따라서 민법상 법인이 법주체가 된다는 의미는 법인의 재산  

및 경제적 거래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공법상 국가법인 . 

개념도 이와 동일한 목적 하에 도입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초기에는 국가법인설을 부인했다가 후기에 학설을 변경한 게르버의 이론

을 살펴보면 그는 국가를 법인으로 관념한 후기와 달리 전기에는 국가를 , 

법외적 사실로서의 도덕적 유기체 로 보고 법률 주체(sittlicher Organimus) , 

로는 국왕 공무원 국민만을 인정하였다, , .115) 그가 초기에 국가를 법인으로  

파악하기를 망설였던 까닭 중에는 상 법인을 인정한 주된 목적이 국가私法

영역에서는 이차적이고 부수적이라는 이유도 포함된다.116) 그러나 게르버는  

후기에 이르러 의사 이론을 중심으로 한 사비니의 법인 이론을 받아들이면

서 국민의 의사가 합쳐져서 국가의 의사로 되고 그 국가의사의 주체로 국가

법인이 상정된다는 국가법인설을 수용하였다 동시에 공법상 국가법인의 특. 

수성을 전제로 상 법인과 국가법인격은 전혀 다른 것이며 국가법인격, 私法

은 특유한 것 이기에 다른 법영역에서는 국가법인격과 유사한 것‘ ’(Unicum)

은 없다고 하였다.117) 

한편 근  독일 행정법을 기초한 오토 마이어에 따르면 법인 개념의 본, , 

114) 곽윤직편집대표 ( ), 민법주해 I〔 〕 총칙 면 송호영, (1), 1992, 430-431 ; , 법인론 , 
면2013, 7-8 .

115) Gerber, Ueber öffentliche Rechte, 1852, S. 16 u. 20;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66-67.

116) 게르버는 전기에도 공사법의 철저한 구별을 전제하고 국가를 적 방법론에 의해  , 私法
파악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였다. Gerber, a.a.O., S. 19; Uhlenbrock, a.a.O., S. 
71.

117) Gerber, Ueber die Theibarkeit deutscher Staatsgebiete, Aegidis Zeitschrift 
für Deutsches Staatsrecht und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1, 1867, S. 

참조9-10 Anm. 58 ; Uhlenbrock, a.a.O., S.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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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단체 구성원의 재산과 구별되는 단체의 특별 재산이 하나의 법주체인 

것처럼 취급된다는 점이다.118)119) 그러나 행정법의 독자성을 부각시키려 노 

력한 오토 마이어가 이해한 국가는 다양한 국가기관이 공적 권한을 행사하

는 체계이므로 오토 마이어에게 있어 재산적 교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 

목적을 가진 상의 법인 개념은 국가를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私法

다.120) 따라서 오토 마이어는 상의 법인 개념으로는 국가를 온전히 파 私法

악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법인 이라는 개념이 국가조직에는 잘 어울리지 ‘ ’
않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게 된다.121)

국가법인의 부정. Ⅱ

오토 마이어는 법인 개념을 상 비유 그리고 추상“ , ”(Bild, Gleichnis und 

으로 이해하면서 동 개념으로는 법적으로 국가를 온전히 파악Abstraktion) , 

할 수 없다고 하였다.122) 따라서 그가 국가법인설을 완전히 부인했다는 이 

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오토 마이어도 최소한 국가가 국고 로 파악. ‘ ’(Fiskus)

되는 한도 내에서는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123) 

한편 켈젠의 국가법인설 도 법인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 권리주, ‘ ’
체로 상정하는 일반적인 국가법인설과는 전혀 다르다 켈젠에 따르면 국가. , ‘

118) Otto Mayer, Die juristische Person und ihre Verwertbarkeit im öffentlichen 
Recht, Kleine Schriften zum öffentlichen Recht, Bd. 1, 1981, S. 278-353(299- 
230);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55;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98-99.

119) 볼프는 일반 법인 이론에서조차 재산 책임의 제한은 법인을 인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간접증거에 불과할 뿐 법인의 필수적 요건은 아니라고 한다. Wolff, a.a.O., S. 188 
Anm. 3.

120) Otto Mayer, a.a.O., S. 278-353(337-340); Wolff, a.a.O., S. 435 Anm. 5; Uh-  
lenbrock, a.a.O., S. 99.

121) Otto Mayer, a.a.O., S. 278-353(344-345); Uhlenbrock, a.a.O., S. 99.
122) Otto Mayer, a.a.O., S. 278-353(337f); Wolff, a.a.O., S. 435 Anm. 5.
123) Otto Mayer, a.a.O., S. 278-353(337-338) 박훈민 독일 행정법상 국고이론에 관; , “

한 비판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면”, , 2014, 22 .



36

법인 은 국가의 법질서가 단일하다고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국가를 ’
권리주체로 파악한 국가법인설의 관점에서는 켈젠이 국가법인을 부인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볼프의 국가법인설이 옐리네크의 국가법인설과 .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볼프가 국가법인설을 부인했다고 할 수는 

없듯이 순수법학을 주창한 켈젠 역시 일차적으로는 국가법인설 을 수용한 , ‘ ’
학자로 분류된다.124)

오토 마이어와 켈젠과는 달리 국가법인설을 명시적으로 부인한 견해도 있

다 표적으로 레옹 뒤기 는 객관적으로 만들어진 법 상태를 . (L on Duguit)é
중시하면서 오로지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객관적 법규범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뒤기에 따르면 인간이 아닌 기타 단체 등은 객. , 

관적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질서 또한 인간이 

아닌 단체에 해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다.125) 따라서 당연한  

논리로 국가법인격이 부인된다. 

아폴터(A. Affolter)126)도 국가법인격을 부인하였다 그는 국가를 내부 관. 

계와 외부 관계로 나누고 동시에 국내법에 근거한 내부적 주체와 국제법이 

적용되는 외부적 주체를 구분하였다 외부 관계에 속하는 국제법 무 에서. 

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해 국가의 의사 를 표시하는 독립된 법주체로 ‘ ’
취급된다 이때 국가 상호간의 법률관계에서 국가의 외적 권리능력은 국. 

제법에 따라 결정된다.127) 그런데 사실 국제법관계에서 국가가 법주체성을  

가지는지 여부보다 실제 국가법인격이 문제되는 영역은 바로 국내법관계이

124) 켈젠에 있어 법인화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단일성을 표현하는 수단적 의미의 법인화  
로서 그는 국가의 전체 법질서가 하나의 단일한 체계라는 의미에서 (Personifikation)

국가를 국가법인 으로 표현한다(Staatsperson) . Kelsen, Reine Rechtslehre, 1. Aufl.,  
참조1934, S. 66-67 . 

125)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참조Staatsperson, 1933, S. 77-79 .

126) 아폴터는 세기 말과 세기 초 국가개념과 국가법인격에 대하여 연구한 스위스의  19 20
국가규범학자이다 저서로는 . ‘Studien zum Staatsbegriffe’, ‘Zur Lehre von der 

등이 있다Persönlichkeit des Staates’, ‘Die Verbandsgewalt’ .
127) Affolter, Zur Lehre von der Persönlichkeit des Staates, ArchöffR 20, 1905, 

S. 376; Wolff, a.a.O., S.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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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8) 아폴터는 국내법상 국가기관이 행하는 다양한 행위가 법률을 통해  

비로소 국가의 행위로 통일적으로 파악된다고 하면서도,129) 그렇다고 하여  

국내법이 새로운 법주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130) 따라서 국내 

법 차원인 내부법관계에서는 아폴터가 국가법인설을 부인한 것으로 평가된

다.131)

뒤기와 같이 객관적 법질서를 강조하거나 아폴터처럼 법률에 근거하여 , 

국가의 의사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입장 모두 주관법보다

는 객관법을 강조하는 공법적 사고에 근거한다 볼프는 법질서가 국가법인. 

이라는 새로운 법주체를 창조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에 근거하는 국가

조직을 편리하게 관념하기 위한 보조 개념이 바로 국가법인이라고 파악하였

다 따라서 볼프가 국가법인격을 부인한 것으로 평가되는 학파의 영향도 적. 

지 않게 받았다고 생각된다.

 

제 절 소결4

법의 지배에 한 요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오늘날 국가의 지배는 법에 

근거해야 하고 국가 또한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

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법의 지배 내지는 법치주의 관념은 . 

세기 이후에 비로소 자리매김하였으니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19 .132) 

국가가 더 이상 현실 속의 살아있는 권력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의 지배 

128) 볼프도 켈젠도 국가규범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내법관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 
왜냐하면 국제법관계에서는 이미 법주체로 인정된 국가를 전제로 하고 국가 내부의 법,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Wolff, a.a.O., S. 370.

129) Affolter, Zur Lehre von der Persönlichkeit des Staates, ArchöffR 20, 1905, 
S. 384;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85.

130) Affolter, a.a.O., S. 401; Wolff, a.a.O., S. 86.
131) Wolff, a.a.O., S. 87.
132) 박은정 , 왜 법의 지배인가  면 참조, 2014, 153-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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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래는 당위적 국가의 등장과 맥을 같이한다 제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1

이 세기 이후에 비로소 당위적 국가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19

였으나 세기와 세기에 걸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격변하면서 , 19 20 , 

여러 방면에서 도전에 직면하였다 때로는 사실적 국가를 중시하는 관점으. 

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기도 하였고 순수법학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규범주, 

의가 극에 달하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양극적 관점을 조화하고 극복하, 

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겉으로는 당위적 국가를 부인. 

하는 견해조차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분적이라도 국가를 규범주의적 

차원에서 파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보건 법의 지배 사상이 근  이후 , 

우리 안에 내재되고 체화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볼프는 세기 이후 등장한 당위적 국가를 둘러싼 여러 학설의 영향을 19

받았다 기본적으로 볼프의 국가조직 이론이 규범주의적 관점을 토 로 하. 

고 있는 것은 당위적 국가관의 영향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실질을 중시, 

하고 법현실과 법규범 사이의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파헤치려 한 점은 현실

주의적 국가관의 영향이다 볼프 스스로도 그의 국가법인 이론과 기관 이론. 

이 그 이전의 여러 학문적 성취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각기 다른 방법론적 개념적 배경하에 전개된 여러 학설들이 각기 일정한 , 

맥락과 조건하에서 타당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133) 제 장과 제 장에서는 현 2 3

실과 규범 존재와 당위 법실질학과 법기술론 실제와 이론 등의 구별을 받, , ,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양극성을 조화해 나가고자 한 볼프의 국가법인 이론과 

기관 이론에 해 고찰한다.

133)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Vorwort u. S.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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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의 공법적 국가 이론2 Hans J. Wolff

제 절 개설1

볼프는 교수자격논문에서 기관 이론의 전제적 논의로서 국가 이론을 깊이 

있게 전개하였다 세기와 세기 초 독일의 헌법 체제는 불안정하고 헌법. 19 20

의 규범력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최고 권력자와 국가가 과연 법

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지 여부 및 법적 의미의 국가를 어떻게 해명할지에 

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했다.134) 물론 실정 헌법 체계를 기본으로 하 

고 국가의 권력행사에 한 한계를 법질서가 보장하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

면 기관 이론의 전제적 논의로 국가 이론이 꼭 필요한지에 한 의문이 있

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과연 무엇인지에 . 

해 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볼프의 국가 이론을 상세히 다룬다 독. 

일에서는 국가법인론이 현  국민주권의 민주제에 걸맞지 않는 이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아직까지도 국가법인론이 통설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를 법인격을 가진 행정주체로 파악하지만 그 근거 및 

구체적인 내용 등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 다시 말해 국가법인론이 수정 . , 

및 보완을 통해 계속 도그마틱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론인지 아니면 완

전히 새로운 국가 이론으로 체되어야 하는지의 갈림길 위에서 국가법인론

에 해 살펴볼 실익이 있다. 

제 장의 내용은 이른바 볼프의 국가론 의 강에 관한 내용2 ‘ ’(Staatslehre)

134) 현재 독일에서는 국가법인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국가론은 활 
발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세기 중반 이후 독일에서 국가론이 활발하게 논의된 이. 19
유 중 하나로 헌법상의 형식적 주권자와 사실상의 주권자의 괴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추론해 볼 때 오늘날 독일에서 기본법의 규범력이 확실하게 확보되고 있기 , 
때문에 더 이상 국가론을 논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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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의 국가론은 국가사회학 국가이념학 국가규범학 국가법철학 등의 . , , , 

방법론을 모두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국가규범학이다 그런데 볼, . 

프가 국가규범학의 주된 상으로 삼는 국가의 실정법 질서는 결국 입법권

자의 의지의 산물로서 존재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국가사회학은 실정법 . 

질서의 토 가 되는 현실 사회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학의 논의 순서

상 가장 앞부분에 위치한다.135) 이하에서도 현실 국가를 상으로 하는 사 

회적 국가론을 먼저 살펴본 후 사회적 국가론의 상을 법적으로 파악한 , 

두 가지의 국가에 한 이해 즉 전체 국가법질서를 상으로 하는 법적 국, 

가 및 부분법질서로서의 국가법인에 해 고찰한다.  

제 절 사회적 국가2

문제의 소재I. 

볼프의 국가론은 전체로서의 국가는 국가규범학적 방법만으로는 온전히 

파악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였다 이 점에서 오로지 당위적 방법만을 . 

사용하였던 켈젠의 이론과 다르다.136) 나아가 볼프는 국가라는 동일한 상 

을 두고 사회학적 방법과 국가규범학적 방법으로 파악하는 옐리네크의 이원

론(Zweiseitentheorie)137)에도 완전히 동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볼프는 . , 

옐리네크와 마찬가지로 법학과 더불어 사회학적 방법을 통해서도 국가를 파

135)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참조Staatsperson, 1933, S. 498 . 

136) 켈젠에 따르면 국가는 오로지 법규범의 체계로만 이해할 수 있다 즉 켈젠은 국가와  , . , 
법질서를 동일시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와 독립된 사회적 실체 또한 부정한다. 

한스 켈젠 민준기 역Kelsen, Allgemeine Staatslehre, 1925, S. 19-21; / , 일반 국가
론 면, 1990, 34-37 ; Wolff, a.a.O., S. 232.

137) 게 G. 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2. Aufl., 1905, S. 167-176(173 u. 176); 
오르그 옐리네크 김효전 역/ , 일반 국가학 면, 2005, 139-146 (144, 146); Wolff, 

참조a.a.O., S. 235-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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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학과 사회학 방법의 인식 상은 , 

상호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138) 사회학적 방법의 상 

인 국가와 법학 방법의 상인 국가는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

다는 의미이다.

한편 볼프는 일반 국가학을 전개한 옐리네크나 켈젠과 같이 전체 국가에 , 

한 참된 이해를 위해 사회학적 국가론을 고찰했던 것은 아니다 볼프가 . 

사회적 관점의 국가를 중요하게 생각한 까닭은 그것이 법적 의미의 국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현실 국가에 존재하는 실. , 

정법질서는 순수한 당위의 영역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법질서를 제

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사회에 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사회적 실체성. Ⅱ

국가가 사회적 실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가조직법 체계를 상. 

으로 하는 볼프의 국가법인론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국가에는 다수의 개인과 

단체가 상호 얽혀 있는 여러 관계가 존재한다 볼프는 규범적인 국가조직의 . 

토 가 되는 국가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국가를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다층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국가는 일정한 사회  

질서를 통해 하나로 통합된다 이때 사회적 국가 안에 존재하는 상충되는 .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을 아우를 수 있어야만 사회 질서가 유지될 것이

므로 사회질서는 일반적으로 지배 질서의 성질을 가진다.139) 

켈젠의 순수법학이 규범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특성을 잘 드러냈음에도 불

구하고 국가의 실정법질서는 현실 세계와 절  절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켈

138) 사회학적으로 파악되는 국가와 법학이 파악하는 국가의 범위는 옐리네크의 주장과 같 
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참조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235-236 . 
139) 참조 Wolff, a.a.O., S. 343-345 u. S. 495-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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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법학의 단적인 한계를 보게 된다 볼프는 존재에서 당위를 추론할 수 없. 

고 당위에서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는 신칸트주의의 테제를 수용하면서도, 

국가의 규범이 일정한 사실과 관계를 맺고 규범의 내용은 사실을 상으로 

한다는 점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140) 결과적으로 국가 현실을  

상으로 하는 국가사회학과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 규범을 주된 상으로 하

는 국가규범학이 상호 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그렇다면 국가사회학이 상으로 삼는 국가와 법학이 상으로 하는 국가

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 신칸트학파가 규범과 사실을 엄격히 분리했다는 사. 

실을 떠올리면 볼프가 국가사회학과 국가규범학의 상 자체를 완전히 다르

게 이해했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사회학은 사회학적 필터를 . 

통해 인식된 국가를 상으로 하고 국가규범학은 법학적 프리즘을 이용하, 

여 규범 논리적으로 국가를 파악한다는 방법론적 차이만 있을 뿐 두 개의 , 

방법은 여러 개인과 단체 사이의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그리고 이를 유지, 

하고 담보하는 질서로 표현되는 국가를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방법론이 다르므로 주목하는 국가의 부분이 다르다 요컨 국가에. , 

는 사회적 측면과 법적 측면이 있고 각 방법론은 국가를 각기 다른 각도에

서 고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프는 옐리네크에 해 국가사. 

회학의 상인 국가와 국가규범학의 상인 국가를 완전히 동일하게 본 것

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141)

이하에서는 볼프가 국가의 사회적 요소로 파악한 국민과 지배관계 그리, 

고 주권에 해 간략히 논의할 것이다 볼프는 오늘날 국가의 요소 중 하. 3

나로 논의되는 영토에 해서는 독립하여 논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 

볼프가 국가의 지배는 당연히 영토를 전제로 한다142)는 옐리네크의 논리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가의 법적 구성을 위한 전제, 

140)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232-233.

141) Wolff, a.a.O., S. 235.
142) 게오르그 옐리네크 G. 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2. Aufl., 1905, S. 388; /

김효전 역, 일반국가학 면 참조, 2005,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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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논의로 영토적 요소가 달리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로 이해하는 편

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143)

사회적 국가의 요소. Ⅲ

국민1. 

볼프는 국민‘ ’144)개념의 다양성에 한 문제점145)을 인식하면서 단일한 

국가법질서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국민 으로 파악한다‘ ’(Staatsvolk) . 

국가에 한 애국심 단일 혈통 윤리관 자연조건 등은 국민 의 범주, , , (Volk)

를 불완전하게나마 정할 수 있지만 이들 조건들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 

143)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참조Staatsperson, 1933, S. 343 Anm.1 .

144) 볼프는 국민을 크게 로 나누어 설명한다 와  ‘ ’ ‘Volk’, ‘Nation’, ‘Staatsvolk’ . ‘Volk’
은 일정한 심리적 징표를 공유하는 단체지만 은 동일한 사회 이데올‘Nation’ , ‘Nation’

로기를 지향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다 볼프는 으로 이해되는 국. ‘Nation’
민 개념에 대해 현대 국가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을 심리적 기준을 , 
토대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한다 참조 의 라틴어 . Wolff, a.a.O., S. 289-291 . ‘nation’
어근 는 태어나다는 뜻을 가진 동사 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혈통 또는 ‘natio’ ‘nascor’
출생의 의미이다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은 근대적 국민을 뜻하는 개. ‘nation’
념으로 사용되면서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된다 고유경 문화국민 과 국가국민 사이에. , “‘ ’ ‘ ’ 
서 독일 국민 형성의 특수한 길 년 한국문화연구원 봄 학술대회 한국의 근대: ‘ ’”, 2003 : 
와 근대 경험 면 참조, 2003, 46-69 . 

145)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 의 나라인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 ‘ ’”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고 하여 헌법 개정의 주체를 국민으“ ”

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헌법 제정과 개정의 주체를 국민으로 . 
명시하지는 않는다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 가 헌법. “ ”
을 제정했다고 한다 이후 년 월 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헌법 제 호에 이르. 1963 12 17 6
러서야 비로소 국민이 헌법 개정 의 주체로 명시적으로 등장한다 한편 대한민국의 ‘ ’ . , “
국민의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 는 헌법 제 조 항의 내용은 제헌 헌법 이후 한 번도 개” 2 1
정 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이 여러 번 언. ‘ ’
급된다 그런데 과연 이들 국민의 개념과 범주는 위의 모든 맥락에서 동일하다고 볼 . ‘ ’
수 있을까 가령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의 후예인 대한 국민은 현행 헌법 제 조 제. ‘ ’ 2 1
항 및 국적법에 의거하여 국적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과연 국가기관이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국적을 박탈할 권한을 당연히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 
민의 범위를 법률로 정한다는 점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처럼 헌법상 국민 관. 
련 규정을 통해 국민의 개념 정의가 전혀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



44

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이들 조건 이외에 새로운 가변적인 조건들이 

추가될 수도 있다.146) 따라서 보다 명확한 국민 개념이 필요하며 그것은 바 

로 동일한 국가법질서에 구속되는 집단으로서의 국민 이다 이때(Staatsvolk) . 

의 국민은 국가법질서에 복종하는 실제 사람들 이라는 의미의 ‘ ’ ‘Volksange-

국민소속자 와는 다르다 존재가 아닌 당위의 관점에서 파악되는h riger’( ) . , ö
즉 국적법상 인정되는 국민의 지위가 바로 국민 이다‘ ’(Staatsvolk) .147) 따라 

서 볼프의 국민 개념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될 수 있다.

사견에 의하면 세기 초반 독일이 처한 역사적 상황도 볼프의 국민 개, 20

념 형성에 해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차 세계 전 종. 2

전 후 패전국인 독일에 한 문제를 다룬 년 포츠담 회담에서 소련과 1945 , 

미국 영국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에 남아 있는 독일 주민을 , , 

독일로 이송하기 위해 세 정부가 협력한다는 조항에 합의하였다.148) 사실  

제 차 세계 전 이전까지 수백 년 동안 과연 독일 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2 ‘ ’
는 결정적으로는 외부의 힘에 의해 정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 볼프가 교수. 

자격논문을 준비하던 년 만 해도 세기 아른트의 노래처럼 그 어디1920 19 ‘
라도 독일어가 들리는 곳은 모두 독일인의 조국’149)이었던 것이 현실일 정

도로 독일 국민의 범위가 불분명했다.150)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볼프는 독일 

의 국가법질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독일 국민 으로 정의하였던 것‘ ’
으로 이해된다.

146) 볼프에 따르면 는 제각기 다르게 이해되지만 일정한 심적 물적 기준을 공유 , ‘Volk’ , , 
하는 인적 단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참조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290-292 .
147) 참조 Wolff, a.a.O., S. 292-298 . 
148) 모든 측면에서 문제를 검토한 세 정부는 폴란드와 체코 Potsdam Agreement 12. “
슬로바키아 헝가리에 남아 있는 독일 주민이나 그 구성 요소를 독일로 이송할 필요가 , 
있음을 인정한다 세 정부는 질서 정연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송할 것에 합의한다. .”

149) 아른트 는 세기 독일인의 조국이란 무엇인가(Ernst Moritz Arndt) 19 ? (『 』 Was ist das 
Deutschen Vaterland? 에서 단지 독일어가 울려 퍼지는 곳 하늘에 계신 신께 찬양) “ , 
이 불려지는 곳 이 독일이라고 했다” . 오토 단 오인석 역 독일 국민과 민족주의의 역/ , 『
사 면, 1996, 65 . 』

150) 닐 맥그리거 김희주 역 / , 독일사산책 면 참조, 2016, 466-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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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관계2. 

옐리네크는 국가의 본질을 다수인의 의사관계 라고 보았다 그 중에서도 ‘ ’ . 

특히 명령하는 사람들과 이들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기초를 이

룬다고 하면서 국가의 토 가 되는 의사관계를 기본적으로 지배관계로 보았

다 나아가 국가를 구성하는 지배관계로부터 바로 국가가 지배 권력을 가진. 

다는 사실을 추론해 낼 수 있으며 이때 국가가 가지는 권력은 시원적 지, ‘
배권 이라고 하였다’(urspr ngliche Herrschermacht) .ü 151) 이에 해 볼프는  

지배관계의 총체인 국가로부터 별다른 논증 없이 국가를 시원적 지배권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파악한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 

옐리네크의 지배 개념은 타인의 의사에 해 자기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인데 개인이 아닌 단체로서의 국가가 지배 의사를 가진다고 주장하기 위, 

해서는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볼프는 단체로서의 . 

국가가 의사를 가진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국가 조직 안에서 

지배권을 가지는 주체는 오로지 의사력을 가진 자연인인 기관담당자 뿐이라

고 한다 또한 기관담당자는 조직의 권한 부여에 근거하여 비로소 지배 권. 

한을 행사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지배권을 시원적 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고 하였다.152)

말하자면 볼프가 이해한 국가의 지배는 국가권한을 행사하는 기관담당자, 

가 국가법질서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153) 그리고 법치  

151) 게오르그 옐리 G. 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2. Aufl., 1905, S. 169-173; 
네크 김효전 역/ , 일반 국가학 면, 2005, 141-144 ;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 
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08.

152)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주체로서의 국가의 지위를 국가의 시원 Wolff, a.a.O., S. 312. 
적 지배권에서 찾는다 김남진 김연태. · , 행정법 제 판 면 류지태 박종수I , 20 , 2016, 92 ; · ,   
행정법신론 제 판 면 홍정선, 15 , 2011, 746 ; ,   행정법원론 하 제 판 면 그( ) , 24 , 2016, 4 .  
런데 국가가 왜 시원적 지배권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찾기 어렵다 그렇지만 .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시원적 지배권을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가지는 권
리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상 국가권력의 단일성에 기초하여 공권력의 일차적 주, 
체로서 국가가 가지는 권한을 시원적 지배권으로 부를 뿐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조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53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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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인인 기관담당자가 일방적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인 관할권 규범이다 그런데 공권력 행사의 일차적 . 

근거인 실정 조직규범도 입법자가 입법 권한을 행사한 결과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볼프는 최종적인 법적 당위의 근거를 실정법에서 구하는 것은 부족

하므로 국가법질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고 말한다 이는 당위 영역의 최상위에 위치한 정언적이고 선험적인 내용을 . 

가진 법법칙 이다‘ ’ .154)

국민주권과 국가권력3. 

법과 힘 양자 중에 당위적으로는 힘보다 법이 앞서야 법치주의가 구현될 ,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질서가 자신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 

출 때까지는 항상 힘이 법을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155) 다시 말해 안정적 , 

으로 정착된 법치국가에서는 마치 처음부터 법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러한 법치를 가능 하게하는 엄청난 힘으로서의 국가 권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국가권력을 날마다 보고 . 

느낀다 범죄인을 처벌하는 강력한 공권력에서부터 세금 부과나 각종 구속. 

적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국가권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다.156) 그리고 헌법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주체는 바로 국가조직이다.157) 그렇다면 무시할 수 없는 국 

153)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24. 

154) 법법칙의 의의에 대해서는 본장 제 절 법법칙의 의 Wolff, a.a.O., S. 408. , ‘ 3 . 2. Ⅳ
의 부분 참조’ .

155) 원문은 다음과 같다 : Während es ganz feststeht, daß Recht vor Macht gehen 
sollte, geht in der Wirklichkeit doch allemal und solange immer Macht vor 
Recht, bis das Recht nur noch seinerseits eine hinreichende Macht hinter 
sich gesammelt hat, um die Macht des Unrechts zu zerschmettern. Lassalle, 
Macht und Recht, Reden und Schriften, 2013, S. 121; Wolff, a.a.O., S. 402.

156) Wolff, a.a.O., S. 4.
157)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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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현실적 권력과 국민주권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국가권력과 국민주권의 관계(1) 

국민주권의 근거 규정인 우리 헌법 제 조 제 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1 2 ‘
부터 나온다 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의 권력 은 국가가 상시적으로 행사’ . ‘ ’
하는 공권력일까 아니면 국가 내 존재하는 최고의 힘으로서의 주권일까, . 

만약 전자라고 이해하면 국민은 국가권력의 원천 에 그칠까 아니면 권력의 ‘ ’ , 

최종적 주체 일까‘ ’ .158) 이들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권력의 개념 안에 포 

함된 두 가지 뜻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볼프는 권력을 사실적이고 물리적. 

인 권력으로서의 유형력 과 가치 이성적 권력으로서의 힘 으(Gewalt) (Macht)

로 구별한다.159)160)

권력 유형력 은 그 속성상 현실 속에서 항상 변할 수 있는 상 적인 개념( )

이므로 불변하는 최고의 권력 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물리‘ ’ . 

적인 힘은 좀처럼 영원히 군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최상위의 힘 은 . , ‘ ’
무조건적이고 선험적인 법법칙 에 어울리는 권력으로 사실에서 유추해 내‘ ’ , 

기 어려운 절 적인 가치로 이해된다.161) 이처럼 권력을 유형력 과 선험적 ‘ ’
인 힘 으로 구별할 경우 국민 주권이 보장되는 헌법 체제에서 헌법제정권‘ ’ , 

자인 국민이 가지는 주권은 공권력을 통해 행사되는 사실적 권력인 유형력

의 원천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 힘에 가깝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권력의 적법성과 정당성(2) 

Staatsperson, 1933, S. 196.
158) 참조 Wolff, a.a.O., S. 302 Anm.1 .Ⅱ 
159) Wolff, a.a.O., S. 327.
160) 본 연구에서는 권력 을 상위개념으로 전제하고 와 를 각각 유형력 ‘ ’ ‘Gewalt’ ‘Macht’ ‘ ’

과 힘 으로 표기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거꾸로 힘 과 유형력으로 번역할 수도 ‘ ’ . ‘ ’ ‘ ’
있을 것이지만 통상 를 국가권력으로 표기하므로 실력행사 등 유무형의 , ‘Staatsgewalt’ , 
강제력에 기초한 권력을 유형력 으로 가치이성적 권력을 힘 으로 칭‘ ’(Gewalt) , ‘ ’(Macht)
한다.

161) Wolff, a.a.O., S.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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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행사하는 유형력과 관련하여 법철학 차원에서는 그 권력 유형력, ( )

의 정당성을 국가규범학적 관점에서는 권력의 적법성에 해 논할 수 있을 , 

것이다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권력 유형력 의 적법성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 )

는 별개의 것으로 때로는 최고 권력자의 권력 행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정

당한 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162) 즉 최고권력자의 권력 행사는 형 , 

식적으로는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 합목적적

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163)

한편 여러 기관담당자가 행사하는 권력이 국가의 권력으로 단일화되는 , 

과정에서도 권력 유형력 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살펴볼 수 있다 정당성의 ‘ ( )’ . 

관점에서는 제정 헌법보다 앞서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헌법제정권력을 생

각해 볼 수 있고 헌법이 제정된 후에는 성문화된 헌법에 합치하는 적법한 , 

주권을 기초로 판단한다 즉 볼프의 주권 개념은 헌법과 함께 생겨나는 권. , 

력이다 헌법제정권력은 일국의 헌법질서에서 가장 강력한 규범 제정 권한. 

으로 국가법질서의 바깥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당연히 국가법인도 헌법, . 

제정권력의 아래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164) 그리고 헌법 질서 하에서 국 

가법인에 속한 기관담당자는 헌법상 주권에 부합하는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정당성과 적법성의 관계로부터 존재와 당위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사실적 힘인 헌법제정권력은 국가의 권한을 규정하는 조직규범의 . , 

체계인 국가조직의 최종적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또한 국가조직에 속한 기. 

관담당자가 사실상 행하는 권력은 헌법상 주권과 합치됨으로써 다시 규범의 

영역에서 포착될 수 있다.165) 이러한 존재와 당위의 상호 관계는 헌법을 가 

162)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이러한 Staatsperson, 1933, S. 446. 볼프의 주장의 이면에는 나치불법국가의 도래를 

목전에 둔 볼프의 고민이 녹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볼프가 교수자격논문 권을 . 1
출간하던 시기는 나치 불법정부의 전야이다 아마도 그는 논문을 통해 정의나 인권을 . 
강조하거나 실질적 법적 가치를 주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유사한 견해로서. , 

참조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126 Anm. 75 .
163) 년 월 발생한 프로이센 내각해산사건 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1932 7 (Preußenschlag)

분쟁의 결과는 최고 지도자의 행위의 경우 합법성보다 합목적성이 우월할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준다.

164) Wolff, a.a.O., S. 392 u.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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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모든 국가에서 특정 정치 체제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 국가가 유지되도록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토 는 무엇일

까 일반적으로 사실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권력이 정당하다는 국민의 승인. 

이 있는 한 국가가 지속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는 국가의 존속. , 

이 지배 질서에 한 국민 다수의 평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국민의 지배적인 의견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도 있다면 이데올로, 

기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가치와 관계없이 현실 국가의 존속은 국민의 지배

적 의견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166)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일정한 가치 

에 기 지 않은 또는 일정한 가치에 반하는 다수의 단순한 승인만으로 국, 

가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국가. . 

의 지배 가치가 옳은지에 한 도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볼프. 

는 현실 국가의 지배 체제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치적 

요소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공동체 다수의 의견인 이데올. 

로기는 국가가 추구해야 마땅한 최상위의 실현 가치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167) 나아가 사회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국가의 최상의 가치는 시공간 

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동 가치는 규범적 질서 영역에 

속하는 선험적 법가치와 접하게 된다.168) 여기에서도 존재와 당위의 접점이  

다시 포착된다.

소결4. 

165)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참조Staatsperson, 1933, S. 454-456 .

166) 참조 Wolff, a.a.O.. 256-257 .
167) Wolff, a.a.O., S. 280-281.
168) 볼프는 사회적 국가를 고찰하는 데 있어 원칙적으로 국가가 가지는 권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작동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 
회적 국가와 기타 폭력 조직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적이면서 초실정적인 요소
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근거는 사회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무엇에서 . 
찾아야 하는 점에서 국가사회학과 법법칙에 근거한 국가규범학은 다시 연결될 수 있다. 

참조Wolff, a.a.O., S. 345 u. 345 Anm.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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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는 사회적 국가를 구성하는 징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사람들로 구성된 상호 연결되는 여러 단체들 둘째 이들 단체들 사, , , 

이의 다양하면서도 복잡하게 얽힌 정신적 또는 물질적 상호 관계 셋째 상, , 

호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규범의 복합체로서의 질서 넷째 질서를 ‘ ’, , 

공고히 하기 위해 관리자 의 도움으로 질서를 담보해나가‘ ’(Verwaltungsstab)

는 사람들의 힘으로서의 지배 다섯째 일정하게 승인되는 사회적 정당성에 , , 

근거한 힘의 권위 여섯째 단일한 정치 체제에 한 요구 일곱째 영토까, , , , 

지 일곱 가지의 징표로 정리된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요소는 단체 의 개념에 포함되며 네 번째 요‘ ’ , 

소가 추가되면 지배 단체 가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의미의 국가는 권위‘ ’ . 

가 있으면서 하나의 정치 체제를 가진 영토 지배 단체로 정의된다.169) 

또한 볼프는 이러한 사회적 국가는 국민 의 정의와 동소이하다고도 말, ‘ ’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의미에서 국가와 국민의 개념을 구성하는 징표는 . , 

사실상 같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 개념의 방점은 지배 조직 에 있는 반면. ‘ ’ , 

국민 개념에 있어서는 지배 조직에 복종하는 사람 이 부각될 뿐이라고 한‘ ’
다 그러면서 국민을 권위를 지닌 단일 정치체제인 지배 조직을 통해 비로. “
소 하나가 되는 영토에 기반한 사람의 단체 라고 정의한다” .170) 

이를 통해 볼프가 국가조직론에서 주요 개념으로 제시하는 조직‘ ’171)이 

등장한다 앞 단락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국가의 개념에서는 지배 구조. 

가 곧 조직 이므로 일차적이면서 우선적인 개념 요소가 조직이 된다 반면‘ ’ . , 

국민을 정의할 때에는 조직이 인적 단체인 국민을 하나로 묶는 계기로서 역

할을 하게 되므로 부차적 의미이지만 동시에 꼭 필요한 개념 요소로 이해된

다. 

169)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43-344.

170) Wolff, a.a.O., S. 344.
171) 볼프가 사회적 국가 개념의 핵심 징표로 조직 을 꼽았다는 사실에서 사회적 국가가  ‘ ’
순수한 존재적 요소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직은 기본‘ ’ . 
적으로 사회에서 자의 를 규제하는 제도로서 법적 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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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점은 사회의 조직을 상으로 하는 사회적 국가의 개념과 법

적 의미의 국가 개념의 관계이다 사회적 국가를 구성하는 지배 질서는 일. 

반적으로 규범 질서로 이해되고 지배 권위 또한 최종적으로는 법적 정당성, 

에 의존하므로 사회학적 국가와 법적인 국가는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적 국가 개념의 상은 법적 국가 개념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172) 

IV. 현실 국가와 규범 국가의 관계

볼프는 유기체론적 입장을 받아들여 규범이 곧 현실이라고 하지도 않고, 

순수법학과 같이 현실은 곧 규범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는 존재와 당. 

위의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양자가 화학적으로 결합된. 

다고 이해하기보다는 규범과 현실은 독립한 채 일정한 접점에서 만나고 관, 

계한다고 하였다.173) 볼프가 파악한 존재와 당위의 연결은 결국 법 을 통해  ‘ ’
이루어진다 볼프는 법 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 ‘ ’ . 

법 의 개념1. ‘ ’

켈젠식의 순수한 규범적 의미의 법 은 그 법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입법‘ ’
절차가 일단 완료되면 법이 된다 표적으로 실정법을 들 수 있다 이와 . . 

같은 형식적인 의미의 법은 실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학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반면 볼프는 실체적 정의. , 

172)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45.

173) 존재와 당위의 관계와 관련한 헤르만 헬러의 기본적인 견해는 볼프의 이해와 크게 다 
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헬러는 존재와 당위의 긴장이 결코 일방적으로 제거되어서. 
는 안 된다고 하면서 존재와 당위가 서로 상관적인 병렬적 체계로 이해될 때만 사회 , 
내 규범 질서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eller, Staatslehre, 
Gesammelte Schriften, Bd. 3, 2. Aufl., 1992, 헤르만 헬러 홍성방 역S. 290-291; / , 
국가론 면, 1997, 260 . 



52

를 담고 있는 법 에 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법법칙 에 의해 정당‘ ’ ‘ ’
화되는 법이다 법법칙에 근거하는 법은 진정한 의미의 법으로서 더 이상 . 

정치적 사회적 목적의 수단이 아니며 국가가 실정법으로 제정했는지 여부, 

와 관계없이 이미 그 자체로 법이다.174)

법 과 국가2. ‘ ’

법의 형식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실정법과 법법칙에 따라 실질적 가치를 

가지는 법 그리고 국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실정법 뿐 , . 

아니라 실질적 가치를 지니는 법도 현실이 아닌 규범의 영역에 속한다 그. 

리고 이 두 가지 법 모두 인간이 발을 디디고 사는 현실 세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다 법법칙에 근거하는 법도 결국 국가조직을 통해 . 

법으로 제정되고 적용될 수 있어야 비로소 현실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국가는 실정법을 만들고 실정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 

진 조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국가조직이 법법칙의 구체화법을 제정하. 

면 실질적 법은 비로소 실정법의 형식을 띠게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 

럼 국가는 입법과 법적용을 통해 가치의 영역에 있는 법을 현실의 세계와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입법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은 실정법 . , 

효력을 가지는 당위 규범을 만들어내고 집행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은 실, 

정법의 효력을 담보한다.175) 그러나 여기까지는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이 단 

지 법법칙의 내용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 영역이다.

법법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실질적 가치를 담고 있는 규범이므로 국가가 

법법칙을 지향하면서 입법을 했다고 해서 바로 법법칙에 부합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제정. 

하기만 하면 바로 형식적으로 실정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정법질서. 

174)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21.

175) Wolff, a.a.O., S.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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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적 정당화가 필요하며 그 정당화의 근, 

거는 바로 법법칙이 되어야 한다 볼프는 국가의 법질서가 법법칙에 근거해. 

야만 비로소 실질적 법치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형식적 법치주의를 극

복하고자 한다 요컨 법법칙의 주된 기능은 바로 실정법 특히 행위규범. , , 

의 정당화이며 법법칙은 실정법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존재 영역의 현실과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실정법으로서의 형식적 당위와 가치법으로서 법법칙. , 

이 갖는 실질적 당위는 정당화의 고리로 연결되고 실정법은 국가를 매개로 

현실과 직접 맞닿는다.176) 

실정법과 사회적 국가3. 

우선 실정법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질서의 한 요소로서 존재의 영역에 있

으므로 국가사회학의 상이 된다.177) 볼프에게 있어 실정법은 당위의 영역 

에서 법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시작점일 뿐 아니라 존재의 영역에서 사회질

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이기도 하다 볼프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실정규범.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의 규범화는 철저히 배척한 반면 법규범, , 

체계가 국가사회학에서 하나의 사실 로서 국가사회학의 상이 된다고 인‘ ’
정하였다.178)

법법칙과 사회적 국가4. 

사회학적 국가는 현실의 국민들의 심적 물리적 상호 관계 및 지배자와 , 

176)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20-424. 

177) Wolff, a.a.O., S. 497.
178) 같은 취지로  Wolff, a.a.O., S. 171 u. 235; Christoph Müller, Kritische 

Bemerkungen zur Auseinandersetzung Hermann Hellers mit Hans Kelsen, 
1984, S.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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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힘에 의한 지배 복종 관계의 복합체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회학. 

적 국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역시 지배 체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 정당화의 근거를 단지 국민 다수의 단순한 승인이나 이데올로. 

기에서 찾는다면 지배 체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국민 다수의 의견은 예측할 수 없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 

볼프에 따르면 사회학적 국가 역시 정당화의 근거를 결국 초현실적 가치에, 

서 찾아야 한다 결국 선험적이자 시  초월적인 법법칙과 사회학적 국가의 . 

정당화의 근거는 다시 만나게 된다.179) 요컨 국가의 정당화의 근거는 법 , 

법칙으로 수렴되며 법법칙은 실정법 질서를 통해 현실 국가와 통한다, .

소결5. 

볼프의 조직론에서 당위와 존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연결된다 먼저. , 

실정법의 제정 전과 제정 후의 영역인 입법과 법적용 시점에서 만난다 특. 

히 법적용과 관련하여 최고의 당위 규범인 법법칙의 현실적 실효성을 담보, 

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최고 권력으로서의 국가권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에서 당위와 존재의 영역이 합쳐진다 두 번째로 실정법 체계에 법적 구속. 

력을 근거지우는 최상위의 당위인 법법칙은 곧 사회질서에 한 최종적 정

당화의 근거로 이해될 수 있다. 

제 절 법적 의미의 국가3

문제의 소재I. 

179)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2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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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에 따르면 법규범은 순수히 규범 복합체로서의 당위이기도 하지만 , 

그 규범의 내용과 규범의 상은 항상 사실 또는 존재의 영역과 맞닿아 있

다.180) 켈젠의 순수 규범주의와 그 척점에 있는 법사회학적 고찰 방식은  

모두 국가의 한쪽 측면만을 부각시킨다 그렇다고 하여 존재와 당위를 조화. 

시키고자 한 볼프의 법이론에서 존재적 방법론과 당위적 방법론의 비중이 

같은 것은 아니다.181) 볼프는 법이론을 법실질학과 법기술론으로 구분하면 

서 일차적으로 당위적 방법에 가까운 법기술론을 중심으로 했으나 사회 현, 

실과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법실질적 방법론을 더불어 수용하였다. 

두 가지 국가법이론. Ⅱ

볼프의 조직론을 관통하는 주된 법방법론은 크게 법실질학(Rechtsele-  

과 법기술론mentarlehre) (Rechtstechnik)182)이다 양자 모두 법이론의 일종. 

이지만 상호 연구의 상을 달리한다 법기술론이 주로 실정법 질서의 체계. 

와 법개념을 상으로 한다면 법실질학은 법기술론과 마찬가지로 실정법 , 

질서를 주된 상으로 하면서도 실정법 규범이 현실에서 가리키는 상 예, 

컨  법개념의 상과 내용을 주로 다룬다 그렇지만 두 가지 방법론 모두 . 

실정법 질서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볼프는 켈젠의 순수법학의 영향을 많이 . 

받으면서도 법실질학적 방법을 통해 법기술론을 보완함으로써 당위에 치우

친 켈젠 법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180)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138.

181) 참조 Wolff, a.a.O., S. 303-304 .
182) 와 과 관련한 국내의 확립된 번역례는 없는  ‘Rechtselementarlehre’ ‘Rechtstechnik’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법요소학 법요소론 법실질학 법실질론 등으로 번역될 수 . ‘ ’, ‘ ’, ‘ ’, ‘ ’ 
있고 후자는 법기술 법공학 법기술론 법기술학 등으로 옮길 수 있다 본 연구, ‘ ’, ‘ ’, ‘ ’, ‘ ’ . 
에서는 각각을 법실질학 과 법기술론 으로 번역하였다 는 사고 체계나 세계‘ ’ ‘ ’ . ‘Lehre’ “
관의 총체 이므로 를 법실질론 대신 법실질학 으로 칭하기로 ” ‘Rechtselementarlehre’ ‘ ’ ‘ ’
하였고 은 볼프가 사용한 법학방법 론 의 일종이므로 법기술이 아닌 , ‘Rechtstechnik’ ‘ ’ ‘ ’
법기술론 으로 옮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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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술론1. 

볼프가 전개한 법기술론은 실정법의 뼈 즉 법구조의 체계와 법개념을 , 

주된 상으로 하는 법방법론이다 법기술론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이 만들어낸 실정법질서를 주된 토 로 한다 .183) 실정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보통 법사회학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것과 같은 실질적 사정이 사회 , , 

내에 서로 뒤엉켜 있다 이 중에서 전형적이거나 법적 규율이 필요한 사정. 

이 우선적으로 실정법 형식으로 규정된다 법기술론은 일단 제정이 완료된 . 

실정법 개념과 구조를 계속 정화하고 단순화시켜 나간다.184) 특히 법기술론 

은 실정법 질서의 형식적 구조와 규범 상호간의 관계를 주된 연구의 상으

로 삼으면서 실정법에 규정된 능력 실정법상의 권리, (F higkeit), (Berechti- ä
실정법상의 의무 등과 같은 개념을 중시한다 말하자gung), (Verpflichtung) . 

면 법기술론은 법이전의 현실 사정이 입법 과정에서 이미 고려되었다고 전, 

제하고 법개념과 현실을 연결하는 고리에는 집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기술론은 규범주의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허한 법방법론

은 아니라는 점에서 켈젠의 순수법학과 다르다 켈젠의 순수법학 또한 실정. 

법질서를 상으로 하지만 켈젠은 법질서와 현실과의 고리를 적극적으로 차

단한다 반면 볼프는 실정법을 현실과 순수 당위가 이어지는 통로로 이해. , 

하기 때문에185) 법기술론적 접근은 반드시 법실질학적 요소를 전제로 한 

다.186) 말하자면 법기술론에 있어서도 실정법 개념과 법형식은 현실세계에 , 

183) 자연법에서 실정법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온 주된 계기는 자연법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모든 법은 국가 안에서 국가에 의해 만들어져야 비로소 법규
범으로서 승인될 수 있다는 사고가 지배적이 되면서부터이다 즉 국가와 법이 뗄 수 . , 
없는 관계로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실정법질서 중심의 법사고가 나타났고 오늘날에도 법
이라고 하면 먼저 실정법을 떠올린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참조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132f .
184) Wolff, a.a.O., S. 137.
185)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참조Staatsperson, 1933, S. 490 .
186) 이와 관련하여 법률실증주의 에 몰 Wolff, a.a.O., S. 194; , ‘ ’(Gesetzespositivismus)
두할 경우 실정법이 좇는 이념이나 실정법이 추구하는 사회공동체에 대해 무관심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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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가령 인과 인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실정법은 당연히 법주체로서의 

개인이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볼프가 말하는 실. 

증가능성 이다(Verifizierbarkeit) .187) 다시 말해 실증가능성이란 법에서 정한  , 

권리와 의무 등의 법적 효과가 현실 세계에서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인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귀속 가능성을 주된 개념 요소로 , 

한다.188)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실증가능성이 법규정의 개별 개념과 현 

실 상호간의 일  일 응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의 실증가능성은 오히려 연결 가능성을 뜻하며 동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예를 들어 실정법은 사람이 아닌 사람의 단체인 법인에게 법기술론적 . , 

관점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는 있다.189) 그러나 이는 실정법상 의무와  

실정법상 권리190)일 뿐이고 실정법상의 개념과는 별개로 법실질학에서 인정

되는 권리와 의무가 별도로 존재한다.191) 실정법과 실정법 이전의 질서 사 

이의 이러한 연결점을 놓칠 경우 전체적으로 법기술론적 체계가 불안해질 

수 있다.192) 왜냐하면 법기술론에 치우칠 경우 법실증주의로 흘러갈 수 있 

쉽다고 한다 이상돈. , 법철학 면 참조, 2002, 135 . 
187)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볼프는 법실질학적으로 사람만이 유일Staatsperson, 1933, S. 133 u. 134p Anm. 1. 
하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실증가능성을 위와 같이 이해한다.

188) 참조 볼프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 Wolff, a.a.O., S. 194 . 
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법형식이 현실 세계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 
의미를 최종적인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인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는 뜻으로 파악한다.

189) 어차피 법인 은 법에 의해 비로소 창출되었다는 의미에서 법인 인 것으로 실정법상 ‘ ’ ‘ ’
의 합목적적인 필요의 산물이다 곽윤직편집대표. ( ), 민법주해 I〔 〕 총칙, (1), 1992, 428
면.

190) 볼프는 실정법상 부과된 의무 및 실정법상 인정된 권리 (Verpflichtung) (Berechti-  
와 실정법과 무관하게 실정법질서 이전에 인정되는 의무 및 권리gung) (Pflicht) (Recht)

를 구별한다 물론 실정법상의 의무 또는 권리가 실정법 이전의 의무 또는 권리와 동일. 
한 내용을 담을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 전자의 범주와 후자의 범주는 일정한 교집합을 , 
이루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을 실정법상 의무. ‘Verpflichtung’ , ‘Berechti-

을 실정법상 권리 를 의무 를 권리로 칭한다gung’ , ‘Pflicht’ , ‘Recht’ .
191) Wolff, a.a.O., S. 133.
192) 볼프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일반적으로 벽돌의 화학적 성분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 
않더라도 집을 잘 지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그 벽돌 성분에 문제가 있다면 잘 완성한 것, 
처럼 보이는 건물도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해 형식을 구성할 때는 보. , 
통 실질에 대해 신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정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 실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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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지나치게 법실증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결국 정권이 법을 통치 수단으, 

로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 , 

악법 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고 악법으로 이루어진 실정법질서는 공고히 지‘ ’ , 

속될 수 없다. 

요컨 법기술론과 법실질학은 방법론적으로 구별되지만 상호 의존하는 , 

관계이다 법기술론 측면만 보면 볼프의 법이론이 켈젠의 순수법학과 크게 . 

다르지 않지만 볼프의 법기술론은 법실질학을 전제로 논의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순수법학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법실질학2. 

법실질학 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존재하‘ ’
는 자연법질서에 가까운 일반적인 법원리로 이해될 수도 있고,193) 실정법질 

서 중심의 법기술론적 사고와 비되는 법질서 이전의 현실 고찰이라고 파

악할 수도 있다.194) 말하자면 법형식이 아닌 법규범 이전의 사회적 전제 , , 

조건 그리고 법규범의 상에 해 연구하는 법방법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195) 볼프의 법기술론과 법실질학 모두 실정법질서를 중심 상으로 하지 

만 실정법 체계의 뼈 와 구조는 법기술론의 영역이고 현실과 이어지는 법

질서의 내용은 법실질학의 영역이다. 

따라서 규범 제정 단계와 규범의 적용 단계도 법실질학의 영역에 포함된

다 켈젠은 이 부분이 규범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의 . , 

영역이라고 하여 법학의 연구 상에서 단호히 제외하였다.196) 그런데 실정 

형식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Wolff, a.a.O., S. 141.
193) 역사적으로 자연법학은 지속불변의 내용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에 따라 달라졌다 . 

법실질학도 마찬가지Böckenförde, Staat, Gesellschaft, Freiheit, 1976, S. 28-29. 
로 시대의 공간적 시간적 조건에 의존한다, . 

194) Wolff, a.a.O., S. 131-133.
195)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26 An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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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현실과 바로 절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정법에 

포함된 법 내용은 항상 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법현실과 접히 연결된

다 또한 입법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법의 내용을 정할 자유재량을 .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법의 원리와 법현실을 고려해야 

마땅한데,197) 여기에도 법실질학의 존재 가치가 있다 .198) 특히 볼프는 모든  

법질서 이전에 이성적인 인간이 가지는 권리주체성과 의무주체성을 인정하

기 위해서 법실질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정법의 제정과 무관하게 당연, 

히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를 부정할 경우 법학은 단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했다.199) 그러나 법기술론적 방법이 현실 

에서 실증 상을 찾는다는 핑계로 법실질학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200) 두  

가지의 방법론은 이론상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법적 국가. Ⅲ

국가규범학은 국가의 법질서를 구성하는 당위 규범을 연구 상으로 한

다.201) 이때 규범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형식적 법질서 . 

이고 다른 하나는 법질서의 내용이다 일차적으로 국가는 당위를 규정하는 , . 

법규범의 체계인 국가법질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개개의 실정법이 내. 

용적으로 당위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정법규범의 총체인 법질서나 규범의 

체계 자체는 일정한 당위를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법질서로서의 국가는 . 

196) 참조 Kelsen, Reine Rechtslehre, 1. Aufl. 1934, S. 23-24 .
197)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133.
198) 법이 형식적으로 제정되면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속력을 가지는가 아니면 정 , 

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비로소 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유사 이래 .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희랍 비극 안티고네 를 통. , ‘ ’(Antigone)
해 법의 본질을 둘러싼 두 견해가 바로 법 자체의 본질이라는 견해가 있다 박은정. , 
왜 법의 지배인가 면 참조, 2014, 94-99 .

199) 참조 Wolff, a.a.O., S. 133 .
200) Wolff, a.a.O., S. 140-141.
201) Wolff, a.a.O., S. 255 u. 368 u. 49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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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당위는 아니다.202) 가령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조는  250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된다는 당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전 나아가 형법, , 

전을 포함하는 국가법질서는 내용적으로 어떠한 당위도 포함하지 않는다. 

볼프가 이처럼 당연해 보이는 사실을 설명한 배경에는 국가의 전체법질서 

또는 국가조직규범의 체계가 단지 법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에 불과하므로 그 

구조물 자체에 해서는 어떠한 당위도 부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전제되

어 있다고 생각된다 볼프가 국가법인 개념을 국가권한 규범 질서를 간편하. 

게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 배경에는 국가의 법질서를 단순히 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 보는 사상이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법질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볼프 이전에 규범적 관점에서 국가를 탐, 

구한 옐리네크과 켈젠 등은 법적 규명의 상이 되는 국가를 전체 국가로 

보면서 법적 규명의 상이 되는 상으로서의 국가와 국가법인 개념의 , 

상을 구분하지 않았다.203) 반면 볼프는 막스 벤젤 의 영향을  , (Max Wenzel)

받아204) 전체로서의 국가와 국가권한을 규정하는 법체계로서의 국가조직을  

구분하고 국가법인 개념의 상을 후자로 한정하였다.

그렇다면 볼프는 전체로서의 국가를 법적으로 어떻게 파악했을까 사회적 . 

국가의 개념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복합체와 이들 관계를 단일하게 하나

로 묶는 질서인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의미의 국가도 법관계의 복합체이다. 

즉 국가는 법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최상의 실정규범이나 규범체계에 위임, “
적으로 의존하는 법규범적 관계의 복합체이다”.205) 여기서 법적이고 규범적 

202)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62-363.

203) 볼프에 따르면 켈젠이 국가의 전체법질서와 조직규범질서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는  , 
않았지만 법질서 안에서 국가와 다른 법주체가 법관계를 맺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국가
법질서의 일부로 국가조직의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한다. 
Kelsen, Hauptprobleme der Staatsrechtslehre, 1923, S. 233f; Wolff, a.a.O., S.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켈젠은 전체 국가법질서와 국가조직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평368. 
가된다. Wolff, a.a.O., S. 434.

204)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124f; Max Wenzel, 
Juristische Grundprobleme, 1920, S. 202f; Wolff 참조, a.a.O., S. 434-435 .

205) 원문은 다음과 같다 : Definition des Staates im juristischen Sinne: der 
Komplex derjenigen juristisch-normativen Beziehungen, die unmittelbar oder 



61

인 관계 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법주체 상호간의 관계이며‘ ’ . , 

다른 하나는 법주체와 규범과의 관계이다 볼프는 법의 영역에서는 법관계. 

를 후자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가 에 해 일정. , A B

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는 이러한 권리를 규정하는 법규범과 의 관계A , 

그리고 에게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범과 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B B

표현한 것이라는 의미이다.206) 따라서 국가를 법관계의 복합체라고 할 때의  

법관계 역시 법주체와 규범과의 관계로 이해된다‘ ’ .

그런데 하나의 국가를 다른 국가와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관계의 복

합체인 국가를 독립하여 단일화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전체로서. 

의 국가가 법인화의 상은 아니지만 광의의 법적 국가에 해서도 최소한 , 

이를 하나의 법체계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 내지 계기는 필요하기 때문이

다 이는 법관계의 복합체를 넓은 의미의 조직 으로 파악할 때 즉 법률관. ‘ ’ , 

계와 이를 규율하는 질서로서의 조직체로 보아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 

의 조직체를 구성하는 일국의 법질서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

라의 법체계와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헌법률 이다‘ ’(Verfassungsgesetz) .207) 

공사법 모두 형식적 내용적으로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위, 

계적으로 헌법 아래에 위치하므로 결국 전체로서의 법적 국가는 헌법에 의, 

해 통합되는 국가의 법질서로 파악된다.

법법칙을 통한 국가의 정당화 가능성. Ⅳ  

mittelbar vor einer obersten positiven Norm(oder einem solchen 
Normensystem) delegativ abhängen)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37.

206) 사인 상호간에 계약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사인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사회적 구속 
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법질서가 이들 계약에 대해 구. 
속력을 부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사인 간의 계약을 통해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 관. , , 
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들이 국가법질서와 관계를 맺음으로서 그 간접적인 효
과로 사인 상호간 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Wolff, a.a.O., S. 146 u. 60. 

207) Wolff, a.a.O., S.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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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형식만 갖추면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가 악법도 법인가? ? 

이에 해 볼프는 일반적으로 법질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실정법이 만들어

지면 법적 구속력이 추정 되지만 이러한 추정과 법이론적 구속력은 다르다‘ ’
고 말한다.208) 진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식 이외에도 내용적 차원에서의 법적 정당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말. 

하자면 사실적 경험적 규범 체계인 실정법질서는 법적 구속력으로 표현되, , 

는 법 고유의 성질을 전제로 해야만 비로소 법체계 로 이해될 수 있다‘ ’ .209) 

실정규범의 정당화의 근거1. 

볼프는 실정법을 정당화하는 최종적 근거로 우선 공동의사(Gemeinwille)

의 하나인 일반의지 를 고려해 본다 그런데 다수의 사(la volont g n rale) . é é é
실적 의지의 총합이 아닌 다수에 해 선험적으로 공통되는 의지를 의미하, 

는 일반의지는 현실에서는 다수의 의지와 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반. 

의지를 다수의 현실적 의사와 독립하여 초심리적 영역에 있다고 본다면 현

실 속의 국민이 행하는 국가 조직규범에 한 실제 승인과도 무관하게 된

다 입법자는 단지 이러한 일반의지를 가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유의 영. 

역을 떠나 존재하는 일반의지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하고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결정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210) 

208) 볼프는 혼란스러운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불법국가를 몸소 겪으면서 실질적 법치국
가를 구현하기 위한 실정법 플러스의 필요성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볼프는 역사적. 
으로 실정법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의 문제점은 바로 사실의 규범화 에‘ ’
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한다 만약 규범의 최종적 정. 
당화의 근거를 존재의 영역에서 찾게 되면 결국 규범의 내용 을 결정할 힘이나 권력이 ‘ ’
있는 자 또는 세력에게 실정법질서를 내맡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 
가 볼프는 켈젠과 마찬가지로 신칸트학파의 방법론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69-305(275)), 신칸트학파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 따라서 실질적 법치국가 구현. 
을 위한 최후의 정당화 근거는 반드시 당위의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

209)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7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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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의 근거 정당화의 근거는 반드시 당위여야 한다 헌법을 포함, . 

한 법질서가 왜 구속력이 있는지 또는 규범이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지에 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위적 차원의 근거가 필요하

다 만약 법적 정당화의 근거를 사람들 사이의 합의와 같은 사실적 요소에. 

서 찾는다면 사실은 언제나 변화무쌍하고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 

력의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다 나아가 법적 정당화의 근거를 사실에서 찾는 . 

것은 무엇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를 도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볼프는 이러한 사실의 규범화 를 일관되게 배척했, ‘ ’
다.211) 

물론 켈젠도 법규범의 구속력의 근거를 당위에 속하는 근본규범에서 찾았

으나 켈젠은 규범의 내용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따라서 켈젠의 근본규범은 . 

기껏해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라는 명제‘ ’(pacta sunt servanda) 212) 정도로 

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제를 통해서는 기껏해야 법의 객. 

관성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켈젠의 근본규범은 어떤 약속은 지키

고 또 어떤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를 판단할 내용적인 기준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결국 법의 형식적 객관성만 남게 된다, .213) 

법법칙의 의의 2. 

실정법의 정당화의 근거로서의 법법칙(1) 

볼프는 당위의 최종 근거로서 내용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가치규범인 

법법칙 를 제시한다 볼프의 법법칙은 칸트가 제시한 법법칙과 마찬가지로 ‘ ’ . 

210)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98-399.

211) Wolff, a.a.O., S. 383-386.
212) 켈젠은 국제법의 근본규범의 예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를 들고 있다 ‘ ’ . Kelsen, 

Reine Rechtslehre, 2. Aufl., 1960, S. 223.
213) Wolff, a.a.O., S. 39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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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험적이고 정언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일반적인 효력이 있는 최상위의 규범

이다.214) 그런데 법법칙을 통해 직접 정당화하는 실정법규범은 관할권 규범 

이 아닌 개별 행위 규범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법법칙은 국가의 관할권 규. 

범과도 접한 관계가 있다 비록 법법칙이 개별 관할권 규범에 해 직접. 

적인 정당화의 근거가 되지는 못하지만 사회 전체의 법상태를 이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국가권한 행사의 최종적 목표라는 점에서 법법칙은 전체 사, 

회의 법상태를 바람직하게 이끌어가는 목표이자 지침이 된다 요컨 법법. , 

칙은 개별 행위규범에 해서는 직접 정당화의 근거가 되며 개별 관할권 규

범에 해서는 간접적인 정당화의 근거로 작용한다.215) 이러한 법법칙에 위 

반되는 규범의 내용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볼프는 법법칙의 존재를 증. 

명하는 것은 법이론이 아닌 법철학의 몫이라고 하면서도 국가 조직론에서 

법법칙을 전제해야만 실정법에 한 법적 정당화가 가능하고 최종적으로는 

실질적 법치국가를 지향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법칙의 중요성을 역설한

다.216) 

국가의 기관담당자의 의지에 근거한 실정법규범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

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의 결과가 사실적 규범이나 경험적 규범이 아닌 정의

로 변되는 최고의 당위 규범과 일치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Gerechtigkeit) . 

실정법으로의 입법 여부와 당위적 구속력이 필연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217) 말하자면 법의 형식적인 측면은 실질적인 측면과 구분되고 , , 

현실 세계에서 법적 구속력 을 인정하기 어려운 형식적 실정법이 존재할 ‘ ’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만든 실정법은 잠정적으로 당위의 영역으로 들어온. 

214) 칸트는 보편적 법법칙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너의  ‘ ’(allgemeines Rechtsgesetz) . “
의사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편적 법칙에 부합하여 모든 사람의 자유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외적으로 행위하라 이하 ” Immanuel Kant( ‘Kant’), Metaphysik der Sitten, 
1966, S. 35;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칸트의 법법칙은 이처럼 개인 행위의 정당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05. 
성 실현만을 목표로 하므로 다수의 개인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전체의 정당성
을 근거짓지는 못한다 손제연 칸트에서 법의 개념 서울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 “ ”, , 

면 참조2011, 53 .
215) Wolff, a.a.O., S. 407.
216) Wolff, a.a.O., S. 405.
217) Wolff, a.a.O., S. 38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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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이 완료된 후에도 법법칙 에 근거, ‘ ’
하여 규범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당위로 인정될 수 없다.

법법칙과 켈젠의 근본규범의 (2) 異同

켈젠에 따르면 상위법 질서만이 일정한 질서를 법질서로 인정하면서 법, 

적 구속력을 근거지울 수 있다.218) 오로지 볼프도 상위 규범으로부터만 당 

위적 규범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켈젠의 테제에 해서 동의한다.219)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순수법학에서 국가의지보다도 더 상위에 존재하면서 

전체 국가 질서에 해 법적 성격과 구속력을 근거지우는 최상위의 규범은 

다름 아닌 근본규범 이다 켈젠의 근본규범은 법내용의 정당‘ ’(Grundnorm) . 

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단지 입법 과정의 위계와 절차와 관련되는 법 , 

규범의 연역적 전제이다.220) 그런데 볼프에 따르면 근본규범이 모든 하위 , 

규범들에 해 법적 정당화의 근거가 되려면 근본규범이 일정한 내용을 포

함해야 한다.221) 켈젠이 최상위의 규범으로 근본규범을 가정한 것은 옳았지 

만 존재와 당위의 구별 테제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법의 모든 내용적 요소를 

존재의 영역으로 봄으로써 근본규범은 결국 허울뿐인 규범이 되었다는 것이 

볼프의 평가이다.222)

볼프의 최종적 지향점은 선험적이자 초실정적인 정의와 공공선을 지향하

는 법치국가인데 국가조직을 구성하는 규범의 복합체를 단일하게 만드는 , 

계기인 최상위의 규범과 가치적 내용을 포함한 법법칙이 일치되는 국가만이 

실질적 법치국가로 불릴 수 있다.223) 다시 말해 실정법 체계를 위임입법의  , 

218) 참조 Kelsen, Reine Rechtslehre, 1. Aufl., 1934, S. 76 .
219)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74.
220) Kelsen, a.a.O., S. 77f.
221) Wolff, a.a.O., S. 374-375.
222) Wolff, a.a.O., S. 377-378.
223) 켈젠은 법질서를 하나의 단일한 법질서로 보는 계기가 되는  Wolff, a.a.O., S. 375. 

기준과 법질서 내부에서 구속력의 최종적 근거가 되는 근본규범을 구분하지 않았다 얼. 
핏보면 법질서의 단일화 계기로서의 규범과 법적 구속력의 최종적 근거인 법법칙이 일, 
치하는 경우를 실질적 법치국가로 본 볼프의 견해와 양자를 전혀 구분하지 않은 켈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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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로 보았을 때 그 최종적 실정법의 위임 근거가 동시에 정의에 합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그런데 사실 법적 정당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근본규범 은 실정법질‘ ’
서 안에서는 찾기 어렵다 실정법질서의 최고의 규범인 헌법도 그 규범적 . 

근거를 상위 규범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켈젠은 실정법 영역을 벗어나. 

면 자연법질서224)에서와 같이 價値 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내용을 배專制

제한 채 근본규범을 단지 가정하고 전제했다 그러나 가정된 근본규범은 그 . 

자체로 실정법은 아니고 단지 규범 체계의 최상위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뿐

이므로 자연법 도그마와 같이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결정권과 힘을 가지는 

세력에게 맡겨진다는 취약점을 가진다.225) 볼프는 이러한 사실의 규범화를  

경계했다. 

나아가 볼프는 켈젠의 순수법학 방법론과 순수법학의 상인 실정법 사이

의 모순을 지적한다 존재와 당위의 엄격한 구분을 전제로 하는 켈젠의 규. 

범체계에는 정언명령 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정(kategorischer Imperativ) , 

법은 가언명령 으로 파악되어 인과적 성격이 다분(hypothetischer Imperativ)

히 짙은 규범이다.226) 다시 말해 성문법 체계에 집중하면서 순수한 당위적  , 

견해가 유사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켈젠은 근본규범에서 내용을 배제하였으므. 
로 켈젠이 입법권한의 최종적 위임근거로서의 법질서의 단일화의 계기와 근본규범을 구
분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법의 내용과 관계없이 상위법에서 부여한 형식적 절차적 . , 
규정에 따라 제정되면 바로 규범의 구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일한 법질서. 
의 계기인 근원규범 을 순전히 입법절차상 부여되는 형식적인 입법권(Ursprungsnorm)
한으로 이해하고 법규범의 정당화의 최종 근거인 법법칙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파
악한 볼프에게 있어 양자는 형식과 실질의 관계처럼 구별된다 그리고 볼프는 형식과 . 
실질이 일치해야 비로소 실질적 법치국가가 된다는 것이므로 켈젠과 볼프의 주장은 전
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24) 선험적인 자연법질서의 내용은 누가 확인할 수 있는가 자연법질서가 성문화된 역사 . 
를 살펴보면 결국 입법권을 가진 한정된 권력주체가 자연법의 내용을 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자연법질서가 가지는 . 價値 의 위험을 짐작할 수 있다. Nigel Foster 專制

참조& Satish Sule, German Legal System and Laws, 4.ed., 2010, p.24-27 . 
225)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참조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법의 내용을 과연 Staatsperson, 1933, S. 375-376 . 
누가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결국 힘 있는 자 또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될 위험이 컸다. Wolff, a.a.O., S. 

참조131 . 
226) 볼프는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을 칸트와 유사하게 이해한다 즉 정언명령은 시공간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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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을 추구하더라도 가언명령의 성격을 가진 실정법의 한계로 인해 결국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런 내용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근. 

본규범은 현실의 법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단초를 제공해주

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순수법학은 단지 사유의 영역에서만 이해될 수 있을 , 

뿐이다.227) 

그러나 볼프가 추구한 법법칙은 정의 로 변되는 최고의 (Gerechtigkeit)

법가치를 포함하는 최상위의 규범이다.228) 법법칙은 개별 실정법 내용을 정 

당화하는데 실정법은 결국 현실에 적용되므로 법법칙은 실정법을 매개로 , 

현실과 접하게 된다 이처럼 볼프는 현실과 당위의 연결점을 지속적으로 발. 

견하면서 법이론을 전개하였다.

볼프의 법법칙과 법원칙  (3) 

볼프의 법법칙과 법원칙의 유사점  1) 

볼프의 법원칙은 체로 의 관점에서 고찰된다(Rechtsquelle) .法源 229) 한  

국가의 최상위의 법원으로서의 법원칙은 당위라는 점 그리고 그 내용이 정, 

의와 관련된다 는 면에서 법법칙과 유사하다‘ ’ .230) 그리고 당위의 영역에 속 

한 규범이지만 체로 국가기관에 의한 법원칙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면에

서도 법법칙과 일치한다 선험적이며 초실정적인 법법칙의 내용은 매우 추. 

초월하여 언제나 지켜져야 마땅한 규범이며 가언명령은 특정한 시대와 장소를 전제로 ,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규범이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칸트는 법을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77. 
선험적인 원리에 의거하는 자연법과 법 수립자의 의지에 기인하는 실정법으로 구분한
다 참조. Kant, Metaphysik der Sitten, 1966, S. 43 .

227) Wolff, a.a.O., S. 376-378.
228) 참조 Wolff, a.a.O., S. 415 .
229) 볼프는 법원칙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원칙 과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적용 ‘ ’

되는 특수적 법원칙 으로 나눈다 전자와 달리 특수적 법원칙은 시공간에 따라 달라질 ‘ ’ . 
수 있는 법원이다. Wolff, Rechtsgrundsätze und verfassunggestaltende Grund-  
entscheidungen als Rechtsquellen, in: Forschungen und Berichte aus dem    

참조öffentlichen Recht, Gedächtnisschrift für W. Jellinek, 1955, S. 39ff . 
230) Wolff, a.a.O., S. 37; Jeong Hoon Park( ), Rechtsfindung im Verwal-    朴正勳

참조tungsrecht,  1999, S. 19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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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이므로 법법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로 무엇이 법법칙에 부합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231) 

또한 실정법은 법원칙을 새롭게 창조할 능력은 없고 단지 구체화할 뿐이 

라는 점에서 법법칙과 법원칙은 일맥상통한다.232) 법원칙이 일국의 헌법이 

나 법률에 일부 규정될 수 있으나 이들 규정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이유는 , 

성문법규정에 명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규정의 내용이 법원칙에 

속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질서를 이루는 개별 규범들이 법법칙이나 법원칙. 

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233) 일반적으로는  

법규범이 법법칙이나 법원칙에 일치한다는 추정을 받는다.234)   

나아가 법법칙과 법원칙은 법규범의 일종이므로 현실 사회에서 법적 실효

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타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권력이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법법칙과 법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힘은 결국 법의 적용 . 

및 집행의 영역과 관련된다 두 개의 연결점 모두 조직으로서의 국가와 법. 

231) 실질적인 법치국가에서는 국가의 입법기관의 의사를 매개로 제정된 규범이 선험적인  
법법칙과 내용적으로 일치함으로서 보다 정확하게는 내용적으로 일치한다는 추정을 바, 
탕으로 구속력이 인정된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20.

232) 볼프의 법원칙의 실천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 Wolff, a.a.O., S. 42f; ‘ ’
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원칙으로부터 구체적 법규를 도출해내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 , 
법자의 의무이다 물론 입법자가 구체적 이익을 평가하여 법원칙이 잘 녹아있는 실정법. 
을 만들더라도 재판관의 임무가 단지 기술적 법적용에 그치지는 않는다 즉 재판관이 . , 
법적용을 할 때 실정법규정 뒤에 숨어있는 법원칙이 일정한 법해석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실정법이 흠결되어 있을 때 판사가 법적용자로서 직접 법원칙으로부터 . , 
포섭이 가능한 법명제를 이끌어낸다 이는 법형성적 기능이다 그러. (rechtsfortbildend) . 
나 법원칙이 실정법화되지 않은 모든 법명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셋. 
째 입법과정에서 법원칙이 가지는 입법의 한계로서의 기능이다 만약 제정법이 법원칙, . 
에 근거한 이익평가에 어긋난 결과 법원칙에 반하게 된다면 재판관은 이를 적용하지 , 
않을 의무가 있다 참조. Jeong Hoon Park( ), a.a.O., S. 198-204 .朴正勳

233) 일국의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최고의 법원 인 법원칙에 위배되는 헌법 (Rechtsquelle)
규정이나 법률은 모두 무효이다. 박정훈 행정법의 불문법원으로서의 법원칙, “ ‘ ’ : H. J. 

의 이론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Wolff 'Rechtsgrundsätze' ”, 
사학위논문 면, 1989, 207-208 .

234) 현실 세계는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완벽하지 않기  Wolff, a.a.O., S. 420. , 
때문에 현실에 기반한 실정법질서가 법법칙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이상에 가깝다 그. 
렇기 때문에 실정법질서가 법법칙에 의해 정당화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현실의 국
가는 항상 잠정적인 법상태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provisorisch) . Wolff, a.a.O., 4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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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나는 접점으로 이 두 가지 접점에서 법법칙과 법원칙은 현실 세계와 , 

마주하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조직과 연결된다.235) 

볼프의 법법칙과 법원칙의 상이점    2) 

볼프가 법법칙을 제시했던 주된 이유는 켈젠의 근본규범을 신하여 가치

가 포함된 최상위의 당위 규범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법칙은 비록 . 

국가제정법에는 속하지 않지만 실정법에 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직

접적 기능이자 목적이다 따라서 실정법질서가 없다면 법법칙의 의의는 매. 

우 미미해질 것이다 반면 법원칙은 실정법의 제정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한 . , 

국가 법질서에서의 최고의 이므로‘ ’(Rechtsquelle)法源 236) 법법칙과 달리 법 

원칙은 필연적으로 법적용을 전제로 한다.

내용의 구체성에서도 다르다 먼저 법법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정한 . 

이익 상황을 규율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일반적 선험적 기준 정도의 폭, 

넓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237) 그러나 법원칙에는 시공간에 관계없이  

인간의 집단에 해서 항상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 법원칙(allgemeiner Re- 

이외에도 시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수적 법원칙chtsgrundsatz) (besonderer 

Rechtsgrundsatz)238)도 포함되므로 그 의미 범위가 더 넓다고 생각된다 동. 

235)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09f.

236) 볼프에게 있어 법원칙은 정의의 일차적 구체화 원리이면서 직접 법명제로 정형화 , ⌜
될 수 있음⌟을 근거로 법원칙 은 또한 곧 법원이다 박정훈‘ ’ . ( )朴正勳 행정법의 불문법, “
원으로서의 법원칙 의 이론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 ’ : H. J. Wolff 'Rechtsgrundsätze'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면”, , 1989, 86-87 .

237) Wolff, a.a.O., S. 409f.
238) Wolff, Rechtsgrundsätze und verfassunggestaltende Grundentscheidungen   

als Rechtsquellen, in: Forschungen und Berichte aus dem öffentlichen Recht, 
참조 특수적 법원칙과 비례원칙Gedächtnisschrift für W. Jellinek, 1955, S. 40-41 . · 

신뢰보호원칙 등의 행정법의 일반원칙(allgemeine Grundsätze des Verwaltungsre- 
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특수적 법원칙의 한 유형으로 보는 chts) , 

의견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궁극적 근거이자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 
법원을 헌법에서 찾는 견해가 유력하다 박정훈. ( )朴正勳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헌법원, “
리 법원론의 차원과 방법론의 차원 효력우선과 적용우선 한국공법학회 대법원헌법연- , -”, ·
구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미공간 면(2014.5.31.) (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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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법원칙은 종류에 관계없이 정의 로부터 도출 되는 원칙인바 정의와 ‘ ’ ‘ ’ , 

등가로 이해될 수 있는 법법칙이 그 규범 내용의 추상성에 있어 한 단계 

위에 위치한다 요컨 법법칙이 전제되는 성문법질서의 영역에서 법법칙을 . , 

법원칙과 비교해 보면 법법칙과 일반적 법원칙 그리고 특수적 법원칙은 추, 

상에서 구체로의 규범 위계를 형성하고 법법칙은 법원칙을 정당화하는 최, 

종 근거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조직규범 체계와 관련하여 양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법법

칙은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법상태 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Rechtszustand)

는 점이다 볼프의 법법칙은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는 개별 규범에 한 정. 

당화의 근거가 되지만 간접적으로는 사회질서를 총체적으로 법법칙의 방향, 

으로 이끌어 가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39) 이때 법법칙을 따르는 사회 

질서 즉 이상적 법상태는 곧 실질적 법치국가 로  , ‘ ’(materieller Rechtsstaat)

볼프가 추구하는 국가의 이상향이다.240)

사견에 따르면 법원칙의 연결고리를 따라 올라가면 결국 실질적인 법치, 

국가에 닿아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원칙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분. 

쟁과 관련한 행위 기준 혹은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반면 법상태의 구현은 . , 

단순히 개개의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회 전체의 법가

치를 실현하고 고양시키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 한 사회의 법질서의 유지 

및 보장과 직결된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일차적인 주체는 구체적인 . 

또는 추상적인 국민이 아니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조직이다. 

볼프가 예정한 국가조직은 국가관할권 규범의 총체인데 국가의 관할권이란 , 

239)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07.

240) 참조 칸트의 법법칙 또한 법원리를 실현하고자 하 Wolff, a.a.O., S.415-424(422) . ‘
는 개인적 행위의 측면 이라는 점에서 개별 주체간의 이익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에 대한 ’
직접적인 법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볼프의 법법칙과 일맥상통한다 나아가 칸트는 법. 
원리는 모든 사람의 자유가 상호 공존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점 , 
또한 법법칙을 매개로 사회 공동체의 법상태의 를 추구한 볼프와 닮아 있다. Kant, 提高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Metaphysik der Sitten, 1966, S.35-38; / , 윤리형이상학, 
면 손제연 칸트에서 법의 개념 서울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2012, 151-155 ; , “ ”, , 

면 면 참조2011, 53 , 5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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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국민의 법실질학적인 리인인 기관담당자가 속한 국가조직이 국가의 

법질서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해 가지는 특별한 권한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이를 통해 볼프가 국가조직론을 전개하는 맥락에서 개별 법규범의 흠결. 

을 보충하는 법원칙에 해서는 체로 침묵하면서 법법칙은 왜 그토록 강

조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제 절 법기술론적 국가법인의 규명4

문제의 소재I. 

볼프는 입헌 국가에서의 주권자와 기관담당자를 국가법인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입헌 국가에서는 주권자와 주권자를 위해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 

자연인으로서의 기관담당자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법질서. 

는 일반 국민이 아닌 국가권한을 행사하는 기관담당자에 해 특별한 의무

와 권한을 규정하는 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이때 법실질학적으로는 헌법상 .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기관담당자가 행하는 권한 행사 행위가 국민에게 직

접 귀속되어야 마땅하지만 볼프는 이러한 법실질적 상황을 법기술론적 국, 

면으로 옮겨 와서 단순화하고 체계화한다 입헌 국가에서는 다수의 주권자. 

와 다수의 기관담당자가 존재하고 이들 사이의 수많은 법관계를 간편하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볼프는 기관담당자와 국민의 . , 

사이에 국가의 권한을 규정한 규범의 총체를 국가법인이라는 가상적 주체로 

상정하고 이 가상적 주체를 법기술론적 규범적 귀속주체로 삼는다, , .241)

국가법인의 의제와 구성. Ⅱ

241)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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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는 국가법인이 의제 가 아닌 법적인 구성 을 ‘ ’(Fiktion) ‘ ’(Konstruktion)

통해 도출된 개념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의제 와 구성 의 차이는 무엇이. , ‘ ’ ‘ ’
며 왜 볼프는 국가법인을 의제하지 않고 구성 하였을까 볼프의 법인 구, ‘ ’ . ‘
성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의제설에 해 이해가 필요하다’ .

법인의제설의 변화1. 

민법학에서 법인의제설은 역사적으로 교황 이노센트 세가 처음으로 제4

시242)한 이후 중세 내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근 에 와서는 세기에 이르, . 19

러 민법학자 사비니가 법인의제설을 주장했는데 사비니를 비롯한 근  법, 

인의제설의 사고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에서 원칙적으로는 사람만. 

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주체가 없는 권리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 . 

데 현실에서는 사람이 아니면서도 거래 능력을 가진 권리복합체가 존재할 

뿐 아니라 사회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들을 법개념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가령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이 아닌 다른 주체를 권리. 

주체로 가지는 재산이 있고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재산 자체를 주체로 인정

할 필요성도 있다 여기에서 사람만이 법주체가 될 수 있다는 법실질학적인 . 

법논리와 사람이 아닌 다른 법주체를 인정할 실제 현실 속의 필요성이 충돌

하게 된다 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로마법상의 의제 이론을 적용. 

하여 재산을 주체화한 법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독일 행정법의 아버. 

지 오토 마이어는 사비니의 영향을 받아 켈젠이 말하는 원래적 의미에서의 

의제 즉 현실 속의 실제 인간에 응하는 존재로서 법인을 의제했다 말하, . 

자면 사회학적 의제 개념을 법학에 차용한 것이다, .243) 이러한 의제는 현실 

의 인식에 바탕을 두면서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제한 것으로 설명

되기도 한다.244)

242) Gierke, Genossenschaftrecht , S. 279ff;  Wolff, a.a.O., S. 3 Anm. 3.Ⅲ
243)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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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토마이어 이후에 등장한 신법인의제설은 더 이상 현실에 얽매이

지 않는다 이들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현실과 거리를 둔다 예를 들어 켈젠. . , 

은 단지 단일체를 사고하기만 하여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245) 켈젠에 따르면 법학은 현실이 아닌 법규범 자체를 상으로 하 , 

는바 법학이 현실을 파악하는 고유한 수단은 아니라면 법학에 있어 일반적 

의제는 적합하지 않다 법학은 주로 법의 인식 법질서의 파악을 목적으로 . , 

하기 때문에 현실 신 법개념이나 법이론을 의제한다 말하자면 법질서를 . , 

보다 단순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법적 의제 이다 우‘ ’ . 

리는 사람이 아닌 단체에 해서 법인격을 인정할 때는 마치 사람을 자연

인 에 응시키는 것과 같이 현실과 법개념을 응시키려는 경향이 있지만 ‘ ’
법학에서는 이러한 현실과 법개념의 직접 응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246) 

법기술론적 개념이 법실질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한 볼프도 법실질

적 존재와 법기술론적 개념이 직접적 응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고 보았

지만 켈젠과 같이 현실과의 고리를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다.247) 

볼프는 신법인의제설에 해서도 초기의 법인의제설과 유사한 비판이 가

능하다고 생각했다.248) 왜냐하면 법인격의 인정 여부가 법질서에 온전히 맡 

겨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켈젠을 포함한 새로운 의제 이론의 주창자는 실. 

정법을 지나치게 중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실정법 질서에 맡기고 인격화

의 기준을 스스로 포기할 위험까지 있다 나아가 실정법질서와 현실과의 관. 

244) 초기 국가법인설을 의제설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람에 비견될 수 있 ‘ ’ . 
는 의사력을 가진 국가의 존재는 입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없다 고 볼 수 있는데 의‘ ’ , 
제설은 이와 같이 현실에 없는 국가를 가정하고 국가법인론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 .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17. 

245) Wolff, a.a.O., S. 62.
246) Kelsen, Zur Thorie der juristischen Fiktionen, in: Die Wiener rechtstheore- 

tische Schule,  Bd. , 1968, S. 1215-1222. Ⅱ
247) 참조 헬러도 법학이 항상 사회의 경험적 사실과 관련되 Wolff, a.a.O., S. 139-141 . 
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학문 이전 의 사실을 정확하게 표‘ ’(vorwissenschaftlich)
현하는 것이 법개념은 아니라고 하였다. Heller, die Souveränität, Gesammelte 
Schriften, Bd. 2, 2. Aufl., 1992, 참고S. 120 .

248) Wolff, a.a.O., 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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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법인의제설은 결국 의제를 적용하는 과정

에서 현실과 단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정법상 권리능력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결과적으로 신법인의제설에 따라서는 통일적인 인 개념을 정‘ ’ 
립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249) 

볼프의 법인 구성2. ‘ ’

전통적인 법인의제설이나 신법인의제설에서 말하는 법적 의제는 현실과 

모순 립하거나 최소한 비현실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말하자면 의제 는 목· . , ‘ ’
적적합적 사고의 산물로 법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거나 현실과 애써 

멀어지기 위한 수단이다.250) 반면 법적 구성은 현실과 규범 중 어느 한쪽 , 

도 포기하지 않은 채 양자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의 총체를 정신적으로 극복

하여 포착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다.251) 볼프는 법인의제설 신 법인을  

법적 관점에서 구성 하고자 한다 법인 구성은 사실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 ’ . 

규범과 사실이 논의의 차원을 달리한다고 전제한다. 

초기의 법인의제설은 인과 사람이 법적 의미에서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법적 개념인 인 에 상응하는 실체적인 현실적 기저를 애써 찾으려고 했‘ ’
다.252) 그러나 볼프의 법인 구성에 따르면 인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 , 

지 사고의 산물이자 법개념 구성을 위한 매개적 관념일 뿐이다.253) 물론 법 

기술론은 그 구성을 통해 입법 영역과 법적용 지점에서 법현실과 마주할 수 

있고,254) 현실 속에서의 실증가능성도 전제한다 .255) 하지만 법적 구성의 핵 

심은 초기 의제설과 같이 현실과의 일  일 응을 추구하지도 않고 켈젠

249)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63-64.

250) Wolff, a.a.O., S. 17.
251) Wolff, a.a.O., S. 17 Anm. 3.
252) Wolff, a.a.O., S. 65
253) Wolff, a.a.O., S. 144-145
254) Wolff, a.a.O., S. 148-149
255) Wolff, a.a.O., S.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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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제설처럼 현실과 무관한 법개념을 만들어 체계화하지도 않는다 볼프. 

의 법인 구성은 현실과 당위의 양쪽에 걸쳐 있으면서 법질서를 구성하는 다

양한 관계를 단지 모순 없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56) 

요컨 사비니로부터 옐리네크까지의 전통적 법인의제설은 국가의 법주, 

체성을 인정하기 위해 국가를 마치 사람처럼 의제하였고 켈젠을 포함한 신, 

법인의제설은 아예 현실을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단일한 규범적 

법질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국가법인을 의제하였다 반면 볼프의 법인. , 

구성 은 현실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억지로 새로운 주체적 개념인 인 을 마‘ ’ ‘ ’
치 사람 에 빗 어 법질서에 애써 심으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 ’
현실을 배척하지도 않는다 볼프는 국가를 법인으로 명시하는 실정법이 없. 

는 상황에서 법실질학적 권리주체인 기관담당자와 국민 사이에 벌어지는 다

양한 법관계와 법체계를 간편하고 모순 없이 연결시키기 위해 국가를 법인

으로 구성 하였다‘ ’ .257)

국가법인의 개념 및 목적. Ⅲ

국가법인의 개념1. 

볼프가 구성한 국가법인 이란 국제법과 일반법질서에 근거한 (Staatsperson)

법기술론적인 최종적 귀속주체로서의 국가조직이다.258) 국가조직이란 국가   

기관담당자의 고권적 행위 관할권 등을 규정하는 관할권 규범(Zust ndig- ä
keitsnorm)의 총체,259) 즉 기관담당자의 관할권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복합 

256)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187.

257) Wolff, a.a.O., S. 431-432.
258) Wolff, a.a.O., S. 437-438.
259) Wolff, a.a.O., S.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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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다.

국가법인론의 기능2. 

국가조직을 법인으로 구성한 일차적 이유는 기관담당자의 행위가 결국 주

권자인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 때문이다 기관담당자가 . 

국민을 위해 수행하는 여러 행위의 법적 효과는 주권자에게 미쳐야 하는데, 

개별적 행위 각각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은 법기술론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그 중간 매개로 법적 효과를 하나로 묶어서 전달하는 국가의 

조직체를 상정하는 것이다. 

기관담당자로부터 주권자로의 법적 효과의 전달 뿐 아니라 주권자로부터 

기관담당자로의 의사전달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양자 사이에 일정한 국가조, 

직이 매개된다면 훨씬 간편해질 것이다 주권자가 기관담당자를 통해 다양. 

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법주체를 매개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볼프는 인과 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상. ‘
위’260)의 일반법질서를 근거로 기관담당자의 관할권을 정하는 규범의 복합

체를 법기술론적으로 최종적 귀속주체인 법인으로 상정한다.261) 이와 같이  

사고의 산물인 볼프의 국가법인의 뒤에는 법실질학적으로 권리의 최종 주체

인 국민 그리고 최종적 의무 주체인 기관담당자가 존재한다, .262) 볼프는 법 

기술론적으로 인정되는 관할권의 최종 주체인 국가법인을 법실질학적 권리

260) 볼프는 공사법을 막론하고 법인이라는 법기술론적 개념은 상위법 질서에 근거해야 한 
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이 때 상위법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법령. , 
법률 헌법과 같은 실정법의 위계 체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국가조직, . , 
의 권한을 근거지우는 법이 명령이나 규칙일 수도 있으나 법률 또는 헌법일 수도 있으
며 반대로 일반 법주체 사이의 법관계를 규율하는 행위규범이 하위 법령에 규정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프는 이른바 상위법 질서 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 ‘ ’
보인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29, 374 u.a..

261) 참조 Wolff, a.a.O., S. 371f .
262) 국가법인 개념은 법현실상의 권리주체와 의무주체를 전제로 한다 이는 곧 실증가능 . 

성으로 파악된다. Wolff, a.a.O., S.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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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인 국민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명목주체 내지 명의주체‘ ’ ‘ ’(Ti-  

tulä 라고 부른다r) .263) 

국가법인론의 의의 3. 

국가 관할권 행사의 한계 설정(1) 

볼프는 기관담당자가 행사하는 권한의 법적 결과에 따른 재정적 책임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기관담당자의 권한행사 과정에서 국가법인론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국가법인을 구성하는 규범의 총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 

하나는 국고 와 관련된 관할권 행사 규범이며 다른 하나는 고권적 (Fiskus)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규범의 총체이다 두 가지는 별개의 인 을 구성하는 . ‘ ’

것은 아니고 단지 다른 종류의 규범의 복합체로서 동일한 국가법인에 속한

다 이때 주목할 점은 재산 규범은 일반 국민과 더불어 국가의 기관담당자. 

도 구속하지만 공권력 관련 규범은 오로지 국가의 기관담당자만을 구속한, ‘ ’ 
다는 점이다.264) 여기서 국가의 관할권 규범 특히 고권적 관할권의 복합체 , 

가 국가법인 개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결과. 

적으로 상 법인을 인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인 재산 책임의 제한, 私法 265)은 

국가법인의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으로 상정되어 잠정적으로 인정되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게 된다.

263)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125 Anm. 3.

264) 이 논의가 발전된 것이 볼프의 귀속이론 Wolff, a.a.O., S. 438-439. (Zuord-  nung
이다 볼프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과 관련하여 오로지 고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stheorie) . , 

주체에게만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법규는 공법이며 누구에게나 유, 
효한 법규는 사법이라고 구분하였다. Wolff, Verwaltungsrecht I,  8. Aufl., 1971, S. 

참조99-101 . 
265) 볼프는 재산 책임의 제한은 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적 기준이 아니라 법인성을 보 
여주는 하나의 간접 기준일 뿐이라고 말한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188 Anm. 3. u.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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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할권 행사의 최종적 귀속주체의 확정(2) 

상 법인이 정당화되는 이유 또는 목적은 기관담당자의 행위로 인한 私法

책임이 법인의 재산으로 제한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 

국가법인도 재산 책임의 한정을 위한 개념일까 볼프는 국가와 공공단체의 . 

재산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 국가의 재산. , 

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므로 상 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재산이 私法

다 소진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국가의 재정책임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

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산 책임과 관련해서 국가는 상 조합에 더 유사. 私法

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프가 국가조직을 법인으로 구성한 이유. 

는 국가의 재산이 소진되어 최종적 채무자인 국민들이 결국 책임을 지게 되

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조차 국가조직은 제 자에 해서는 항상 법기술3

론적인 최종 귀속주체가 되기 때문이다.266) 즉 볼프가 국가를 법인으로 본  , 

주된 목표는 재산 책임의 제한이 아니라 최종적 귀속주체 그 중에서도 고‘ ’, 
권적 행위에 한 법기술론적인 최종적 주체를 확정하기 위함이다.267)

요컨 공법상 국가법인의 주된 의의는 국가의 고권적 행위가 법기술론, 

상 국가법인으로 최종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배상 책임과 . 

같은 재산적 책임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일단 

국가법인에게 주체적 최종적으로 귀속된다 물론 기관의 행위가 관할권 규, . 

범을 중 하게 위반한 때에는 국가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치주의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268) 마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의 신의칙과 같은 최후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다. 

266)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35-438.

267) Wolff, a.a.O., S. 442.
268) Wolff, a.a.O., S. 4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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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인의 요건 IV. 

인격화 상으로서의 단일한 조직체1. 

국민이 공익의 실현을 위해 공적 사무를 국가에 위임한다면 이들 사무의 

처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국가조직에는 기관담당자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기관담당자가 수행한 관할권의 효과는 법실질학적으로 국민에

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데 그 귀속 과정의 중간에 법적 구성을 편, 

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상정한 법기술론적 주체가 볼프의 국가법인

이다.269) 그렇다면 국가 관할권 규범의 총체에 해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 

한 일차적 조건은 무엇일까 볼프에 따르면 우선 법인이 되려면 인격화의 . , 

상이 단일체여야 한다.270) 다시 말해 일정한 단일화의 계기를 매개로 법 , 

질서가 단일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법인 개념의 가능한 상  (1) 

볼프는 헌법 에 해 법인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 ’(Verfassung)

다 헌법은 정치적 단일성을 나타내는 최후의 원칙으로서 정치적 결단의 내. 

용을 구성하면서 헌법률 에 해 일정한 헌법 원칙으로 ‘ ’(Verfassungsgesetz)

작용한다 그러나 헌법은 헌법률의 토 가 되는 원칙일 뿐이고 규범 복합체. 

나 규범이 아니므로 법인격을 인정하는 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다음으. 

로 볼프는 국가의 모든 법규범 복합체를 국가법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해 살펴본다 법인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해 주는 상위법질서. 

가 반드시 필요한데 국가의 전체 법질서의 상위법으로는 국제법이 유일하, 

269) 독일에서 국가법인설이 형성되고 전개된 배경에는 주관적 법치주의가 지배적인 독일 
에서 국가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사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가를 명확히 인식
할 필요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270)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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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국제법은 국제법질서상 이미 인 으로 인정된 국제법주체 상호간. ‘ ’
의 관계만을 법관계로 파악한다.271) 따라서 국제법은 국내법질서를 인 으로  ‘ ’
승인해 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이미 인 으로 승인된 주체를 전제로 이‘ ’
들 주체들의 관계를 규율할 뿐이다 결국 전체 국가법질서는 국내법 질서 . 

차원에서는 법인격 부여의 상으로 고려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272)

마지막으로 볼프가 국가 내의 부분법 질서인 국가조직을 법인격 인정의 

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논의의 범위는 국가의 관할권 규범의 총체인 국가

조직으로 좁혀진다 그리고 동 국가조직을 왜 단일체로 이해해야 하는지. , 

국가조직을 기타의 조직과 구별하면서 독립 조직으로 보기 위한 단일화의 

계기는 무엇인지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진다.273) 

국가조직 단일화의 계기  (2) 

볼프는 국가조직의 단일화의 계기로 먼저 실정법질서로부터 귀납적으로 

추론되는 규범 을 고려해 본다 그런데 규범은 단일화의 ‘ ’(Urnorm) . 原始 原始

계기로는 적합하지 않다 내용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실정법 규정으로부터 . 

귀납적인 방법으로 규범을 도출해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 형식적 , 原始

측면에서만 규범을 추론해 낼 경우 아무 유효한 단일화의 계기가 될 原始

수 없다 모든 규범은 이미 개념 내재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전제하고 있기 . 

때문에 형식은 더 이상 규범 체계를 단일화하는 추가적 기준으로 기능하기

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274) 

다음으로 볼프는 실정법질서를 입법의 위임 체계로 보고 최상위의 실정법

인 헌법에 해 입법 권한을 부여하는 근원규범 을 헌법으‘ ’(Ursprungsnorm)

로부터 귀납적으로 도출한다 근원규범은 독립적인 법적 가치는 없고 단지 . 

271) 이재민 지방정부에 대한 국제법의 규율 한계 및 대안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 “ , -
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 권 제 호 면”, 57 1 , 2016, 115-160 (116).  

272)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28-429.

273) Wolff, a.a.O., S. 364.
274) Wolff, a.a.O., S. 3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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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질서의 단일화의 계기로 기능하며 누가 최상위의 규범 제정자여야 , 

하는지에 해서만 말해 줄 뿐이다.275) 

그런데 법질서를 법단계설에 기반한 입법의 위임 체계로 이해하는 관점에

서는 성문의 제정법 질서 외에 관습법도 포함하는 국가의 법질서를 설명하

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옐리네크와 켈젠과 같이 전체 국가법질서. 

를 법인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있어서 근원규범은 법질서의 단일화의 계기로 

적절하지 않다 반면 볼프와 같이 국가법인 으로서의 조직과 . , (Staatsperson)

일반법질서 를 구분하면서(Allgemeine Rechtsordnung) ,276) 국가조직만을 국 

가법인으로 이해하면 관습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볼프는 국. 

가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 신 국가조직이 단일화될 수 있는 , 

계기만 고찰해도 충분하다고 보았다.277) 그리고 그 단일화의 계기로는 위에 

서 살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근원규범을 들 수 있다.

귀속 규범2. 

국가의 관할권을 규정한 단일한 규범 체계로 국가조직을 이해할 수 있다

면 국가법인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일까 볼프는 국, . 

가조직을 주체적 최종적 귀속주체로 보아야만 비로소 국가법인 개념이 성, 

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귀속주체 개념이 반드시 법기술론적 방법을 .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권한이 행사되는 장에서 법실질학적인 귀. 

속주체는278) 법기술론적 구성 이전에 존재한다 가령 국가의 내적 의무 주 . 

체로는 기관담당자가 있으며 국가조직 바깥에는 최종적 주권자인 국민이 있

275)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67.

276) 볼프는 국가조직과 일반법질서를 완전히 구별한다 . Wolff, a.a.O., S. 432.
277) 법질서의 단일화의 계기를 근원규범에서 찾은 켈젠에 대해 볼프는 결과적으로 관습 , 

법질서가 켈젠의 국가법질서에서 배제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Wolff, a.a.O., 
S. 368-369.

278) 법실질적 관점에서 법주체성은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만 인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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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법기술론적 국가조직은 양자의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한. 

다.279) 

그런데 국가조직을 주체적 최종적 귀속주체화 할 수 있어야 법기술론적, 

으로 국가법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때,280) 중요한 점은 항상 귀속의 근 

거가 되는 유효한 귀속규범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종(Zurechnungsregel) . 

적 주관적 귀속주체를 인정하는 근거 규범은 곧 법인격을 근거지우는 법이, 

다 그리고 공사법 영역 모두에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상보다 상위에 있는 . 

법질서만이 법인격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법인 개념의 . , 

상인 국가조직보다 상위의 법질서 만이 국가법인을 최종적인 귀속주체로 ‘ ’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281) 이러한 상위의 법질서로 볼프는 인과 인 사 

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행위규범 질서이자 실체법 질서인 일반법질서

를 들고 있는데(Allgemeine Rechtsordnung) ,282) 일반법질서는 당연히 전체  

국가법질서의 일부이다.283)284)

물론 국가의 권한 행사의 장이 국제법질서라면 국가로의 최종적 주체적 , 

귀속을 근거지우는 규범은 국제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285) 물론 국제법질서 

에서도 국가법인 개념의 상은 전체로서의 국가가 아닌 기관의 관할권을 

규율하는 법질서로서의 국가조직이다 국가를 표하여 외적 표권을 행. 

사하는 주체가 전체 국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제법은 이미 단일적. 

인 국가조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내법질서에서 행사되는 국가의 관할권

279)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참조Staatsperson, 1933, S. 151, 431-433 .

280) 국가조직을 주체적 최종적 귀속주체로 관념해야 하는 이유 내지 정당성에 대해서는  , 
국가법인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에서 다룬다.

281) Wolff, a.a.O., S. 431.
282) Wolff, a.a.O., S. 428 u. 433-434. 
283) 여기서 국가조직의 법인격을 근거지운다는 의미는 상의 법인의 경우와는 다르다 . 私法

상 법인에 대해서는 법질서가 적극적으로 인격을 부여 하지만 국가법인은 관할권 ‘ ’ , 私法
규범의 총체를 편리하게 부르기 위해 국가조직이 법인격을 가진다고 구성 하는 데 불‘ ’
과하다. Wolff, a.a.O., S. 431-432. 

284) 볼프와 달리 국가와 국가법인의 대상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법인을  
근거지우는 상위법으로 국내법을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85) Wolff, a.a.O., S.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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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사와 관련한 국가법인 인정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286) 

국가법인과 국가권력3. 

볼프에 의하면 국가법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국가권력은 필수적으로 고, 

려해야 하는 요소이다.287) 존재와 당위를 엄격하게 구별한 켈젠 조차 법질 

서에 있어 법내용 적 강제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288) 다시 말 

해 공적 조직 특히 국가조직은 힘 권력 주권 강제 등 무엇으로 표현되든 , , , , , 

법질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권력이 반드시 필요하다.289) 국가를  

법인으로 이해하는 목적도 국가권력을 단일한 법기술론적 주체에 귀속시키

고 그 권력이 법의 지배에 구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국가법인이라는 추상적 개념 안에 어떻게 권력이 속할 수 있을까. 

여기서의 권력은 가치적인 국가의 힘 보다는 물리적 유형력(Macht) (Gewalt)

으로 이해해야 한다 옐리네크는 국가권력을 기관담당자들이 실무에서 행하. 

는 다양한 권력을 하나로 모아주는 매개로 파악하였다.290) 다시 말해 권력 , 

이란 개개의 기관담당자가 행사하는 개별적인 권력행사 행위를 모두 합하여 

국가권력 으로 부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볼프는 국가권력은 ‘ ’ . 

286)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69-371.

287) Wolff, a.a.O., S. 442-443.
288) 참조 Kelsen, Reine Rechtslehre, 1. Aufl. 1934, S. 37-38 .
289) 볼프는 규범과 현실의 접점 중 하나로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 국가권력을 강 

조한다 여기에서 볼프의 법이론이 법기술론에 매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 . 
볼프의 국가권력에 대한 이해는 국가권력이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의지에 의하“
여 유지되고 형성 된다고 한 헬러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 Heller, Staatslehre, 
Gesammelte Schriften, Bd. 3, 2. Aufl.,  1992, 헤르만 헬러 지음 홍성 S. 338-339; /
방 역, 국가론 면 김효전, 1997, 323 ; , 독일헌법학설사 면, 1982, 285 . 

290) 게오르그 옐리 G. 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2. Aufl., 1905, S. 482-490; 
네크 김효전 역/ , 일반 국가학 면 참조 켈젠, 2005, 405-411 ; Wolff, a.a.O., S. 443. 
도 옐리네크와 유사하게 주권 은 법질서의 단일성을 표현해 준다고 보았다‘ ’ . Kelsen, 

한스 켈젠 민준기 역Allgemeine Staatslehre, 1925, S. 105-106; / , 일반 국가학, 
면1990, 155-156 ; Wolff, a.a.O., S.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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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세계에서 엄연히 작동하는 힘이므로 국가권력을 단일화의 매개로만 이

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적 유형력으로서의 국가권력을 법개념적. 

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291) 

그렇다면 국가법인과 실력 행사를 의미하는 국가권력의 관계는 어떻게 파

악해야 할까 볼프에 따르면 국가 권력은 규범의 시작의 바로 전 시점과 ? , 

규범이 현실에 적용되는 규범의 종점에서 작동한다 말하자면 실정법을 정. , 

하는 힘과 정해진 실정법을 근거로 최후에 강제력으로 행사되는 국가의 힘

이 바로 국가의 권력이다 양자 모두 규범의 영역 밖에서 심리적 물리적으. , 

로 사람의 행동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다 즉 국가법인 개념 자체에 물리. , 

적 국가권력이 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담당자에게 입법 권한이나 집행 권, 

한 등 실제 고권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부여된다는 의미이다.292) 

따라서 볼프에게 있어 국가권력과 국가법인의 관계는 자연인인 기관담당자

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한편 기관담당자가 행사하는 유형력으로서의 권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 

실효성을 확보한다 첫째 일정한 경우 강제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잠재적. , 

이면서도 사실적인 힘으로써 평상시의 군 의 무장과 같은 예를 들 수 있

다 둘째 권력의 적법성이다 여기서의 적법성은 기관담당자가 구체적으로 . , . 

수행하는 개개의 권력행사가 법에 적합하다는 의미보다는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관할권이 기관담당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의미이다.293) 볼프 

는 같은 맥락에서 행정법에서의 국가권력을 적법한 지배 로 이해하는데‘ ’ ,294) 

이는 곧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가 실정법에 근거한다는 의미이다.

법법칙에 근거한 국가의 관할권 행사4. 

291)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43.

292) 참조 Wolff, a.a.O., S. 444-445 . 
293) Wolff, a.a.O., S. 444.
294) Wolff, a.a.O., S.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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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는 국가법인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법법칙과 국가의 관할권

을 규정한 실정법이 합치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사실 국가. 

가 현실 영역에 속해 있지 않다는 가정을 해보면 국가의 권한을 귀속시킬 

상을 찾거나 재산 책임을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세속의 세. 

계에 속한 국가는 법인으로 구성하여 법의 지배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현실에 깊이 관여하는 실정법이 단지 법형식만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정법이 당위의 최고 규범인 법법칙과 일치해야한다

고 한다 국가법인으로 파악되는 국가조직도 실정법 체계의 일부이므로 법. 

적 최고의 가치인 법법칙에 의해 제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볼프는 . 

만약 법법칙과 같은 선험적인 가치가 실정법질서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국, 

가조직은 국가법인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우월적 인‘ ’( berperson)Ü

이 될 뿐이라고 한다.295)

민주공화제와 국가법인 V. 

헌법 질서의 성립과 유지1. 

현  입헌민주제는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이 일정한 결단에 의해 국가의 토

가 되는 정치체제와 국가조직을 만들었다는 명제에서 시작한다 이때 엄. 

히 말하면 헌법제정권자가 국가에 속한다 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 ’ . 

가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국가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

는 국적 규범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적과 관련한 법규범 . 

보다 한 단계 앞서는 근거를 모색해 볼 수 있다 헌법제정권자는 이미 존재. 

해왔던 이전의 법질서에 따라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헌법제정의 권

295)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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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부여받을 수도 있고 아예 외부 세력이 헌법제정권자가 될 수도 있다, . 

전자의 경우는 주권자는 동일하지만 헌법 체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후, 

자는 법질서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상의 힘을 가진 세력에 의한 새로운 헌법

의 제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296)

한편 한번 만들어진 헌법 질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효적으, 

로 헌법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다시 헌법제정권력에 근거한 힘이 필

요하다 이러한 권력은 국가조직에 속한 국가권력의 주체와 기관에게 속해. 

야만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297) 

그렇다면 과연 새로운 헌법 질서의 창출과 기존의 헌법 질서의 유지의 경

계는 어디에 그어져야 하는지에 한 의문이 생긴다 볼프에 의하면 사회. , 

적 관점에서 국가의 정체성 내지 동일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헌법제정권자의 

변화이다.298) 헌법제정권자는 오늘날 주권자인 국민으로 이해되는데 이들의  , 

정체성이 변화하면 그 자체로 새로운 헌법체제가 시작하는 것이다 한편. , 

국가의 법적인 동일성은 조직으로서의 국가법인을 기준으로 판단된다.299) 

법적 관점에서는 국가 행위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지점과 국가 행위에 따

른 책임의 승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이다.300) 그렇다면 국가법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국가 안에 속한 상 법인 . 私法

조직에 해서는 국내법질서가 법인의 동일성과 관련한 내용을 체로 규율

296)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54-455.

297) Wolff, a.a.O., S. 455.
298) Wolff, a.a.O., S. 458.
299) Wolff, a.a.O., S. 458.
300) 국가행위가 가지는 법적 효과의 귀속과 책임의 승계 그리고 국가조직의 동일성과 관 
련하여 제 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일 정부, 2 . 
는 제 차 세계대전 후 나치불법정부와의 완전한 단절을 외치면서도 전후 국제적인 차원2
에서 전쟁 범죄를 성의있게 반성하고 전쟁배상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런데 일본은 . 
제 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주범인 천황 이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는 등 2
국내적으로는 전쟁 범죄와의 단절을 소홀히 하고 있지만 전후 배상책임과 전쟁범죄에 , 
대한 반성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다 말하자면 제 차 세계. , 2
대전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일반적 이해와는 달리 국가조직의 법적 효과 귀속 , 
관점에서 보면 독일이 일본보다 제 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가조직의 동일성이 높다고 할 2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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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동일성을 파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 

국가법인의 상위법질서로 이해되는 국가의 일반법질서는 국가법인의 동일성 

여부에 해 규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가조직을 법인으로 . 

인정하는 이유가 일차적으로 국가권한이 법실질적 최종적 주체인 국민에게 

귀속되는 과정을 간편하게 파악하기 위한 법적 구성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국가조직의 연속성은 결국 국가조직의 최종적 주체의 동질성으로 파악된다

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또 다시 사회적 국가와 법적 국가. 

가 연결된다 사회적 국가의 동일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헌법제정권자와 국. 

가법인의 동일성 여부의 기준인 국가조직의 최종적 주체는 결국 국민 이기 ‘ ’
때문에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다.301)

국가조직의 주체2. 

볼프의 국가조직 이론은 기본적으로 모든 법치국가에 해 적용이 가능하

다 볼프가 국가법인을 인정한 취지는 사실의 영역에서 제한 없이 행사될 . 

우려가 있는 공권력의 행사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자 하였던 것일 뿐 볼프, 

의 조직론이 민주제 헌법을 필수적 전제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볼프가 구. 

성한 국가법인은 단지 경험적인 실정법규범의 체계이다 그리고 경험적인 . 

실정법규범은 일차적으로 권력자의 의지의 표현이므로 이들의 의지에 따라 , 

그 내용이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다.302) 

우선 볼프는 헌법 질서 하에서 국가조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정권의 형태를 구분한다 볼프는 크게 국가조직의 주체가 모든 국민인 경우. 

와 소수의 지배자인 경우로 나누고 전자를 능동적인 국가조직 후자를 , ‘ ’ , 

수동적인 국가조직으로 칭한다 여기서 수동적이라는 의미는 국가기관이 ‘ ’ . 

국민의 이름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구체화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도 국가권한 

301)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59-463.

302) Wolff, a.a.O., S. 45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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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국민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지하듯이 현  민주제 국가. 

는 기본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을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하므로 능동적인 , , 

국가조직에 해당할 것이다.303) 

그런데 국가조직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과 국가조직이 현실에서 국민 전

체의 공익을 추구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국가조직의 주체가 누구. 

인지 여부는 단지 절차적 규범적 귀속의 문제이고 국가가 진정한 공익을 , , 

추구하는지에 한 문제는 실질적 요건이다.304)

최종적 지향으로서의 민주공화제 3.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과 민주제(1) 

국가법인이 권력의 최종적 주체인 주권자와 실제 권한 행사자인 기관담당

자 사이에 들어선다고 할 때 주권자가 국민인 경우 민주제 헌법 체제로 이, 

해된다 그리고 민주적 헌법 체제 내에서도 지배 체제에 따라 정부 형태가 . 

각기 다르게 결정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권력의 주체와 권력의 행사자. 

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이다 국민은 최종적 권력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권. 

력의 구체적 행사자인 기관의 지위를 모두 가질 수 있는데 이 중 전자가 , 

민주제의 본질이다 이때 민주제에서의 주인인 국민은 이익 능력을 가지는 . 

전체 국민이지만 권력의 행사자로서 권한을 실제 행사하는 국민은 투표권, 

이 있는 국민으로 그 범위가 민주제의 국민보다 축소된다.305)

민주제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실제 이익이다 따라서 민주제에. 

서 기관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현실적 이익만을 규범으로 정립하고 실

현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현실적인 의사는 좀처럼 통일적이기 어렵고 . 

파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경로로 파악되는 국민의 여론 등에 추가

303)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63.

304) Wolff, a.a.O., S. 464-475.
305) Wolff, a.a.O., S. 46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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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다.306) 하지만 여론 또한 쉽게 립하고 분열하기  

마련이므로 과연 무엇이 국민이 원하는 실제 이익인지를 파악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결국 국가 기관이 무엇을 공동의 의사로 결정할 것인지에 한 . 

물음은 현실적으로 국민의 참된 이익 추구에 한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

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민주제의 문제가 아닌 공화제에 한 논의가 시작. 

된다.307)

민주제와 공화제 (2) 

민주제가 실제 현실 속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이를 

넘어서는 국민의 참된 이익의 실현은 공화제와 맞닿아 있다.308) 그렇지만  

국민의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민주제의 틀 내에서도 공화제

와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가령 지속가능한 개발 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 ‘ ’
하는지와 관련하여 목전의 이익에 집중하면 국민의 이익이 아닐 수 있지만 , 

후 의 안녕이라는 이익을 실제 이익으로 수용할 경우 결국 현재 국민이 가

지는 참된 이익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309) 이처럼 이익을 넓게 파악하 

게 되면 민주제는 필연적으로 참된 국민의 일반이익을 향해 있는 공화제와 

연결된다.310) 

나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정한 나라의 국민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선택

할 수 없으며 출생과 함께 타고난다는 관점에서 보면 민주제와 공화제의 관

306)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74f.

307) 본문에서는 를 민주제 로 을 공화제 로 번역하였다 물론   ‘Demokratie’ ‘ ’ ‘Republik’ ‘ ’ . 
를 헌법 용어인 민주주의 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주의 의 원래 의‘Demokratie’ ‘ ’ , ‘ ’(ism)

미는 체계화된 이론이나 사조로써 주장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제와 공화제는 엄. 
연히 헌법에 근거하는 체제이다 박정훈 민주법치국가에서의 법률의 의의 공법이론적 . , “ -
관점을 중심으로 재 행복세상 국가발전정책토론회 미공간 면”, ( ) ( ), 2016.5., 4-5 . 

308) Wolff, a.a.O., S. 474-475.
309) 이 문제는 국민의 정의와도 관련이 있다 현재 세대만을 의미할 것인지 미래 세대까 ‘ ’ . 

지 포함하여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단지 현재 세대만을 의미한다면 지, 
속가능한 개발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이익의 범위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310) Wolff, a.a.O., S.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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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더 가까워진다 즉 상 법인과 달리 국민은 국가라는 조직에 가입. , 私法

할 자유가 없으므로 국가조직이 추구해야 할 이익은 민주제에 친숙한 다수

결 원칙보다는 참된 이익을 추구하는 공화제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는 결

론이 가능하다고 한다 공화제에 기반한 일반이익은 법법칙이 간접적으로 . 

추구하는 법상태의 실현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 

하는 지점이 일반이익이라면 국가의 관할권을 수행하는 기관담당자로서는 

일반이익의 규명에 도움이 되는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 민주제에 근거한 사

실상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311) 

결과적으로 민주제와 공화제가 이처럼 논의의 평면을 달리함에도 불구하, 

고 민주공화제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민주제의 (demokratische Republik)

의미 속에 필연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라고 한다.312) 주권자인 국민의 다수결을 통해 얻어지는 사실상의 이익이  

아닌 진정한 일반 이익을 추구한다면 현실상의 국민의 이익을 확인하기 위, 

해 요구되는 절차의 의미는 크게 축소된다 국민을 위한 정부 그리고 국민. 

을 위한 행정은 더 이상 국민에 한 여론 조사가 아닌 현재 당면한 모든 

상황을 완벽히 탐구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의 중심에 행. 

정기관의 담당자가 있다.313) 이들 기관담당자는 법관과 같은 독립성과 비당 

파성을 가지고 추정적 이익과 참된 이익을 구별하고 어떤 이익을 우선할지, 

를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법관과 행정의 기관담당자. 

는 그 업무의 성질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다.314) 오히려 행정기관의 결정 상 

311) 일반이익을 실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다 각자의 이익을 조 . 
절하는 관계에서 누군가의 이익은 침해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 일반이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79 
참조.

312) 민주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참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가  Wolff, a.a.O., S. 482. 
어려운 경우 참여자 과반수의 의사를 전체의 의사로 간주하는 다수결의 원리를 불가피, 
하게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제 국가에서 채택된 다수결원리는 소수파도 보호하고 . 
포용하는 다수여야 한다 성낙인. , 헌법학 제 판 면 정종섭, 16 , 2016, 143 ; , 헌법학원론
 제 판 면 참조 따라서 민주제 원리가 필수적으로 다수결을 전제로 , 11 , 2016, 135-136 .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13) Wolff, a.a.O., S.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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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는 훨씬 복잡한 이익관계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법관보다 더 높

은 수준의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 국가권력. , 

의 최종적 주체로의 귀속과 연결되는 민주제와 초경험적 초실정법적 국민, 

의 이익 증진을 국가의 목적으로 하는 공화제는 존재와 당위의 조화와 연결

을 추구한 볼프에 의해 위와 같이 다시 결합된다.

제 절 소결5

원래 독일어 인 의 어원인 라틴어 는 연극에서 쓰던 마‘ ’(Person) ‘persona’
스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마스크를 쓴 사람 과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다, ‘ ’ .315) 

법적 의미의 마스크를 뜻하는 법인 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체와 구별되는 ‘ ’
일정한 상징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법적 수단이다 국가를 법인이라고 할 . 

때 법률관계 내지 규범의 복합체라는 국가법질서의 실체가 국가의 법적 마, 

스크의 전제가 되지만 동시에 이와는 구별되는 법개념이 국가 법인 이다, ‘ ’ . 

결과적으로 법이론적인 법인 개념상 마스크를 쓴 사람 내지 법적 실체는 ‘ ’ ‘ ’ 
물론 법적 상징인 마스크 도 모두 동일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 . , 

실체 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씌운 마스크 도 달라질 가능성‘ ’ ‘ ’
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상의 법인론 및 그로부터 발전한 초기 . 私法

공법상의 법인론 덕분에 볼프의 국가법인론이 전개될 수 있었겠지만 볼프, 

가 상정한 국가의 법적 마스크인 국가 법인 은 상의 법인과 다를 뿐 ‘ ’ 私法

아니라 볼프 직전에 국가법인설을 집 성한 옐리네크의 국가법인론과도 다, 

르다.

314)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
행정과 사법은 법률 적용이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견aatsperson, 1933, S. 487. 

해가 있다. Kelsen, Justiz und Verwaltung, in: Die Wiener rechtstheoretische    
박정훈 행정법과 법철학 Schule, Bd. , 1968, S. 1781-1811(1788-1789); “ ”, Ⅱ 행정

법의 체계와 방법론 면, 2005, 81-112 (100).   
315) Wolff, a.a.O., S.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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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에 의해 단일한 조직으로서의 모든 실체적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인격을 부여 하는 상의 법인의 경우 마스크 ‘ ’ , 私法

이전의 법적 실체에 이미 독립적인 법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 영역과는 달리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음에. 

도 권리능력이 없는 비법인사단 내지 법인격 없는 사단 에 해 민법과 ‘ ’ ‘ ’
민사소송법상의 명문의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권리, 

능력 있는 사단 사이의 구분을 없애려는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316) 요컨 

상의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체는 법인격의 인정 이전에 이미 , 私法

권리주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국가법인 이전의 실체는 일정한 국가법질서이다 상 법. 私法

인과 달리 국가의 마스크 는 국가법질서를 권리주체로 인정하여 사적자치‘ ’
에 근거한 자유로운 법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가 아니라 공법적 목적

을 토 로 법이론적으로 국가를 법인 으로 보는 것 뿐이다 이때의 공법적 ‘ ’ . 

목적은 일반적으로 법의 지배에 따른 국가권력의 행사라고 말할 수 있

다.317) 한편 국가법인론에서도 법인 이전의 법적 실체인 국가법질서의 범 , 

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공법 영역에서 국가법인의 마스크 가 달‘ ’
라진다 국가법인론을 집 성했다고 평가되는 옐리네크의 법인론은 전체 국. 

가법질서를 상으로 했지만 볼프는 국가법질서의 일부인 국가조직규범 내

지 관할권 규범의 총체만을 법인으로 인정하였다 특히 볼프는 관할권 규범 . 

중에서도 국고로서의 국가318) 신 고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국 

가를 일차적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통해 그 이전의 국가법인론에 비해 고권, 

적 권한 행사의 법적 통제를 목적으로 국가법인 개념을 입론하였다는 점이 

316) 곽윤직편집대표 민법주해 총칙 면( ), I , (1), 1992, 502-515 . 〔 〕 
317)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32.
318) 오토 마이어는 국가는 우리가 법인격이라는 새로운 밧줄로 헛되이 구속하고자하는  “
삼손과 같다 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국가법인론에 대해 회의적이다” . Otto Mayer, die 
Juristische Person und ihre Verwertbarkeit im Öffentlichen Recht, Kleine 
Schriften zum öffentlichen Recht, Bd. 1, 1981, S. 278-353(344) 그러나 오토 마. 
이어는 국가를 특별한 공익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조물로 이해하고 국고로
서의 국가에 한하여 법인격을 인정한다. Otto Mayer, a.a.O., S.278-353(3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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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분명해졌다 나아가 볼프는 법관계의 개념을 법주체 상호간의 관계가 . 

아닌 법주체와 법규범과의 관계로 이해하였는데 그 결과 관할권 규범의 수, 

범자인 개별 행정기관과 기관담당자가 국가 조직에 함몰되지 않고 법주체이

자 행정의 주된 활동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319)

우리나라 통설은 행정주체로서의 국가법인을 행정권의 권한 의무 및 책임‘ ·

의 주체 로서 행정작용의 효과의 귀속주체로 이해한다’ .320) 다시 말해 옐리 , 

네크와 같이 국가법질서의 총체를 상으로 법인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볼프와 마찬가지로 관할권 규범의 총체에 해서만 법인격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321) 볼프의 국가법인론을 전제로 해야 비로소 내부법관계를  

인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오늘날 내부법관계의 토, 

를 마련한 볼프의 공법상 기관론에 해 살펴보겠다.322)

  

319)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참조1934, S. 225 Anm. 3 .

320) 김동희 , 행정법Ⅱ 제 판 면 김남진 김연태, 22 , 2016, 3 ; · , 행정법I 판, 20 , 2016, 92
면 류지태 박종수; · , 행정법신론 제 판 면 박균성, 15 , 2011, 746 ; , 행정법론 하( )  제, 14
판 면 박윤흔 정형근, 2016, 15 ; · , 행정법강의 하( ) 개정 판 면 홍정선, 28 , 2009, 3 ; , 행정
법원론 하( ) 제 판 면, 24 , 2016, 4 . 

321)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법인설에 대한 소수의 국내 연구는 대체로 옐리네크의 법인론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단행본으로는 게오르그 옐리네크 김효전 역. / , 일반 국가학, 

가 있고 단행 논문으로는 이계수 규범과 행위 국가법인설의 극복과 행위중심적 2005 , , “ -
행정법 이론의 구축을 위한 시론”, 공법연구 제 집 호 정호경 국가법 29 1 , 2000.11.; , “
인설의 기원과 전개 과정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 호 42 , 

등이 있다 즉 행정주체로서 국가법인을 인정하는 통설적 견해가 이해하는 국2015.7. . , 
가법인의 대상과 국가론에 대한 연구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22) 라반트 옐리네크 등 반유기체적 조직론을 펼친 학자들은 조직규범이 인 상호간의  , ‘ ’ 
관계를 규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규범으로 보지 않았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25 An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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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의 공법적 기관 이론3 Hans J. Wolff

제 절 개설1

국가조직이 국민을 상 로 법상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 가장 최전선, 

에 등장하는 양 당사자는 국민과 자연인인 기관담당자323)이다 앞서 고찰한 . 

바와 같이 국가조직론은 현실적으로 이들 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여러 법

관계의 총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간명하게 이해할 것인지에 한 이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볼프는 법이론적 구성을 통해 국민과 기관담당자 사이에 . 

기관담당자의 관할권의 내용과 귀속을 규정한 조직규범의 복합체를 국가법‘
인 으로 상정한다 이때 기관담당자는 비록 최종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 . 

위해 권한을 행사하지만 국민의 직접적인 법적 리인은 아니다 기관담당. 

자는 조직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324) 볼프는 국가조직을 법인으로 상정하 

므로 기관담당자는 직접적으로 국민이 아닌 국가법인을 리하게 된다 그. 

렇다면 국가조직 체계를 법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 기관담당자와 국가법인

만으로 충분할까 볼프는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자연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도 국가조직과 관할권 행사의 연속성을 위해 제도로서의 기관 개념이 추가

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323) 국내 다수의 견해는 볼프와 달리 기관담당자와 공무원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국가 공무를 행사하는 자연인을 공무원 으로 통칭한다 류지태 박종수‘ ’ . · , 행정법신론, 
제 판 면 박균성15 , 2011, 748 ; , 행정법론 하( ) 제 판 면 홍정선, 14 , 2016, 8 ; , 행정법원
론 하( ) 제 판 면 나아가 제도로서의 기관과 자연인으로서의 기관담, 24 , 2016, 299-300 . 
당자를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견해도 있다 박윤흔 정형근. · , 행정법강의 하( ), 
개정 판 면 실제에서 기관담당자와 공무원의 범주는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28 , 2009, 13 . 
볼 수 있지만 양자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공무원은 국가조직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 
있다는 잠재적 지위를 가지지만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기 전에는 기관담당, 
자라고 불릴 수 없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 장의 제 절에서 살펴본다. 4 .

324) 주로 사회학적 의미에서 기관 개념을 이해한 기르케도 조직과 기관을 직결된 개념으 
로 보았다 조직의 존재는 기관을 만들어 내는 데 의미가 있다. “ ” Gierke, Deutsches  
Privatrecht, 1895, S. 497;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25 An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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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 이전에 유기체설에서는 기관을 주로 자연인으로만 이해하였고 켈젠 , 

등의 반유기체적 입장에서는 기관을 권한의 복합체로서 제도적 의미로 한정

하여 파악하였다 볼프는 조직 내부의 법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 

은 두 가지의 기존의 기관 개념이 모두 필요하다고 하면서,325) 법실질학적  

이해에 가까운 유기체설의 이론과 그 척점에 있는 반유기체적 이론을 모

두 수용한 기관 이론을 전개하였다 말하자면 자연인으로서의 기관담당자와 . , 

관할권의 복합체로서의 기관의 개념을 구분함326)과 동시에 법실질학적으로 

파악되는 기관담당자와 법기술론적 기관 개념을 귀속 을 매개(Zurechnung)

로 연결지음으로써 양자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 절 공법상 기관2

문제의 소재I. 

행정법보다 역사가 훨씬 긴 민법에서는 지금까지 기관과 기관담당자를 구

별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 반면 공법 분야에서는 볼프 이전에도 기관. , 

325) 유기체설도 자연인으로서의 기관은 조직이 부여한 추상적인 임무 를 의무로서 행사 ‘ ’
한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기관 또한 부정하지 않았다, .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법기술론적 관점을 취하는 켈젠도 대체로 구체적인 기관의 권한 행사 기능에 226-227. 
대해서는 다루지 않지만 법질서의 생산자이자 집행자로서의 국가 기관에 대하여 언급, 
하여 자연인으로서의 기관 개념을 암시하기도 한다. Kelsen, Allgemeine Staatslehre, 

한스 켈젠 민준기 역1925, S. 262-265; / , 일반 국가학 면, 1990, 371-375 ; Wolff, 
이와 관련하여 기르케와 켈젠에 대해서 개념의 일관성이 떨a.a.O., S. 226 Anm. 1. , 

어진다는 면에서 불완전성이 지적될 수 있고 동시에 기본적으로 기관 개념의 일면만, ‘ ’ 
을 포착했으므로 불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26) 옐리네크도 기관과 기관주체 를 구분하였으나 기관을 국가법인의 객관 (Organträger) , 
적 일부분으로 보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기관주체의 지위를 . 
단지 기관의 지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연인 즉 공무원에 가깝게 이해하였다, . G. 

참조 게오르그 옐리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2. Aufl., 1905, S. 546-551 ; 
네크 김효전 역/ , 일반 국가학 면, 2005, 455-459 ;  Uhlenbrock, Der Staat als 

참조juristische Person, 2000, S. 107-108 ; Wolff, a.a.O., S. 227 An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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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관담당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 또는 시도가 드물지 않았다.327) 유 

독 공법 영역에서만 두 가지 개념이 다르게 취급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기관과 그 관련 개념이 공법 영역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기능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내부법관계와 관련한 논의이다 질서에서는 . , . 私法 

인과 인 사이의 관계만 중시하고 인 내부의 관계에 해서는 체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328) 따라서 법인격 내에 있는 기관의 법적 의미를 특별히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법 영역 특히 국가조직이 관계되는 법관계. , 

에서는 인과 인 사이의 관계 못지않게 국가법인 내부의 관계가 중요하다. 

조직규범 등 관할권 규범의 주된 수범자는 공무원이 아닌 기관담당자이기 

때문이다.329)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국가의 관할권이 나날이 확 되고 권한  

행사와 관련된 법관계330)가 복잡해질수록 국가조직의 권한 분배 및 권한 행

사와 관련된 법적 해명이 더더욱 필요하다.331)

327) G. Jellinek, System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2. Aufl., 1905, S. 
231;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29 Anm 3.

328) Wolff, a.a.O., S. 225 Anm. 3.
329) Wolff, a.a.O., S. 225 Anm. 3.
330) 국가법인과 관련된 논의에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점은 국가의 권한을 규정한 국가조 

직규범이 국가의 법질서에 속하지 않는다고 치부해버리는 것이다 국가법인론을 기초하. 
고 집대성한 라반트와 옐리네크는 국가 조직규범을 법규범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볼프의 조직론은 국가의 조직규범의 총체가 국가법질(Wolff, a.a.O., S. 225 Anm. 3.) 
서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확인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331) 년 독일의 국법학자대회 1987 (Tagung der Vereinigung der Deutschen Staatsre-
의 주제 중 한 가지는 법문제로서의 행정의 단일성chtslehrer) ‘ ’(Einheit der Verwal- 

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복잡한 국가 행정 현실에서  발생하tung als Rechtsproblem) . 
는 국가 행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과 국가 행정의 단일성 내지 통일성을 조화롭게 이
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발표자인 브룬 오토 브라이데. (Brun

교수의 결론에 따르면 국가 행정에서는 차별적이고 다양한 성질이 두드-Otto Bryde) , 
러지지만 행정법은 법제도를 통해 행정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행정을 , 
하나의 행위통일체와 결정통일체로 단일화한다 그렇지만 브룬 오토 교수는 다양성과 . 
단일성 사이의 긴장을 해소시키려 하기보다는 양자를 모두 인정하면서 둘 사이의 균형
을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Brun-Otto Bryde, Die Einheit der Verwalt
uneg als Rechtsproblem, 1988, S.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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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리. Ⅱ

볼프는 기관을 리관계 의 일종으로 파악하면서(Vertretung) ,332) 기관론의  

일반론으로서 리 이론을 전개함과 동시에 공법상 리로 표되는 기관, 

론과 비교되는 상의 私法 지위 리 도 함께 논한다 이하에서(Stellvertretung) . 

는 지위 리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적 논의로 일반적인 리관계 에 해 ‘ ’
간단히 다룬다 기관론 또한 리관계의 일종이므로 리관계의 일반론은 . 

기관론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리관계 성립의 요소 1. 

리관계는 특정 혹은 불특정의 피 리인의 고유의 사무를 제 자를 상3

으로 리인이 신 수행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리관계의 요건은 리사. 

무의 수행 타인을 위한 행위 및 제 자를 상으로 한다는 세 가지로 정리, 3

할 수 있다.333)

리사무의 수행(1) 

리인은 타인의 사무를 신 수행한다 볼프는 리가 가능한 사무를 가. 

리켜 리사무 라고 부른다‘ ’(Geschch ft) .ä 334) 리사무는 의사표시에 근거하 

는 민법상 법률행위보다 넓은 의미이다.335) 리사무의 범위 안에는 타인의  

권리 뿐 아니라 의무도 포함되는데 리인은 타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 

332) 볼프에 따르면 유기체설과 반유기체설은 기관 개념을 다르게 이해하지만 기관론을  , 
대리의 일종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양 견해가 일치한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26. 

333) 대리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Wolff, a.a.O., S. 178-184. 
334) 보통 타인에게 속한 이익의 대상을 사무 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 ’(Angelegenheit) , 

중에서 성질상 대리가 불가능한 사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리사무를 위와 같이 별도
로 라고 ‘Geschchäft’ 칭한다. Wolff, a.a.O., S. 166.

335) 참조 Wolff, a.a.O., S. 167-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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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는 속하지 않는 실정법상 권리와 실정법상 의

무를 가질 수도 있다.336) 

볼프에 따르면 리관계에는 리인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리사무를 , 

수행한다는 당연한 전제가 깔려 있는데 심리적 성격을 가지는 이익, ‘ ’(Inte-

은 타인이 신할 수 없으므로 리인은 피 리인의 이익이 아닌 이resse) , 

익의 상을 관리하고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리사무의 수행이 . 

직접 피 리인의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이익과 부합해야 한다는 필연성은 

없다 물론 리인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 

지만 이러한 의무를 어기는 경우에도 리행위로서의 성질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337)  

타인을 위한 행위 (2) ‘ ’ 

리인은 피 리인의 사무를 수행할 때 피 리인을 위해서 사무를 수행‘ ’ 
한다 이때의 위해서 의 의미는 피 리인의 사무를 피 리인의 계산으로. ‘ ’ ‘ ’ 
수행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여기에는 피 리인의 이익뿐 아니라 부담도 

포함된다.338) 당연히 피 리인이 아닌 리인 자신에게 속하는 사무를 수행 

한 결과 우연히 피 리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더라도 리인을 위한 행위, ‘ ’ 
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제 자에 한 행위 (3) 3

리 행위는 제 자를 상으로 한다 제 자는 주로 단수 혹은 복수의 3 . 3

인 이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리인의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를 피 리인‘ ’ . 

336)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163-164.

337) 볼프는 이익을 항상 심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오직 사 Wolff, a.a.O., S. 165. ‘ ’
람만이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참조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113-114  . 
338)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참조1934, S. 17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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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귀속시키는 근거는 제 자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3 . 

볼프에 따르면 리 제도는 실정법 질서에 근거하여 비로소 인정되며, , 

리관계의 핵심 개념 징표인 귀속 또한 기타 실정법상 권리 및 실정법상 의

무와 마찬가지로 제 자도 구속하는 실정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3 .339) 그런데  

실정법의 법적 구속력은 앞서 살펴본 법법칙을 토 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을 떠올리면 리를 허용하는 실정법 근거 또한 정의 로 , (Gerechtigkeit)

변되는 법법칙에 합치해야만 구속력이 인정될 것이다.340) 

리의 법적 효과2. 

리의 법적 결과인 귀속은 일반적인 법적 효과인 실정법상 권리 및 실정

법상 의무와 마찬가지로 법질서에 근거한다 볼프에 따르면 리 제도의 . , 

가장 중요한 법적 효과는 리인이 행한 사실이 피 리인에게 주관적 또는 

주체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주관적 귀속 이란 . ‘ ’(subjektive Zurechnung)

일정한 행위가 실정법에 따라 특정 주체에 속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리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도 리의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 

다.341) 다음에서는 리의 여러 유형 342) 중  상 리의 표적 형태인 私法

지위 리에 해 간단히 살펴본다.

339)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귀속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다시 살펴본다1934, S. 173-174. .

340) 볼프에 의하면 입법자나 재판관처럼 실정법에 근거해서 법을 제정하고 법적 판단을  , 
하기 위해서는 도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 제도가 실정법 질서에서 구속력을 , 
가지기 위한 전제는 곧 법법칙이다 참조. Wolff, a.a.O., S. 154f(157) .

341) 참조 Wolff, a.a.O., S. 212-214 .
342) 볼프는 일반적으로 대리제도로 논해지는 유형으로 대체적 대리 또는  (Ersetzung Er- 

대표 지위대리 기관제도satzvertretung), (Repräsentation), (Stellverstretung), (Or-   
등을 들고 있다 대체적 대리 는 비상시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 피대리인을 ganschaft) . ‘ ’

대신할 필요가 있을 때 발생하므로 기본적으로 대리관계가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다, . 
대표는 기관 제도와 달리 조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단지 Wolff, a.a.O., S. 118. ‘ ’ , 

대표자가 피대표자의 사상 이념 가치 등을 현재화, , ( 한다고 본다Vergegenw rtigung) . ä
현재화 는 귀속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볼프는 표 를 리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 ’ , ‘ ’

해한다. 결국 대리 제도의 유형으로는 지위대리와 기관제도가 Wolff, a.a.O., S. 18-19. 
남는다 기관제도 또는 기관론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



100

지위 리의 의의3. 

지위 리(Stellvertretung)343)는 일반적으로 리인과 피 리인 상호간 법

률행위를 통해 리인이 피 리인에게 리권한을 부여하고 리인의 행위

가 피 리인으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합의함으로써 발생한다 당연히 지위. 

리에서는 리인이 스스로 리행위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귀속에 한 합의는 리 행위의 결과가 피 리인에게 불리할 . 

경우에도 피 리인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만약 리의 .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피 리인이 귀속을 용인하지 않는다면 리 제도

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위 리에서는 양 당사자간 . 

법률행위 이외에 리의 효과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일정한 법질서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344)  

한편 지위 리와 기관론의 중간적 리 형태로 법정 리, ‘ ’(gesetzliche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정 리는 리관계의 근거가 법률행위Vertretung) . 

가 아닌 법이다 따라서 법정 리인의 권한이 객관적 법에 근거한다는 면에. 

서 법정 리는 기관론과 유사하다 기관론에서의 관할권의 근거는 객관적 . 

조직규범으로 실정법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 리인은 지위. 

리인과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가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기관론에서와는 달, 

리 리인이 달리 법기술론적인 기관과 법실질학적인 기관담당자로 분리되

지는 않는다.345)

기관의 개념. Ⅲ

343) 은 민법상 대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그 대‘Stellvertretung’ . 
리관계의 양 당사자가 모두 인 과 인 인 것이 원칙이며 주로 사회에서 경제적 필요 ‘ ’ ‘ ’ , 
때문에 발생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ans J. Wolff, 1973, S. 274.

344)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참조1934, S. 107-125 . 

345) Wolff, a.a.O., S.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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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은 본래 법학이 아닌 사회학 분야에서 사용하던 개념으‘ ’(Organ)

로,346) 유기체학파로 분류되는 기르케와 휴고 프로이스 가 법 (Hugo Preuss)

학에 도입하였다 이후 옐리네크 등 반유기체적 견해를 취한 여러 학자들도 . 

기관을 법개념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유기체론과 반유기체론이 기관 의 . ‘ ’
각기 다른 측면을 부각시켰다는 점을 떠올리면 공법 전반적으로 기관의 개, 

념 징표에 한 일반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공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기관 개념을 수용하였다‘ ’ .347) 

볼프는 기존에 전개되었던 두 방향의 기관 개념을 토 로 조직을 전제로 

한348) 자신의 기관론을 정립한다 .349) 다시 말해 사회적 실체로서의 단체에  , 

기반한 유기체설에서의 기관 개념과 규범복합체로서의 조직에 초점을 둔 ‘ ’ 
반유기체설이 제시하는 기관 개념을 모두 수용한다 그런데 각 개념이 칭‘ ’ . 

하는 상이 상이하므로 양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용어가 필요하

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볼프는 제도로서의 기관만을 기관 이라고 . ‘ ’(Organ)

칭하고 자연인으로서 권한을 직접 수행하는 유기체론에서의 기관인 자연인, 

은 기관담당자‘ ’(Organwalter)350)라고 부른다.351) 제도로서의 기관이란 국가 

346) 기관 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로 도구 라는 뜻이다 이후 아리스토 ‘ ’ ( [organo]) ‘ ’ . όργανο
텔레스가 동물과 식물의 기관 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오늘날의 의미와 ‘ ’
유사하게 변화하였다 볼프에 의하면 비록 기관 이 법학에서 탄생한 개념은 아니지만. , ‘ ’ , 
법학에서 기관의 권한과 그 권한 행사의 귀속을 정하는 사전적 규율을 전제로 기관의 
개념을 인정하면서 기관이 법개념이 되었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참조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1, 98-99 .
347) Wolff, a.a.O., S. 224.
348) 기관 개념이 조직 을 전제한다는 의미는 기관이 제도로서의 관할권의 총체로 이해되 ‘ ’
든 자연인으로서의 권한담당자로 이해되든지 간에 기관이 자신의 사무가 아닌 타인, , 
즉 조직의 사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볼프는 기관을 대리의 일종으로 설명하면서 . 
대리인의 행위 권한 및 행위의 귀속이 조직에 의해 직접 규율될 때 특별히 기관 제도‘ ’
로 인정한다 따라서 조직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기관의 존. Wolff, a.a.O., S. 91. 
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Wolff, a.a.O., S. 102.

349) 볼프가 두 가지 학설의 기관 개념을 균형 있게 수용한 것은 아니다 볼프의 기관론 ‘ ’ . 
은 국가론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반유기체적 견해를 취하면서 유기체적 기관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된다 볼프는 기관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인위적 조직. ‘ ’
에 속해 있다는 점을 들기 때문에 단체를 자연발생적으로 이해하는 유기체설의 입장은 , 
볼프의 조직론에서는 한계가 있다 참조. Wolff, a.a.O., S. 93 .

350) 기관담당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본 장 제 절 기관담당자의 개념 부분에서 살펴본 3 . Ⅱ
다.

351) 참조 Wolff, a.a.O., S. 224-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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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고유한 관할권‘ ’(Eigenzust ndigkeit)ä 을 과도적이고 잠정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법규에 따라 설치된 수행관할권(Wahrnehmungs- 

z 을 행사ust ndigkeit)ä 352)하는 독자적이며 제도적인 법주체 이 (Rechtssubjekt)

다.353)354)

조직법규에 근거한 법주체1. ‘ ’

볼프가 구성한 기관의 기저는 관할권(Zust ndigkeit)ä 의 복합체이지만 동, 

시에 기관은 주체 이기 때문에 단순히 통일적으로 파악되는 관할권의 복합‘ ’
체와는 다르다 다시 말해 기관은 조직 내부에 속하는 관할권의 복합체이. , 

지만 스스로 법주체이기 때문에 기관 스스로가 일정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관은 제도적인 관할권의 복합체로서 기관담당. 

자가 변경되어도 기관의 연속성이 담보되며 동시에 기관이 법주체로 파악, 

되기 때문에 역시 구체적인 기관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이전에 행사된 관

할권에 따른 법적 결과와 책임이 계속하여 제도적인 기관으로 귀속될 수 있

352) 기관은 행위 또는 의사표시 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한 (Handlung) (Willenserklärung)
다 그런데 이때의 의사표시에는 조직 외부에 있는 제 자에 대. Wolff, a.a.O., S. 259. 3
한 의사표시뿐 아니라 동일한 조직 내부에 속하는 다른 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도 포함된
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행정행위를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 Wolff, a.a.O., S. 301. 
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의 표시를 요소로 하는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이러한 통설적 견해에 반대하여 행정행위는 법률의 .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위자 의사의 요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견
해가 있다 김남진. , 행정법의 기본문제 면 이하 참조, 1990, 195 ;  김남진 김연태· , 행
정법I 판 면 이러한 견해는 의사표시의 개념에 대내적 의사표시도 포, 20 , 2016, 212 . ‘ ’
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볼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353)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45. Ⅱ
354) 국내 다수설은 행정기관의 개념을 조직법상 개념인 사무배분적 단위로서의 행정기관 

과 권한배분적 단위로서의 행정기관으로 구분한다 김동희. , 행정법Ⅱ 제 판, 22 , 2016, 
면 김남진 김연태8-9 ; · , 행정법Ⅱ 판 면 박균성, 20 , 2016, 9-10 ; , 행정법론 하( ) 제, 14

판 면 반면 사무배분 단위로서의 행정기관과 권한의 귀속 기준으로서의 , 2016, 8-12 . , 
행정기관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류지태 박종수. · , 행정법신론 제 판, 15 , 

면 박윤흔 정형근2011, 748 ; · , 행정법강의 하( ) 개정 판 면 볼프는 기관의 , 28 , 2009, 13
개념이 조직법상의 개념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기관의 예로는 권한배분적 관점의 기
관에 상응하는 연방대통령 연방장관 등을 들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권한‘ ’, ‘ ’ 
배분적 단위로서의 행정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Wolff, a.a.O., S. 5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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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355) 

이와 관련하여 법주체와 권리능력을 구별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통설적 , 

견해에 따르면 기관의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관을 법, 

주체로 보는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볼프는 조직의 법인. 

격을 인정하는 것과 조직 내 관할권 복합체인 기관의 법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의 기능과 목적은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보았다 일반법질서가 일정한 조. 

직에 해 법인격을 부여할 경우 당해 조직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가지는 의

무와 권리를 조직 내부에 속한 다수의 주체에게 자유롭게 배분하는 등 조직

계획을 재량껏 세울 수 있게 된다 조직 내부의 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관할. . 

권의 복합체인 기관이 법주체라는 의미는 기관의 자율적인 조직계획(Orga-

과 업무분담계획nisationsplan) (Gesch ftsverteilungsplan)ä 에 따라 기관 스스

로가 자신의 수행관할권을 재차 분할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

다 나아가 볼프는 개별 기관의 이름이 자율적인 조직계획과 업무분담계획 . 

때문에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견해까지 제시한다.356)

기관의 표성2. 

기관의 개념 징표 안에 권리능력 있는 제 자에 한 표권이 반드시 포3

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볼프는 독일 제국 의회. (Reichstag) 

또는 시의회(Stadtverordnetenversammlung) 등을 예로 들면서 외부에 한  

표권이 없는 기관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기관이 . 

반드시 외부적 표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357) 한편 표성을 갖춘  , 

기관의 상 방이 형식적으로 반드시 조직 외부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조직 내에 속한 구성원 다른 기관 혹은 기관담당자도 경우에 따(Midglied), 

355)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45. Ⅱ
356) Wolff, a.a.O., S. 46.
357)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38. 



104

라서는 권리능력 있는 제 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제 자의 지위는 3 . 3

조직에 속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외부에 속한 제 자와 . 3

마찬가지로 단지 기관 권한 행사의 상 방이기 때문에 동 관계를 규율하는 

법질서 또한 조직규범이 아니라 제 자까지 구속하는 일반법질서가 되어야 3

한다.358) 요컨 기관의 행위는 표권을 요하지 않는 조직 내부적인 행위 , 

와 조직 외부적인 행위로 나누어진다 다만 기관이 외적 표성을 가지는 . 

것과 관계없이 항상 기관은 기관 자신의 이름 으로 관(in eigenem Namen)

할권을 수행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을 리하여(namens des Rechtstr gers)ä  

관할권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하다.359) 

관할권 규범의 의의 및 한계3. 

관할권 규범의 의의 (1) 

관할권 은 주체를 전제로 하는 용어인데 그 주체로는 권리주체‘ ’ , (Rechts－

를 생각할 수도 있고tr ger)ä 타인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고려해볼 수도 , 

있다.360) 권리주체의 관할권으로 보면 실체법상 인과 인 사이에 인정되는  

권한으로 이해되며 기관의 관할권이라고 할 경우 조직법적 권한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체법상으로는 개 권한이 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권리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조직, 

법에서는 조직에 속한 고유한 사무를 조직 내의 수행주체에게 나뉘어 속하

게 된 결과로서의 관할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법적으로 기관. 

이 관할권을 수행한다고 할 때에는 조직의 고유의 임무를 신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임무의 타인성이 전제된다 기관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실체법. 

적 권한이 아니라 조직법규에 근거하는 수행관할권(Wahrnehmungszust n－ä

358)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참조1934, S. 238-239 .

359) Wolff, a.a.O., S. 239 Anm. 5.
360) Wolff, a.a.O., S. 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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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digkeit) , 즉 조직의 업무를 특정한 방식과 형식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관할권이다.361) 

조직법 영역에서 수행관할권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은 한 개 이상의 목적을 좇는다 조직의 목적을 . .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임무 가 설정되는데 이 임무를 수행하기 (Aufgabe)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직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 

임무 배분 계획 이 함께 세워지곤 한다 조직의 기(Aufgabengliederungsplan) . 

초를 이루는 이와 같은 임무의 분장은 자연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조직 내 기관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자연. 

인의 변동과 관계없이 임무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들 제도적 기관은 임무 수행을 위한 특별한 관할권을 함께 부여받게 된

다.362) 볼프는 이렇게 세워진 조직 내부의 관할권 을 조직  ‘ ’(Zust ndigkeit)ä
전체의 권한을 의미하는 권능‘ ’(Kompetenz)363)과 구분했다.364)

관할권 규범의 한계 (2) 

조직규범은 기관 권한에 해 체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일정

한 한계가 있다 가령 조직규범은 제 자에 해 표권을 가지는 외적 구. 3

속력을 포함하는 권한을 규정할 수는 없고 규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외, 

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 자에 한 구속력은 제 자도 구속하는 일반. 3 3

법질서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외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 , 

행위규범의 총체로서의 일반법질서가 관할권 규범의 총체인 조직규범의 내

용과 효력을 보충해 주어야만 조직의 외적 관할권이 비로소 법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365)  

361)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12-14.Ⅱ
362) Wolff, a.a.O., S. 12-13. 
363) 권능 은 과제의 타인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법상의 권한과 밀접한 관련 ‘ ’

이 있다.
364)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36-237.
365) Wolff, a.a.O., S. 240-241. 



106

그렇다면 조직법상의 관할권과 조직의 독자적 권한인 권능은 어떠한 관계

가 있을까 기관이 수행관할권을 행사하면 관할권 수행의 결과가 독자적인 . 

고유한 권한의 주체인 법인에게 귀속될 것이다.366) 이러한 과정은 잠정적  

귀속과 최종적 귀속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즉 수행관할권은 기관에 잠정. , 

적으로 귀속되고 독자적 권한인 권능은 법인에 최종적으로 귀속되므로 수, 

행관할권과 독자적 권한의 관계는 잠정적 귀속과 최종적 귀속의 관계를 통

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관할권의 귀속4. 

주관적 귀속의 개념 (1) 

기관의 행위는 법인에게 주관적으로 직접 귀속된다‘ ’ .367) 귀속 (Zurech-  

의 의미는 문자 그 로 어디에 소속된다 는 의미이다nung) ‘ ’ . 그런데 볼프에 

따르면 귀속의 일차적 의미는 규범에 근거한 사건의 판단이기 때문에 구체, 

적인 주체를 예정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말하자면 법규범이 반. , 

드시 모든 사건을 일정한 주체에 해 귀속시켜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366) 기관은 수행관할권의 독립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45-46. Ⅱ
적 주체로서 그 행위가 조직에 직접 귀속된다는 면에서 직무 와 (eigenständig) ‘ ’ ‘ ’(Amt)
구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뵈켄푀르데는 조직에의 직접 귀속 이 . Wolff, a.a.O., S. 48. , ‘ ’
기관의 징표로 인정될 경우에는 기관 개념을 토대로 현실의 국가조직을 잘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82-283.

367) 기관의 하부 단위는 그 행위가 조직에 간접적으로 즉 기관을 통해서 귀속되므로 볼 , 
프의 기관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통설상 행정기관의 개념은 행정 각. , 
부의 장관뿐 아니라 차관 차관보 실장 국장 과장 팀장 반장 계장까지 모두 포함한, , , , , , , 
다 김동희. , 행정법Ⅱ 제 판 면 김남진 김연태, 22 , 2016, 10-11 ; · , 행정법Ⅱ 판, 20 , 

면 류지태 박종수2016, 10-13 ; · , 행정법신론 제 판 면 박균성, 15 , 2011, 751-752 ; , 행
정법론 하( ) 제 판 면 박윤흔 정형근, 14 , 2016, 8-11 ; · , 행정법강의 하( ) 개정 판, 28 , 2009, 

면 홍정선13-15 ; , 행정법원론 하( ) 제 판 면 볼프는 장관 아래에 있는 , 24 , 2016, 12-14 . 
각종 기관들을 기관부분 이라고 부른다‘ ’ ‘ ’(Organteil) . Wolff, Verwaltungsrecht , 3. Ⅱ

따라서 차관 차관보 실장 국장 과장 팀장 반장 계장 모두 Aufl., 1970, S. 48-49. , , , , , , , 
기관부분 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제도로서의 기관부분 이고 구체적인 권한‘ ’ . ‘ ’

을 행사하는 자연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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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는 조직법 영역에서 주체 에 한 귀속을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 ,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귀속의 개념에 주체의 의미를 더하여 이

러한 귀속을 주관적 귀속 이라고 표시한다‘ ’(subjektive Zurechnung) . 

구체적으로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법질서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도 일

정한 주체에 귀속될 수 있고 귀속의 주체에도 법실질적 주체인 사람 이외, 

에도 조직과 같은 인위적 주체 도 포함될 수 있다‘ ’ .368) 그런데 귀속이 가능 

하려면 일단 귀속되는 상의 단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령 공적 영역에. 

서 기관의 행위가 국가조직에 귀속된다고 할 때에는 국가조직의 단일성이 

전제된다.369) 또한 귀속 개념은 그 자체에서 최종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 

지는 않다 따라서 잠정적이거나 중간적 귀속도 가능하다 예컨 기관담당. . , 

자의 행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으로 잠정적 중간적으로 귀, 

속되며 이어서 법기술론적으로 규범적 최종적으로 기관이 속한 법인에게 , , 

귀속된다.370)  

귀속 판단의 기준 (2) 

공법 영역에서 국가를 포함한 권리능력 있는 주체로의 최종적 귀속은 기

관으로의 귀속을 통해서 또는 거쳐서 이루어진다.371) 가령 중앙부처에서 기 

관담당자가 행한 수행관할권의 결과는 볼프의 기관 개념에 해당하는 행정각

부의 장에게 잠정적으로 귀속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법인으로 귀속된다, .372) 

그렇다면 귀속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귀속은 실정법에 근거. 

한 판단이므로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실정법에만 적합하면 귀속이 

당연히 인정되는지에 한 것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다 볼프에 따르면. ,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법적합성(Rechtm ßigkeit) ä 외에 법적안정성   

368)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147-148.

369) Wolff, a.a.O., S. 164 Anm. 3.
370) 참조 Wolff, a.a.O., S. 149 .
371) Wolff, Verwaltungsrecht I, 8. Aufl., 1971, S. 320.
372) Wolff, a.a.O., S.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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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되어야 한다 법적합성 여부의 판단이 경우에 따라(Rechtssicherheit) . 

서는 매우 어려울 수 있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질서가 제 로 ,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안정성 기준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 로 . 

법질서가 제 로 작동하면 당연한 결과로 법적안정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73) 볼프의 조직론은 현실에 기반을 둔 실정법질서의 불 

완전성을 전제로 전개된 법이론이므로374) 법적안정성 기준은 귀속 판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기관의 법주체성과 권리능력5. 

이상에서 논의한 수행관할권과 독자적 관할권의 구별 또는 잠정적 귀속, 

과 최종적 귀속의 구분에 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념 짝이 바로 법주

체성과 권리능력이다 볼프 이전에는 공사법을 막론하고 권리능력과 법주체. 

성을 체로 구별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조직을 사적 영역의 법인 조직과 . 

유사하게 보고 조직내부의 법관계에 해 무관심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375) 우리 민법 제 조 역시 자연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일정한 목 34

적의 테두리 안에서의 권리 및 의무 주체성인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

로 특별히 법주체성과 권리능력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376) 

373)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참조Staatsperson, 1933, S. 414-415 .

374) Wolff, a.a.O., S. 440 u. 480.
375) 볼프는 법규범이 공익을 위해 제정되었는지 사익을 위해 제정되었는지와 같은 규범제 

정의 동기 는 공사법의 구별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볼프에 따르면 법규(Motiv) . , 
범 제정의 동기 차원에서 보면 모든 사실 법규범은 공법 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 ’ . 
공법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에게 관할권 관련 의무를 부과하거‘ ’(Allgemeinheit)公共
나 개인에 대한 의 의무를 규정하는 규범으로 한정된다 여기서의 은 국가조, . 公共 公共
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법적으로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를 대리하여 행해, (namens) 
지는 권리와 의무 다시 말해 국가조직의 관할권 규범이 곧 진정한 공법이라는 것이 볼, 
프의 견해이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불침투성 이론을 주장한 라반트 옐리네크 등이 Vertretung, 1934, S. 162 Anm. 2. , 
조직 내부의 법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 대 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만을 법
규범으로 보았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참조Wolff, a.a.O., S. 225 Anm. 3 .

376) 곽윤직편집대표 민법주해 총칙( ), I , (1), 1992,〔 〕  면 이하 참조 권리와 의무의  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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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주체이지만 일반적인 권리능력, 

을 가지진 않는다 볼프는 법주체성과 권리능력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다. . 

그리고 두 가지 개념의 구별은 볼프가 내부법관계의 토 를 마련하는 데 있

어 주된 토 가 된다.377) 이하에서는 볼프 이전에 권리능력과 법주체성을  

구별하지 아니한 견해로 기관이 법인 내부에서 완전히 함몰된다고 본 불침

투성 이론에 해 먼저 살펴본다.

불침투성이론과 기관론 (1) 

옐리네크378)를 포함한 반유기체론에서는 국가법인만이 권리능력을 가진다

고 한다 따라서 국가법인에 속한 기관의 행위는 그 법적 효과가 온전히 국. 

가법인으로 귀속될 뿐 기관은 법주체도 아니고 권리능력도 없다 이는 독일 . 

역사의 특수성에서 발전된 국가법인설의 불침투성 이론과 (Impermeablilit t) ä
직결된다 불침투성 이론은 단일한 법인격의 내부에는 규범이 침투할 수 없. 

다는 의미로 라반트가 정립한 이론이다.379) 불침투성 이론에 따르면 국가  , 

주체가 된다 는 의미를 바로 권리능력의 문제로 본다 그런데 인 대 인의 법관계에 집’ . 
중하는 의 도그마틱을 고려하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해 보인私法
다 이러한 의 개념을 따른 라반트도 그리고 라반트의 불침투성 이론을 이어받은 . 私法
옐리네크도 법인격 있는 주체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경우에만 법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모든 법은 인격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 ’(Alles Recht ist Beziehung von 
Persönlichkeiten) G. Jelliek, System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S. 
193; W. Pauly, Der Methodenwandel im deutschen Spätkonstitutionalismus, 

참조1993, S. 201 Anm. 152 .
377)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 7. Aufl., 2010, S. 347-348.Ⅱ
378) 옐리네크는 국가와 제도로서의 기관은 일체 라 ‘ ’(Staat und Organ ist eine Einheit)

고 하면서 국가법인 내부에서 기관상호간의 모든 법적 쟁의는 동일한 법주, ‘
체 내부에서 인정되는 객관적 법에 대한 쟁의 라고 하였다’(Rechtssubjekt) ‘ ’ . G. 

게오르그 옐리네크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2. Aufl., 1905, S. 546-547; /
김효전 역, 일반 국가학 면 이와 같이 옐리네크는 법주체와 권리능력, 2005, 455-456 . 
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기관의 독자적 법주체성을 부인하였다 옐리네크의 기관. 
론에 대해 오늘날 기관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법현실을 설명하기 어렵고 행정조직의 , 
실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계수 규범과 행위 국가법인설의 극복과 , “ -
행위중심적 행정법 이론의 구축을 위한 시론”, 공법연구 제 집 제 호29 1 , 2000,   29-58
면; 정호경 국가법인설의 기원과 전개과정, “ ”, 행정법연구 제 호42 , 2015.7.  , 면1-22 (8
면 각주 참조16) .

379) 라반트는 게르버의 학문적 아들이지만 게르버와는 달리 민법상 구축된 법개념을 대폭  
수용하였다 불침투성 이론 또한 권리능력을 가진 법주체만을 법인으로 인정하고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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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법인격이 있는 단체만이 행정 법주체 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기관의 법‘ ’
주체성은 부인된다.380) 이와 같은 초기 국가법인설의 불침투성 원칙은 옐리 

네크까지 이어진바 볼프 이전까지는 권리능력과 법주체성의 개념이 구분되, 

지 않았다.

생각컨 공사법을 구별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민법 개념을 그 로 공법, 

에 수용하기 전에 그 타당성에 한 고민을 선행해야 할 것이지만 법주체, 

성과 권리능력의 구별은 공법상 특수성에 따른 한 단계 나아간 고민의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즉 인 상호간의 법관계를 기초로 권리능력과 구별되는 . , 

법주체라는 개념이 없었던 상의 이론과는 달리 조직법질서에서 법적 , 私法

주체를 새롭게 인정하고자 라는 기존의 상 개념에 해 ‘Rechtssubjekt’ 私法

새로운 공법상 개념 징표를 부여한 것이다.

법주체성의 의의 (2) 

볼프에 의하면 공법상 법주체 는 권리능력의 필요조건이지, (Rechtssubjekt)

만 법주체라고 하여 반드시 권리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주체성은 실, . 

정법상으로 귀속주체 가 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Zuordnungssubjekt)

조직법규에 근거하여 기관도 충분히 법주체가 될 수 있다.381) 예를 들어 ,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행위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의 행위

로 귀속된다면 기획재정부를 법규상의 중간적인 귀속주체로서 법주체로 볼 ,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 즉 행정청은 법기술론적 최종적 귀속주체는 . , , , 

아니지만 조직법규에 근거하여 국가의 권한을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 

부관계에서는 법적 성질을 일체 박탈하는 민법상 사고에 기초한다. Laband, Das 
Staatsrecht des Deutschen Reiches, 2. Bd., 5. Aufl., 1911, S. 181;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85-86. 

380) 우리나라도 독일 국가법인설의 논리와 전제들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국가법 . 
인설이 행정법 도그마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정호경 위의 글 면 참조, , , 1-22 (6-8) .

381) 특히 볼프가 이해한 법관계는  Wolff, Verwaltungsrecht I, 8. Aufl. 1971, S. 195. 
법인격 있는 주체 상호간의 관계가 아니라 주체와 법 상호간의 관계이다. Wolff, Or- 
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146 u.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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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잠정적 귀속주체이자 법주체이다.

한편 볼프는 법기술론적으로 법주체를 인정하기 위한 두 가지의 법실질, 

적 전제를 요구한다.382) 실제 행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 권한을 수행해야  

하며 그 권한 수행 행위가 목적으로 하는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주, 

체가 존재해야 한다 이를 행정에 적용해 보면 행정기관이 법기술론적으로 . , 

법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관 권한을 행사하는 자연인인 기관담당자와 최종

적인 공익의 주체인 국민이 법실질학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383) 또한 법주 

체성은 하나 이상의 법규에서 실정법상 권리와 실정법상 의무의 귀속주체가 

규정되기만 하면 충분히 인정되고 법기술론적으로 귀속이 최종적이지 않더, 

라도 상관없다.384) 따라서 행정청도 정부조직법등의 조직법규에 관할권의  

근거가 있는 한 법기술론적으로 볼프가 말하는 행정법주체이다. 

권리능력 (3) 

권리능력의 개념  1) 

법주체가 실정법상 귀속주체가 될 자격이라면 권리능력은 법기술론적으, 

로 실정법상 권리와 실정법상 의무의 최종적인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법‘ ’ 
적 성질이다 다시 말해 법주체성은 규범적으로 잠정적이고 중간적이더라도 . , 

일단 주관적으로 귀속이 이루어지면 인정되지만 권리능력은 최종적인 귀속, 

점이 될 수 있어야만 인정된다.385) 요컨 귀속주체는 권리능력보다 넓은  , 

개념이다 또한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권리능력 개념에 있어 원칙적으로 . 

최종적 귀속이 얼마나 많은 규범에 근거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일반. 

적으로 우리는 권리능력을 완전한 권리능력으로 이해하는 상의 개념에 私法

382) 법실질적 전제는 볼프가 강조한 법개념의 실증가능성 으로 이해할  (Verifizierbarkeit)
수 있다 켈젠은 의도적으로 법개념의 조건 전제 대상과 내용에 대해 눈을 감았지만. , , , 
볼프는 현실에 기반한 국가의 실정법 질서는 법이전의 사실 내지 현실과의 접점을 가져
야 한다고 말한다.

383) Wolff, Verwaltungsrecht I, 8. Aufl., 1971, S. 194.
384) Wolff, a.a.O., S. 195.
385)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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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다 즉 은 권리능력을 개개의 법명제가 아닌 전체 법질서상 다. , 私法

른 권리능력 주체와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으로 파악한다.

반면 공법상 권리능력의 범위는 규범의 내용에 따라 상 적이다, .386) 

권리능력의 상  2) 

사람이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할 때 권리능력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저, 

로서 살아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공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 

하여 반드시 권리능력의 부여 상이 법 이전의 기저 를 가진다‘ ’ (Substrat)

고 단정할 수는 없다 권리능력은 실정법이 부여하는 법적 성격으로 이미 . 

법적인 것 에 해서도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표적으로 법관계의 ‘ ’ . 

총체에 해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볼프의 국가법인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권리능력은 . . 

법주체와 마찬가지로 실증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법기술론적 개념이므로 법

실질학적인 전제에 부합해야 한다.387)

권리능력의 종류  3) 

국가법인과 같이 최종적인 귀속주체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때는 완전‘ ’ 
한 권리능력이 있고 조직규범에 근거해서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부여될 , 

때에는 부분적인 권리능력이 인정된다.388) 공법 영역에서 조직규범은 국가

법질서의 중요한 일부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 

가 조직규범에 근거해서 국가조직 내에서 기관이 최종적인 귀속주체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기관도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다.389) 

386) 나아가 권리능력은 법질 Wolff, Verwaltungsrecht I, 8. Aufl., 1971, S. 195-196. 
서 법영역에 따라서도 상대적인데 이를 권리능력의 상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 .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49.

387)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150-151.

388) Wolff, a.a.O., S. 150.
389) 볼프는 기관이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는 조직규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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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과 인  4) ‘ ’

권리능력을 완전한 권리능력으로 이해하면 권리능력과 인 개념‘ ’(Person) 

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볼프가 파악한 . 

권리능력의 개념은 법규상 최종적인 귀속주체성만을 의미하므로 공법 영역, 

에서는 실정법질서의 일부분인 조직규범에 근거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도 있다 그러나 권리능력이 부여되었다고 하여 예외 없이 법인격이 함께 .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격은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나타날 수 있는 하나. 

의 법적 효과일 뿐 양자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가령 법질서가 일정한 , . 

법관계에 해 권리능력을 부여하면 그 효과로서 법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390) 따라서 법인 으로 인정되려면 권리능력이  ‘ ’
필요조건이다 볼프에 따르면 인 의 법적 개념은 인 과 인 사이의 법관. , ‘ ’ ‘ ’ ‘ ’ 
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질서에 근거해서 최종적인 귀속주체가 되는 경우로 한

정된다 결과적으로 조직규범에 근거하여 부분적 혹은 상 적 권리능력 을 . ‘ ’
인정할 수 있는 법주체와 일반법질서에 근거하여 일반적 권리능력이 인정, 

되는 조직인 권리능력 있는 법인 으로 구분되고‘ ’ ,391) 양자 사이에는 조직규 

범에 근거하여 일반적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肢
가 있다’(Glied) .體 392) 

기관 인격의 문제IV. 

일정한 조직에 해 법인격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이미 인격을 가진 제 자3

에 해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가진 주체로서 항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

근거하여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고유한 수행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이 다른 기관에 대해
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이나 의무이행,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이다.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46 Ⅱ
참조.

390)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144 u. 150. 

391) 참조 Wolff, a.a.O., S. 198-200 .
392) 에 대해서는 본 절 기관의 유형 부분에서 상론한다 . 1. . 肢體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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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기관의 인격 은 일견 형용모순처럼 보인다 게다가 상 일. ‘ ’ . 私法

반적으로 기관은 소속된 조직에 완전히 함몰되므로 기관 인격의 문제는 좀

처럼 제기되지 않는다 그런데 과 달리 공법상 꾸준히 전개된 기관론에. 私法

는 기관 인격 에 한 논의도 포함된다‘ ’(Organpers nlichkeit) .ö 393) 볼프에  

따르면 공법상 기관 인격론은 크게 자연인인 기관담당자의 인격성에 한 , 

논의와 제도로서의 기관의 인격성에 한 논의로 나뉜다. 

기관담당자의 인격성1. 

기관이 그 성질상 당연히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은 기르케를 비롯

한 유기체론에서 시작되었다 유기체론에서는 자연인인 기관담당자를 기관. 

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인간이면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과 같은 논리. 

로394) 기관 은 자연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따라서 기관 인격이 인정 ‘ ’
된다고 한다.395) 그런데 제도로서의 기관과 기관담당자를 구별하는 볼프의  

견해에 따르면 유기체론에서 기관의 인격을 긍정하는 견해는 기관과 기관, 

담당자를 혼동한 결과에 불과하다.396) 그렇다면 제도로서의 기관에 해 인 

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기관의 인격성2. 

393) 기관 인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다음의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Hans J. 
참조Schornstein, Organpersönlichkeit und Organkompetenz, 1933, S. 18-41 .

394) 인간이면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 또한 자연의 이치와 같이 당연하지는 않다 . 
옐리네크에 따르면 노예 의 역사를 개괄해 보기만 해도 법인격과 인간이 동, (Unfreiheit)
일하지 않음을 바로 알 수 있다. G. 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2. Aufl., 

게오르그 옐리네크 김효전 역1905, S. 176; / , 일반 국가학 면, 2005, 146 . 
395) 기르케는 기관이 행사하는 권한이 결국 타인 조직 의 권한이지만 기관이 권한을 행사 ( ) , 

하면 주관적 권리를 가지는 것과 같은 외양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관의 인격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한다. Gierke, Die Genossenschafttheorie und die deutsche Rechtsp- 

참조rechung, 1887, S. 170-173 ;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47 Anm. 2.

396)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4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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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에 의하면 일정한 조직 내에 속한 기관은 자신이 속한 조직규범에 , 

근거해서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예외적이라는 의미는 동. 

일 조직 내의 기관과 기관상호간으로 한정되고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나 기, 

관담당자에 한 기관의 권리능력은 조직규범을 근거로도 인정될 수 없

다.397) 이처럼 부분적으로 기관의 권리능력이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관 행 

위가 당해 기관에 최종적으로 귀속되므로 적어도 동 맥락에서는 기관과 법

인 조직이 귀속 을 매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미 기관으로의 최종적이고 ‘ ’ . 

주체적인 귀속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때 동 기관의 행위는 법인과의 관계. 

에서 단지 법질서에서 유효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로 이해된다.398) 

요컨 기관은 예외적으로 조직규범에 근거하여 권리능력 을 가질 뿐이, ‘ ’
고 볼프도 기관의 인격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격 은 인 과 인 사이, . ‘ ’ ‘ ’ ‘ ’ 
의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법질서에 근거해서만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의 유형 V. 

국가조직은 상호 법적 사회적으로 중첩되어 얽혀 있으면서도 동시에 일, 

정한 독립성을 가지는 여러 주체들로 이루어져 있다.399) 그렇지만 볼프는  

397)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48ff;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참조 볼프는 기관이 권리능력을 가지는 구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198ff . 
체적인 예로 독일 기본법 제 조 제 항 조를 든다 동 조항의 연방최고기관의 권리와 93 1 1 . “
의무 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연방의회 연방정부 등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 
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제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46. Ⅱ

398)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이에 대해 뵈켄푀르데는 기관 개념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즉 원1934, S. 250. . , 

래 볼프가 파악한 기관 개념의 핵심 징표는 귀속인데 기관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범, 
위에서 소속 조직과 기관의 관계가 귀속을 매개로 설명될 수 없다 문제는 그 근거가 .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참조Festschrift für Hans J. Wolff, 1973, S. 278-279 .
399) 뵈켄푀르데는 중첩적으로 관계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5. Ⅱ

를 맺는 국가 조직의 복잡성에 보다 집중하여 볼프의 귀속중심의 조직론의 현실 적용능
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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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조직의 실체보다는 행정조직의 위계적이고 관료제적인 구조에 초

점을 맞춘다.400) 볼프는 국가조직 내부의 법관계를 귀속을 매개로 직무담당 

자 또는 기관담당자 기관 법인으로 연결되는 관계로 보는 바 이는 위계적 , , , 

조직으로 이해된다 위계적 질서라고 하면 일견 구시 적이고 극복의 상. 

이 되는 조직 형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막스 베버, (Max 

의 위계적 관료 조직이 공조직의 중심 뼈 를 이루고 있다Weber) .401) 

볼프는 국가조직을 그 범위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첫째. , ‘ ’肢體

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법상 법인까지 포함하는 가장 큰 공조직으로 국가

가 있다 둘째 일반적인 법주체성을 인정받는 기관이 속하는 조직이 . , ‘ ’ 肢體

있다 셋째 가장 하위 조직으로 직무 등의 기관부분 또는 . , (Amt) (Organteil), 

준기관 등이 속하는 기관이 있다(Quasi-Organ) .402) 넷째 한 사람이 담당 , 

하는 권한의 범위를 칭하는 가장 작은 조직 단위인 직무 가 있다 이들 네 ‘ ’ . 

가지 중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볼프의 기관 개념의 구체적 유‘ ’ 
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국가. 

조직의 기관인 국가 기관 의 표적 유형인 관청‘ ’(Glied), ‘ ’ ‘ ’(肢體 Beh rde), ö
그리고 가장 최소 단위의 기관인 직무 에 해 차례로 살펴보겠다‘ ’(Amt) . 

일반적 권리능력을 가진 기능적 기관인 1. ‘ ’肢體

조직규범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일정한 관할권의 수행주체로서의 법주체가 

바로 볼프가 파악한 기관이다 개념상 여기에는 권리능력이 있는 조직 단위. 

도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 

단체는 법기술론적으로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동시에 헌법 질서상 그 , 

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조직의 사무를 수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in: Festschrift für Hans J. Wolff, 1973, S. 275 .
400) 참조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93 .Ⅱ
401) Wolff, a.a.O., S. 9.
402) Wolff, a.a.O., S.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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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 ’(Glied)肢體 403)라고 부른다 기관의 경우와. 

는 달리 의 행위는 법기술론적으로 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만, 肢體 肢體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다른 법주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체이다 말. 

하자면 는 다른 법인의 사무를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고유한 책임, , 肢體

으로 수행하는 법기술론적인 최종적 법주체이다 이러한 에 해당하는 . 肢體

예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공법상 영조물 등이 있다, , , . 

법기술론적인 최종적 주체이지만 다른 법인의 사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국가 조직의 라고 불리는 것이다( ) ‘ ’(Glied) .肢體 404) 특히 는 행정법영역 肢體

이 아닌 헌법질서 또는 국제법질서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국가기관으로 간주

된다 이들 법영역에서는 가 단지 국가로부터의 위임 사무를 처리한다. 肢體

고 해석되기 때문에 의 행위는 국가조직으로 귀속된다.肢體 405) 일견 동일한  

상을 한편에서는 법인 개념으로 또 한편에서는 기관의 일종으로 설명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념이 가지는 어떤 특성. 肢體 

에 초점을 두고 개념을 이해할지에 한 문제이다.406) 법기술론적인 귀속주 

체성을 기준으로 보면 는 공법상 법인이지만 헌법질서를 기준으로 보, 肢體

면 는 타인인 국가조직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국가에게 의존하는 국가肢體

의 기관이다.

관청2. 

관청407)(Beh rde)ö 은 어원상 중고지 독일어408)의 에서 온 말로 ‘behoeren’

403) 는 우리나라의 행정주체 중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공공단체 로  ‘ ’ ‘ ’肢體
이해된다. 

404)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51.Ⅱ
405) Wolff, a.a.O., S. 52.
406) 이 문제는 권리능력의 상대성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각주 참조 , , 386 .
407) 관청의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인 합의는 없지만 크게 세 가지로 동 개념을 나눌 수 있 

다는 독일 견해가 있다 첫째 국가실무상 사용되는 관청 개념으로 관할권을 가지는지 . , , 
여부를 기준으로 관청 개념을 판단한다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정부조직법상 행정각. 
부를 대표적인 관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행정절차법상의 관청 개념으로 행정. , 
행위를 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해한다 독일에서는 학위논문의 불합격처분을 내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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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어디에 속한다는 의미로서 타인을 위해 일을 처리한다는 뜻을 담고 있

다 관청은 기관의 한 유형이기는 하지만 기관과 관청은 몇 가지 면에서 서. 

로 다르다 우선 기관 개념은 공법과 . 영역 모두에서 사용되며,私法 원칙적 

으로 법이론 차원에서 주로 논의될 뿐 실정법에는 잘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관청은 공법 영역에 한해 사용되는 개념이며 공법 영역의 실제와 실, , 

정법 판례 등에서도 드물지 않게 등장한다, .409) 

관청 개념을 광의로 파악하여 공법상의 국가기관이나 기타 공법상 기관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러한 정의는 실정법이나 일반적인 , 

관용적인 어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국가원수나 국회의원 등을 관청이라 칭.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볼프는 관청 개념을 보다 좁게 이해한다 좁. . 

은 의미의 관청이란 행정 및 재판과 관련된 영역에서 외부에 해 구체적인 

법적 행위 를 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나 기타 공법(Rechtshandlung)

상 법인에 속한 기관이다.410) 또한 이때 외부에 한 관청의 행위는 개념  

필연적으로 고권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 권한만

을 행사하는 관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관청은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적.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관할권의 확인을 구

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인 조직 내부적으로 법관. 

계가 성립한다고 하여 반드시 제소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411)

독일에서는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는 기관만이 행정소송법상 행정관청이 

되므로 일반적인 관청보다 좁은 의미로 행정소송법상 행정관청(Verwal-   

tungsbeh rde)ö 개념이 파악된다 .412) 이때 행정관청의 개념에는 연방의회나  , 

있는 교수도 이러한 의미의 관청이다 세 번째 헌법상의 관청 개념으로 독일 기본법  . , 
조에서 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관청이 여기에 해당한다84 87 . Böckenförde, Organi-  

참조sationsgewalt im Bereich der Regierung, 2 Aufl., 1998, S. 31 Anm. 36 . 
408) 고지독일어 는 독일어 예전의 표준독일어를 칭한다 시대에 따라 고고 (Hochdeusch) . 

지 중고지 신고지 독일어 로 , , (Althochdeusch, Mittelhochdeusch, Neuhochdeusch)
나뉘는데 중고지독일어는 사이의 고지독일어를 의미한다, 1050-1350 .

409)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77.Ⅱ
410) Wolff, a.a.O., S. 79.
411) Wolff, a.a.O., S.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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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청은 포함되지 않는다.413)

기관의 최소 단위로서의 직무3. ‘ ’

직무 의 원래의 의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책임지고 수‘ ’(Amt)

행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이다 지금까지 직무는 관청의 일부분 또는 연방. 

통령 등과 같이 특별한 권한을 가진 관청을 일컫는 등 다양한 의미로 이해

되어 왔다 볼프는 직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는 제도적 수행관할권의 총체로 . 

정의한다.414)

직무는 한 사람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수행관할권의 최소 단위이다 직. 

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담당자 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조직 ‘ ’(Amtswalter) . 

내부의 법주체인 기관은 각각 다른 임무를 맡고 있는 다양한 직무로 구성된

다.415) 또한 직무는 일반적으로 기관과 달리 독립적이지도 않고 기관과 같 

412)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78-79.Ⅱ
413) 우리나라 통설에 따르면 행정관청 또는 행정청은 행정주 Wolff, a.a.O., S. 82-83. , 

체를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국민에 대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각부 장관을 들 수 있다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와 국. . 
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나누어 전자를 행정관
청 후자를 행정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김동희 행정법 제 판 면 김, , 22 , 2016, 11 ; Ⅱ 
남진 김연태· , 행정법Ⅱ 제 판 면 류지태 박종수, 20 , 2016, 11 ; · , 행정법신론 제 판, 15 , 

면2011, 751 ; 박균성 행정법론 하 제 판 면, ( ) , 14 , 2016, 8-9 ;   박윤흔 정형근· , 행정법강
의 하( ) 개정 판 면 홍정선, 28 , 2009, 13 ; , 행정법원론 하( ) 제 판 면 국내의 , 24 , 2016, 15 . 
행정관청 또는 행정청의 개념은 볼프의 관청 개념에 가깝다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 ‘ ’ . “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국민에 대하여 표시하는 권한 에는 독일의 행정행위보다 넓은 ”
구체적인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관할권 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 ’ . , 

리나라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항 호 소정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을 구체성과 2 1 1 “ ”
추상성의 상대성을 전제로 독일의 행정행위 와 달리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행위도 ‘ ’
그것이 법목적의 실현을 위해 법적 판단에 의거한 공적 결정일 경우 법집행이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박정훈 취소소송의 성질과 처분개념( ), “ ”,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면 참조, 145-182 (174-177) .

414) Wolff, a.a.O., S. 26-27.
415) 예외적으로 학교의 장학관 의 경우와 같이 직무가 곧 단일 기관인 경우가  (Schulrat)

있다 이때 직무의 담당자이자 기관담당자는 당연히 당해 기관의 이름으로 관할권을 수. 
행한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84;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28.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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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직무담당자가 수행하는 관할권, 

의 결과가 귀속되는 관념상의 주체로 파악된다 이처럼 기관과 직무는 권리. 

능력 있는 권리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 제도적이고 규범적 개념이라, 

는 점 그리고 최종적이 아닌 잠정적 귀속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일치

한다.416) 

특히 볼프에 의하면 직무담당자와 직무 사이의 상호관계도 역시 법관계, 

이다 라반트와 옐리네크가 정립하고 수용한 불침투성 원칙과는 달리 볼프. 

에게 있어 직무와 직무담당자의 관계는 내부법관계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법관계로 이해된다.417)

소결VI. 

볼프의 기관 개념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장의 경우와 같이 당해 기관의 , 

행위가 국가법인에 해 직접 귀속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기관으로 인정

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각부의 하위에 있는 실 국 과 계 등도 모. , , , , 

두 행정기관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볼프가 우리나라의 통설과 달리 기관의 . 

범위를 좁게 이해한 주된 이유는 기관을 조직의 주된 법주체로 보았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볼프는 법주체로서의 기관의 주된 기능 또는 목적을 자율. 

적인 기관의 조직 계획과 업무분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능을 인정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세기 초 독일에서 여전히 통설적 지위를 , 20

차지했던 불침투성 이론을 극복하고 내부법관계를 법이론적으로 입증하고자 

했던 목적이 더 컸다고 판단된다 오늘날 볼프가 법주체와 권리능력의 개념. 

을 구별한 실익은 더 이상 크지 않다는 평가418)도 있지만 이러한 평가는 

416)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40;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28. Ⅱ

417)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35.Ⅱ
418)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 7. Aufl., 2010, S. 347.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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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가 일찍이 구축한 내부법관계가 일찌감치 행정법이론으로 완벽하게 수

용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제 절 공법상 기관담당자3

문제의 소재 I. 

영역에서는 기관과 기관담당자를 좀처럼 구분하지 않았던 반면 공, 私法 

법 영역에서는 비록 용어에서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제도로서의 기관과 자

연인으로서의 기관담당자를 구분해왔다.4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볼프 

가 기관론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공무원과 개

념상 구별되는 기관담당자가 객관적인 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면을 구체

적으로 분석하면서 귀속을 매개로 기관과 기관담당자 상호간의 내부법관계

를 체계적으로 정립했기 때문이다.420) 기관담당자의 구체적인 법적 지위를  

제도적인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해하지 않고 기관담당자와 공무원을 , 

동일하게 이해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견해는 적어도 기관론과 관련해서는 옐

리네크의 이해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옐리네크까지만 해도 기관담당자는 . 

419)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참조 옐리네크도 제도로서의 기관과 자연인으로서의 기관주체  1934, S. 229 Anm. 3 . 

(Organt 를 구별하였다räger) . G. 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2. Aufl., 1905, 
게오르그 옐리네크 김효전 역S. 546-551; / , 일반 국가학 면 여기에, 2005, 455-459 . 

서는 를 ‘Organträger’ 일관되게 기관담당자 라고 번역하였다‘ ’ .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참조42 .
420)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

옐리네크는 순수하게 객관적인 기관의 권한과 기관주체가 Wolff, 1973, S. 270-271. 
자연인으로서 조직에 대해 가지는 개인의 권리를 구분했을 뿐 객관적인 관할권이 행사, 
되는 국면에서 발생하는 기관과 기관주체의 관계는 분석하지 않았다 정호경 국가법. , “
인설의 기원과 전개과정”, 행정법연구 제 호 면 42 , 2015.7., 1-22 (14); Uhlenbrock,  

참조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107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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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해서만 직접적인 법관계를 가진다고 이해되었으므로 기관담당자는 

곧 공무원으로 파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관담당자의 개념. Ⅱ

광의의 기관담당자는 기관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자연인이며 협, 

의로는 기관에 해 직접 그 행위가 귀속되는 경우 그 관할권을 행사한 자

연인을 의미한다.421) 말하자면 특정 기관에 속하면서 구체적인 권한을 부 , 

여받은 자연인은 모두 광의의 기관담당자에 속하지만 협의로는 기관의 장, , 

가령 자연인으로서의 기획재정부장관만이 기관담당자로 파악된다 기획재정. 

부장관이라는 제도로서의 기관으로 그 행위가 직접 귀속되는 경우는 기획재

정부 내에서는 자연인으로서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하. 

에서는 원칙적으로 광의의 기관담당자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해 나간다.422) 

기관담당자는 이중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먼저 자연인으로서 다른 모든 . 

사인과 마찬가지로 일반법질서에서의 권리주체이며 의무주체이다 따라서 . 

기관담당자는 자연인의 신분으로 그가 속한 조직과 매매관계와 같은 일반적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다 기관담당자에게 부여되는 또 다른 지위는 기관의 .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다 이들 두 가지 지위는 접한 관련을 가진다 말하. . 

자면 기관담당자는 자연인으로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법적 지위에 더하, 

여 일정 시점부터 기관담당의 지위도 함께 얻게 되므로 동 접점에서 양 지

위가 합쳐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과 기관담당자 사이의 . , 

고용관계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관담당자는 기(Anstellungs-Verh ltnis) . ä
관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기관 개념은 또한 조직을 전제로 하므로 자연, 

421)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55. Ⅱ
422) 넓은 의미의 기관담당자는 기관을 기준으로 그 기관의 권한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개 

개의 자연인을 칭하는 것이며 직무담당자는 구체적인 직무를 기준으로 당해 직무의 권, 
한을 수행하는 자연인을 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담당자는 동시에 기관담당자이며 . 
기관담당자는 동시에 직무담당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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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기관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기관에 앞서 먼저 조직과 관

계를 맺어야 한다.423)

고용관계424)는 일반적으로 기관담당보다 앞서 일어나는 조직과 자연인 사

이의 관계이다.425)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관계와 기관담당관계가 동시에 성 

립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관계는 상호 전제조건이 되는 등의 필연적 관계,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접한 관련이 있을 뿐이다.426) 다시 말해 고용 ,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기관이나 조직의 권한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기관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여 반드시 

고용관계가 전제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고용은 피. 

고용인이 기관담당자로서 기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

으로 이해된다.

기관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Ⅲ

볼프에 따르면 기관담당자는 크게 세 가지 관계에서 법주체가 된다 우선 , . 

구체적으로 기관담당 지위를 얻기 이전에 기관담당자가 조직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두 번째 기관담당자는 기관의 이름으로 통합. , 

된 관할권의 주체이며 이 지점에서 비로소 기관담당자와 기관은 구체적으, 

로 처음으로 연결된다 이때 기관담당자는 기관의 이름으로 조직을 리하. 

423)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30-231.

424) 행정법에서는 보통 관리직을 뜻하는 공무원 과 일반 공무원을 뜻하는 직원   (Beamte)
을 구분해서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볼프는 관리직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Angestellte) . 

포괄적인 개념으로 피고용인 을 이해한다‘ ’(Angestellte) . Wolff, a.a.O., S. 231 Anm. 
1.

425) 전제군주 시절에는 자연인을 공무원으로 고용하는 권리와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기관담당 지위를 인정하는 조직권은 모두 동일한 전제군주에게 속했다 그러나 오늘날. 
은 두 가지 권한이 완전히 구분되는데 주된 계기는 국가조직이 법적으로 제도화되면서, 
부터이다 다시 말해 기관을 기관담당자와 구분하여 제도적 주체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 
서부터이다. Böckenförde, Organisationsgewalt im Bereich der Regierung, 2. 

참조Aulf., 1998, S. 33-34 .
426) Wolff, a.a.O., S. 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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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하는 행위의 매개주체 로서 조직의 리인으로 ‘ ’(Durchgangssubjekt)

파악된다 셋째 기관담당자는 법담당자 로서 실제 권한을 행. , (Rechtswalter)

사하는 과정에서 기관과 법인을 규율하는 조직규범과 일반법질서상 최종적

인 법주체가 된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접히 관련. 

되어 있다 가령 어느 자연인이 조직과 고용관계를 맺을 때 일반적으로 장. 

래에 당해 피고용인에게 주어질 관할권을 수행할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 속에는 향후 피고용인이 조직의 일정한 관할권, 

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권한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때 필요한 각종 

실정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427) 이 

들 세 가지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담당자의 조직에 한 권리와 의무1. 

기관담당자428)는 조직과 고용관계를 맺음으로써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추

상적으로 장래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볼프는 이러한 고용. 

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의 권리와 의무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를 기본관계(Grundv 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기본관계erh ltnis) . , ä
는 곧 공무원 고용관계로 이해된다 따라서 동 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 

독립적인 인 으로서의 직무담당자가 공무원법상 가지는 ‘ ’ 직무에 한‘ ’(zum 

Amt) 권리와 의무로 이해할 수 있다.429)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통해 기관

담당자는 비로소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 

제도적 관할권의 총체인 기관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지는 기관담당자

와 만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충족된다.430) 

427)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63-264.

428) 첫 번째 단계의 권리와 의무는 엄격이 말하면 기관담당자가 아니라 국가조직의 피고 
용인을 의미하는 공무원이 국가조직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로 이해된다 구체적인 . 
기관의 관할권을 부여받기 이전 단계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429)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33-3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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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한 주된 의무는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 ’ 
의무이다 구체적인 권한의 수행을 고려하기보다는 장래에 직무를 부여받게. 

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일정한 의무로 이해된다 표적으로 성실 의무 고. , 

지 또는 통지 의무 복종의무 비 유지 의무 기관담당자가 임무를 수행할 , , , 

때 그 임무는 자신이 아닌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할 의무 혹은 

재량을 행사할 때 일정한 한계를 준수할 의무 등이 있다 즉 구체적인 관. , 

할권의 내용과 관계없이 관할권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모든 기관담당자에게 

인정되는 의무라고 볼 수 있다.431)

직무에 한 권리는 표적으로 신분보장권‘ ’ (F rsorgerecht u. ü Schutz-  

이나 봉급청구권을 포함하는 재산권 등을 들 수 있다recht) .432) 역시 기관이  

아니라 기관담당자가 조직에 해 직접 가지는 권리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 

관담당자가 아직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고 있으므로 기관담당자와 

기관이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433) 첫 번째 단계에서  

기관담당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응해서 조직은 기관담당자를 피고용

인으로 인정할 의무와 함께 이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의무로서 부여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434)

구체적 관할권과 관련된 기관담당자의 권리와 의무2. 

고용관계가 완료된 후 기관담당자는 제도로서의 기관을 매개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게 된다 볼프는 이를 기본관계와 구별하여 기관담당. 

자관계(Amtswalterv 라고 부른다erh ltnis) .ä 435) 조직 권한 즉 권능, (Kompe- 

430)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65-268.

431) Wolff, a.a.O., S. 269-272;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34. Ⅱ
432)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35. Ⅱ
433)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65-268.
434) Wolff, a.a.O., S. 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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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 혹은 명목주체는 당연히 조직이지만 조직이 권능을 직접 행사tenz)

할 수는 없으므로 제도적인 단위인 기관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분배하며 기, 

관담당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에 해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을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하게된다 말하자면 기관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다양한 관할권은 이. , 

를 행사할 구체적인 자연인으로서의 주체를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다는 면에

서 객관성을 띠지만 관할권이 구체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한 , 

자연인이 필요하다 이때 기관에 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가 아니면 관할권의 최종적 주체는 항상 기관과 기관담당자가 속하는 조직 

또는 법인이 된다 이처럼 관할권의 최종 주체를 조직이라고 이해하면 그 . 

안에 속한 기관이나 기관담당자는 당연히 관할권에 해 주관적 권리를 주

장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 기관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관할권의 변. 

경 또는 행사에 해 제소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제소권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객관적 법의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관적 권

리가 아니다.436)

기관담당자관계에서 비롯되는 표적인 기관담당자의 의무로는 기관의 관

할권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권능에 해당하는 법인 혹은 조직의 권리는 기. 

관담당자에게 있어서는 권리가 아니라 수행해야 할 의무의 상이다 또 다. 

른 의무로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 을 유지할 의무 국, 

가배상 등에서 일정한 경우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질 의무 등이 있다 한. 

편 기관담당자관계를 토 로 인정되는 표적인 권리로는 바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있다는 실정법상의 권리를 들 수 있다 즉 기관담당자로서 인정되. , 

어야만 비로소 기관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인정되는 권리이

다 따라서 기관담당자가 구체적인 관할권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지. 

는 권리와 의무는 결국 동일한 임무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다.437) 

435) 기본관계와 기관담당자관계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35. Ⅱ
모두 불침투성 원칙하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내부법관계이다. Wolff, a.a.O., S. 35.

436)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72-276.

437)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36-38.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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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관담당자의 권리와 의무3. 

기관담당자가 가지는 마지막 종류의 권리와 의무는 권한을 실제 행사할 

때 가지는 권리와 의무로 직무로부터 그리고 직무를 통, ‘ ’(aus dem Amt) ‘
한 권리와 의무로 파악된다 직무로부터의 권리와 의무는 ’(durch das Amt) . 

관할권을 실제 행사할 때 준수되어야 하는 조직 내부의 권리와 의무로 최종

적으로는 기관 에 귀속된다 따라서 이를 어겼다고 하여 바로 기관의 행위‘ ’ . 

라는 성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조직규범에 어긋나는 기관 행위‘ ’
가 될 뿐이다.438) 

반면 직무를 통한 권리와 의무 역시 관할권을 실제 행사하는 것과 관련, 

되지만 직무로부터 의 권리와 의무와는 달리 최종적으로 기관이 아닌 조직‘ ’
에 귀속된다 다시 말해 관할권 행사의 최종적 귀속주체인 법인이 관할권 . , 

행사의 상 방인 제 자에 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이다 관할권은 당연히 3 . 

행위능력이 있는 기관담당자가 행사하므로 직무를 통한 권리와 의무도 구, 

체적으로는 기관담당자에게 부여되지만 동 권리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

여 기관담당자의 행위가 법인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 

냐하면 직무를 통한 권리와 의무의 경우 조직에 최종적으로 귀속하는 것인

데 조직의 권리와 의무는 조직규범이 아닌 상위법 질서 로서의 일반법질서, ‘ ’
에 근거하기 때문이다.439) 다시 말해 내부적으로 기관담당자가 직무를 수 , 

행하면서 직무를 통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일반법질서가 당해 관할권 

행사의 조직으로의 귀속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 일단 귀속이 추정된

다.

제 절 기관과 기관담당자의 관계4

438)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참조1934, S. 277-278 .

439) Wolff, a.a.O., S. 27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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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을 매개로 연결되는 법관계I. 

볼프는 조직 내에서 귀속을 매개로 이어지는 기관과 기관담당자의 법관계

이론을 구축함으로써440) 결과적으로 오늘날 논의되는 내부법관계 의 기초 ‘ ’
를 마련하였다.441) 다시 말해 볼프는 법인 내부에서도 법관계가 존재할 수  , 

있음을 밝히면서 국가법인설의 논조를 유지하면서도 불침투성 이론을 극복, 

하였다 여기서 그의 국가법인설이 이전의 국가법인설과 질적으로 차별화되. 

는 바 조직 내에 기관이 함몰되는 의 법인론과 볼프의 국가법인론이 , 私法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442) 

요컨 볼프는 국가법인 안에 속하는 , ‘ ’(Glied)肢體 443)를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기관상호간 기관과 구성원 기관과 기관담당자 사이 등 국가법인 , , 

내부의 법관계를 인정하여 이전의 불침투성 이론에 갇힌 기관론을 극복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내부법관계를 인정하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지에 . , 

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국가조직에 법치주의가 적용된다는 .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조직의 관할권이 실정법에 근거한. , 

다는 것인데 이 점은 오늘날 일견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런데 국가조직이 , . 

440) 기관과 기관담당자가 조직인 법인에 속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법상  . 
기관론을 전개할 때 적 편견을 경계해야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의 , 私法
기관 을 이야기할 때 가지는 선입견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우리가 심장과 같은 ‘ ’ . 

우리 몸의 기관을 이해할 때 심장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 . 
조직법적으로 기관은 조직에 속해있지만 기관 스스로 독립적인 법주체이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참조282-283 . 
441)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71.
442) 라반트가 기초한 공법상 불침투성 이론 은 의 이론을 토대로 한 것이다 라반트 ‘ ’ . 私法

는 게르버의 이론을 계승 발전한 학자로 평가되지만 게르버와는 달리 이론을 대· , 私法 
폭 수용하여 공법 이론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법관계를 법인격을 가진 법주체 . 
상호간의 관계로 파악한 의 도그마틱을 받아들인 것이 대표적이다. Uhlenbrock, 私法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osn, 2000, S. 85-86.  

443) 은 일반적 권리능력이 인정되면서도 기능적으로는 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 ‘ ’肢體
직형태이다 의 대표적 예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들 수 있다 볼프는 의 일반적 . . 肢體 肢體
권리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업무의 타인성의 관점에서는 기관에 속한다고 본다. 
Wolff, a.a.O., S.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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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실정법질서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일응 형식적 법치주의에 상응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를 내부법질서에도 적용할 수 . 

있을까 법법칙은 국가조직을 구성하는 관할권 규범에 한 간접적인 정당. 

성의 근거로 작용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해서, 

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실질적 법치의 구체적인 구. 

현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내부법관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해서는 국내법상 많

은 논의가 필요하다.  

상호 필요적 관계. Ⅱ

기관과 기관담당자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필요적 관계이다.444) 

볼프는 우선 기관담당자와 조직 사이에 기관 을 매개체로 두어야 할 필요‘ ’
성을 강조했다 제도로서의 기관이 있어야 기관의 관할권을 수행하는 자연. 

인인 기관담당자의 행위가 국가로 최종적으로 귀속될 수 있고 자연인인 기, 

관담당자의 구체적 변동과 관계없이 기관행위의 계속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된다 즉 기관담당자와 달리 기관은 조직의 제도적 일부분으로 기관담당자. , 

와 조직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기관담당자는 기관 개념을 필요로 한다.

한편 기관도 관할권의 실제 행사를 위해서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꼭 , 

필요한 바 기관 관할권의 구체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관담당자의 역할이 , 

필수적이다.445) 다시 말해 기관담당자의 의사와 행위는 법기술론적으로 기 , 

444) 볼프는 기관론을 포함하는 대리관계가 일방의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닌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관계라고 이해한다. Wolff, Organschaft und 

참조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6 . 
445) 볼프가 기관론을 전개해 나간 논리적 순서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자연인인 국민 , 

과 기관담당자의 법관계가 있다 기관담당자가 행사하는 관할권은 기관 자체의 권한이 .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권한이며 이차적으로는 국가조직의 권한이, 
다 따라서 국가조직이 기관담당자 다음으로 필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마지막. . 
으로 기관담당자와 국가조직의 매개로서 제도로서의 기관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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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귀속됨으로써 기관의 의사표시가 되고 결과적으로 기관의 행위가 된

다.446) 

제 절 볼프의 행정조직론5

문제의 소재I. 

볼프는 기관론을 포함한 리 이론이 기본적으로 공법상의 기관에 한 

논의라고 하면서도 특별히 국가기관론에 한 별도의 논문을 쓰려고 계획했

었다.447) 결과적으로 볼프는 국가기관론에 한 독립적인 논문을 발표하지 

는 않았지만 제 차 세계 전 이후 발행된 자신의 행정법 교과서를 통해 국2

가기관론을 추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볼프의 조직권 개념에 해 간단히 살펴본다 국가권한. 

이 어떠한 조직단위를 통해 행사되는지 그 권한 행사의 방법과 한계는 무, 

엇인지 등은 일차적으로 조직권의 행사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볼프는 기

관을 독립된 법주체로 보는 주된 기능 또는 목적이 조직권과 접하게 관련

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직권과 기관. Ⅱ

조직권의 개념1. 

446)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35.

447) 참조 Wolff, a.a.O., S. 224 An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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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권 이란 와 기관을 창설 변경 폐지하는 권능(Organisationsgewalt) · ·肢體

이다 이러한 권능에는 추상적인 또는 구체적인 관할권의 규정 뿐 아니라 . 

나 기관 등의 상호관계 등 내부질서의 규율 그리고 관할권의 행사를 , 肢體

위한 인적 물적 설비의 구축에 한 내용도 포함된다 조직권은 국가조직, . 

이 통일적인 단일체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국가권력이 아니라 개별 행정법주

체가 가지는 구체적인 고권으로 이해되므로 국가 뿐 아니라 기관도 조직권, 

을 행사할 수 있다.448) 쉽게 말해 조직권은 법인격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조 

직 및 국가 조직 내에 포함된 국가 기관이 가지는 조직 구성에 관한 권한

으로 국가 기관에 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조직권 행사의 , 

결과라고 할 수 있다.449)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조직권을 행정부 내부의 재량

적 조직 설계 권한으로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한편 기관을 설, 

치하고 기관상호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권한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

접 관련이 없다는 관점에서 법률유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450) 

그러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실정법상 이미 많은 국가 행정조직들

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451) 

448) 기능주체를 중시한 뵈켄푀르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122. Ⅱ
데에 따르면, 조직권 이란 국가조직에 속하는 행위 단위인 기능 (Organisationsgewalt)
주체를 창설하고 조직을 변경구성하며 임무 및 사무에 대해 규율하는 권한이다, · , . 
Böckenförde, Die Organisationsgewalt im Bereich der Regierung, 2. Aufl., 
1998, S. 29. 

449) 행정조직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조직을 새롭게 설계하거나 개편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 행정조직의 설계 또는 재편시 고려할 요인과 관련하. 
여, 선정원 새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 공법연구 제 집 제, “ ”, 31  
호 면 참조2 , 2002, 119-176 (139) .

450) 조직권 의 근대적 개념은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등장하였으 Wolff, a.a.O., S. 122. ‘ ’
나 국가규범학 영역에서는 초기 입헌주의 국가 흠정, (früh-  konstitutioneller Staat, 
헌법 당시 시절 독일이 먼저 도입한 개념이다 조직권을 행정부의 내부 권한으로 좁게 ) . 
이해하는 역사적 배경은 원래 조직과 관련한 권한이 군주의 집행권에 속한다고 여겨졌
기 때문이다. Böckenförde, Die Organisationsgewalt   im Bereich der Regierung, 
2. Aufl., 1998, 참조 S. 22-28 .

451) 독일의 기본법은 국가의 조직권을 명시적으로 의회와 정부에 나누어 분배하고 있다 . 
가령 연방의 상위관청 이나 연방에 직접 속한 법인(selbständige Bundesoberbehörde)
이나 영조물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반면 기타 일반 관청의 설립은 연방정부의 권한. , 
이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제 조에서 정부조직 법률주의를 규정하. GG. Art 86, 87 . 96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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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의 이해과 같이 조직권의 주체를 행정부로 한정하지 않고 입법부를 

포함하는 광의의 주체로 이해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국. 

가조직의 내부법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조직법을 거시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452)453) 다시 말 

해 국가조직 내부의 관계를 법관계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 관계를 구체화, 

하는 국가조직과 개별 국가 기관의 조직권 행사가 법권한의 행사로서 법의 

지배에 합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권의 구분2. 

조직권의 가장 최종적 근거는 헌법이다 따라서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이 . 

중요하다.454) 오늘날 민주제 헌법을 가진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으로 헌법 기관이 창설된다 우리나라 헌법도 권 분립을 전제로 헌법상 여. 3

러 국가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조직권은 이 헌법의 테두리 안. 

에서 구체적으로 수행된다.455) 따라서 국가기관은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조 

직의 체계화 권한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국가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 , 

지 국가조직 내 포함된 권한 행사 단위의 법적 성격이 법인인지 아닌지 등

은 모두 조직권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상당한 재량에 속하게 된다.456) 

볼프는 기관설치의 단계에 따라 조직권을 구분한다 추상적 설치. ‘ ’(Bil－ 

고 있는데 기타 행정각부 내부의 조직권은 동법 제 조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 95
직권발동으로 이해된다. 

452) 조직권과 관련하여 헌법을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122. , Ⅱ
토대로 한 체계적 이해를 제시하면서 조직권은 헌법상 권한의 기능적 분배

라고 하는 견해로는 참조(funktionelle Zuordnung) Böckenförde, a.a.O., S. 57ff .
453) 뵈켄푀르데 는 헌법적 조직권의 개념을 헌법에 직접 기반하는 국가 조직의 토대 위에“

서 일국의 국가관할권의 창설과 변경 통합 및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주체 또는 , 
공공기관의 구조화 및 관할권규율의 체계화 로 이해하였다” . Böckenförde, a.a.O., S. 
38.

454) Wolff, a.a.O., S. 124.
455) Böckenförde, Die Organisationsgewalt im Bereich der Regierung, 2. Aufl., 

1998, S. 35.
456) 참조 Wolff, a.a.O., S. 12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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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된 권한은 형식적 법률에 유보된 권한이며 구체적 기관의 제dung) , ‘
도적 성립 과 실질적 설립 은 각각 정부와 행정기’(Errichtung) ‘ ’(Einrichtung)

관이 갖는 권한이다 예외적으로 실정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정기관이 관습. 

법상 갖는 조직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원칙으로 , 

한다.457) 생각컨 조직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 

오늘날의 조직 현실에서 행정조직의 민주적 정당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간접

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일단 추상적으로 기관 설치에 . 

한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스스로 행정의 활동주체이자 법주체로서 자신을 

조직화할 수 있는 재량을 지니게 되는데,458) 이러한 재량적 조직권이 바로  

행정기관에게 인정되는 독립된 법주체성의 핵심 내용이다.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Ⅲ

이하에서는 제 차 세계 전이 끝나고 독일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볼프2

가 정립한 행정조직론 중 행정조직과 행정기관 개념의 강에 해 살펴본

다.

행정조직의 개념1. 

볼프는 조직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 최협의로 나누고 다시 그 안에서 사, 

실적 관점에서의 조직의 개념과 규범적 조직 개념을 고찰한다 또한 정적인 . 

의미의 조직과 비되는 역동적인 변화에 처해진 조직에 해서도 살펴본

다 광의의 행정조직은 사실적 개념으로는 구속적 결정을 내리는 행정과 행. 

정의 상 방과의 관계의 총체이며 규범적으로는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 

법규와 법명제의 체계이다 협의의 행정조직은 행정조직 내부를 상으로 . 

457)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123.Ⅱ
458) 참조 Wolff, a.a.O., S. 125-126 .



134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행정권한을 담당하는 기관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기관, , 

과 그 기관이 속한 주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의 총체이다 규범적으로는 . 

행정기관과 관련된 관할권을 규율하는 법규와 동 법규를 보충하는 법적 행‘
위 의 체계이다 법규에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기관을 ’(Rechtsakt) . 

포함한 제도적 주체의 수행관할권을 규율하는 하위법령도 포함된다 또한 . 

여기서의 법적 행위는 관할권을 위임하는 행위 등과 같이 조직의 관할권의 

분배와 관련된 좁은 의미로 이해된다 최협의의 행정조직은 다름 아닌 헌법. 

의 총체로서 가장 최상위의 위계에 있는 중요한 헌법 기관의 관할권의 체, 

계를 의미한다.459) 

한편 정적인 행정조직이 이미 이루어진 조직화의 결과 또는 규범적인 행, 

정조직법규의 체계라고 이해된다면 역동적인 행정조직은 사실적으로는 행, 

정기관의 활동을 형성하고 조정하는 활동과 관련된 조직화의 과정이다 규. 

범적으로 행정기관의 창설 및 변경을 규율하는 법규를 의미하므로 조직권, 

과 관련된 법규가 여기에 해당된다.460)

행정조직의 관할권2. 

행정조직도 여느 공조직과 마찬가지로 공익이라는 추상적 목적과 이에 부

합하는 구체적 목적을 추구하며 목적 추구를 위한 임무가 발생한다 행정, . 

조직이 임무 분장을 할 때 일차적 단위는 제도화된 주체로서의 행정기관이, 

다 물론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기관이 다시금 조직화의 상이 되고 따라. , 

서 제도로서의 기관에 부여된 임무도 다시 분장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 

인이 담당하는 제도로서의 임무 분담 단위인 직무로까지 이어진다 오늘날 1 . 

행정조직과 같이 규모가 크고 업무와 권한이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에서는 

459)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4-5.Ⅱ
460) Wolff, a.a.O., 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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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의 개별 주체들 사이의 임무와 관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관할권. 

이 분명해야만 행정주체의 책임이 확실해지고 시민 입장에서도 관련 행정, 

업무의 관할권 담당주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461) 

이미 기관의 관할권에 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관할권은 실체법상 권한, 

인 권능과 조직법상 관할권으로 구별된다 실체법상 권능은 체로 의무와 . 

주관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권리주체의 권한으로 이해된다 물론 . 

실체법상으로도 법률상 리와 같은 다른 주체의 권한을 수행하는 수행관할

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조직법상 관할권은 일차적으로 조직 내. , 

에서 수행관할권을 수행하는 주체인 기관의 관할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 

관할권이라고 하면 조직 내의 관할권주체 상호간의 임무 분장의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며 구체적 관할권 은 그렇게 분장된 관할권의 내용이다 볼프, ‘ ’ . 

는 관할권을 유월한 행위라도 실체적 권능에 적합하다면 예정된 주체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관할권의 획정보다 실체법상 권한의 내용을 규율하는 

권능의 범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462) 

한편 수행관할권의 실행과 관련하여 과 구별되는 공법의 특수성이 , 私法

부각된다 관할권 수행주체에 해 부여된 수행관할권은 동시에 관할권주체. 

의 의무이기도 하다 행정청의 관할권 수행에 있어 재량이 부여될 수 있지. 

만 동시에 그 재량은 반드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공법, . , 

상 수행관할권의 주체가 재량을 행사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 만일 재량이 . 

행사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재량하자가 되고 위법해진다.463)

볼프는 행정기관의 관할권에 한 시민의 신뢰를 중시하여 가능하면 행정

기관의 관할권이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64) 우리나라 헌법의 정 

부조직법정주의465)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국민의 행정 

461)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13. Ⅱ
462) Wolff, a.a.O., S. 12-14.
463) Wolff, a.a.O., S. 22.
464) Wolff, a.a.O., S. 23.
465) 정부조직권이 민주제 헌법국가에서 과연 어디에 속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 
뵈켄푀르데는 조직권은 입법부가 아닌 정부와 행정부가 포함된 집행부의 권한이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조직권의 행사는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행위하고 형성활동을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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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으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조직법의 개념3. 

광의의 행정조직법은 직간접적으로 일반적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조

직 법의 생성 적용 관철과 관련된 법체계이다 여기에는 행정조직의 창설· · . , 

조직의 구조 상호간의 관계 절차와 관련된 법규 및 공무원 임명 관련 법, , 

규가 포함된다 협의의 행정조직법은 조직 내에서 행정기관의 지위 및 기관. 

의 설치 변화 폐지 등과 관련된 법규의 총체로 일반적으로 제도화된 행정, , , 

주체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상호관계를 규율한다.466) 협의의 행정조직법 개 

념을 통해 볼프가 행정조직에서 제도화된 행정상의 법주체인 기관을 중심적 

개념으로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조직법에는 공공의 이익과 . , 

복리 관철을 위한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며 이와 관련하여 관청을 포함한 , 

공법만의 특수한 기관 제도가 발전했다.467) 

행정기관의 개념4. 

볼프는 일차적으로 기관을 귀속과 관련된 개념으로 보면서 조직 내에서 , 

기관이 귀속의 주체로서 독자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다.468) 한 

편 다른 맥락에서 볼프는 기관론이 조직의 권리능력보다는 조직의 행위능, 

력을 위해 필요한 이론이라고 하였다.469) 귀속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 개념 

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추상적인 규범 제정이나 행정부 견제적 기능에 초점을 둔 입법, 
부의 기능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Böckenförde, Organisationsgewalt im Bereich 
der Regierung, 2. Aufl. 1998, S. 78-89(86). 

466)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10-11.Ⅱ
467) Wolff, a.a.O.,  S. 11.
468) Wolff, a.a.O., S. 47-48.
469) Wolff, a.a.O., 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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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위능력을 중시하는 기관론은 일견 어울리지 않는데 이 두 가지 관점, 

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해야 할까 볼프의 전체적인 조직론을 볼 때 기관 .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징표는 의심할 것 없이 귀속 개념이다 직무담당자에. 

서 전체 조직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개념은 귀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능력은 귀속 개념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기능한다

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가. 4 , 

령 실정법에 따라서는 볼프의 귀속 중심의 기관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관의 하위 기관부분들이 사실상 기관과 같이 파악되고 동시에 기관은 전

체 조직과 같이 최종적인 귀속주체로 해석될 수 있는 예가 있다 이때 기관. 

과 기관이 속하는 조직은 더 이상 귀속이 아닌 행위단위를 기준으로 연결되

므로 기관부분과 기관 또한 행위를 매개로 이해된다.

행정기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볼프는 조직의 설치와 마찬가지로 크게 세 , 

단계로 구분한다 조직법규범을 통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관의 근거 규. 

정을 마련하는 것은 추상적 설치 구체적으로 기관담당자는 어떻‘ ’(Bildung), 

게 선발하고 기관의 의사는 어떠한 절차로 결정되는지 등을 조직법규범에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 성립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 구체적 근‘ ’(Errichtung), , 

거규정에 따라 실제 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실질적 설립 이다‘ ’(Einrichtung) . 

앞서 두 단계와 달리 실질적 설립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기관담당자가 특정

되어 관할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470) 

제 절 소결6

옐리네크의 기관론과의 비교 I. 

옐리네크는 이전까지의 국가법인설을 집 성하면서 기관과 기관담당자의 

470)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53-55.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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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에 해서도 일정한 이론을 전개하였지만 조직 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였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국가를 법인으로 보는 관. 

점에서는 일견 옐리네크가 아닌 볼프의 견해에 가까운 반면 국가조직 내부, 

와 관련해서는 비록 원칙적으로는 내부법관계를 인정했지만 옐리네크와 마

찬가지로 기관담당자의 지위와 공무원의 지위를 구별하지 않고 기관의 법주

체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견에 의하면 볼프의 기관론과 옐리네크. , 

의 기관론의 비교를 통해 볼프의 조직론에 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통설적 견해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 

있다고 생각된다. 

내부법관계 인정 및 기관의 법주체성1. 

먼저 볼프는 옐리네크와 달리 귀속 개념을 매개로 기관담당자와 기관 기, 

관과 법인을 연결시키면서도 법인 내부에서 기관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 

강조했다 비교컨 옐리네크는 권한의 복합체로서의 기관을 법인의 비독립. , 

적 부분으로 보았으나 볼프는 이와 달리 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였다 즉. , 

국가법질서의 중요한 일부인 국가조직규범에 따라 기관은 독립적인 법주체

의 지위를 가진다 법관계는 주체와 주체 상호간의 관계가 아닌 법질서와 . , 

주체간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 볼프는 국가조직법이라. , 

는 평면에서 기관이 실정법상의 권리와 실정법상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입

증하여 내부법관계471)의 토 를 마련하였다.472) 

471) 우리 민법은 제 장 제 절에서 비영리법인의 기관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3 3 , 
영리법인에 대한 일반법인 상법도 법인의 기관과 관련하여 민법보다 더 자세하게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상 내부법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 私法

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 즉 권리능력을 가진 인 상호간의 관계만을 의미하기 , 私法
때문이다 곽윤직편집대표. ( ), 민법주해 I〔 〕 총칙 면, (1), 1992, 234 . 다시 말해 상  , 私法
법인 내부의 기관 상호간의 관계 또는 기관과 법인의 관계 등은 법관계 가 아니고‘ ’ , 私

상 법인의 기관은 공법상 법인의 기관과는 달리 실정법상의 권리 또는 실정법상의 의法
무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472)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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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개념의 범위2. 

옐리네크는 국가기관을 선출하거나 투표로써 의사를 표시하는 국민을 기

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선거를 기관 행위로 보았다.473) 이는 옐리네크가  

전체 국가를 법인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다 하지만 . 

볼프는 전체 국가에 한 의무부과와 스스로의 구속이라는 옐리네크의 자‘
기의무지움 이론이 법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Selbstverpflichtung) 

법인화의 범위를 국가조직으로 한정한다.474) 따라서 볼프에 의하면 국민은  , 

더 이상 국가기관이 아니다.

사견에 의하면 볼프의 조직론에 따라야 비로소 국민은 단순한 국가조직, 

의 기관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등장할 수 있다 국민을 기본적으로 국가의 . 

기관으로 보는지 여부는 오늘날 국가법인론이 국민주권의 민주제에 부합하

는지에 한 논쟁과 접한 관련이 있다 옐리네크의 법인론에 따르면 국. , 

가법인 안에서 국민의 법적 지위가 기본적으로 기관의 지위로 제한되므로,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규정이 단지 선언적 의미에 머물 수 있다 민. 

주제와 관련하여서도 국민의 역할은 주요 국가기관을 선출하는데 그치므로, 

옐리네크의 이론은 민주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오늘날의 헌법 현실에 부

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볼프의 국가법인론은 법인화의 상을 . 

실정법상 국가조직으로 한정하므로 국민은 더 이상 국가의 기관이 아니다, . 

그리고 민주제와 관련해서도 실정법 규정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 , 

요구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보

장된다.

우리나라 다수설은 행정조직법적으로 국가조직 내부의 관계를 행정상 법

473) 참조 게오르그  G. 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2. Aufl., 1905, S. 531-533 ; 
옐리네크 김효전 역/ , 일반 국가학 면 참조, 2005, 444-445 .

474)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참조Staatsperson, 1933, S. 359-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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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관계로 인정한다.475) 동시에 행정주체는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 이해 

하므로 과연 국내에서 조직 내부관계가 법률관계 라는 의미가 어떻게 이, “ ”
해되는지에 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조직에 한 기본법인 헌. 

법을 최상위로 하여 정부조직법 등 국가조직을 규율하는 각종 실정법이 있

지만 이들 조직법규에 근거하여서도 행정관청이나 행정청은 법이 인정하는 

주체 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통설은 국가조직의 내부에‘ ’ . 

서 행정관청과 같은 기관의 지위가 단지 옐리네크의 견해와 같이 객관법적 

지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볼프의 공법적 국가조직론의 특성. Ⅱ

 

지금까지 볼프의 공법상 국가 이론과 공법상 기관 이론을 살펴보았다 볼. 

프의 이론에 한 독일에서의 평가를 살펴보기 전에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 

는 관점에서 볼프의 국가조직론의 공법적 특수성에 해 검토해 본다.

첫째 국가조직에서는 상의 법인과 달리 조직규범과 그 조직을 법인, 私法

으로 승인하는 일반법규범의 제정주체가 동일하므로 조직규범의 성립시점, 

부터 그 조직의 법인성 여부가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법인격은 없으나 실. 

제에서는 법인과 같이 취급되는 법인격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과 같은 ‘ ’
상 논의는 공법에서 좀처럼 제기되지 않는다.私法

둘째 권리능력과 법주체성의 개념을 구별하고 국가조직 내부의 기관에 , 

해서도 원칙적으로 법주체성을 인정했다 이는 법치주의를 국가조직 내부. 

로까지 적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법인 내부의 기관 상호. 

간에도 부분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였다.

셋째 볼프는 조직법적 관점에서 공법상 기관과 기관담당자의 관계를 귀, 

속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 에서는 기관과 기관담당자를 좀처럼 구분. 私法

475) 김동희 , 행정법I  제 판 면 김남진 김연태, 22 , 2016, 72 ; · , 행정법 제 판I , 20 , 2016, 85 
면 류지태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 판 면, · , , 15 , 2011, 118 . 



141

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곧 독자적 법주체로서의 기관의 인정과도 맞닿아 . 

있는 것인데 자연인으로서의 기관담당자의 행위가 잠정적으로 기관으로 귀, 

속되기 때문이다. 

넷째 볼프는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상 법인을 라고 , ‘ ’肢體

칭함으로써 국가법인과 구별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법인이 법인격을 가진다. 

는 의미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법인이 법인격을 가진다는 의미가 다르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굳이 라고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 , ‘ ’肢體

법인격이 있는 국가기관 으로 이해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볼프는 국가조‘ ’ . , 

직 이외의 나머지 공법상 단체는 비록 법기술론적 관점에서 법인격이 인정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조직과 관련해서는 기관의 지위로 파악된다고 보

았다. 

다섯째 볼프는 국가조직을 법인으로 구성하는 주된 근거를 공권력의 제, 

한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는 기관의 관할권으로 연결되고 이. 

는 법에 근거한 적법한 관할권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볼프는 법적 가치에 . 

해 무관심한 규범적 질서는 법학의 상이 아닌 단지 사회학의 상이 될 

뿐이라 하면서 실정법상 기관의 관할권은 그 내용이 법법칙 에 따라 정당, ‘ ’
화되어야만 비로소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한다.476) 이처럼 볼프의 법인론은  

공법적 가치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철저히 공법적이다. 

여섯째 조직규범과 상위법 질서인 일반법질서와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볼, , 

프는 공법상 양자 사이의 관계를 명령과 법률과 같이 법체계의 위계 체계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의 위계와 관계없이 내용적으로 국가조직의 . 

관할권을 규정할 경우 조직규범으로 공사법을 불문하고 법인격 있는 인 상, 

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경우는 일반법질서로 파악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 

라서는 조직규범은 법률로 정해지는데 이른바 상위법질서는 명령의 형태로 

규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공법 영역에서 일반법질서가 조. 

직규범보다 법위계상 상위에 위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공법상 . 

476)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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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규범이 일반법질서와 법단계상 동급이거나 일반법질서보다 상위인 경우

는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정부 조직에 한 신뢰 보장 차원에서 국가조직법

상 관할권을 분명히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족할 것

이다 원래 가장 중요한 공법은 국가조직의 권한을 획정하는 국가의 조직규. 

범이다.477)

477)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162 An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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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에 한 평가와 영향4 Hans J. Wolff

제 절 에 한 비판적 평가1 Hans J. Wolff

볼프의 국가조직론에 한 비판적 평가 부분에서는 뵈켄푀르데(Ernst-  

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뵈켄푀르데는 볼프Wolfgang B ckenf rde) . ö ö
의 제자 중 한 명으로 볼프의 세 생일을 기념하는 논문집을 통해 그의 75

조직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후 자신의 고유한 국가조직론을 전개했다. 

볼프 조직론의 기여I. 

법이론적 기관 개념의 정립 1. 

볼프가 정립한 기관 개념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기관. , 

담당자와 구별되는 규범적이고 제도적인 기관 개념을 발전시켰다 둘째 귀. , 

속을 매개로 기관과 국가법인과의 법관계를 정리하였다 국가법인은 독자적. 

인 권능을 가지지만 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기관이 수행관할권으

로서 국가법인의 권능을 신 행사하며 기관이 행사한 관할권의 법적 결과, 

는 최종적으로 국가로 귀속된다 셋째 기관은 독립적인 법주체이며 일정한 . , 

경우 조직 내부의 법영역에서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다.478) 

기관과 기관담당자의 구별 2. 

478)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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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는 제도로서의 기관과 자연인으로서의 기관담당자를 구별하였다 이. 

를 통해 기관의 유사 개념인 행정청 직무 기관부분 준기관 등 여러 제도, , , 

적 개념이 발전될 수 있는 토 가 마련될 수 있었다.479) 또한 볼프는 기관 

담당자가 기관과 관련해서 가지는 권리 및 의무와 공무원의 지위에서 조직

에 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구별했는데 이 역시 기관과 기관담당자를 개

념적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주체 개념과 권리능력 개념의 구별 3. 

볼프는 법주체의 개념과 권리능력의 개념을 구별하고 제도로서의 기관을 , 

독립적인 법주체로 인정하였다 볼프 이전까지는 조직법 이론에서 조직의 .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권리능력 개념이었는데 볼프가 법주, 

체 개념을 권리능력 개념과 구별함으로서 조직의 내부법관계를 논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480)

볼프 조직론에 한 비판. Ⅱ

국가법인론의 문제 1. 

국가법인론과 관련된 뵈켄푀르데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인 개념은 공법 현실을 기초로 해서 발전한 개념이 아니라 . , ‘ ’ 
민법 개념을 공법 영역으로 그 로 수입한 것이다 둘째 국가법인론은 순. , 

수하게 규범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으로만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법인론. 

이 처음 등장할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은 지속적으로 국가법인 개념에 , 

479)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70-271.

480)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 7. Aufl., 2010, S. 347-348.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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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볼프의 국가법인은 귀속을 매개로 하는 규. , 

범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옐리네크와 켈젠의 법인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

다 따라서 볼프의 주장과는 달리 그의 국가법인론의 틀 안에서 기관의 법. 

주체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적 성질의 법인 개념(1) 私法

법인 은 의 문제 상황을 고려해서 정립된 의 개념이다 초기 국‘ ’ . 私法 私法

법학자들은 공법의 실제를 제 로 파악하지 않고 상 법인 개념을 그私法

로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국가법인론의 틀 안에서 과는 달리 국가조직 . 私法

내부의 법관계를 인정하고 국가 기관에 해 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 

며 나아가 일정한 경우 기관의 권한의 분쟁과 관련하여 제소 가능성을 허용

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애초에 국가를 법인으로 .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논의는 불필요했다는 관점에서 이들 견해는 실익

이 없는 과잉 논의로 생각될 수 있다.481) 따라서 법인과 같은 개념의  私法 

틀 내에서 독자적 공법 이론을 전개하기 보다는 공법의 조직현상을 토 로 

한 조직 개념이 필요하다.482)

국가법인론과 민주제(2) 

볼프의 국가법인 개념이 아무리 제도적이고 규범적이라고 해도 법인 개념

에 뿌리박힌 정치적 함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정치적 함의란 곧 군주 등. 

의 통치권자 및 국민의 양측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법인이 스스로 주권의 주

체로서 정치적 지배권을 독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법인설에 따르면. , 

국민을 주권자로 파악하기 어렵고 국민은 기껏해야 국가법인에 속한 기관에 

불과하게 된다.483) 국가를 법인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국민을 주권자로 파악 

481)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88-289.

482) Böckenförde, a.a.O., S. 277.
483) Böckenförde, a.a.O., S.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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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볼프는 법실질학적 최종적인 귀속주체를 국민이라고 했지만,484) 

이는 단지 심리유보 에 불가할 뿐 법적으로 국민을 주‘ ’(Mentalreservation)

권자로 파악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485) 볼프가 법기술론적 측면 

과 더불어 법실질학적 관점을 고려하여 일견 규범과 현실을 조화시킨 것처

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범적이자 당위적인 법기술론적 접근. 

에 치중했기 때문에 볼프의 국가법인론은 오늘날의 민주제 원리와 부합하기 

어렵다.

귀속 기준의 경직성(3) 

국가법인설이 원래부터 귀속 개념과 친했던 것은 아니다 상 법인 이. 私法

론에서는 기관이 법인 안에 함몰되므로 조직 내부의 귀속관계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또한 국가법인설을 집 성한 옐리네크도 불침투성 원리를 수. 

용하였으므로 귀속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볼프는 귀속을 . 

매개로 직무담당자와 직무 기관 및 조직으로 이어지는 내부법관계를 구성, 

하였다. 

그런데 볼프가 국가법인 내부의 법관계를 인정했는지에 해 회의적인 평

가가 있다 볼프에 따르면 기관이 예외적으로 조직법규에 근거해서 권리능. , 

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기관은 여전히 당해 법인의 기능적 조직 단위인데, 

이에 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의 법현실을 설명. ,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관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인으로의 귀속을 징표로 하는 기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 

국 기관이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볼프의 논리는 법인과 기관의 

관계를 귀속을 매개로 파악하는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기관이 항상 . 

법인에 속하는 조직 단위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옐리네크의 이론과 마찬가

484)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192f 431f, 446f;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53f.

485)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90 Anm.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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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기관은 단지 조직에 속한 객관적 단위일 뿐 결코 법주체가 될 수 없

다.486) 동일한 관점에서 귀속이 최종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조직법 뿐 아 

니라 문제된 행위가 규정된 실체법도 고려해야한다.487) 다른 한편 귀속을  , 

매개로 이어지는 엄격한 위계의 국가조직을 전제로 하는 볼프의 조직론은 

오늘날과 같이 계층 관계가 불분명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국가법인에 

적용할 경우 현실 적합성이 부족해지기 쉽다.488) 

조직법 이론의 규범적 경도 2. 

도식적 이론 구성(1) 

볼프의 조직론은 실제 조직 현상을 반영한 귀납적 이론이라기보다는 사전

적이고 도식적인 이론이다 그런데 현  국가의 조직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 

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볼프의 이론을 통해 국가 조직의 실제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볼프는 조직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실 설명. 

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부분 준기관 및 국가조직 등 추가적인 ‘ ’, ‘ ’, ‘ ’ ‘ ’ 肢體

개념을 제시했다.489) 그런데 뵈켄푀르데는 새롭게 추가된 개념들이 볼프 조 

직론의 핵심 개념인 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행위단위 를 ‘ ’
기준으로 파악된다고 하면서 볼프의 조직론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한

다.490)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는 이하의 공법 현실 적용과 관련된 문 ‘3. 

제 부분에서 살펴보겠다’ .

존재와 당위의 엄격한 이분론(2) 

486)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78-279.

487)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 7. Aufl., 2010, S. 353.Ⅱ
488)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158.
489)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49 u. 80.Ⅱ
490) Böckenförde, a.a.O., S. 275 Anm.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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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의 국가법인설은 켈젠 및 신칸트학파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개념의 규

범적 성격을 강조한다 실제 조직 현실과 조직법 개념의 관계에서 살펴보. 

면 일반적으로 법기술론적인 규범적 개념을 강조할수록 현실 적용 능력은 ,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프의 법이론은 존재와 당위. , 

즉 현실과 규범의 명확한 구별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해서는 실제의 법,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가능하다.491) 즉 공법 현실을 강조하는 관점 , 

에서는 실제 조직의 현실과 동떨어진 사전적인 법적 구성은 의미가 없으므

로 조직 및 기관의 법개념도 사회적 맥락을 최 한 반영해야만 한다는 것이

다.492) 말하자면 볼프는 국가조직의 법적 구성에 있어 규범적 논증을 토 , 

로 현실 속 국가와의 연결점을 찾은 반면 볼프에 해 비판적인 견해는 처, 

음부터 사실적 측면과 구별되는 국가조직은 없으므로 국가조직 개념 자체에 

사실적 법적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공법 현실에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 3. 

기관의 이중적 지위(1) 

기관이 법인격 있는 제 자를 상으로 조직을 리하여 관할권을 행사하3

는 상황과 달리 동일한 법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기관과 기관 사이의 관, 

할권 분쟁에서 각 기관은 기관 고유의 관할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볼프는 . 

일관되게 귀속을 매개로 기관의 개념을 법인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기관쟁송

의 상황에서 기관이 가지는 지위가 문제된다 볼프는 기관쟁송 상황에서의 . 

기관을 특별히 부분적 권리능력을 가지는 중간적 권리주체‘ ’(Zwischen-T- 

라고 부른다 그러나 기관이 내부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r ger) . ä
볼프는 법인격 있는 조직만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상위의 일반법질서의 관

491)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참조H.J.Wolff, 1973, S. 276 .

492) 국가조직과 기관은 규범적 제도적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일 , , 
한 단위이다 참조. Böckenförde, a.a.O., S. 276-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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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보면 기관의 고유한 관할권도 단지 하나의 사무 에 지나지 않는다‘ ’
고 한다.493) 다시 말해 일반법질서에서는 기관의 고유한 관할권도 기관의  , 

수행관할권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하지만 동일한 기관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관할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동 

관할권이 당해 기관이 속한 전체로서의 조직에 귀속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즉 기관이 고유한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 

에는 최종적 귀속주체가 기관이 되고 제소가능성도 인정되는데 일반법질서, 

와 관련해서 조직법질서를 토 로 인정된 내부법관계가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는 볼프의 논리는 모순적이라는 것이다.494) 

법인 내부의 법인 의 가능성(2) ‘ ’

볼프는 국가를 법인으로 보지만 국가 내에 또 다른 공법상 법인의 존재를 

인정한다 표적으로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즉 볼프의 법. . , 

기술론적 귀속 개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법인이지만 국가법질, 

서의 통일성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권한도 결국 국가 관할권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기관으로 볼 수 있다.495) 

그런데 법인이 그 내부에 또 다른 법인을 포함하는 것이 개념상 가능할

까 볼프는 법인 내 법인 과 관련한 논쟁을 고려하여 국가법인과 구별되는 . ‘ ’
조직으로서의 국가를 별도로 상정하고,496)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 ’(Glied)肢體 497)라고 부른다 그리고 와 전체 조직으로서의 국가를 연. 肢體

결지우는 개념적 징표는 더 이상 귀속점이 아닌 사무 가 된다 다시 말해‘ ’ . , 

493)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46.Ⅱ
494)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78-279.
495) Wolff, a.a.O., S. 51.
496)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35, 437 u. 438.
497) 볼프는 기관과 의 차이를 소속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에서 찾으면서 상대적 차, 肢體

이만 있는 두 조직을 구별 짓는 기준으로 상위 기관에 의한 감독 및 지휘의 범위를 들
고 있다.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53.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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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가법인은 공히 법기술론적이고 최종적인 귀속주체이기 때문에 양肢體

자 사이에서 귀속 징표는 더 이상 유효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인 지방, 肢體

자치단체가 전체 국가조직의 사무 를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사무가 새로운 ‘ ’
매개 개념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실재하는 법인격 있는 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법인이 아닌 肢體

국가조직을 상정함으로써 법적 단일체로서의 국가는 논의 국면에 따라 스, 

스로 법인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공법상 법인을 포함하는 국가조직 으로 ‘ ’
파악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다.498) 다시 말해 의 상위 조직은 국가 , 肢體

법인이 아니라 국가조직이 되고 기관이 속한 상위 조직은 국가법인이 됨으, 

로써 국가조직을 하나의 법적 통일체로 보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

다.499) 특히 볼프가 국가법인을 정의할 때 국가조직 이 법인화된다는 표현 ‘ ’
을 사용하였는데 이때의 국가 조직과 가 소속되는 또 다른 국가조직, ‘ ’肢體

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500) 결과적으로 법인 내 법인 이라 ‘ ’
는 모순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도입한 와 국가법인이 아닌 새로운 肢體

국가조직 개념은 볼프의 기본적인 국가조직론 체계와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다.

기관 내 기관 의 문제(3) ‘ ’

실정 법규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행정주체처

럼 기능하는 경우에 기관 내 기관 의 문제가 발생한다‘ ’ .501) 표적으로 법인 

498)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80-281.

499)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160.
500)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37-438; Böckenförde, a.a.O., S. 280-281. 
501) 볼프는 기관의 행위가 법인격 있는 조직으로 직접 귀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 ‘ ’ 

라의 행정기관 개념과 다르다 우리나라의 통설상 행정기관의 유형에는 국가법인으로 . 
그 행위가 직접 귀속되는 행정청 이외에도 보조기관 보좌기관 집행기관 등 행정청을 , , 
통해 그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는 기관도 모두 포함된다 볼프의 기관 정의에 해당하는 . 
행정기관은 이중에서 행정청이 유일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결기관 보조기관 보좌기. , , , 
관 집행기관 감독기관 등은 모두 볼프의 기관부분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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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없는 영조물로 분류되는 독일의 학교를 예로 들 수 있다 독일에서 학. 

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불과하다 그리고 볼프의 조직론에 따르면 원칙적으. , 

로 학교에 속한 학교장이나 학교 회의체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

관인 학교에 속한 기관부분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학교법규정을 . 

들여다보면 학교는 법인격이 없는 공법상 영조물일 뿐 학교장이 일정한 관, 

할권을 가지는 독립적인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502) 볼프는 이러한 학교장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기관 이라는 개념을 추가한‘ ’(Quasi-Organ)

다 준기관의 개념 징표는 볼프의 기관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준기관이 . 

소속된 조직이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즉 준기. , 

관인 학교장과의 관계에서 학교는 마치 권리능력 있는 공법상 행정주체에 

상응하는 것처럼 보인다.503) 그리고 일반적인 기관에 상응하는 준기관으로 

서의 학교장과 일반적인 법인 조직에 상응하는 학교의 관계는 귀속 신 독

립적인 행위단위를 기준으로 설명된다.504) 즉 볼프는 조직론상의 개념을  , 

실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귀속 중심의 기관 개념을 일부 포기했다는 비판

을 받는다.505) 볼프가 기관은 조직의 권리능력이 아니라 행위능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것506)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507)

비슷한 맥락에서 볼프의 기관 개념을 입법부와 사법부에 그 로 입하

면 법인에의 귀속을 중심으로 한 기관 개념이 또 다시 흔들리게 된다 예, . 

를 들어 입법부는 국가법인과 관계에서는 당연히 기관이지만 입법부 이외, , 

에도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장 등도 고유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마찬가지로 . 

사법부도 국가법인과의 관계에서는 기관이지만 사법부 내부에 속한 각종 , 

재판부들은 단순히 사법부의 관할권을 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재

502) §§ 6 u. 20 I u. nw. SchulverwG;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Ⅱ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82 Anm. 44. 

503)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50 u. S. 80.Ⅱ
504) Böckenförde, a.a.O., S. 283.
505) Böckenförde, a.a.O., S. 284 Anm. 50.
506) Wolff, a.a.O., S. 50.
507) Böckenförde, a.a.O., S.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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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부들이 스스로 고유의 관할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국회의장이나 개별 재. 

판부를 단지 입법 기관 이나 법원 기관 의 일부분 또는 기관부분에 불과하다‘ ’ ‘ ’
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508) 

볼프는 이에 해서도 원래의 기관 개념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관부‘
분’(selbst ndiges Organteil)ä 내지는 하부기관 등의 개념을 새 ‘ ’(Unterorgan) 

롭게 추가하여,509) 기존의 기관 개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기관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실질적 기관 으로 설명하였다 그‘ ’ . 

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조직으로의 귀속을 주된 징표로 하는 원래의 기관 개

념과 기능적 주체로서의 기관 개념이 병존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510) 

공법 현실을 법개념의 출발점으로 이해한 뵈켄푀르데는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볼프가 기존의 이론 틀을 고수하지 않은 것 자체를 비판하지

는 않는다.511) 다만 볼프가 이론의 현실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위  

또는 활동 중심의 기관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법이론의 논리적 일관성이 상

실되었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512)

요약4. 

볼프 조직론의 학문적 기여에 한 견해와 비판적 견해는 본질적으로 같

은 상을 다른 각도에서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에 근거한 귀납. 

적 이론이 아닌 사전적 도식적인 볼프의 개념 체계는 제도적 규범적인 관, , 

점에서 국가조직을 이해할 수 있는 치 하고 논리정연한 방법론을 제공한

다 반면 현실에 최적화된 법개념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볼프의 조직 . , 

이론은 지나치게 도식적이므로 현실 설명 능력이 부족하다 앞서 살펴본 비. 

508)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84-286.

509)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49Ⅱ
510) Böckenförde, a.a.O., S. 286.
511) Böckenförde, a.a.O., S. 277, 281, 286 u.a..
512) Böckenförde, a.a.O., S.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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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 평가 또한 볼프의 법실질학적 방법론은 매우 부차적이라고 하면서 볼

프가 법현실을 고려한 부분을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 . , 

제 절의 비판적 평가에 한 검토 부분에서는 볼프가 국가조직법 이론을 통2

해 최종적으로 추구한 국가의 이상향은 다름 아닌 법현실을 토 로 전개되

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볼프의 행정조직법 이론의 수정을 위한 견해. Ⅲ

국가법인론의 극복1. 

독일에서는 국가를 법기술론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파악하는 이론이 여

전히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513) 볼프 이전에는 반유기체론을 중심으로  

국가법인의 법적 성격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치 사회적 논의를 등, 

한시하였다 근  행정법의 창시자 오토마이어도 군주제이든 민주공화제이. 

든 상관없이 국민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국가조직 또는 국가법인을 설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514) 

이에 반해 국가법인 개념과 정치적 함의는 맞물려 있다는 것이 뵈켄푀르

데의 주장이다.515) 제 차 세계 전 후 뵈켄푀르데는 민주제와 국민주권은  2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았으며 이들 원리가 당연히 국가조직론의 전개에 

있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국민이 언제든지 실제로 주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국가조직론을 도그마틱적으로 구성해야한다고 믿었다.516) 뵈 

513)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171; Wolff/Bachof/  
Stober/Kluth, Verwaltungsrecht I, 12. Aufl.,  2007, S. 57-58.

514) Otto Mayer, Die juristische Person und ihre Verwertbarkeit im öffentlichen 
Recht, Kleine Schriften zum öffentlichen Recht, Bd. 1, 1981, S. 278-353(322- 
324).   

515)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89-291.

516) Böckenförde, a.a.O., S. 291, Anm.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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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푀르데는 민주제와 국민주권제에 최적화된 국가법이론의 필요성을 역설하

였는데 그에 따르면 법적 국가는 법인이 아닌 조직 이다 동시에 일방적으, ‘ ’ . 

로 규범적인 측면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법개념으로서의 조직은 그 자체. 

로서 국가의 현실 국가통일체의 특성 및 권한행사의 과정 등을 단초로 파, 

악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먼저 국가 현실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그에 적합. , 

한 법 구성과 법개념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517)  

뵈켄푀르데는 자신이 전개한 현실 기반의 조직론에 큰 영향을 준 법학자

로 헬러를 꼽는다 헬러는 현실에 치중한 유기체적 국가관과 순수하게 법적 . 

개념에 치중한 실정법적 국가관을 모두 극복하고자하면서 국가를 인간의 , 

작용통일체 로 파악하였다‘ ’(Wirkungseinheit) .518) 헬러가 파악한 법적 국가 

는 유기체론과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조직이 아니며 처음부터 계획적이, 

고 의도적으로 여러 인간들의 행위가 하나의 통일적 지향점을 향해 현실화

되고 지속적으로 통합된 결과로서의 작용체계 이‘ ’(Wirkungszusammenhang)

다 다시 말해 헬러는 볼프와 달리 국가를 규범적 귀속 개념으로 의제하지 . , 

않고 현실 속에서 인과적 논리에 따라 형성되는 조직으로 이해하였다, .519) 

작용통일체 또는 작용체계로서의 국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

제가 필요하다 첫째 구성원들이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정한 행위규칙이 . , 

정하는 방법 및 질서에 부합하게 통일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조직에 속해 있는 지도적 기관 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 ’(leitende Organ)

각된다 지도적 기관은 하나의 통일적인 효력을 목적으로 모든 조직 구성원. 

의 때로는 충돌되고 모순되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조정하고 선별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결과 비로소 조직이라는 통일체가 만들어진다.520) 둘 

째 당위의 영역에 속한 규칙화된 규범 질서이다, .521) 지도적 기관에 의해  

517)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92.

518) Böckenförde, a.a.O., S. 292; Heller, Staatslehre, Gesammelte Schriften, Bd. 
3, 2. Aufl., 1992, 헤르만 헬러 홍성방 역 S. 339-349; / , 국가론  면, 1997, 324-337 . 

519) Böckenförde, a.a.O., S. 292.
520) Heller, a.a.O., 헤르만 헬러 홍성방 역 위의 책 면 S. 310-312; / , , 286-288 ; 

Böckenförde, a.a.O., S. 293 Anm.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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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잠정적 통일적 조직은 규범 질서를 통해 비로소 실제 법적 효력을 , 

가지는 행위의 통일체가 된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 규범 질서는 필연적으로 . 

법적 성질을 가지지만 동시에 실제 사회적 또는 현실적 조직과 완전히 분리

되거나 독자적인 것은 아니다 법적 의미의 조직과 실제의 조직은 결국 관. 

계없는 독립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일 뿐이

다.522) 

영조물 국가론2. 

뵈켄푀르데는 헬러의 작용통일체로서의 국가를 영조물로 파악한다 독자. 

적 행위주체로서의 지도적 기관이 일정한 법규칙에 따라 통일체로서의 국가

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실현시켜 나가게 되면 국가는 하나의 영조물이 된

다.523) 국가를 영조물로 파악하는 주된 목적은 현  민주제 헌법에 부합하 

도록 하기 위함이다.524) 

옐리네크가 집 성한 국가법인설에 의하면 국민은 기껏해야 법인 내의 , 

다른 기관을 선출하는 기관의 지위에 그치고 좀처럼 국가권력의 주체 내지 

국가의 출발점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525) 뵈켄푀르데에 따르면 국가법인론 , 

은 국민주권제와 민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제 로 설명할 수 없

다.526) 오늘날 헌법상 국민주권제와 민주제 조항이 상징적이고 장식적인 의 

미만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헌법의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여겨진. 

다 국가조직을 영조물로 이해하면 국민이 핵심적 주체로서 전면에 등장하. , 

521) Heller, Staatslehre, Gesammelte Schriften, Bd. 3, 2. Aufl., 1992, S. 294-297; 
헤르만 헬러 지음 홍성방 역/ , 국가론  면 참조, 1997, 264-268 .

522)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94

523) Böckenförde, a.a.O., S. 295
524) Otto Mayer, Die juristische Person und ihre Verwertbarkeit im öffentlichen 

Recht, Kleine Schriften zum öffentlichen Recht, Bd. 1, 1981, S. 278-353(330f);  
Böckenförde, a.a.O., S. 295

525) Böckenförde, a.a.O., S. 295 Anm. 90.
526) Böckenförde, a.a.O., S. 296 Anm. 91.



156

면서 국가의 전체 방향성 또는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고527) 국가조직의  

국민 표성 역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국가조직은 헌법을 통해 국민으로부. 

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독립적 판단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지만 언, 

제나 직접적으로 영조물주인 인 국민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 ’(Anstaltsherr)

다는 점이 법적으로 명확해지기 때문이다.528) 말하자면 뵈켄푀르데가 이해 , 

한 영조물개념의 핵심은 바로 영조물주인과 영조물 간의 직접적인 의존 관

계인데 이를 통해 영조물주인으로서의 국민은 영조물인 국가에 해 지속,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529)

한편 국가법인 이론의 역사를 고찰한 울렌브록 도 , (Henning Uhlenbrock)

뵈켄푀르데의 영조물 국가론을 지지한다 법개념은 실정 헌법 질서에 기반. 

해야 하는데 국가와 사회의 이분론을 토 로 한 국가법인론은 독일 기본법, 

에 명시된 국민주권 원칙과 민주제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다 다. 

시 말해 법적으로 국민과 완전히 독립된 국가법인을 구성하는 이론은 독일 , 

기본법상 보장된 독일 국민의 법적 지위에 걸맞지 않으므로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라는 점이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영조물 국가론을 통해 국가법

인론은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30) 

행위 중심의 조직 개념과 기관 개념3. 

뵈켄푀르데는 국가를 이해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공법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서부터 기관 논의를 시작한다 국가는 조직화된 작용통일체로서 국가법. 

인처럼 사전적으로 고정된 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활동주체로서의 지도적 . 

기관이 조종하고 통일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체계적으로 구조화해 나간 결과

가 작용통일체로서의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조직 안에 있는 다층적이며 다. 

527)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95-296.

528) Böckenförde, a.a.O., S. 296 u. Anm. 92.
529) Böckenförde, a.a.O., S. 296-297.
530) 참조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164-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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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하위 조직 형태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볼프 조직론. 

에 한 비판적 평가에서 살펴본 학교와 입법부 사법부의 예에서 확인했던 , 

바와 같이 실제 국가조직 현실에서는 기관 안에 또 다른 기관 이 속할 수 ‘ ’
있고 개별 조직의 권리능력도 각기 다르다 이 때 다양한 현실을 수용하면, . 

서도 법개념의 홍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과 기관 개념의 핵심 징표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531)  

뵈켄푀르데에 의하면 국가조직체를 작용체계로 본다면 결국 가장 기본적, 

인 조직법적 개념은 행위단위 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야 (Handlungseinheit)

한다 따라서 귀속 개념을 매개로 한 볼프의 법인론 신 조직법의 중심 개. 

념으로 일정한 범주 틀에서 구조화된 행위 체계로서의 조직 이 제시된‘ ’
다.532) 구체적으로 조직이란 일정한 임무를 부여받은 작용체계이다 고유한  . 

임무와 권한의 주체인 조직은 자신의 내부에서 복수의 독립적인 행위 주체 

또는 기능 주체를 구성하고 통솔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이때 조직 내부. 

의 구성 과정은 일차적으로 법적이고 규범적인 행위 및 규정을 통해 이루어

지지만 조직의 개념이 순수히 규범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스스. 

로 조종하고 체계화하는 작용을 하는 조직은 현실에서 작용단위와 작용체계

로 파악된다.533) 

조직과 구별되는 기관의 개념 역시 행위 징표를 중심으로 정의된다 기관. 

은 법적으로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단일한 행위 주체라는 점에서 조직과 

구별된다 따라서 기관 내부에서는 사실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분장만 가능. 

하고 조직 법적 으로 의미가 있는 과정은 전개되지 않는다‘ ’ .534) 요컨 영조 , 

물로 파악되는 전체 조직으로서의 국가는 다시 여러 단계로 조직화의 상

이 된다 가령 독일의 학교와 학교장의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볼프는 학교. 

를 기관으로 학교장을 준기관으로 보았는데 뵈켄푀르데에 의하면 학교는 , , 

531)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97.

532) Böckenförde, a.a.O., S. 297-298.
533) Böckenförde, a.a.O., S. 298. 
534) Böckenförde, a.a.O., S. 298 Anm.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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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행위 단위로서 독립된 조직이고 학교장은 기관으로 파악된다, .535)

이러한 행위 중심의 조직 및 기관 개념을 통해 위계적이면서 동시에 다층

적이고 중첩적으로 얽혀 있는 현실 속의 국가 조직을 법적으로 포섭할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작용통일체로서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영조물. , 536)로

서의 전체 조직 이고(Gesamtorganisation) 537) 전체 국가 조직 안에는 여러  

단계의 하위 조직이 맞물려서 구성되어 있다.538)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분 

자로 이루어지지만 분자는 다시 원자로 원자는 다시 전자 등으로 이루어, , 

진 것처럼 우리 몸에 상응하는 전체 국가에 속해있는 여러 조직도 조직화, 

와 재조직화를 반복하여 가장 작은 독립적 행위주체의 단위인 기관에 이른

다는 의미이다.539) 

소결4. 

뵈켄푀르데에 따르면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법개념 그리고 현실과 법개, , 

념의 부조화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추가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개념과 원, 

래의 법개념과의 모순이 볼프 조직론의 주된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주. 

목한 뵈켄푀르데는 조직 개념의 성립 시점부터 현실을 그 로 수용할 수 있

는 법개념적 징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결과 귀속 신 행위 를 제‘ ’ ‘ ’

535)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98-299.

536)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를 영조물로 이해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영조물주인인 국 
민에 대한 국가조직의 지속적인 의존성이다 국가가 작용통일체라는 의미에는 국가조직. 
의 역동성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역동적 작용의 중심에 있는 활동주체 또는 , (Akteur) 
지도적 기관은 항상 국민 대표성을 띠고 활동한다.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

다시 말해 개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95 , 
별적이고 다양한 조직 또는 행위 단위의 활동이 어우러져서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국가인데 그 행위의 개별 주체인 조직과 기관은 그 자신이 국민을 직접 대표한다고 여, 
겨지는 지도적 기관이거나 동 기관을 통해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영조물 국가론과 행위 
중심의 조직론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  

537) Böckenförde, a.a.O., S. 295 u. 297.
538) Böckenförde, a.a.O., S. 299.
539) R. Thoma, Das System der subjektiven oeffentlichen Rechte und Pflichten, 

참조S. 615; Böckenförde, a.a.O., S. 299 Anm.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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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국가법인 신 독자적인 행위통일체로서의 조직을 조직론의 중심에 . 

위치시키고 애초 법인과 기관 사이를 구분 짓는 핵심적 징표인 완전한 권리

능력 기준은 조직 개념의 핵심 징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조직이 가질 수 있

는 하나의 속성으로 판단한다.540) 특히 뵈켄푀르데가 주목한 현실에는 정치 

적인 내용도 포함된다 그는 볼프와 달리 제 차 세계 전 후 독일 기본법에 . 2

명시된 국민주권 및 민주제를 전제로 국가법인론을 극복하는 행위 중심의 

조직 이론을 전개했다.541)  

제 절 비판적 평가에 한 검토2

볼프 국가법인론의 공법상 특수성I. 

뵈켄푀르데는 법인 개념이 에서 그 로 수용했기 때문에 공법 현실, 私法

특히 조직의 내부법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

다 생각컨 뵈켄푀르데가 옐리네크를 포함한 볼프 이전의 국가법인론과 . , 

볼프의 국가법인론의 유의미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자가 가지

는 공법상 특수성을 소홀히 평가했다고 생각된다. 

볼프 이전에도 국가규범학을 전개한 다수의 학자들은 공법상 법인론의 특

수성을 주장했지만 볼프에 이르러 그 차이가 보다 명확해졌다 볼프가 전, . 

540)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300.

541) 볼프의 교수자격논문은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집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년 . 1933
과 년에 걸쳐 교수자격논문이 출간되었지만 볼프의 교수자격논문은 이미 년 1934 , 1929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에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Vorwort VI. 
는 공화제보다 군주제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으며 특히 법학자들 사이에서 민주제를 , 
무조건 지지하는 쪽은 오히려 소수였다. N igel Foster & Satish Sule, German Legal 

따라서 여러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볼프System and Laws, 4.ed., 2010, p. 37. 
가 민주제와 국민 주권원칙을 적극적으로 법이론에 반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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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 국가법인론은 상의 법인론과는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기존의 국私法

가규범학에서 논의되던 국가법인설과 비교해도 공법적 색체가 더욱 강해졌

다.

첫째 국가법인은 최초 법인 인정 시점부터 상 법인과 구별된다, . 私法 私

상 법인은 사적 자치에 따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설립 행위에 기초해서 法

만들어진 조직에 해 법질서가 법인격을 부여한 결과 인정된다.542) 반면 , 

볼프의 국가법인은 실정 헌법을 포함하는 성문법에 근거한 관할권의 복합체

이다 실제 국민에 해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때 전면에 등장하는 구체. 

적인 주체는 기관담당자이지만 국민과 기관담당자 사이의 셀 수 없이 다양

하고 수많은 법관계를 편리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국가 관할권의 복합체를 

법기술론적으로 법인 으로 구성한 것뿐이다‘ ’ . 

둘째 법인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구체적 모습을 살펴보면 국가법인이 , 私

상 법인과 다른 점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상 법인도 직접 의욕하. 法 私法

거나 행위를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기관이 필요하지만 이때의 기관은 법인 , 

안에 함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법인 내부에서 기관이 법인의 관할. 

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해 법질서가 관심을 갖지 않으며 당연한 결과로 , 

제도로서의 기관과 자연인으로서의 기관담당자를 굳이 나누어 살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가법인 안에서는 기관이 법주체로 인정된다 외부적으로도 국가. 

법인보다 활동주체로서의 국가기관이 보다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다 그러. 

므로 볼프의 국가법인의 개념에는 수행관할권을 행사하는 기관 이 핵심 징‘ ’
표로 등장한다 뵈켄푀르데는 볼프의 귀속 개념 중심의 기관과 법인 개념은 . 

현실에 적용할 때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오히려 볼프 조직론에, 

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귀속보다는 기관 에 있다고 생각된다 기관이 법인 ‘ ’ . 

안에 함몰되었다면 귀속 기준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인 안의 ‘ ’ . 

독립적인 기관의 지위를 주장하기 위해 그러면서 동시에 법인과의 관계를 , 

542) 곽윤직편집대표 ( ), 민법주해 I〔 〕 총칙 면, (1), 1992,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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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하기 위해 귀속 을 핵심적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말하자면 국‘ ’ . , 

가조직을 법적인 통일체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이 법인이고 일단 국, 

가조직을 법인으로 상정한 이상 법인을 전제로 가장 중요한 행정의 법주체

인 기관과 사실상 관할권을 행사하는 자연인으로서의 기관담당자 등의 관계

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그 수단이 바로 귀속 개념이, 

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볼프의 국가법인 개념과 마찬가지로 귀속 개. , 

념 역시 기관을 법주체로 인정하고 내부법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었

다. 

넷째 볼프는 국가법질서를 국가조직과 일반법질서로 나누었다 전자는 국, . 

가관할권 규범의 총체로서 국가법인의 상이 되는 법질서이며 후자는 인, 

과 인 사이의 이익 상황을 규율하는 이른바 행위 규범으로 이루어진 법질서

로 국가법질서에서 국가조직 부분을 뺀 나머지에 해당한다 법질서를 관할. 

권 규범과 행위규범으로 구분하는 데 해 비판이 없지 않지만,543) 볼프가  

양자를 구별한 이유는 매우 공법적이다 일반법질서에 포함된 규범은 원칙. 

적으로 구체적인 이익 충돌 상황에 놓인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해 관할권 규범은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초. 

월한 이상적인 전체 법상태의 실현을 추구한다 이러한 법상태의 실현을 목. 

적으로 국가기관에 해 관할권과 책임이 부여되고 국가기관이 관할권을 , 

함부로 행사하지 않고 법질서에 구속되도록 하기 위해 관할권의 총체인 국

가법인을 일반법질서 아래에 있다고 이론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도식적 기관 이론과 법현실. Ⅱ

현실에 기반한 조직 이론의 한계1. 

543) Böckenförde, Die Organisationsgewalt im Bereich der Regierung, 1964, S. 
76;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84 Anm.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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뵈켄푀르데와 같이 현실 적용가능성을 중시하여 현실의 조직을 모두 아우

를 수 있는 귀납적 법개념의 발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국가조직의 한계를 

법적으로 한정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즉 행위를 중심으로 조직을 이. , 

해하면 개별 행정조직과 기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는 편리할 

수 있겠지만 전체를 통일하여 관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뵈켄푀르데는 헬러. 

의 국가관을 지지하면서 조직 개념 안에 법과 현실이 모두 맞물려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현실을 포함하고 있는 법개념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일반적 , 

법개념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가령 뵈켄푀르데의 국가 개념은 사전에 확정된 개념이 아니라 실제 조직

화의 결과로서의 영조물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매순간 국가

조직의 범위가 바뀔 수도 있다 더욱이 귀납되는 현실의 시 적 장소적 조. , 

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법이론의 안정성 또는 보편적 적용가능성이 담보

되기 어렵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하게 급변하는 현  조직 현실에. 

서는 실제 행위를 행하는 조직을 법상 국가조직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명제

만 남게 될 수도 있다. 

볼프도 기관이 행사하는 행위 를 전혀 무시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 ’ ,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법인 사이에서 행위를 유용한 매개 개념으로 

보기도 하였다 다만 행위를 전면에 내세우면 국가조직을 통일적으로 파악.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개념상 행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

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수행관할권을 행사하는 기관의 . 

독립성을 강조했으나 귀속 개념에 치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볼프나 행위 징, 

표를 전면에 내세웠던 뵈켄푀르데 모두 기관 또는 행정청이 주된 활동주체

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본질상 다르지 않다 오히려 뵈켄푀르데의 국가영조. 

물론은 법이론적 안정성이 부족하여 국가법인설을 체할 만큼의 이론이 되

기 어려우며 행위와 효력 중심의 조직과 기관만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조직, 

의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계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544)

544) 뵈켄푀르데의 국가 영조물론을 지지하는 울렌브록도 뵈켄푀르데의 견해가 다수의 지 
지를 받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평가한다.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163

도식적 기관 이론의 유용성2. 

볼프가 국가법인을 전제로 기관 이론을 펼쳐 나갈 때 일차적으로 법기술

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비판은 틀리지 않다 그런데 아무리 . 

법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학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체계적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45) 오늘날 여러 비판에도 불 

구하고 국가법인론이 살아남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볼프는 . 

법기술론적 이론 구성 뒤에 있는 법실질적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고 법기술

론적 귀속주체 뒤에는 법실질학적 의무주체와 권리주체가 반드시 입증가능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546) 따라서 볼프의 국가법인론과 기관론은 도 

식적이고 체계적인 법이론의 장점을 갖추었으면서도 동시에 법현실도 무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볼프 조직론과 법현실3. 

볼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헬러와 마찬가지로 존재와 당위의 엄격한 분

리를 극복하고자 했다 첫째 볼프의 법기술론적 개념과 형식은 실제에서 . , 

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데 헬러도 법학이 , 

사회적 현실과 항상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547) 둘째 헬러는 학문  , 

Person, 2000, S. 165.
545)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144.
546) Wolff, a.a.O., S. 194.
547) Heller, Die Souveränität, Gesammelte Schriften, Bd. 2, 2. Aufl.,  1992, S. 12

헬러는 당위와 존재가 대립적이지만 사회 규범 질서에서의 0; Wolff, a.a.O., S. 141. , 
개념상으로는 일치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형성적 존재와 전혀 무관한 . 
사회적 당위는 당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와 당위의 긴장 은 켈젠과 같이 규. ‘ ’
범적 측면이나 기르케와 같은 사회 현실의 측면으로 제거되어선 안 된다고 한다 동 맥. 
락에서 헬러는 모든 사회 규범 질서는 이익주체이자 의사능력자로서의 인간을 대상으‘
로 한다.’(Alle gesellschaftlichen Normordnungen beziehen sich auf Menschen 

고 말한 볼프를 인용하고 있다als   Interessenträger und Willensfähige) . Hell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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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실제의 소재를 실용적인 법개념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그친 것

은 법학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사실의 규범화를 반 하는 볼프도 이, 

와 같은 입장이다.548) 셋째 볼프가 국가법인을 오로지 실정법에 기초한 것 , 

으로 이해하면서 실정법의 직간접적 구속력은 법법칙과의 일치에서 비롯된

다고 본 것도 헬러와 입장과 유사하다 헬러도 실정법을 정립하는 국가의 . 

의사는 초실정적인 법원칙에 근거하여 비로소 정당화된다고 보았기 때문이

다.549) 

이처럼 볼프와 헬러는 법개념에 현실을 반영하는 방식과 정도에 있어 차

이가 날 뿐 국가조직론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은 동소이했다 다만 . 

법현실과 법이론의 연결 또는 결합의 강도 및 방법이 달랐다는 점에서 볼프

의 국가법인설을 법현실과 법학의 물리적 결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헬러 , 

또는 뵈켄푀르데의 행위 중심의 국가조직론은 현실과 법학을 화학적으로 결

합하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 볼프는 공법 영역에서 기관이 전면에 등장하는 현실 을 법개념 , ‘ ’
에 반영하였다 일정한 개념이 현실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만 오늘날까지 세기 가까이 볼프의 기관 이론과 국가법인 이론이 다수의 1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그의 이론의 현실 적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 에도 국가와 사회. 

의 구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시 에 국가와 사회를 구별한다는 의미를 사회가 지

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별. 

적인 이익관계의 조정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관할권을 행

사하는 조직으로서의 국가를 일반 사회와 구별 짓는 것은 꼭 필요하다 앞. 

taatslehre, Gesammelte Schriften, Bd. 3, 2. Aufl., 1992, 헤르만 헬 S. 290-291; 
러 홍성방 역/ , 국가론  면, 1997, 260 ;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263. 

548) Wolff, a.a.O., S. 141 Anm. 2 u. 236 Anm. 1.
549) Heller, a.a.O., 헤르만 헬러 홍성방 역 위의 책 면 참조 S. 296-298; / , ,  266-269 ; 

Wolff, a.a.O., S. 272 An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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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볼프가 국가관할권을 강조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사회

의 이상적인 법상태 구현을 위한 것이다 즉 이상적인 사회 의 구현을 위. , ‘ ’
해 국가관할권을 규정한 법질서에 주목하고 그 관할권의 중요한 법주체인 , 

기관의 독립성을 법이론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볼프의 조직론과 민주제. Ⅲ

영조물 국가론의 의의 및 한계1. 

우리나라는 년 민주화 이후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두 차례나 순1987

조롭게 이루어져서 민주제가 이전에 비해 크게 성숙했다고 평가된다 그러. 

나 행정 현실에서 민주제는 여전히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 공법상 계약이 . 

행정의 중요한 행위 형식으로 주목받고 있고 행정의 민주화에 따라 행정과 

국민의 협의가 중요해졌다 행정이 다분화 다층화되고 행정수요가 지속적으. , 

로 복잡해지면서 각 행정단계별로 국민의 참여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기

존의 행정절차 이외에도 국민을 행정과정의 주체로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550) 따라서 뵈켄푀르데가 국가를 영조물로 이해하는 견해는  

최소한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변하는 민주제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는 설

득력이 있다. 

그러나 뵈켄푀르데의 영조물 국가론이 실정 조직규범에 근거한 볼프의 조

직론과 실질적으로 얼마나 다른지는 의문이다 국민이 영조물주인으로서 국. 

가의 목표와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와 정부는 이에 

구속된다고 하는 것은 뵈켄푀르데의 영조물 개념에 의한 이론적 설명일 뿐

이다 볼프의 조직론에 의해서도 국민은 국가의 주인일 수 있고 국민의 . 

표인 의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국가의 목표와 방향은 결국 국민

550) 박정훈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와 협력 ( ), “ ”, 朴正勳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면 참조2005, 243-281 (278-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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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조물 개념. ‘ ’ 551)

은 매우 다의적이다 학자마다 영조물의 개념 징표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 

며 일찍이 옐리네크도 영조물 개념에 해서는 일반적 합의가 부족하므로 , 

영조물은 국가법인 보다 법이론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552) 

민주제에 부합하는 볼프의 조직론2. 

국가법인론의 창시자로 알려진 알프레히트가 국가를 법적으로 이해할 때 

현행 헌법 체제와 법이론이 유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553) 이후 당 , 

의 헌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직법 이론을 전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늘 

있어 왔다 특히 국가법인설이 등장한 초기에는 헌법상 국가권력 또는 주권. 

의 주체와 현실 세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와의 괴리를 법이론적으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가 주된 고민이었다 볼프는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 

불법국가를 거치면서 헌법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를 경험한 학자이므로 그에

게 현실 속의 권력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법이론 전개를 기 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볼프는 제 차 세계 전 종전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독일 기본법에 . 2

합치하는 법이론을 추구하기보다는 한 단계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조직법 이

론을 전개하였다. 

볼프의 조직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므로 그의 조직 이론은 독일 기본법 

하에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국가법인을 구성하는 실정법은 입법자의 . 

의지의 산물이므로 그 입법의 내용에 따라 충분히 민주제와 국민주권 원칙

551) 영조물 개념의 다의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 이상덕 영조물에 관한 연구 공공성  , “ : 
구현 단위로서 영조물 개념의 재정립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면  ‘ ’ ”, , 2010, 88-101
참조.

552) 게오르그  G. 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2. Aufl., 1905, S. 158 Anm. 2; 
옐리네크 김효전 역/ , 일반 국가학  면 각주 , 2005, 132 53.

553) Albrecht, Rezension von Romeo Maurenbrecher, Grundsätze des heutigen 
deuschen Staatsrechts in den monarchischen Bundesstaaten, in: 
Göttingischen Gelehrte Anzeigen, 1837, S. 1489f;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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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뵈켄푀르데는 독일 기본법의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제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의 의사형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영조물 국가론을 제시했다 물론 나치불법국가를 . 

극복하고자 노력한 세 에 속하는 뵈켄푀르데가 국민주권제와 민주제를 조

직법 이론에 가능한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했던 의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

다 그러나 국민주권제와 민주제는 볼프의 국가조직 이론을 통해서도 설명. 

될 수 있다 즉 볼프의 국가법인은 기관의 관할권을 정한 복합체로서의 실. , 

정법체계를 의미하므로 관할권의 분배 행사 통제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 , , 

참여가 입법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특히 헌법제정권자이자 입법부. 

를 구성하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당연히 볼프의 조직론에서도 주권자로 

인정된다.

볼프 국가조직론의 한계IV. 

볼프의 국가조직론이 행정법 이론으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갖고 있는 의

의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정조직론을 전개하던 시점과 현 의 행정 현실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법도그마틱은 법현실. 

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볼프가 정립한 행정조직법 도그마틱이 오늘날 일정한 

한계에 부닥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서의 한계는 볼프의 도그마틱. 

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며 법도그마틱 자체가 탄력적이고 유, 

연한 성격을 가지듯이 볼프의 조직법 도그마틱 또한 오늘의 법현실에 맞게 ,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 

볼프의 행정조직법 도그마틱 중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은 바로 민주제 헌

법과의 관계이다 볼프도 민주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민주제의 개. 

념 안에 반드시 국민이 직접 통치해야 한다는 직접민주제 내용까지 포함되

지는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민주제를 지지했던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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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554) 특히 볼프는 국가조직이 필수적으로 실정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면서 실정법은 입법자의 관할권에 따라 행사된 입법권 행사의 결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볼프의 조직론상 가장 중요한 국민의 역할은 입법자 등 국. 

민의 표를 선출하는 일이다 물론 국민의 직접 참여를 법률에 규정할 수. 

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시 말해 볼프. , 

는 옐리네크와는 달리 국민을 국가기관의 창조기관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

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의 행사가 입법자 선출이라는 점

을 볼 때 볼프와 옐리네크의 이론은 민주제의 실제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 행정 현실에서 허용되는 행정절차법상 구체적인 절차 참여

를 차치하고서라도 국민이 행정과정이나 행정 임무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뵈켄푀르데를 포함하여 제 차 세계 전 이후. 2

의 독일의 다수의 행정법학자 헌법학자들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표자를 , 

선출하는 권한을 넘어서 직접 행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제를 제 로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실적으로 직접민주제의 실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 적 요구는 국가법인설보다 훨씬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 

이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국민이 단순히 국가법인. , 

의 기관을 선출하는 소극적 지위에 머물지 않고 국가 행정의 모든 단계에서 

국민이 적극적 주체로 등장하는 조직론이 추구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맥. 

락에서 뵈켄푀르데의 영조물 국가 개념과 같이 국민주권제에 보다 가까운 

조직론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학계의 일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는 못하다. 

사실 볼프의 이론이 민주제와 관련하여 갖는 한계도 바로 볼프 자신의 이

론 안에서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볼프는 수행관할권 복합체로서의 . 

기관 그리고 기관이 수행하는 관할권이 최종적으로 귀속하는 실정법상 주, 

554)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47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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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의 법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 실정법의 법적 내용적 정당화를 항, 

상 중시하였다 선험적이고 초경험적인 법법칙이 실정법의 정당화의 근거가. 

된다고 한 것이다 법법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 

로 시공간에 구속되는 현실 이익으로 변되는 일차적인 의미의 민주제와 

가깝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민주제도 결과적으로 현실적 국민 개개인의 이익, 

을 초월하는 공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법법칙은 민주제도 충분

히 포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볼프 스스로 민주제를 공화제에 비해 상 적 .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후  학자들이 볼프가 민주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프의 , 

조직 이론은 민주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도 적용 가능

하다 따라서 비판의 초점이 볼프의 공화제적 국가관에 맞추어 지는 것은 . 

별론으로 하고 볼프 조직 이론이 민주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 짓는 것, 

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 절 독일 행정조직법 이론의 전개 및 발전 3

국가법인설 도그마틱I. 

국가법인설 도그마틱의 지속성1. 

옐리네크가 독일제국 시절 집 성한 독일의 국가(Deutsches Kaiserreich) 

법인론의 기본적 내용은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불법국가를 거쳐 독일 기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오늘날까지 다수 국가규범학자 및 행정법학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555) 영조물 국가론 등 독일 내에서 국가법인설을 극복하기  

555) 정호경 국가법인설의 기원과 전개과정 , , “ ”, 同旨 행정법연구 제 호 42 , 2015.7., 
면1-2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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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등장한 다수의 이론은 아직 국가법인설을 체할 만한 법도그마틱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특히 국가법인설이라는 이론이 탄생한 정치적 사회적 헌법적 배경과 오, , 

늘날의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법인설이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

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법도그마틱의 발전 단계와 같이 오늘날 국가법인. 

설 도그마틱에서 찾을 수 있는 의의가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국가법인설을 

수정하여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 국가법인 개념의 정치적 . 

함의를 이유로 국가법인설을 무조건 극복의 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556) 

한편 볼프의 국가법인설은 옐리네크의 국가법인설과 많이 다름에도 불구, 

하고 많은 경우 그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양자를 동일한 국가법인설이라고 

전제하고 공히 비판의 상으로 삼고 있다.557) 그러나 볼프의 국가조직론은  

많은 부분에서 옐리네크의 국가법인설의 약점을 극복하면서도 국가법인설이 

가지는 단순하고 강력한 법도그마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 

라서 국가법인설을 비판하는 관점에서는 우선 옐리네크의 국가법인설과 볼

프의 국가법인설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하인리히 루프는 내. 

외부를 나누어 외부 관계에서만 법관계를 인정하는 옐리네크의 불침투성 이

론은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볼프의 국가법인설은 특별히 극복의 상으로 하

지 않는다 아마도 옐리네크와 달리 볼프의 국가법인 개념이 내부법관계를 .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내부법관계의 인정2. 

556) 국내에서도 뵈켄푀르데의 논의와 유사하게 국가법인설을 극복하고 행정의 사회적 , , 
정치적 실재를 중시하는 행위중심적 행정법학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계수. , 
규범과 행위 국가법인설의 극복과 행위중심적 행정법 이론의 구축을 위한 시론“ : ”, 

공법연구 제 권 제 호 면 29 1 , 2000, 29-58 . 
557)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참조H.J.Wolff, 1973, S. 273-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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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는 국가법인 개념이 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공법에서 이를 그 로 私法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국가법인론의 불침투성 . 

이론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라반트와 옐리네크가 국가법인론에서 내외부법

관계를 구분하고 외부법관계만을 법관계로 인정한 것은 공법 현실을 제 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558) 

하지만 루프도 국가조직 내부의 관계가 외부법관계인 국가와 국민의 관계

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루프는 국가가 여러 층으로 이루어. 

진 조직이기 때문에 권리주체라는 단일하고 절 적인 기준만(vielschichtig) 

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며 관련된 법관계나 맥락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법관계의 상 에 따라 법관계의 성질 또한 달라질 수 . , 

있다는 의미로 국가는 국제법관계에서 다른 국가와 법관계를 맺으며 국내, 

적으로는 시민 국가기관 또는 국가 기관담당자 등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 

이들 개별적 관계들은 모두 법관계로 포착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559) 

루프가 국가기관은 관할권 복합체이고 이들 기관의 행위가 귀속되는 법기

술론적 귀속주체로서의 국가가 필요하다고 한 점은 볼프의 국가법인 및 기

관 이론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더불어 루프는 기관 체계가 통일적인 . 

법주체로 통합되고 통합된 주체는 기타 여러 국가들과 시민 그리고 개별적 , 

국가공무원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560) 이와 같이 루프도 국가 

를 법주체로서 귀속주체로 파악했으므로 기존의 국가법인 개념의 한계인 불

침투성 원리는 극복하고자 했으나 볼프의 법인 개념이 가지는 유용성을 완

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루프는 결정적으로 국가를 법. 

에 의해 지배되고 지속되어 나가면서도 역사 문화 정치 사회적 제요소들, , , 

에 의해 성장하는 공동체로 보았기 때문에,561) 국가법인론을 체하는 법개 

558) 이하  Hans Heinrich Rupp( ‘Rupp), Grundfrangen der heutigen Verwaltungs-  
grundlehre, 2. Aufl., 1991, S. 21-22.

559) Rupp, a.a.O., S. 22-24.
560) Rupp, a.a.O., S. 81-86.
561) Rupp, a.a.O., S. 23 u.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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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발전시키지는 못했다.5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도 법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밝힌 루프의 이론은 조직법 분야에 있어 공법과 사법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그는 행정법과 이 다르다는 전. 私法

제하에 계약에 근거한 의 법관계와는 달리 행정법 자체에 직접 근거하, 私法

는 행정법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오토 마이어 이후 국가와 시. 

민의 법관계만이 행정법상 법관계로 다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조직 내부의 , 

법관계인 국가와 기관담당자 국가와 기관의 관계도 법관계로 포착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후자는 볼프 이전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법관계인. 

데 루프는 이러한 법관계의 다차원성이 과 구별되는 행정법의 특수성私法

이라고 주장한다.563) 

요컨 루프의 이론은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며 볼프의 국가조직법 이, 

론에 해서 유의미한 수정 내지 보완을 가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국. 

가조직 내부에는 법이 들어갈 수 없다는 불침투성 이론을 부인하면서도 기

관의 행위가 결국은 국가라는 법주체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한 점에서 

볼프의 국가조직법 이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공법상 조직 개념의 전개 및 발전. Ⅱ

행정법은 다수의 개념을 에 의존해 왔다 물론 행정법이 굳건하게 확. 私法

립된 상의 개념 체계를 원용했기 때문에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행私法 

정법 이론이 비교적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 

러나 행정법이 토 로 하는 공법상 현실을 공법 체계에 온전히 반영할 수 

562) Uhlenbrock, Der Staat als juristische Person, 2000, S. 158;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88.

563) Rupp, Grundfrangen der heutigen Verwaltungsgrundlehre, 2. Aufl.,  1991, S. 
15-18 u. S. 2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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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위해서는 행정법 고유의 법개념과 이론이 필요하며 당연히 행정조직법

도 예외는 아니다 행정조직법 개념의 핵심인 법인과 기관의 개념도 이러한 . 

문제의식에 따라 공법 현실에 적합하게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 

작은 공법상 법인 과 기관 개념의 구체화 및 세분화이다 볼프가 국가법인‘ ’ . 

과 기관과 기관담당자를 구분하고 준기관과 기관부분 등의 개(Glied), , 肢體

념을 통해 기관 개념을 세분화한 것은 행정조직 현실을 적확하게 이해하는 

출발점이었다. 

공법상 법인 개념의 상 화1. ‘ ’ 

볼프는 전체로서의 국가와 조직으로서 법인화의 상이 되는 국가조직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국가조직 아래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등 . 

공법상 법인을 로 칭함으로써 법인 개념을 세분화할 수 있는 발판을 ‘ ’肢體

마련하였다 특히 볼프가 국가기관은 독립적 법주체일 뿐 아니라 일정한 조. 

건 하에서는 부분적 권리능력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공법 영역

에서 기관과 법인의 구별 또한 상 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는데,564) 

이러한 논의는 이하의 공법상 기관 및 법인 개념의 상 화 행정단위 ‘ . : Ⅲ

이론 부분에서 다룰 행정단위 이론과 연결된다’ ‘ ’ .

볼프의 공법인 이론을 토 로 오늘날 독일에서는 법기술론적 의미에서 공

법상 법인격 있는 행정주체를 국가법인과 로 구별하고 있다 나아가 공. 肢體

무수탁사인이 아니지만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적 형태의 조직을 기능私法

적 의미에서의 법인격 있는 공행정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도 공법상 법‘
인 개념이 상 화 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565)

공법상 기관 개념의 독자적 전개2. 

564) 참조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53 .Ⅱ
565)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I, 12. Aufl.,  2007, S.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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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가 기관의 독립적 법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조직론에

서 기관이 논의의 중심축으로 옮겨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볼. 

프가 리관계에 속하는 하나의 유형으로 기관론을 이해하고 귀속 징표를 

기준으로 기관을 정의한 결과 상 적으로 독자적인 행위 단위로서의 기관, 

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566) 그런데 이러한 비판이 주목했어야  

하는 부분은 볼프의 조직론이 법기술론적이고 귀속중심적 이론이었다는 점

이 아니라 볼프의 이론에 기초하여 또는 적어도 볼프의 이해를 매개로 상, ‘
적으로 독자적인 행위단위로서의 기관 에 한 견해가 비로소 개진될 수 ’

있었다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라반트와 옐리네크가 정립한 이른바 불침투성 이론에‘ ’(Impermeabilit t) ä
서는 기관의 독립적 법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귀속. 

을 기준으로 볼프가 파악한 국가조직 내부의 법관계는 옐리네크 시 까지 

이어져온 법인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기관의 독립적 법주체성과 예외적으. 

로 부분적 권리능력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볼프가 . 

기관을 법주체로 파악했기 때문에 오늘날 행위 중심의 조직론과 기관론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볼프가 규범적 제도적 관할권의 복합체로서의 기관과 기관의 관할, 

권을 행사하는 자연인을 기관담당자 로 구분한 이론은 독일의 행정조직법‘ ’
에서 거의 확립된 것으로 이해된다.567) 그리고 기관은 여전히 조직법규에  

근거한 독립적 기능적 법주체로 인정되고, ,568) 국민이 국가에 해 가지는  

주관적 권리와 동일 조직의 기관상호간에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기관이 

가지는 주관적 권리는 기능적으로는 구별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관의 권리 

또한 주관적 권리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569) 즉 볼프와 마찬가지로 조 , 

566)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272-287.

567)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I, 12. Aufl.,  2007, S. 65; 
Hartmut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8. Aufl.,  2011, S. 538.

568)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 7. Aufl., 2010, S. 378.Ⅱ
569) Wolff/Bachof/Stober/Kluth, a.a.O., S.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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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규범에 근거하여 조직 내부의 법관계를 완전히 인정한 것이다.

무릇 모든 이론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570) 과거의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이론의 발전적 계승이든 기존의 이론에 한 극복이 되었든 모든 이

론은 과거의 이론과 관계를 맺게 되므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이론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프의 조직론이 비록 오늘날의 관점에서 일부 비. 

판의 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볼프의 조직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

반을 토 로 오늘날 행정조직론의 발전적 전개가 가능했다는 점 또한 잊어

서는 안 된다.

공법상 기관 및 법인 개념의 상 화 행정단위 이론. : Ⅲ

권리능력을 가지는 인 이 중심이 되는 관계‘ ’ 私法 571)와는 달리 공법 영역

에서의 관할권 행사의 주된 주체는 일반적인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공법적 현실을 국가조직법상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에 한 고민의 결과가 바로 행정단위 이론이다‘ ’(Verwaltungseinheit) .

헬러와 뵈켄푀르데가 공행정조직에서 법적 행위의 귀속이 아닌 공행정 행

위 또는 활동 자체에 주목하면서 그 행위와 활동을 실제로 행하는 기능주‘
체 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그리고 공행정의 기’(Funktionssubjekt) . 

능주체와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행정단위 이론이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된‘ ’ 
다 아직 논의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단위의 개념 징표와 관련하여 . 

합의된 것은 없다 그렇지만 행정단위를 적극적으로 논하는 발터 크렙스. 

에 의하면 행정단위란 조직법규에 근거해서 행정 임무를 수(Walter Krebs) , 

행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적 지위이다 행정단위에는 좁게는 직무부터 법인격. 

570) 박정훈 행정법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제 ( ), “ ”, 朴正勳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면 면 참조7 , 77-78 .

571)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3 u. 199;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H.J.Wolff, 1973, S. 303 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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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행정주체까지 포함된다.572) 동 개념은 단위 라는 표현이 시사하 ‘ ’
듯이 행정의 실제 구조에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고 권리능력과 같은 

법적 개념뿐 아니라 임무와 같은 실제적인 기준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열

린 개념이며 이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도그마틱적 . 

기준으로는 엄 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로도 작용한다.573) 

그러나 어쨌든 내외부에 해 하나의 단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직을 상

으로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아직까지 행정단위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지. 

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개념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볼프

를 계기로 법인 과 기관 개념이 과는 다른 공법적 개념 징표를 충분‘ ’ ‘ ’ 私法

히 획득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조직론에서 가장 . 

중요한 행정상의 법주체는 다름 아닌 기관 즉 행정청이므로 이를 행정의 , 

기본단위 로 불러야 마땅하다는 인식도 바탕이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 . 

앞으로 행정단위가 유효한 행정조직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단위를 다

른 조직단위와 구별 짓는 개념 징표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가 관건일 것이

다 아직 행정단위 이론이 일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본 연구에서 행정단위에 한 논의를 소개하는 이유는 공법 현실에 부합하

게 행정과 국가의 조직을 이해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

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행정조직법의 토 가 되었던 . , 

법인 과 기관 과 같은 에 뿌리를 둔 개념이 오늘날의 행정조직 현실을 ‘ ’ ‘ ’ 私法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 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572) Isensee/Kirchhof(H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5, 3. Aufl., Heidel-  
berg u.a. 2007, S. 478.

573)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 7. Aufl., 2010, S. 370.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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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우리나라에 한 시사점 5

   

제 절 개설1

지금까지 볼프의 국가법인 및 기관 이론에 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긴 .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볼프의 행정조직법 이론은 여전히 시의성이 가진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적으로 볼프는 국가의 관할권을 규정하는 실. 

정법규범의 총체를 국가법인으로 파악함으로써 불침투성 이론을 완전히 극

복하였을 뿐 아니라 공법상 기관 이론을 통해 국가조직의 내부법관계를 공, 

고히 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볼프의 조직론은 국가. 

조직 안에서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볼프 이, 

전의 국가법인론과는 달리 국민주권의 민주제 국가에서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볼프가 기관을 국가조직에서의 일차적 법주체로 인정한 결. 

과 오늘날 독일에서 기능과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행정조직론이 전

개될 수 있는 토 가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볼프의 이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 한 시사점은 무

엇일까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 

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째 법이론적 관점에서는 법주체 와 . , (Rechtssubjekt)

권리능력이 있는 권리주체(Rechtst 를 구별한 볼프의 이론으로부터 우r ger)ä
리나라의 행정청을 법주체로 볼 여지는 없는지에 해 논해 본다. 우리나라

의 현재 통설은 행정주체 개념을 법인격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있는데 앞으, 

로 국가조직의 내부법관계에서 기관의 독립적인 법주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그 함의는 무엇인지 등에 해 살펴본다 둘째, . , 

소송법적 차원에서는 기관소송 법정주의의 폐지 문제 행정소송에서의 원고, 

적격 및 피고적격에 한 논의를 다룬다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한 논의. 

에서는 기관의 법주체성과 관련하여 행정청을 항고소송의 원고로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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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지에 한 문제를 제기해 볼 것이며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관련 논, 

의에서는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표를 일률적으로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있는 국내제도의 보완 가능성에 하여 논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논의로. 

서 국가기관의 일종인 국립 학이 향후 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제 하

에 국립 학의 법인화와 관련하여 볼프의 기관론이 가지는 시사점을 알아보

겠다.

제 절 법이론적 차원2

문제의 소재I. 

우리나라의 확고한 통설은 국가와 공공단체를 포함하는 행정주체의 개념

을 법인격과 결부시키고,574) 기본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행정주체와  

그 상 방인 국민 사이의 관계로 파악한다.575) 물론 조직법적으로 인정되는  

행정상 법률관계에는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등 조직 내부의 관계도 포함

되고,576)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등을 포함하여 행정주체 내부에 한 개별 , 

적인 행정법적 차원의 논의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가법인과 그 하위의 공. 

법상 법인들 상호간의 관계 국가법인의 의의 내부법관계의 함의 등 국가, , 

조직 내부를 법이론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조직법 이론 중 특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검

토해 보고 이에 해 볼프의 이론이 시사하는 바를 짚어 보겠다, .

574) 김동희 , 행정법Ⅱ 제 판 면 김남진 김연태, 22 , 2016, 3 ; · , 행정법I 판, 20 , 2016, 91
면 박윤흔 정형근; · , 행정법강의 하( ) 개정 판 면 류지태 박종수, 28 , 2009, 3 ; · ,  행정법신
론 제 판 면 홍정선, 15 , 2011, 745-747 ; , 행정법원론 하( ) 제 판 면 박균성, 24 , 2016, 4 ; , 
행정법론 하( ) 제 판 면, 14 , 2016, 15 .

575) 김동희 , 행정법I  제 판 면 김남진 김연태 위의 책, 22 , 2016, 72 ; · , 면 이하 류지태, 88 , ·
박종수 위의 책 면, , 117 ; 홍정선, 행정법원론 상( ) 제 판 면, 24 , 2016, 116-117 . 

576) 김동희 위의 책 면 김남진 김연태 위의 책 , , 72 ; · , 면 류지태 박종수 위의 책, 85 , · , , 11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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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조직법 이론의 현재. Ⅱ

공법상 법인 논의의 부재1. ‘ ’ 

우리나라의 통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 

공공단체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을 행정주체로 보기 때문에 행정주체 개념을 , 

법인격과 결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 ,577) 지방 

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등 개별 행정주체에 한 연구, 

는 적지 않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법인격 자체에 한 논의는 부족해 보‘ ’ 
인다 가령 국가법인설에 한 소수의 연구. 578)는 법인 개념을 전제로 국가‘ ’ 
를 법인으로 보는 것이 가지는 함의나 국가법인설의 극복에 해 주로 다루

고 있으며 공법인과 행정주체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법인격을 가지는 , 

577)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제헌 헌법 당시부터 헌 , 
법상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당연한 귀결로 지방자치단체를 공법상 법인으로 이해하고 있
었다 유진오. , 신고 헌법해의  면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통설은 지방자치, 1953, 279 . 
단체가 법인격을 가진 행정주체라는 점이 헌법에서 직접 보장된다는 제도적 보장설이
다 김동희. , 행정법Ⅱ 제 판 면 김남진 김연태, 22 , 2016, 51-52 ; · , 행정법Ⅱ , 제 판 20 , 

면 류지태 박종수2016, 75 ; · , 행정법신론 제 판 면 박균성, 15 , 2011, 863 ; , 행정법론
하( ) 제 판 면 박윤흔 정형근, 14 , 2016, 64-65 ; · , 행정법강의 하( ) 개정 판, 28 , 2009, 76

면; 홍정선, 행정법원론 하 제 판 면( ) , 24 , 2016, 70 ;  김남진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 , “
위 고시계 통권 호 면 판례도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 636 , 2010, 218-220 (220) 
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
립한 공법인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헌법재( 2005.11.10. 2004 2657 ). 
판소도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재 (

헌마 헌재 헌라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2001. 06. 28. 2000 735, 2009. 05. 28. 2006 6). , 
자주성을 존중하고 자립적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앙의 지방에 대한 
규율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결정 헌재 헌라 도 있는데 이는 제도적 보( 1998.8.27. 96 1) , 
장설과 일견 상반되게 이해된다. 선정원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와 조직고권 대법원 , “ -

추 지방자치법연구 제 권 제 호 면 면 각2004. 7. 22. 2003 44”, 7 2 , 2007, 319-341 (324  
주 11).

578) 게오르그 옐리네크 김효전 역 / , 일반 국가학 이계수 규범과 행위 국가법인, 2005; , “ - 
설의 극복과 행위중심적 행정법 이론의 구축을 위한 시론-”, 공법연구 제 집 호29 1 ,   

한국공법학회 이현수 국가의 법적 개념 프랑스 공법이론상 국가법인설의 수용2000, ; , “ -
과 전개-”, 행정법연구 제 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36 , 2013, ;   정호경 국가법인설의 기, “
원과 전개 과정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 호 42 , 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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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체나 조직이 공법인이나 행정주체에 포함되는지 여부579) 또는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좁은 의미의 공공단체의 일반적 행정주체성에 

해서 주로 논하고,580) 법인 개념에 해서는 직접 다루지 않고 있다 그 ‘ ’ . 

렇다고 하여 우리나라 학설이 국가법인과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법상 법

인 개념을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와 기타 공법상 법. 

인에서의 법인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에 한 논의가 없이 단지 다르다 는 ‘ ’ ‘ ’
사실을 전제하고 논의가 전개되어 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581)

행정청의 법주체성의 부정2. 

앞서 살펴본 행정주체 개념과 행정상 법률관계에 한 국내의 이해는 법

률관계의 당사자는 권리 또는 의무의 귀속주체인 인 이어야 하며 국가를 ‘ ’ , 

비롯한 법률관계의 주체로는 법인만이 가능하다는 상의 논리를 바탕으私法

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582)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더 이상 통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우리나라 행정법상 불침투성 원칙이 완전히 극복되었다583)고 

579) 김민호 행정주체로서의 공법상 사단법인의 존재의의에 관한 재검토 , “ ”, 저스티스, 
면 참조2003, 148-163 .

580) 이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청 , “ ”, 저스티스, 2002, 
면160-199 (189-198)

581) 제헌 헌법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 법인 은 국가 법인 과 다르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 ‘ ’ ‘ ’
었다 가령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밑에서 오직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 ’
지배권을 가지며 단일민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나친 지방분권으로 흐르면 안되고 고도
의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찌감치 제시되었다 유진오.( , 헌법해의 , 

면 법인 안에 또 다른 법인 은 법이론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1949, 202 ) ‘ ’ ‘ ’
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속하는 국가를 법인이라고 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격, 
을 가지는 점이 다르다는 사실이 전제되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를 전래설. 
이나 자치위임설에 따라 이해하는 우리나라의 견해 또한 국가법인을 기타 공법상 법인
과 다르게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김동희. , 행정법Ⅱ 제 판 면 박균성, 22 , 2016, 45-48 ; , 
행정법론 하( ) 제 판 면, 14 , 2016, 66-69 ; 홍정선, 행정법원론 하 제 판( ) , 24 , 2016, 65 
면.

582) 인 대 인 사이에서만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독일의 역사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므로 행정주체를 반드시 인으로 한정할 필연성은 없다는 의견으로는 김민호 행정주체, “
로서의 공법상 사단법인의 존재의의에 관한 재검토”, 저스티스 면, 2003, 148-163

참조(149) . 
583) 독일에서는 불침투성 이론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평가된다. Isensee/Kirchhof(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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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조직법상의 행정상 법률관계에는 행정조직 . 

내부관계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그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법적 주체에 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직 내부의 법률관계를 적극적으로 규명

하고자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담당자 개념의 미정립3. 

우리나라의 문헌은 기관담당자에 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거나 또는 기

관담당자를 바로 공무원으로 이해한다.584) 그리고 공무원의 개념을 그 기 “
관으로서의 지위를 떠나 파악”585)하거나 행정조직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 “
사법상 근로자와는 다른 공무원법상의 특별한 특권을 갖고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586) 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 “
는 모든 자”587)로 이해한다 이들 견해는 체로 기관담당자의 지위보다는 . 

국가조직 등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공무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생

각된다.588) 물론 고용관계를 통해 국가조직과 일정한 법관계를 맺음으로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주관적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 위와 같은 공무

원의 개념은 매우 유용하며 독일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예

와 같이 공무원의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나 기관의 법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구별되는 기관담

당자의 개념이 필요하다 기관에 해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을 부여하는 주. 

체는 공무원이 아닌 기관담당자이기 때문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 

국가와 고용관계를 맺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하중 지방자치단체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5, 3. Aufl.,  2007, S. 476; , “
기관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 안암법학 제 호 면”, 7 , 1998, 69-116 (74).  

584) 류지태 박종수 · , 행정법신론 제 판 면, 15 , 2011, 748 .
585) 김동희 , 행정법 제 판 면, 22 , 2016, 131 .Ⅱ 
586) 박균성 , 행정법 하 제 판 면( ) , 14 , 2016, 229 .  
587) 김남진 김연태 · , 행정법 제 판 면, 20 , 2016, 213 .Ⅱ 
588) 기관담당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제 장 제 절 기관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부 ‘ 3 3 . ’ Ⅲ

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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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무원과 기관담당자의 개념을 구별

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조직과 다른 . 

의미에서 기관을 일정한 법주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이론적으로 공무원

과 구별되는 기관담당자의 개념이 필요하다 생각컨 우리나라에서 기관의 . , 

관할권을 구체적으로 부여받아 수행하는 기관담당자의 개념에 한 논의가 

일천한 것은 조직 내부에서의 법주체에 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사실과 

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볼프 행정조직법 이론의 시사점. Ⅲ

볼프의 조직 이론은 내부법관계의 입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볼프는 . 

국가법인의 상을 국가의 관할권 규범의 총체인 국가조직으로 보고 국가, 

조직이 국가법질서의 중요한 일부임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조직 내부에서도 

법의 지배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적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 

획정된 국가조직의 틀 안에서 내부법관계가 실질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밝

히기 위해 구체적인 기관 이론을 제시하였다 권리능력과 법주체성의 개념. 

을 구별하면서 내부법관계의 가장 중요한 법주체로 기관을 들고 기관을 중, 

심으로 국가조직 내부의 관계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기관의 관할권

을 행사하는 기관담당자와 공무원 개념을 구별하였다. 

국가법인과 기타 공법상 법인의 구별1. 

법인 인정의 목적(1) 

국가를 법인으로 인정하는 실정법은 없다 국가조직은 법이론적으로만 법. 

인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공법상 법인과 다르다 볼프가 법이론. 

적으로 국가를 법인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권한 행사와 관련된 법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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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파악하고 국가법인이 법의 지배에 복종하면서 권한을 행사할 수 ,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말하자면 국가를 법인으로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 , 

상 법인과 같이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재산의 주체를 인정하고 법私法

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공권력의 최종적 주. 

체를 한정하고 국가조직의 권한과 관련된 복잡한 법관계를 편리하게 파악하

기 위한 수단적 개념이 바로 국가법인이다.589) 그리고 국가조직으로 한정된  

국가법인의 틀 안에서 비로소 내부법관계가 논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 

가법인의 상을 국가조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590) 볼프의 국가법인론에 

서 충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국가법인과 실정법에 의해 인정되는 공법상 법인의 일차적 관계는 공익 

실현을 위해 국가의 특별법이나 국가작용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공법상 법인

이 국가의 감독에 복종하는 관계이다.591)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한 지역에 한정하여 독립적으로 자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592)으로 헌

법에 근거한 공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며 기타 공법상 법인에 해서는 헌법, 

이 아닌 개별 근거 법률을 토 로 조직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격이 부여된다. 

볼프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 

의 공적 이익을 직접 상으로 하는 법이 공법이라고 하면서 공사법의 구별

에 있어서 법적 규율의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593) 이러한 볼프의  

견해에 따르면 공법상 주체가 추구해야 마땅한 일차적인 이익은 재정적이, 

지 않은 공적 이익이다 이를 통해 국가법인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 

589) 이와 관련하여 제 장 제 절 국가법인론의 의의 부분 참조 , ‘ 2 4 . 3. ’ . Ⅲ
590) 이와 관련하여 제 장 제 절 소결 부분 참조 , ‘ 2 5 ’ .
591) Wolff, Verwaltungsrecht , 1971, S. 230-231. Ⅰ
592) 헌법초안자의 헌법주해에 따르면 자치행정의 주체는 당연히 공법상 법인이며 재산 , , 

의 관리에 대한 규정은 공법상 법인의 당연한 결과이다 유진오. , 헌법해의 , 1949, 
면199-200 .

593)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볼프는 이러한 공사법의 구별에 따르면 국가 그리고 기1934, S. 162 Anm. 2. , , 肢體 

관 등 하위 조직만이 공법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국가를 대리하여 수행되
는 권리와 의무만이 공법적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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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법인이 공적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공익

의 내용에 해 일정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관할권의 범위와 귀속주체(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법상 법인은 모두 법기술론적으로 소속 

기관이 행사하는 관할권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로서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인

정받는다 그러나 이들 조직에 속한 관할권은 그 범위와 내용이 각기 다르. 

다 여기에서의 관할권은 기관의 수행관할권이 아닌 법인격을 가지는 조직. 

에 속하는 독자적인 관할권으로서 권능 으로 이해할 수 있(Kompetenz)

다.594) 가령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일반적 공권력 능력을  

가지며 기타 공법상 법인은 설립 목적에 따라 관할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 

그런데 국가법인을 제외하고는 법관계가 인정되는 영역에 따라 관할권의 

최종적 귀속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국내 헌법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는 행정청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이 있는 주체가 아닌 국가에 속하는 기관

의 지위에 가깝게 파악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 , 

국가로서 헌법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관할권은 자치사무에 

한 것일지라도 시원적인 공권력을 가지는 국가에 최종적으로 귀속된다.595) 

이는 전래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간접국가행정기관으로 파악하는 

것596)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이 지방자치법. , 

이 아닌 헌법에 직접 근거한다는 사실과 헌법 차원에서 국가기관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의 관계에 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내에 한하

594) 관할권과 권능 개념의 구별에 대해서는 제 장 제 절 관할권 규범의 의의 ‘ 3 2 . 3. (1) ’ Ⅲ
부분 참조. 

595) 지방자치단체는 민사법관계나 행정법관계에서와는 달리 헌법 차원에서는 국가의 기관 
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한다.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52. Ⅱ

596) 전래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이해하는 견해로는 김동희 , 행정법Ⅱ 제 판, 22 , 
면 박균성2016, 46 ; , 행정법론 하( ) 제 판 면, 14 , 2016, 64-65 ; 홍정선, 행정법원론 하( )

제 판 면, 24 , 2016,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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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입법부가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구체. , 

화한 관할권의 최종적인 귀속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의미이지 지방자, 

치단체가 국가와 등한 독립적인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국가에 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은 . 

민사법관계나 행정법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법적 성질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 헌법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간접행정조직이지만 행, 

정법 차원에서는 자신의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최종적인 귀속주체로서 권리

능력을 가진다 이는 법영역이나 법질서에 따라 권리능력의 범위가 달라진. 

다는 것으로 권리능력의 상 성에 한 논의로 이해된다 살피건 볼프의 . , 

조직론이 권리능력의 상 성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597) 조직규범과 일반법질 

서의 양 영역에서 권리능력과 법주체성을 모두 논하면서도 동시에 법질서에 

따라 권리능력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었다 볼프와 같이 일국의 법질서를 . 

조직규범을 정하는 질서와 행위규범으로 구성된 일반법질서로 양분해서 이

해할지 여부는 법이론적 선택의 문제이다 하지만 법질서를 이와 같이 양분. 

하여 이해할 경우 공익을 주도적으로 발견하고 집행해 나가는 공법상 법주

체에 해 논할 수 있는 토 가 보다 쉽게 마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법질서에서는 인 상호간의 이익 상황을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중요한 ‘ ’ 
반면 조직규범에 따라 관할권을 부여받은 기관과 기관담당자는 개별적인 , 

사적 이익의 조정이 아닌 전체 법질서의 법상태를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관할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행정청의 법주체성2. 

볼프에 따르면 국가를 제외한 공공단체와 국가기관은 실정조직법규범에 , 

597)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Staatsperson, 1933, S. 202f;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2: 
Theorie der Vertretung, 1934, S.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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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인정되는 법주체로 자신의 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를 수행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598) 다시 말해 국가의 행정기관도 국가법인의 고유한  , 

권한을 잠정적인 수행관할권으로서 행사하는 제도적 주체로서의 법주체이

다.599) 이때 법주체라는 의미는 조직법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의 귀속주체라 

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법관계를 법주체 상호간의 관계가 아닌 법주체와 . 

법 상호간의 관계로 이해한 볼프600)에 의하면 조직법규와 기관상호간의 관, 

계가 바로 법관계이다 볼프는 국가조직규범을 국가법질서의 일부로 보고 . 

조직 내부의 법관계를 인정하므로 그에게 있어 행정기관이 법주체인 점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지금까지 국내 다수설은 법인격을 행정주체 개념. 

의 필요조건으로 이해했는데 이는 법률관계의 주체를 법인격 있는 주체로 

한정하는 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공법 영역에서는 공법 특. 私法

유의 행정상의 법주체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핵심, 

은 행정기관 특히 행정청의 행정상 법주체성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데에, 

서 시작될 수 있다. 

행정상 법주체 개념의 의의(1) 

행정작용법상의 행정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로 한정되지, 

만 국내의 여러 견해에 따라서도 최소한 행정조직법상의 법률관계에서는 행

정기관을 법주체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국내에서도 행정법관계의 . 

주체 를 반드시 법인격을 가지는 인 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구체적인 견‘ ’ ‘ ’
해도 제시되고 있다.601) 그렇다면 행정기관을 법주체로 보는 의의는 무엇일 

까 볼프는 법주체로서의 기관은 조직계획과 업무분담계획을 가진다고 이해. 

하는데 이에 따르면 법주체로서의 행정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조직을 자유, 

598)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51. Ⅱ
599) Wolff, a.a.O., S. 81.
600) 이와 관련하여 각주 참조 , 206 .
601) 박정훈 국립대학 법인화 ( ), “朴正勳 의 공법적 문제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상 , -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법학 제 권 제 호 면 참조”, 47 3 , 2006, 427-444 (433-434) ;   김민
호 행정주체로서의 공법상 사단법인의 존재의의에 관한 재검토, “ ”, 저스티스, 2003, 

면 참조148-163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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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구성할 가능성에 해 논할 수 있게 된다.602) 법이론적 구성이 반드시  

기존의 실정법규범을 있는 그 로 반영한다고 할 수 없고,603) 행정기관이  

가지는 법주체성의 내용을 볼프와 동일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단언하기도 어

려울 수 있다 다만 국가조직 내부에서의 법관계를 인정한다면 분명히 그 . 

관계를 구성하는 법주체가 있어야 할 것이며 형식적 법치가 아닌 실질적 , 

법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공익의 일차적 실현 주체로서 공법상 법주체가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전제. 

로 공법상 법주체인 기관이 가지는 권한과 책임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상 법주체(2) 

볼프는 조직법상 기관과 작용법상 기관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604) 다 

만 그는 기관을 수행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주체로 파악했으므로 볼프의 기관 

개념은 우리나라 통설상의 작용법상 권한배분단위로서의 기관으로 이해된

다.605)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중 법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상 

은 어디까지일까 우리나라에서는 권한배분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을 폭넓게 . 

이해한다.606) 그러나 볼프는 수행관할권의 행사 결과가 최종적인 권한의 귀 

속주체인 국가나 공법상 법인에게 직접 귀속하는 경우에만 기관으로 인정‘ ’ 
한다.607) 그리고 이렇게 기관의 개념을 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기관은 내부법관계의 주된 법주체로서 말하자면 법적 책임을 지는 조직 내, 

부의 핵심 행위자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 , 

법질서에서 볼프의 기관 개념에 해당될 수 있는 행정기관 즉 독립적 법주‘ ’ , 

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는 표적으로 행정청을 들 수 있을 

602) 참조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125-126 . Ⅱ
603) Böckenförde, Organ, Organisation, juristische Person, in: Festschrift für 

참조H.J.Wolff, 1973, S. 302 .
604) Wolff, a.a.O., S. 48, 63 u. 80. 
605)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46.Ⅱ
606) 국내 행정기관의 유형에 대해서는 각주 참조 367 . 
607) 볼프의 기관 개념에 있어 직접 귀속 의 징표에 대한 비판은 각주 참조 ‘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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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청 개념에 한 실정법적 근거로는 행정절차법 제 조 제2 1

호 행정심판법 제 조 제 호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항을 들 수 있고 일반, 2 4 , 2 2 , 

적으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직접 외적 구속력 있는 의사“
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으로 이해된다· ” .608) 이러한 다수 

의 견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법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행정청을 행“
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공법상 법인의 기관 으로 ”
정의한다 이때 행정에 관한 의사에는 반드시 외적 구속력 있는 의사만이 .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외적 구속력이 없이 내적 효력을 가진 권한. 

만 부여받은 기관도 볼프에 따르면 법주체가 될 수 있는데, ,609) 이는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법관계란 법주체 상호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주체. 

와 법질서와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데610) 이 경우 기관은 조직법규에 근 

거하여 일정한 내적 관할권을 부여받기만 해도 법주체가 될 수 있다 더. 

군다나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관을 법주체로 인정하는 근거가 

국가조직의 내부법관계의 구현 즉 조직내부에서의 법의 지배와 떼어놓을 , 

수 없는 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긍정할 수 있다면 조직법이 규정하는 , 

관할권의 내용이 내적인지 외적인지는 기관의 법주체성 여부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기관담당자 개념의 발전3. 

볼프는 국가조직과의 단순한 고용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개념과 기관의 관

할권을 구체적으로 부여받고 실제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관담당자를 구별한

608) 김동희 , 행정법Ⅰ 제 판 면, 22 , 2016, 756 ;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 제 판· , I , 20 , 2016,  
면 박균성 행정법론 하 제 판 면 홍정선 행정법원론 상 제200 ; , ( ) , 14 , 2016, 8-9 ; , ( ) , 24   

판 면, 2016, 568 . 
609) 기관의 의사표시의 개념과 관련하여 각주 참조 , 352 . 
610) 법관계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 장 제 절 법적 국가 부분 참조 ‘ 2 3 .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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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구별의 실익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 내 관할권이 구체적이고 . 

실제적인 국면에서 행사되는 모습과 기관과 국가로 관할권이 연속해서 귀속

되는 내부법관계를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내. , 

부법관계와 기관의 법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관할권을 행사하

는 자연인의 지위를 고용관계에 근거한 공무원 개념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관담당자와 공무원을 좀처럼 구

별하지 않고 있다 권리능력을 일의적으로 파악하고 법주체성과 권리능력을 . 

구별하지 않는 것 조직 내 행정상 법률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법, 

률관계의 주체 등 세부적인 내용에 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는 것 그리고 , 

국가조직 내 관할권의 획정이 권력자의 재량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의미에 해 침묵하는 것 등은 모두 

기관담당자와 공무원을 구별하지 않는 것과 접한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 

관할권의 총체로서 그 자체로 법주체성을 가지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론

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소결 4. 

우리나라는 제헌 헌법 이후 줄곧 헌법상 정부조직법정주의611)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정주의를 헌법에 규정한 주된 이유는 행정각부의 조직이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지 한 영향을 미치고 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조직을 구, 

611) 법치주의가 구현되지 못하였던 시대에 국가조직의 구성은 군주를 포함한 통치자의 특 
권으로 간주되었다 제헌 헌법에서 정부조직법정주의를 도입한 배경도 일제강점기 정부. 
조직권을 천황의 관제대권으로 간주했던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유진오 헌법해의 면 그러나 법치주, , 1949, 163-164 .   의가 확립된 오늘날에는 정부조직
비법정주의가 책임정치구현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성낙인. , 헌법학

면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정주의가 오늘날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2015, 118-119 . 
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제헌 헌법부터 줄곧 유지된 정부조직법정주의는 국. 
가조직의 내부법관계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부조직법정주의 자체에 대한 , 
찬반론을 떠나서 내부법관계를 이론적으로 입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은 반
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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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612) 이를 통해 볼 때 국가조직 , 

이 국가법질서의 일부라는 사실은 이미 제헌 헌법부터 보장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오늘날까지 국가조직이 법치주의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는 . , 

무엇인지 조직 내부의 관계가 법관계라는 의미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파악, 

되어야 하는지 등에 한 국내 행정법학계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 지. 

점에서 볼프의 조직론이 가질 수 있는 법이론적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제 절 소송법적 차원3

기관소송 법정주의의 문제점I. 

문제의 소재1. 

라반트가 의 영향을 받아 제시한 국가법인의 불침투성 원칙은 오늘날 私法

독일에서 완전히 극복되었다 이에 해 조직 내부의 법관계를 인정하고 . , 

기관의 독립적 법주체성을 인정한 볼프의 기여는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 

편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 법정주의가 불침투성 원칙이 여전히 , 

우리나라 법제에 남아있다는 반증은 아닐지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물. 

론 기관을 독립적 법주체로 보더라도 기관이 항상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이 자신의 관할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무조건 제소가능

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관소송 법정주의는 기관의 법적 지위. 

와 관계없이 법이 임의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만 제소가능성을 인정한다. 

볼프에 의하면 조직법규에 근거해서 같은 조직 내 기관상호간의 관계에서 , 

612) 유진오 , 헌법해의 면, 1949, 163-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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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기관이 다른 기관에 해 최종적 관할권의 귀속주체가 될 경우 예외

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

거없이 제소가 가능하다.613) 이에 따르면 기관소송의 법정주의 신 기관 , 

이 가지는 법적 지위에 근거해서 기관소송의 가능성을 인정할 여지가 생긴

다.

기관소송과 관련된 논의2. 

기관소송과 관련된 국내법체계(1) 

우리나라는 년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호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1984 3 4 ‘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 이라는 기관’
소송 조항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년 헌법재판소법에 권한쟁의에 관한 . 1988

규정이 명시되면서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법

에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기관소송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이 도입될 당시 충분한 이론적 논의. 

가 뒷받침되지 않았던 결과 아직까지도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의 관계에 , 

한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현재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행. , 

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기관소송에는 지방자치법 제 조와 제 조 제 항에 107 172 3

의한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한 시 도의회의 재의결에 한 교육감의 소송 등28 3 ·

이 포함된다.614) 특히 헌법재판소는 해석을 통해 권한쟁의 심판의 상을  

계속 확 해 온 반면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법정주의에 묶여 지방자치

단체 내부의 기관상호간의 소송에 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615) 이와 관련하 

613) 볼프는 구체적인 예로 독일 기본법 제 조 제 항 조의 연방최고기관의 권리와 의 93 1 1 “
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있을 때 권리능
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46. Ⅱ

614) 김동희 , 행정법 제 판 면I , 22 , 2016, 850-852 ;   김남진 김연태· , 행정법 제 판I , 20 ,  
류지태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 판 면2016, 922-924; · , , 15 , 2011, 661 . 

615) 헌법재판소 헌라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국 1997.7.16. 96 2 : 6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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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먼저 불침투성 원칙이 완전히 극복된 독일의 기관소송 제도에 해 간, 

략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관소송 제도의 입법론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의 기관소송 제도(2) 

독일에서는 불침투성 이론이 극복된 결과 법인 조직이 법적으로 재조직‘ ’ 
화될 수 있고 조직 내부의 귀속주체인 각 기관들이 법주체로 인정되고 있

다 그렇지만 그 결과 필연적으로 기관이 자신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제소가. 

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기관이 법주체라는 사실에서 기관소송의 인정 

범위를 추론해 내기도 쉽지 않다 또한 기관소송을 반 하는 입장에서는 국. 

가조직의 위계적인 결정 구조를 이유로 기관소송 제도 자체에 해 의문을 

제기한다.6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학교 기타 공법상 사단법인 등 다양한 공법인 내부에서 행정법상 기관소, 

송이 인정되고 있는데,617) 특히 일반적으로 독임제 조직이 아닌 합의제 조 

직 내부에서 기관소송이 허용되는 경향이 있다.618)

독일에서 기관소송을 허용하는지 여부에 해 명문으로 규정하는 법은 없

다 독일의 행정재판소법 제 조 제 항은 헌법적 성격이 아닌 모든 . (VwGO) 40 1

공법상의 분쟁에 해서 행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소송의 일반적 허용 가능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동법 제 조는 제 호에서 법인. , 61 1 , 

제 호에서는 권리를 갖는 한도에서의 단체 마지막으로 제 호2 (Vereinigung), 3

에서 주법이 정하는 관청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가기관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 , , 
한쟁의심판 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 ,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 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김상태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관계정립 방.; , “
안”, 한양법학 면 참조 22, 2008, 163-180 (167) .

616) Isensee/Kirchhof(H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5, 3. Aufl., 2007, S. 
493. 

617) Hartmut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8. Aufl., 2011, S. 542-543.
618)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I, 12. Aufl.,  2007, S.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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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 조항의 문리적인 해석상으로는 일견 기관소송이 허용될 수 없는 것. 

처럼 보인다 이에 해 동법 제 조 제 항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여 기관. 61 2

소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619) 독일 판례는 기관소송이 그 성 

질상 독자적인 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기관소송을 (sui generis) 

허용하고 있다.620)

특히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기관소송을 주관소송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점은 주목할 만하다.621) 볼프는 조직법규에 근거해서 동일 조직 내의 기관 

상호간 기관에게 부여된 관할권을 고유한 관할권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부분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권리능력이 . 

부분적으로라도 인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관할권 다툼과 관련하여 제소가능

성이 허용된다는 것이다.622) 이러한 볼프의 견해는 오늘날 독일에서 기관소 

송을 객관소송이 아닌 주관소송으로 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오늘날 독일. 

의 학계는 볼프의 이론을 발전시켜 기관소송이 허용되는 조건을 보다 구체

화했다 예를 들어 기관상호간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관계로 특징되거나 . , 

립적일 경우 기관의 주관적 권리와 제소가능성을 인정한다.623)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호상 기관소송을 명시적으3 4

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 조의 기관소송 법정주의에 발목45

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실무와 학계는 일찍이 기관소송 법정주. 

의의 문제점을 인식했으며 년도 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기관, 2004

소송 법정주의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619)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I, 12. Aufl.,  2007, S. 335.
620) Isensee/Kirchhof(H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5, 3. Aufl., 2007, S. 

493-494. 
621) Isensee/Kirchhof(Hg.), a.a.O., S. 494; 정하중 지방자치단체 기관, “ 상호간의 분쟁

에 대한 행정소송 안암법학 제 호 면”, 7 , 1998, 69-116 (77).  
622) 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46.Ⅱ
623) 정하중 Bleutge, Der Kommunalverfassungsstreit, 1969, S. 92ff u. S. 104ff.( , 

지방자치단체 기관“ 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 안암법학 제 호”, 7 , 1998, 69-116  
면 에서 재인용(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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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3. 

기관소송 법정주의의 폐지(1) 

년 법원은 기관소송 법정주의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2004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호의 기관소송 개념은 그 로 . 3 4

두고 동법 제 조의 개정안 제 조 제 항을 동일한 공공단체의 기관상, 45 65 1 ‘1. 

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법률이 정한 경우 로 변경하여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는 ’
권한분쟁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어도 기관소송을 허용하도록 했

다 또한 개정안 제 조 제 항은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다른 . 65 2 ‘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기관의 행정행위 또는 

부작위가 다른 기관의 법령상의 독자적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61

조 제 항의 규정과 유사하게 기관소송의 조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었2

다.624) 

이후 년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에서 논의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2012

도 년의 법원의 안과 동소이한2004 625) 기관소송 법정주의의 폐지안이  

제시되었다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제시된 주된 근거는 . 

공공단체 기관상호간의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기관상호간의 권

한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기관의 책임의식과 결정의욕을 강화시키며 결과적, , 

으로 공법상 법인의 적법하고 효과적인 권한 수행에 기여한다는 것이었

다.626) 특히 오늘날의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뿐 아니 

라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 간 지방의회 위원회와 지방의회의원 간 지방, , 

624) 김상태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관계정립 방안 한양법학  , “ ”, 22, 2008, 163-180
면 참조(174-175) .

625) 개정안의 항의 행정행위 를 처분등 으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동일하다 2 ‘ ’ ‘ ’ .
626) 정하중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경과 , “ ”,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 , 

면2012. 5. 24., 1-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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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의원 간의 권한분쟁의 해결에도 필요하고 공공조합, , 

학교법인이나 방송법인과 같은 공공단체 내부의 기관상호간의 분쟁해결을 

위해서도 유용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627) 그러나 최종적인 법무부의 입 

법예고안에서는 기관소송 법정주의의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기관소송 , 

법정주의의 폐지를 반 한 주요 근거 중 하나는 기관소송으로 제기될 수 있

는 분쟁 중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많기 때문에 굳이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628)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정치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인. 

정하더라도 쟁송을 통한 법적 해결의 가능성이 봉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기관은 실정법을 통해 일정한 관할권과 법적 책임을 부여받은 법주체이

기 때문에 정치적 해결이 어렵거나 일방이라도 정치적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에 해 쟁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기관소송 법정주의의 폐지는 내부법관계가 구체화될 수 있는 하. 

나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물론 기관소송은 기관이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에 한해 인정되므로 기관의 법주체성을 인정하더라도 기관소송은 여전히 법

정주의로 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소송은 내부법. 

관계에서 법주체로서의 기관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표적인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 불침투성 원칙이 이미 극복되었다면 그 . 

자연스러운 결과로 국가조직 내부에서 기관을 법주체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이들 법주체가 일정한 경우 소를 통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관소송의 

가능성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항고소송의 원고로서의 행정청의 인정 가능성(2) 

627) 행정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기관소송제도의 논의경과에 대해서는 정하중 위의 글 , , 
면 참조1-14 (8) .

628) 행정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기관소송제도의 논의경과에 대해서는 정하중 위의 글 , , 
면 참조1-1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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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 조의 기관소송 법정주의가 폐지되더라도 동일한 법인격을 45

가진 주체 내부의 기관상호간에서만 허용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법인격 . 

주체의 기관상호간이 아니라 국가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서, 

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상호간에도 관할권에 한 쟁송가능성이 일반

적으로 허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관소송 법정주의의 폐지만으로는 불충

분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선고 두 판결에서는 본 사2013. 7. 25. 2011 1214 

건에서 권한쟁의심판이나 기관소송이 불가하다는 점을 전제로 국가기관도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비록 동 판. 

결이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 또는 어느 범위까지 동 판

결을 일반화할 수 있을지에 해서는 아직 통일된 견해가 없지만 최소한 동 

판결을 계기로 항고소송에서 국가기관이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한 

논의가 일정 부분 촉발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현행 법제도하에서 해. 

석론을 통해 행정청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위의 판결에. 

서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 보충적으로 행정청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데 그쳤

으며 향후 해석을 통해 원고적격이 어느 범위까지 확 될 수 있는지도 불분

명하다 따라서 입법론적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 , 

행정소송법을 개정해서 일정한 범위에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629) 

행정소송의 피고 관련 논의. Ⅱ

항고소송과 기관의 법주체성1. 

629) 볼프는 독일 행정재판소법 제 조 제 항 호상 관청이 항고소송의 피고인 것 (VwGO) 78 1 2
과 관련하여 법률에 근거해 관청 즉 기관이 부분적 권리능력을 갖는 경우로 이해한다, , . 

말하자면 행정청을 국가의 단순Wolff, Verwaltungsrecht , 3 Aufl., 1970, S. 46. , Ⅱ
한 소송수행자로 보지 않고 행정청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부분적 권리능력을 부
여받은 것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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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항에서는 취소소송의 피고로 처분 등을 13 1

행한 행정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은 국민의 권리보호 를 목적으로 . ‘ ’
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때부터 줄곧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1951 , 

었다 그런데 적 사고에 익숙한 관점에서는 권리 는 곧 인 과 인 상. ‘ ’ ‘ ’ ‘ ’ 私法

호 간에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피고가 법인격이 없는 행정‘
청 인 것이 예외처럼 비춰진다 특히 입법자가 설정한 항고소송의 일차적 ’ . 

목적은 국민의 권리구제 였다는 점을 토 로 행정소송을 주관소송으로 예‘ ’
정했다고 한다면 항고소송의 피고를 행정청으로 정한 취지에 해 더욱 의, 

문이 생긴다 이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항고소송을 주관소송으로 보는 것. 

이 과연 적절한지에 해 살펴보고 기관을 독립적인 법주체로 인정한 볼프, 

의 기관론이 우리나라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논의에 시사하는 바를 덧붙여 

논한다.

항고소송의 법적 성격에 한 학계의 논의(1) 

국내의 다수설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피고가 행정청으로 규정된 근

거를 소송 과정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행정청이 소송수행 을 하는 것‘ ’
에서 찾는다.630) 한편 행정소송법을 제정한 초기 입법자와 같이 항고소송 , 

의 일차적 목적을 국민의 권리구제에서 찾고 있다.631) 이와 유사한 맥락에 

서는 향후 행정소송법을 개정할 때 국민의 권익구제 확 를 위한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632) 특히 항고소송은 과 같이 인 과 인 ‘ ’ ‘ ’ 私法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630) 김동희 , 행정법I 제 판 면 김남진 김연태, 22 , 2016, 751 ; · ,  행정법I 제 판, 20 , 2016, 
면 박균성 행정법론 상 제 판 면 홍정선800 ; , ( ) , 15 , 2016, 1235 ; ,   행정법원론 상( ) 제, 24

판 면, 2016, 1024 .
631) 김동희 위의 책 , 면 김남진 김연태 위의 책 면 홍정선 위의 책, 727 ; · , , 760 ; , , 953-954

면.
632) 년 법무부가 행정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세운 일차적인 목표 또한  2011

국민의 권익구제의 확대이다 정하중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경과 행정소송법 개정 . , “ ”,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면 참조 김현준 실체적 공권의 유형과 행정, , 2012, 1-14 (4) . , “ 4 
소송법상 항고소송 공법학연구 제 권 제 호 면”, 13 2 , 2012, 53-78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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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본과 마찬가지로633) 현재의 행정청에서 행정주체 인 국가로 변경할  ‘ ’
수 있다고 한다.634)

그런데 우리나라 취소소송에서 의문의 여지없이 국민의 권리구제가 일차

적 목적일까 우리나라 행정법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 독일이 취소소송을 . 

주관소송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635) 그러나 우리나라 

의 행정소송법에 근거한 취소소송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했던 법제정 당시의 입법이유636)와는 별개로 전체적인 행정소송법 규정의 

구조와 기능을 토 로 객관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객관소. ‘
송 이란 원고적격 단계에서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le contentieux objectif)

더라도 본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객관적 위법성만을 요구하는 소송형태를 의

미한다.637) 항고소송을 객관소송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항고소송의 기능 

을 국민의 권리구제보다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 

동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을 포함한 실정법의 구조는 항고소, 

송의 객관소송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638)

규범적 성격의 법은 현실에서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바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639) 따라서 독일과 같이 행정법규범에서 권리 를 강조하는 것 ‘ ’
은 그만큼 사회에서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 .640) 

633) 일본은 년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에 대응하는 행정사건소송법 제 조의 개정을  2004 11
통해 항고소송의 피고를 행정청에서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개정하였, 
다. 

63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를 행정주체와 개인으로 보면서 피고적격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 
의의 소개에 대해서는 정하중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경과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 ”,   
자료집 법무부 면 참조 김현준 위의 글 면, , 2012, 1-14 (13) . , , 53-78 (73)

635) 박정훈 취소소송의 성질과 처분개념 ( ), “ ”, 朴正勳 행정법의 구조와 기능, 2006, 
면145-182(152-157 )

636) 행정소송법 시행 의 신규 제정 이유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도모 하는  (1951. 9. 14. ) “ ”
것이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정이유. .

637) 박정훈 취소소송의 성질과 처분개념 ( ), “ ”, 朴正勳 행정법의 구조와 기능, 2006, 
면145-182(158 )

638) 우리나라 취소소송이 객관소송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로는 박정훈 위의 글 , ( ), , 朴正勳
면 참조145-182(160-165 )

639) 니클라스 루만 윤재왕 역 / , 사회의 법 면 규범적 이란 곧 당연하지 않다, 2014, 221 . ‘ ’
는 의미이다.

640) 박정훈 취소소송의 성질과 처분개념 ( ), “ ”, 朴正勳 행정법의 구조와 기능,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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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객관소송적 구조641)로부터 항고소송을 객관소송으로 

보게 되면 기관의 독립적 법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기관담당자의 독립적이고 , 

비당파적인 관할권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법치국가를 지향한 볼프의 조직이

론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 공법 질서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 

의 권리보호가 아니라 전체 법질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객관적 법질서

의 확보라는 점에 있어서 양 견해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객관소송으로서의 항고소송과 피고로서의 행정청(2) 

우리나라의 항고소송을 객관소송으로 이해한다면 항고소송의 피고를 행정

청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고소송을 . 

주관소송으로 보면서 향후 행정소송법 개정에서 국가와 국민의 법률관계에 

기반하여 국민의 권리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항고소송의 피

고를 국가로 변경하고자 한다 그런데 본 논문이 과 차별화되는 국가조. 私法

직법이론의 특수성을 강조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이해는 적 사고에 가, 私法

깝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권리능력과 법주체성 개념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 , 

권리능력을 가지는 국가만을 법주체로 인정하는 이와 같은 견해에서는 행정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이 법주체로 등장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 

상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송의 

편의상 또는 국가의 소송 리인으로서의 행정청으로 축소해서 이해하는 것

이다.

그러나 볼프에 따르면 국가의 조직규범은 전체 국가법질서의 중요한 일, 

부분으로서 조직규범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인 행정청도 관할권의 범위 내에

서는 독립적인 법주체로 등장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에 한 불복소송. 

에 있어 국가가 아닌 독립적 법주체인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실정법규정은 

행정청의 독립적 법주체성을 확인해주면서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제한된 권

면145-182 (164)
641)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을 객관소송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박정훈 

위의 글 면 참조( ), , 145-182 (160-165) . 朴正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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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나아가 객관소송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행정의 . 

적법성을 형식적인 적법성을 넘어서 볼프가 말하는 실질적 공익을 지향하는 

이상적인 법상태의 실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국가 전체의 공익

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국가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청의 역, 

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요컨 객관소송적 구조에서는 법원과 . , 

마찬가지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마땅한 행정청이 행정상의 법주체로서 명

확하게 부각된다.

국가배상소송과 행정청의 법주체성2. 

국가배상소송의 법적 성격(1) 

년 행정소송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는 국가배상을 행정소송의 2012

한 형식인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데 해서 이견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642) 국가배상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배경에는 국가배상의 법적  

성격이 상 법률관계와 전혀 다른 공법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私法

다는 인식이 바탕되어 있다.643) 동시에 국가배상관계를 공법관계로 보아 국 

가책임을 고양시키자고 하는 의도도 있다.644) 

특히 국가배상 책임을 위책임이 아닌 자기책임645)으로 이해하면서 국가

배상이 단순히 손해의 전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활동이 법“
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행해지도록 통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견”

642) 국가배상소송을 당사자소송을 하는 데 적극 지지하는 입장으로는 추가적으로 김용섭 ,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토론문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 (2012.5.24.) , 

면69-84 (71,76)
643) 김중권 예방적 금지소송 집행정지 가처분제도 당사자소송 활성화 등 법무부 행 , “ , · , ”, 

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면(2012.5.24.) , 41-66 (59-60)
644) 김중권 위의 글 면 , , 41-66 (61)
645)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경과실이면 국가가 자기책임을 지고 공무원 , 

의 과실이 고의나 중과실일 때에는 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한 것으로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지만 공무수행의 외관을 중시하여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와 공무원이 중첩적으
로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 1996. 2. 15. 95 38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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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라는 면에서 항고소송을 객관소송으로 이해하는 것

과 같은 맥락이다 나아가 동 견해는 국가배상 책임을 프랑스의 역무과실책. 

임과 마찬가지로 행정주체의 활동 자체를 평가하는 수단이라고 보면서 과실

의 판단 상으로 행정조직과 행정활동 을 들고 있다‘ ’ .646) 이와 같이 국가배 

상소송을 국가의 공법적 책임 제고를 위한 소송으로 인정한다면 당해 행정, 

청이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는 프랑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647)

국가배상소송 제도의 보완(2)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개정 과정에서 국가배상소송을 당사자소

송으로 편입하는 데 해서는 체적인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행정소. 

송법 개정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배상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국가의 공법적 책임 제고를 위해서는 소송과. 

정에서 행정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 

국가배상책임을 프랑스의 역무과실책임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국가배상소송

646) 박현정 프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에 관한 연구 역무과실과 위법성의 관계를 중심 , “ : 
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면”, , 2014, 201-202 .

647) 프랑스에서 판례를 통해 발전한 국가배상소송은 완전심판소송(contentieux de 
의 한 유형으로 사인이 행정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pleine juridiction) , 

서는 먼저 행위를 한 행정청에 대하여 사전결정 을 신청해야 한다(décision préalable) . 
그리고 Johannes Koch, Verwaltungsrechtsschutz in Frankreich, 1998, S. 215. 

행정법원은 행정청의 원래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의 사전 결정에 대해 판단한 후 행, 
정청의 사전 결정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Johannes Koch, a.a.O., S. 

프랑스에서도 행정청을 재정적 책임과 관련된 독립적 주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227. 
에 국가배상에서의 피고는 당연히 국가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 
일률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소송의 대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
관한 법률 제 조2 )｣ 가 되지는 않는다 프랑스 행정소송법은 국가가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 
경우 특별히 국가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이름으로 법
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에는 관련 장관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Code de 

생각컨대 동 조항의 기능은 우리나라의 la justice administrative Article R431-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 조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2 . ｢ ｣ 
즉 프랑스의 국가배상소송에서는 관련 장관이 소송의 대표로서 기능한다고 평가할 수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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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된 기능을 법치행정의 보장에서 찾는 견해648)는 국가배상책임에서의 

과실을 객관적 과실로서 행정조직과 작용의 하자 로 이해하는데‘ ’ ,649) 이는  

문제가 된 행정청의 작용의 하자로 인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 행정청에 해 소송과정. 

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청이 어떻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프랑스의 예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일괄적. 

으로 소송의 표가 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 조를 2｣ 개정하여 소송의 과정에서 관련 행정청을 국가의 표로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은 행정청이 국가배상소. 

송과정에서 지금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므로 향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해 논의해 볼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제 절 국립 학의 법주체성과 법인화의 문제 4

볼프의 기관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립 학은 국가의 행정기관으로 법, 

인화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법주체이다 국립 학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 

술부는 년 서울 학교를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향후 추가적으로 기타 2011 , 

국립 학교의 법인화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650) 따라서 볼프의  

기관론에 기초해서 국립 학의 법주체성과 법인격의 부여 문제를 살펴볼 실

익이 있다.

648) 박현정 프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에 관한 연구 역무과실과 위법성의 관계를 중심 , “ : 
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면”, , 2014, 231 .

649) 박현정 프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에 관한 연구 역무과실과 위법성의 관계를 중심 , “ : 
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면”, , 2014, 235 .

650) 교육과학기술부 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안 목 보도자료 면  , “2 ( )”, 2012. 1. 26.( ) ,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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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학의 법주체성의 의의I. 

볼프의 기관론과 법주체로서의 국립 학1. 

볼프의 이론에 따르면 국립 학은 국가의 기관으로 법주체로 인정될 수 , 

있다.651) 그렇다고 하여 국립 학이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지는 법인인 것은  

아니다 법주체성은 조직법규에 근거하여 관할권의 잠정적인 귀속주체가 되. 

는 것일 뿐 실체법상 권능의 주체이자 관할권의 최종적인 주체는 법인격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립 학을 법주체로 인정하는 실익은 . 

무엇일까 일차적으로 학의 관할권과 권한을 규정하는 국가의 조직법과 . 

국립 학의 관계가 법관계라는 사실을 법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즉. , 

국립 학의 권한은 법에 근거한 권한이며 국립 학에 그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국립 학의 법주체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 볼프는 법주체로서의 국가기관이 가지는 권한의 내용을 조직. 

계획과 업무분담계획으로 파악한다 물론 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 국립 학. 

과 관련된 실정법이 국립 학에 해 이와 같은 권한을 허용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국립 학을 법주체로 보았을 때 법이론적으로 위와 같, 

은 계획권한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볼프가 국. , 

가기관의 법주체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실정법에 근거하여 법인

격을 부여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법인격을 부여하. 

지 않더라도 법주체로서의 국립 학이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과 조직과 관련

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국립 학을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볼프의 견해이다.

헌법상 국립 학의 기본권주체성2. 

651) 법주체와 관련하여 제 장 제 절 조직법규에 근거한 법주체 및 제 장 제 , ‘ 3 2 . 1. ‘ ’’ ‘ 3 2Ⅲ
절 법주체성의 의의 부분 참조. 5. (2)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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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행정주체를 법인격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행정주체의 내부에 

속한 국가기관은 법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국가기관. 

과는 달리 국립 학에 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학문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

상 기본권주체성을 일찌감치 인정했다는 것이다.652) 헌법은 국가법질서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실정법이므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인 국립 학의 

실정법주체성을 긍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기본. , 

권주체로 인정한 국립 학이 국가기관으로서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

지는지에 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헌법. 

재판소가 판시한 학의 자주적 운영 이나 연구와 교육의 자유 를 법인격 ‘ ’ ‘ ’
부여 없이 어느 범위까지 구체화할 수 있을지에 한 문제로서 국립 학을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성과 관련한 논의의 전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말. 

하자면 헌법재판소가 국립 학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했다고 하여 그 범, 

위에서 법인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법률상 법인

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립 학 관련 제도의 개선안

을 모색할 수 있다면 법인격은 불필요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 , 

서 있었던 일련의 학판결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학판결에서. 

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한 학의 자율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즉 이른바 학문의 자유의 조직법적 차원‘ ’653)이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졌

다. 

 

독일의 학판결. ‘ ’Ⅱ

652)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조 제 항상의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에  31 4 ,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인이 대학의 자주적 운영 자유로운 연구와 교육, 
을 통해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와 같은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이자 대학에 부여, 
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결정. 1992. 10. 1. 92 68,76 .

653) Klaus Ferdinand Gärditz, Anmerkung zum Beschluss des Bundesverfas-    
sungsgerichts vom 20.07.2010-1 BvR 748/06, in: Juristen Zeitung66(2011), S.  
314-31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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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년 학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1998 (Hochschulrahmengesetz) 

학조직이 재단법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654) 이후 동 기본법에 근거 

해서 각 주의 학법이 개정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린 일련의 . 

학판결 에서는 각 주의 개정 학법이 학문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독‘ ’
일 기본법 제 조 제 항에 합치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년에 5 3 . 20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학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학교 구성

원 특히 교수가 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폭넓게 허용하였다, . 

이하에서는 년 학판결 이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린 상반되는 2014

내용의 두 개의 판결에 해 간략히 살펴보고 년 판결의 내용 및 의의2014

에 해 검토해 보겠다. 

년 이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1. 2014

년 이전까지 학조직과 학문의 자유의 상관관계에 한 독일 연방2014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았다 년 브란덴부르크주의 학법과 . 2004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학의 외부 경쟁력의 향상

을 목표로 하는 재단법인화를 지지했다 즉 학문은 사회적 유용성이나 정. , 

치적 합목적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국가나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기

존의 판례를 따르면서도 교수는 단지 학문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 학의 

결정만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 재판소는 독일의 전통적인 . 

교수 위주의 학자치가 아닌 독임제 형식의 학조직이 그 자체로 학문의 

자유를 구조적으로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외부의 평가를 반영. 

하여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브란덴부르크주의 학법 규정도 독일 기

654) 독일은 년 대학기본법 제 조의 개정을 통해 대학이 기존의 공법상 사단이자 국 1998 58
가 영조물로서의 지위와 다른 법적 형태로 설립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동 대학. 
기본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각 주는 대학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립대학은 선택에 
따라서 재단법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 이시우 독일 대학법의 개혁에 관한 연구. , “ ”, 
헌법학연구 제 권 제 호 면14 3 , 2008, 443-470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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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제 조 제 항의 합헌적 해석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았다5 3 .655) 

반면 년 함부르크주의 학법에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독일 연방, 2010

헌법재판소는 브란덴부르크주의 학판결에서보다 교수가 누리는 학문의 자

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학조직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 

며 입법자는 학문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인 교수가 학조직에 폭넓게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조직의 전체 . 

구조를 토 로 학문과 관련된 영역에서 학이 실질적인 인적 물적 결정 권·

한을 행사하게 된 결과 교수의 참여권이 유명무실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

다 결론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함부르크 학법상 규정된 학조직의 전. , 

체적 구조가 교수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연방

헌법재판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근거해 사정판결을 하는 데 그쳤95 3 1

다.656) 동 판결은 학조직의 법적 형태가 학문의 자유의 실현과 접한 관 

계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의 자유의 조직법적 차원 이 강조된 판‘ ’
결로 평가되기도 한다.657)

년 학판결의 내용 및 의의2. 2014

년 니더작센주의 학법 관련 규정이 독일 기본법상 학문의 자유에 2014

합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 조 제 항5 3

에 근거해 보장되는 학조직 내 교수의 참여권이 학문과 관련된 모든 결‘ ’ 
정까지 미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학문 또는 연구와 관련을 가지는 사항뿐 . 

아니라 조직 구조와 예산에 관한 결정도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동 재판소. 

는 학이 교수 중심의 학평의회 가 가지는 인적 물적 (Hochschulsenat) , 

655) BVerfGE 111, 333 365.– 
656) BVerfGE 127, 87 132.– 
657) Klaus Ferdinand Gärditz, Anmerkung zum Beschluss des Bundesverfas-    

sungsgerichts vom 20.07.2010-1 BvR 748/06, in: JuristenZeitung 66(2011), S.  
314-  31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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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고 학행정의 권한을 확 해 나갈수록 그

에 상응하는 만큼 학평의회에 해 추가적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658) 

동 판결은 독일의 각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조직 개편에 해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독일의 판례에 따르면 독일 기본법 제 조 제. , 5 3

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교수 개인의 주관적 권리뿐 아니라 학의 조

직을 헌법에 합치되도록 구성해야하는 국가의 객관적인 의무도 포함하고 있

다.659) 년 학기본법 개정 이후 줄곧 과연 연방과 주가 학문의 자유 1998

를 위한 학 교수의 참여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가 주된 논쟁 거리

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학조직의 구조 자체에 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 

학 교수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학조직 변화에 있어 분기

점을 맞고 있는 독일 내의 여러 학660)에 해 확실한 방향성을 제공하였

다 이와 같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학의 조직 형태를 법인으로 할 . 

것인지 등의 결정이 학문의 자유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립  법인화 논의에 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661) 말하자면 학문의 자유와 관련하여 학의 자율성의 주체인 학 , 

658) BVerfGE 136, 338 382; – Verfassungsbeschwerde gegen die organisatorische 
Ausgestaltung der Medizinischen Hochschule Hannover im Wesentlichen 
erfolgreich, Pressemitteilung Nr. 66/2014 vom 24. Juli 2014

659) BVerfGE 35, 79 (112), BVerfGE 111, 333 (353), BVerfGE 127, 87 (114); 
Gärditz, Hochschulorganisation und verwaltungsrechtliche Systembildung, 
2009, S. 312.

660) 독일은 전통적으로 대학의 재정이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는데 근래에 이러 
한 구조가 바뀌고 있다 연방의 채무규제 에 따라 대학에 대한 국가. ‘ ’(Schuldenbremse)
의 일방적인 재정 보조 대신 개별 대학의 지도부가 국가 상호간의 목표협정을 통해 대
학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대학평의회가 참가만 . 
할 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됨에 따라 년 대학판결까지 이르렀다는 2014
견해가 있다 말하자면 학문의 자유의 조직법적 차원을 강조한 년 대학판결은 결. , 2014
국 대학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 F- 
rach/Krämer, Mitwirkungsrechte der Hochschulsenate an Strukturmaßnahmen 
nach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 LKV 2015, Heft 11, 

참조S. 481 .
661) , 同旨 박정훈( )朴正勳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 “ -

상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법학 제 권 제 호 면”, 47 3 , 2006, 427-444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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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는 권한을 매우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물론 이를 국가기관의 법주. 

체성과 관련한 모든 논의에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법주체로서의 

기관이 가지는 권한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국립 학 법인 전환의 전. Ⅲ 제

국립 학은 국가기관으로서 최고의 실정법인 헌법에 근거하여 학문의 자

유와 관련해서 법주체성이 인정되며 우리나라가 국립 학을 법인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립 학의 경쟁력 

향상이다.662) 그렇다면 법인화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학이  

가지는 자율성과 법인을 통해 얻게 되는 학의 자율성의 내용이 어떻게 다

른지에 해 설명될 수 있어야 법인화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 

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학의 자율적인 운영은 , 

반드시 법인으로의 전환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도 개혁을 통해 촉진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663) 따라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한 목 

적과 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화가 되면 표적으로 .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립 학이 독립적인 재산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

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 

학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책임을 소멸시키

는 결과를 낳을 위험도 있다.664) 

662) 교육과학기술부 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안 목 보도자료 , “2 ( )”, 2012. 1. 26.( ) , 1-2
면 참조. 

663)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제들은  
이에 대한 반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안. , “2 ( )”, 2012. 1. 26.
목 보도자료 면 참조( ) , 7-22 . 

664) 박정훈 국립대학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상 형식적 법인, “ -
화의 갈등 법학 제 권 제 호 면 참조 물론 전환되는 법”, 47 3 , 2006, 427-444 (435-437) .   
인의 형태에 따라 국가가 계속적으로 법률상 재정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그 재정책임의 보장가능성은 분명 국가의 기관일 때와 비교하면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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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학문의 자유와 학의 자율성의 관계와 관련하여 앞서 년 독, 2014

일의 학판결에서 보았듯이 학의 자율성의 본지는 학문의 자유일 뿐 아

니라 학의 조직과 관련된 결정을 포함하여 사실상 모든 결정이 학문의 ,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물론 학문의 자유와 관련이 없는 . 

독자적인 학 자율성의 영역의 범위에 해서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이 추구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 

은 학문의 자유라고 한다면 학의 자율성은 직간접적으로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을 맺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법주체로서의 기관이 의미하. 

는 구체적인 내용과도 연결될 수 있는 동 문제에 해 향후 보다 풍부한 

국내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컨 국립 학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 . 

조직 형식의 변화는 형식만의 문제가 아니다 존재와 당위의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탐구한 볼프의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직의 법적 형식은 실제

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의 법인화와 관련한 가장 중. 

요한 실제는 학문의 자유를 고양시킬 수 있을지 여부일 것이다.

제 절 소결 지향점으로서의 민주공화제5 : 

행정청을 행정상의 법주체로 인정하여 국가조직의 내부법관계가 실질적으

로 구현되도록 할 수 있다는 법이론적 시사점은 실무적으로는 소송법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그리고 동태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기관이 이미 실정법상 법주체라는 점이 국립 학 등 국가기관의 법인화 과

정에서 유의미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국가법인의 틀 안에서 기관의 . 

법주체성과 내부법관계를 인정하는 최종 목표는 법의 지배의 실현과 맞닿아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조 제 항에서는 한민국은 민주공화국1 1 665)이라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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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의미상 현실적이고 절차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민주제와 규명하. 

기는 쉽지 않지만 공동체를 위한 진정한 이익을 지향하는 공화제는 일견 모

순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제에서 추구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넓게 해석하면 . 

공화제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익과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민주공. ‘
화국 규정도 양자를 조화롭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볼프가 지향한 실질적 법’ 
치국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의 지배를 곧 민주공화제의 실현이라고 볼 때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 , , 

특히 추상적인 규율을 구체화하는 국가행정과 사법조직의 역할이 중요하

다.666) 그런데 사법조직은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미 

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질적 법치국가를 ,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책임은 행정주체와 행정상의 법주체667)

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668) 요컨 사회 전체의 법질서를 제고할 수 있는  , 

주된 공익 판단자는 바로 행정이라는 점에서 민주공화제와 행정기관의 법주

체성과의 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669) 일찌감치 우리나라의 초  헌법에서도  

665) 헌법 제 조 제 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는 규정을 공화주의 원칙으로 이해 1 1 “ ”
하는 견해도 기본적으로 볼프의 실질적 법치국가와 유사한 지향점을 제시한다. 
Won-Woo Lee, Privatisierung als Rechtsproblem, 1997, S. 79-82, S. 133-134 
참조 이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청; , “ ”, 저스티스, 2002, 

면 면 각주 참조160-199 (166 15) . 
666) Wolff, Organschaft und Juristische Person, Bd. 1: Juristische Person und 

참조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Staatsperson, 1933, S. 407 . 
적 관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때 이익 충돌을 예정한 사전 규율이 있다고 . 
하더라도 규율을 제정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 모두 사회 내에서 우월한 힘을 가진 동일
한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익 상황을 사전적으로 규율할 실. 
익이 없다 참조. Wolff, a.a.O., S. 408 .

667) 행정의 법주체가 실질적 법치국가를 위한 일차적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는 이들이 법관 못지않은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Wolff, 

참조a.a.O., S. 487 .
668) 행정은 제 입법자 이자 제 법관 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공익판단에 있어서 행 ‘ 1 ’ ‘ 1 ’

정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한 입장과 유사하다 박정훈 한국 행정법학 방법론의 . ( ), “朴正勳
형성 전개 발전· · ”, 공법연구 제 권 제 호 면 참조 다만 볼프는  44 2 , 2015, 161-191(178 ) . 
원칙적으로 국회에 입법권이 유보된 독일의 현실에서 입법자로서의 행정이 아닌 구체적 
공익의 판단자로서의 행정 즉 제 법관 으로서의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 1 ’ . 

669)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정부와 사회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항상 헌법적 핵심가치에  , 
기반한 헌법 원칙을 발견하고 구체화하는 토대 위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 
이를 위해 공법학계도 헌법적 핵심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데 일조해야 한다. 선정원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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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정주의를 통해 사회 전체의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조직 내

부에 해 법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바로 . 

이 지점에서 내부법관계에서 행정기관을 일차적 법주체로 인정해야 할 필연

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 공법연구 제 집 제 호31 2 , 2002,  
면 참조 하지만 최종적으로 공법학계의 도움을 받아 헌법 원칙을 확인하119-176 (152) . 

는 주된 주체는 사회의 법상태를 제고하는 데 있어 일차적 책임을 지는 행정의 법주체, 
즉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일차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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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장 요약 및 결어6

제 절 요약1

세기 중반 이후 세기 초까지 독일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국가론은 결19 20

국 사실적 존재와 규범적 당위 영역에 모두 걸쳐 있는 국가를 공법 이론적

으로 어떻게 체계화했는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양 극단에 기르. 

케의 유기체론과 켈젠의 규범주의 법학이 존재하며 그 사이에 헬러의 국가, 

론과 같이 존재와 당위를 조화롭게 해석했던 여러 견해가 있다 볼프는 이. 

와 같은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직으로서의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관점과 규범적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다.

볼프는 각각 존재와 당위에 상응할 수 있는 법실질학과 법기술론이라는 

두 가지 법방법론을 기초로 국가의 실정법질서를 국가조직과 일반법질서로 

나눈 가운데 조직 이론을 전개해 나간다 전자는 국가의 관할권 규범의 복. 

합체이며 후자인 일반법질서는 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질서이, 

다.670) 볼프가 파악한 공법은 국가의 권능을 행사하는 공적 주체에 해 일 

670) 국가와 사회의 이분론이 민주제 원칙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참조Neudruck der 20. Aufl 1999, S. 8-9 . 국가규범학과 국가사회학을 이른바 화학 
적으로 결합하고자 한 헬러와 오우류 등과 달리 존재와 당위는 일정한 고리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고 전제한 볼프의 조직론은 국가와 사회의 이분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생각된다 그런데 과연 민주제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는 더 이상 분리되어서는 안 되. 
는 것일까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뵈켄푀르데는 민주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 
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구분되면서 병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와 사회가 구분된 역. 
사적 배경은 중앙집권하에 국가가 공권력을 독점하면서부터 사회에서의 자유 영역을 보
장하기 위해서였다 즉 사회에서 일정한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를 나누었. , 
던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만 사회 안에서 실질적인 자. 
유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분리된다는 전제하에 국가의 법적 권한
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Böckenförde, Die Bedeutung der Unterscheidung  von 
Staat und Gesellschaft im demokratischen Sozialstaat der Gegenwart, 1976, S. 

참조185-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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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므로 법질서를 양분한 것은 공법의 독자, 

성과 특수성을 이론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볼프는 이러한 맥락에서 법적 고찰이 필요한 국가의 범위를 국가기관들의 

관할권을 정한 다양한 규범 및 기관을 둘러싼 법적 관계를 포함하는 국가조

직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가법인 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 ’(Staatsperson) . 私法

과 달리 인격 을 부여하는 근거를 재산적 책임의 제한에서 찾지 않고 공권‘ ’
력 행사의 법적 제한에서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 국가를 법인으로 구성한 . , 

이유는 국가기관이 국가법인의 틀 안에서 실정 조직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관할권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법이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한편 볼프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실정법의 본질은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 , 

담당자의 의지의 산물에 불과하므로 실정법 형식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는 진정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법 영역에서 규범의 당. 

위성은 국민의 승인과 같은 사실적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상위의 법규범에 

근거해야 한다 볼프는 실정법의 당위성을 담보하는 최상위의 근본규범으로. 

서 법법칙 을 제시한다 법법칙은 선험적이며 초실정적인 내‘ ’(Rechtsgesetz) . 

용을 담고 있는 법규범 이라는 점에서 켈젠의 근본규범과는 다르다 볼프가 ‘ ’ . 

정의로 변되는 법법칙을 강조한 까닭은 형식적 법치국가의 한계를 극복하

고 실질적 법치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이다 요컨 볼프의 국가법인론은 . , 

국가와 국민을 이분하여 국가의 고권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닌 법기, 

술론적으로 구성된 법주체로서의 국가법인이 법법칙의 지배 즉 법의 지배, 

를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볼프의 기관 이론은 위와 같은 국가법인론을 전제로 전개되었다 볼프는 . 

제도로서의 기관과 자연인인 공무원으로서의 기관담당자를 구분함으로써 기

관을 중심으로 내부법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제. 

도로서의 기관에 해 독자적 법주체성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일정한 경

우 권리능력까지 인정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을 부각시켰다 말하자면 법법. , 

칙의 지배를 받는 국가법인의 내부에도 일반법질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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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법치주의가 작동하며 내부법관계에서의 일차적 법주체인 국가기관은 법, 

법칙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조직규범에 따라 독자적인 법적 책임을 지

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늘날 볼프의 조직론에 해 제기되는 비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

뉘어 진다 첫째 지나치게 도식적인 조직론을 전개하여 국가의 현실을 제. , 

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국가법인론에 내재된 정치적 함의로 인, , 

해 국가법인론은 민주제와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어느 정도 사전적이고 도식적인 법이론이 가지는 유용성을 인정하면

서 볼프가 제도적 기관과 자연인인 기관담당자를 구별하고 기관을 독립적 , 

법주체로 본 것 자체가 국가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정 현실을 법적으로 매우 

적확하게 포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볼프의 조직론은 특정 정치체제. 

를 전제로 하지 않은 체제 중립적인 이론이므로 당연히 민주제와도 잘 부, 

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볼프의 조직론이 가지는 함의와 관련하여 본 연

구에서는 크게 법이론적 측면과 소송법적 측면 그리고 국립 학 법인화 논, 

의와 관련된 시사점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법이론적으로는 국가조직 내부. 

의 법관계에서 행정청을 법주체로서 인정해야 할 필요성에 해 살펴보았

다 소송법상으로는 기관소송의 법정주의 행정청에 한 행정소송의 원고적. , 

격 인정 여부 항고소송에서 피고로서의 행정청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볼프, 

의 기관론이 주는 시사점에 해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될 수 있. 

는 국립  법인화와 관련하여 볼프의 기관론을 토 로 법인화 이전의 국립, 

학이 법주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국립 학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다 ,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제 절 결어2

조직은 실체와 독립하는 형식만으로 파악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자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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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체이다.671) 즉 어떠한 조직 형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조직을 통해 드러 , 

나는 가치가 변화한다.672)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형식의 변화를 통한 실 

질의 달성에 해 적지 않은 신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형식 에 ‘ ’
한 법이론적 연구 성과는 부족한 편이다 동시에 전통적인 행정법 도그마틱. 

과는 다른 조종학으로서의 행정법이 주목받는 현재 행정작용의 주체로서의 , 

행정조직에 한 독립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 되어 나가고 있

다 이러한 시 에 공법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 즉 우리나라에서. , 

의 행정청을 일찌감치 독립적인 행정상의 법주체로 인정한 볼프의 행정조직

론은 무려 한 세기 이후를 내다본 탁월한 이론으로서 현재 관점에서도 충분

히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행정은 더 이상 입법과 사법 사이에 끼인 주체가 아니다 행정부를 . 

통제와 점검의 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현  행정의 모습을 반밖에 포착

하지 못한다 국가 전체의 공익 실현을 위해 행정청에게 부여되는 의무에 . 

상응하는 만큼의 권한을 행정청이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책임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학방법은 사회과학과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이들 . 

행정조직을 이해해야 마땅하다 법기술론을 주된 방법론으로 현실과 접목하. , 

는 법실질학적 방법론을 보완적 방법론으로 이용한 볼프는 정치하고 체계적

인 법이론의 장점을 극 화 하면서도 결국 최종적인 지향점은 실질에 있다

는 점을 놓치지 않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학의 차원에서 조직 형. 

식에 한 논의뿐 아니라 법학이 추구해야 하는 실질과 형식의 상호관계에 

한 연구 또한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한 볼프의 조직론은 . 

우리나라에서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요컨 본 연구는 볼프의 조직 이론과 볼프의 영향을 받은 독일 조직론, 

의 체적 전개에 하여 논하고 우리나라의 행정조직론 분야에서 향후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내부법관계 관련 이론에 해 볼프의 조직론이 시사

671) Roman Loeser, System des Verwaltungsrechts, Bd. 2, 1994, S. 42.
672)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법형식이 실질에 미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원우 공기업  , , , “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의 과제”, 공법연구 제 집 제 호 31 1 , 2002, 

면 참조21-59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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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논의를 맺음 했다 비교법 . 

연구는 관점을 다양화하고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법학 분야, 

에서 익숙해짐에 한 경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한 비교법  . 

연구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조직법 분야에서 보다 많은 관심이 필

요한 부분을 고찰해 보았다 예를 들어 국가법인의 함의 국가조직 내부의 . , , 

법관계를 인정하는 근거와 목적 및 내부법관계에서의 주된 법주체의 규명 

등에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볼프의 공법적 법인 이론과 기관 이론은 우리나라 고유의 행정조직

법 이론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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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 Studie über die Hans J. Wolffsche Lehre von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Theorie von 

juristischer Person und Organ im öffentlich-rechtlichen Recht

Woo, Mee Hyung

Seoul Nationale Universit t ä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Theorie über die Formalität 

der Verwaltungsorganisation. In erster Linie steht die Theorie von Staats-

person und Organschaft. In Korea versteht man den Staat allgemein als eine 

juristische Person, also ein Rechtssubjekt. Dagegen wird das Organ, das 

keine juristiche Person ist, nicht als ein Verwaltungssubjekt angesehen. Auch 

innerhalb der Staatsorganisation gibt es aber Innenrechtsbeziehungen. In 

Korea interessiert sich die herrschende Meinung bisher wenig für das 

Rechtssubjekt in der Staatsorganisation. Es lohnt sich daher, die Theorie von 

Hans J. Wolff (1898-1976) zur Neubestimmung der öffentlich-rechtlichen 

Grundbegriffe des staatlichen Organisationsrechts in Korea zu untersuchen.

Ausgangspunkt seiner Theorie von der Organschaft ist die juristisch- 

dogmatische Konstruktion des Staates. Die Staatsperson ist nach Wolff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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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heitsausdruck für die Zuständigkeitsnormen als konstruierter und subjek-

tiver Beziehungspunkt für die Willensakte, insbesondere auch die machtvollen 

Hoheitsakte der Staatsorganwalter. Die Zuständigkeitsnormen stellen die 

Staatsorganisation dar, die zur gesamten staatlichen Rechtsordnung gehört. 

Dabei ist es die Staatsorganisation als Rechtsordnung, die bestimmt, ob bei 

einem bestimmten Rechtssubjekt Organen selbst die Zurechnungsadressaten 

des betreffenden Handelns sind. Die Rechtsfähigkeit ist deshalb ein Unter-

scheidungskriterium zur Bestimmung des Endpunktes von Zurechnungen. 

Diese von Hans J. Wolff eingeführte und betonte Funktion der Rechtssub-

jektivität führt dazu, innerhalb von Staatsorganisation die Existenz der 

Rechtsbeziehungen und damit auch des Rechts anzuerkennen.

Im Mittelpunkt der Untersuchung zum öffentlichen Recht steht das Recht 

der Staatsorgane. Seine Darstellung setzt aber eine Theorie der Staatsperson 

voraus, so daß Hans J. Wolff vorerst über die Staatsperson untersucht. Seine 

Erkenntnisse und Einsichten sind hauptsächlich die folgenden: Erstens, die 

rechtstheoretische und konstruktive Präzisierung des Organbegriffs. Zweitens, 

die Unterscheidung und Abgrenzung des Organs als des institutionalisierten 

und subjektivierten Zuständigkeitskomplexes von dem oder den Organwaltern 

als der Organzuständigkeiten und Organbefugnisse wahrnehmenden Person. 

Drittens, die nähre Analyse und entsprechende dogmatische Aufgliederung 

des rechtlichen Beziehungskomplexes zwischen Organwalter und Organ.

Die Lehre von Hans J. Wolff beschränkt sich nicht auf eine dogmatische 

und rechtstechnische Untersuchung, sondern sie strebt einem höherem Ziel 

nach. Das ist eben der Rechtsstaat im vollen materiellen Sinne des Wortes, 

dessen Normen erst dann und soweit um ihrer Übereinstimmung mit einem 

unbedingt geltenden „Rechtsgesetz“ willen verbindlich sind. Es handelt s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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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die Verwirklichung des Staatszwecks und des Rechtsstaates gerade von 

dem Verwaltungsstab, also den Organwaltern.

Seit der ersten koreanischen Verfassung wird der Inhalt der Regierungs-

organisation gesetzlich geregelt. Dies bedeutet das Rechtsstaatsprinzip inner-

halb der Staatsorganisation. Zwar ist in Korea noch nicht über das Rechts-

subjekt innerhalb der Verwaltungsorganisation hinreichend untersucht. Die 

koreanische Verfassung zielt auf den materiellen Rechtsstaat, wie den Hans 

J. Wolff durch seine Lehre von Verwaltungsorganisation zu verwirklichen 

hofft. Das Gebot des Rechtsstaats soll also auf innerhalb der Verwaltungs-

organisation angewendet werden. Deshalb gilt es, auch in Korea die Hans J. 

Wolffsche Organisationsrechtstheorie zu rezipieren und fortzuschreiben.

Schlüsselwörter: Hans J. Wolff, Verwaltungsorganisation, Staatsperson, 

Organ, Organwalter, Rechtssubjekt, Innenrechtsbeziehung, 

Re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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