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법학석사 학위논문

교정시설의 민영화와 헌법적 한계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ß

‘치료감호(Ma regelvollzug)

2013년

판결’을 중심으로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박 서 화

-

교정시설의 민영화와 헌법적 한계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ß

‘치료감호(Ma regelvollzug)

판결’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송 석 윤

이 논문을 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박

서

화

박서화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2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인)

원

-

국 문 초 록

2010년 12월 1일 한국 최초의 민영교도소가 개소한지도 이제 2년이 넘
었다. 그동안 민영화라는 사회현상과 관련한 법적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
었지만, 교도소의 민영화의 헌법적 의미와 규율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교정업무는 무기와 계구 사용 등 강제력 행사를 특
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국가적 임무이다. 이를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교도소 민영
화 현상은 적어도 공기업의 민영화 못지않은 주의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민영화, 특히 교도소 민영화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문은 특정 범위의
업무는 반드시 국가가 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른바 국가유보의
문제)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대답이 제시되어 왔다.
첫째, 국가는 본래 강제력독점체(Max Weber)이므로 강제력을 수단으
로 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해 배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입장은 대체로 실정법적 근거보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
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강제력 독점의 근거를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
리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 또한 발견된다.
둘째, 근대 입헌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므
로, 특정 임무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 오직 실정헌법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그 헌법적 근거들로는 국가의 권한규정, 기본권 등
이 꼽히나 이들로부터 강한 금지명령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견해는 사실상 국가유보의 배타성을 완화하고 민영화에 대한 규율의 주
안점을 민영화 이후의 통제로 이동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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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특정한 국가임무가 가지는 공적 성격과 사회적 의미에 주목하여
이를 사인이 수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형사적 제재의 본뜻은 공적인 규탄인데, 영리교도소에 의한 형벌의 집행
은 강제력 사용의 상업화 내지는 재소자의 비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
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혹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권적 보호를
그 헌법적 근거로 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조가 되는 것은 2012년 1월에 내려진 치료감호시설의
민영화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동 결정이 다룬 사례는,
그것이 교정시설이 아닌 치료감호시설에 관한 것이고, 치료감호업무의
단순 위탁(기능적 민영화)이 아니라 치료감호시설 운영회사의 지분을 국
가가 보유하는 형태(형식적 민영화)라는 점에서, 한국의 사례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상의 국가유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
로 실정헌법을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입장에 서는 한편, 민영화의 허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먼저 재판소의 판단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기본법 상 특수한 규정인 제33조 제4항(기능유보조항)을 국
가유보에 관한 조항으로 해석하고 치료감호업무도 원칙적 국가유보의 대
상인 고권적 권한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해당 사안은 국가유보
의 예외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의회에 의해 인
사(人事)상 임명 및 업무상 감독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통제를 받
아야 하는데, 관련 법령과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해
당 사안은 이러한 민주적 정당화의 요청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결국 문제된 치료감호시설의 민영화는 사법(司法)상 승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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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로 볼 수 있
다. 만약 해당 사안이 치료감호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의 민영화에 관한
것이었거나 또는 형식적 민영화가 아닌 기능적 민영화에 관한 것이었다
면, 사뭇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은 한국의 현실에 대하여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
지 문제된다. 우선 국가유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와 같이 두 번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근대입헌국가에서
국가작용의 한계는 전(前)헌법적 관념이 아니라 바로 헌법에 의하여 구
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에서 있어서는 한국의 교도소 민영화
가 독일의 치료감호시설 민영화보다 몇 걸음 더 나아가 있는 상태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에 반해 민영화에 대한 헌법적 규율의
강도라는 측면에서는 독일보다 한국이 덜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
민국 헌법은 독일 기본법의 기능유보조항과 같은 국가유보의 명시적 한
계를 보유하지 않으며, 헌법재판 실무에서도 독일의 민주적 정당화 법리
와 같이 민영화 사후 규율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 민영화에 대한 규율수단이 전혀 존재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해당 영역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헌법적
규율의 진공상태는, 한편으로는 기본권의 규범적 의미를 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상황에 맞는 민주적 정당화의 법리를 모색함으로써
채워갈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법률유보, 명확성의 원칙, 정교분리원
칙과 같은 헌법상 일반원칙들도 교정시설 민영화의 한계가 될 수 있다.
주요어 : 민영화, 교정시설, 기능유보, 민주적 정당화, 국가유보, 국가
임무, 강제력독점, 치료감호집행
학 번 : 2011-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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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많은 정책들이 그러하듯이1) 공기업 또는 공임무의 민영화 또
한 여야 간 정부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진영을 가리지 않고 추진되어
왔다.2)3) 민영화 대상 및 방법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민영화라
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일률적 찬성이나 반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적어도 유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4) 민영화는 개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현상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구체성을 획득하여야만 그 가치가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특히 교정시설의 민영화를 중심으
로 하여 그와 관련한 헌법상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처럼 민영화의
구체적인 대상을 상정함으로써 민영화 논의 또한 그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지금까지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따
라서 민영화를 결정하거나 그 당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질
1) 한미 FTA 체결, 대학등록금 감면, 그리고 최근에는 비록 그 내용이 충분히 구체화되
지는 않았지만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 한국의 역대 정부별 민영화 추진 현황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관해서는 국회입법조사
처,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 I, 2010, 214면 이하; 이원우,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
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공법연구 제31집 제1호, 2002, 29-34면; 정남철, “생존배
려영역에서의 민관협력과 공법적 문제: 특히 공공수도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환경법
연구 제32권 제2호, 2010, 260-261면 참조.
3) 민영화가 특정 정부나 정당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
례에서도 확인된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민영화 정책은 대처·메이저 총리의 보수당
정부와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 정부에 의해 공히 추진되었다. 프랑스에서의 이와 유사
한 상황에 대하여는 박재정·심창학,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국가역할”, 국제정치
논총 제40집 제2호, 2000, 249-250면 참조. 민영화정책의 정치적 집행이 이념적 지향
이나 전략적 선호가 아니라, 법률적 제한의 강도, 의사결정과정, 사회적 행위자의 권
력관계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좌우된다는 의견에 관하여는 Grande,
“Privatisierung und Regulierung aus politikwissenschaftlicher Sicht”, in: Gusy
(Hrsg.), Privatisierung von Staatsaufgaben: Kriterien – Grenzen - Folgen,
Baden-Baden: Nomos Vergesellschaft, 1998, S. 41 참조.
4) 이원우,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공법연구 제31집 제
1호, 2002, 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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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민영화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로 압축되었다.5)
그러나 이와 함께 흔히 민영화와 관련하여 효율성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
또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정이 간과되기도 하였다. 이를
테면 국가는 민영화를 통해 민영화 이전에 국민에 대해 지고 있던 책임
이 방기되거나 소홀히 되는 결과를 내버려두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즉
효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 또한 민영화 관련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 중 특히 법적 책임이 중요한데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오롯이 법학의 소임이 된다.
그런데 2010년 12월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6)가 설립됨으로써 다행히
도 민영화에 대한 법적 관심과 논의는 순전히 이론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민영교도소의 도입 과정은 한편으로는 급작스럽
고,7) 다른 한편으로는 더디었다.8) 이와 같이 급작스러웠기 때문에, 또는
더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도소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법적 논의가
충분히 집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도소 민영화를 직접 다룬 문헌들
은 그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보다는 주로 교도행정학 내지 형
사정책학 차원의 평가와 제언에 집중하고 있고,9)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
5) 관련 논의로는, Donahue, The Privatization Decision: Public Ends, Private Means,
New York: Basic Books, 1989; Budäus, “Privatisierung öffentlich wahrgenommener
Aufgaben:
Grundlagen,
Anforderungen
und
Probleme
aus
wirtschaftswissenschaftlicher Sicht”, in: Gusy (Hrsg.), Privatisierung von
Staatsaufgaben: Kriterien – Grenzen - Folgen, Baden-Baden: Nomos
Vergesellschaft, 1998, SS. 12-36; Roland (Ed.), Privatization: Success and
Failur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8 참조.
6)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는 ‘소망교도소’라는 이름 아래 ‘재단법인 아가페’에 의하여 운
영되고 있다. 해당 교도소의 홈페이지는 http://http://www.somangcorrection.org/mai
n.asp.
7) 우리나라의 사례와 같이, 시험 단계로서 가능한 중간 과정(예를 들어 소년원 등의 시
설에 대한 선행 도입)을 생략하고 완전한 형태의 민영교도소를 곧바로 도입한 것이
이례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상철,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교정연구
제20호, 2003, 24면 참조.
8) 주민의 반대와 공사비의 부족으로 그 건설이 지체되어, 민영교도소는 관련 법률이 통
과된 지 약 10년이 지나서야 개소할 수 있었다. 중앙선데이, “50%인 재범률, 4% 아래
로 낮춰 보겠다: 국내 첫 민영교도소 설립 주역 김승규 전 국정원장”, 2011. 1. 2.,
URL: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20133 (2012. 9. 27. 최종확인) 참
조.
9) 이러한 문헌들로는 강경래,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의 민영화: 선진외국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1호, 2010, 11-39면; 남상철, “민영교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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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시도한 문헌들은 주로 민영화의 대상을 공공서비스 중심의 이른바
급부행정적 기능이나 공기업 일반으로 상정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
다.10) 이제 민영교도소가 문을 연지도 2년이 넘었다. 따라서 민영교도소
가 가지는 법적 의미를 어느 정도 고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영교
도소 추진 단계의 들뜬 분위기에서도 한 발짝 물러나 관련 현상을 차분
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들을 그 목적으로
효율적 운영방안”, 교정연구 제20호, 2003, 7-40면; 박병식, “일본의 민영교도소 도입
과 현황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5권 제2호, 2011, 1-26면; 박상열·강경래, “일본의
PFI(민간혼합운영)교도소의 도입과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교정연구 제41호,
2008, 85-114면; 연성진, 미국의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04-08,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2004; 유영재,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12, 1-14면;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2000, 161-191면; 이승호, “민영교도소의 두 모델과 한국에서의 도입추진 상
황”, 형사정책연구, 2007, 1189-1222면; 이윤호, “교도소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교정
연구 제9호, 1999, 333-364면; 조은미, “독일의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영
교도소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6권 제1호, 2012, 131-150면; 최응렬·하상군, “민영
교도소의 이론적 토대와 적실성의 검토”, 교정연구 제42호, 2009, 35-74면; 한장석,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생활화 방안”,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황일호, “우리나
라에서의 민영교도소의 확대방안”, 교정연구 제48호, 2010, 107-131면 등을 들 수 있
다.
10) 이러한 문헌들로는 강구철, “공기업민영화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3
권 제2호, 2011, 629-657면; 권형둔, “사회국가적 생존배려와 물 산업 민영화의 헌법적
한계: 독일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3권 제4호, 2011, 7-38면; 김민호, “공
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토지공법연구 제25집, 2005, 267-285면; 김
형섭, “공기업의 국가임무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54집, 2011, 417-437면; 반태권, “공기업민영화에 관한 공법적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이승우, “공기업 민영화의 헌법적 문제점”, 사법행정
제35권 제9호, 1994, 45-56면; 이승우, “공기업 민영화의 헌법적 한계”, 경원대학교 법
학논총 제5호, 1998, 9-32면; 이원우,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 한림법학
FORUM 제7권, 1998, 207-231면; 이원우,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의 과제”, 공법연구 제31집 제1호, 2002, 21-59면; 이종영, “공공업무 민영화의 법
적 한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24집 제1호, 2000, 291-312면; 정남철,
“생존배려영역에서의 민관협력과 공법적 문제: 특히 공공수도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2권 제2호, 2010, 247-282면; 조인성, “독일 지방 상수도사업의 민영화
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9, 33-65면; 최승원,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기초”, 행정법연구 제21호, 2008, 189-197면; 홍석한, “민영화
의 헌법적 한계와 규제”,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1호, 2010, 391-432면; 홍석한, “민영
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법학논총 제17권 제3호, 2010,
227-253면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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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째, 교정시설 등의 민영화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하여, 우선 우리 헌
법이 말하고 있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민영화를 법적
문제로 보는 한, 당연히 우리 실정법 질서의 최상위를 점하고 있는 헌법
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 상위의 규범이
나 이념적 요구로부터 민영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도출하려는 시도를 배
제한다. 대다수의 사회문제가 그러하듯이 교도소 민영화 문제 또한 관계
자들 사이에 정치적·이념적 지향과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히는 영역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헌법 등 법질서에 의한 판단을
고수하는 것은 판단의 편파성을 완화하고 중립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크
다는 측면에서 그 장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11)
둘째, 이상에서 살펴본 헌법의 규율내용에 어긋나지 않는 구체적인 판
단기준을 모색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영화 조치 그
자체나 민영화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릴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12)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종류의 판단이 흔하지는 않은
가운데, 최근 내려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13)은 헌법의 규범력이
법전에서 현실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해 준다. 물론 해당
판결에서 고안되고 심화된 법리들을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리들은 취사(取捨)와 변용의 기
초자료로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1) 굳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헌법 등 법질서가 이념으로부터 완전히
중립적일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마저도 이를테면 민주주의
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당
히 넓은 폭의 이념의 차이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헌법이 중립적
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12) 민영화 계획 등을 포함한 행정계획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행정계획은 공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에 관해서는 헌재 2011. 12. 29. 2009헌마
330, 판례집 제23권 2집 하, 784; 민간기업에 의한 재산권 수용의 합헌성이 문제된 위
헌소원 사례에 관해서는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판례집 21-2상, 562 참조.
13)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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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민영화는 대체로 자산이나 임무가 국가로부터 사인(私人)에게
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민영화의 결과는 일견 국가작용
내지 국가활동 범위의 축소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편 이와 같은 범위의
변동은 곧 국가와 사회 간 관할권의 경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14)
따라서 민영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밝히는 것은 국가의 작용범위 및 국가
와 사회의 관계에 관한 적지 않은 고찰을 요구한다. 이처럼 국가의 테두
리를 규명하고 국가와 사회의 경계를 획정하는 작업은 곧 국가가 무엇인
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또는 해야 하는지)에 관한 헌법학의 근본적 고
민에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도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이러한 목적 아래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아래의 내용들을 다룰 것이
다.
먼저 제2장에서는 민영화의 개념, 유형, 대상과 헌법적 한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영화의 이론적 측면은 주로 독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단지 개별 국가의 사정이나 학문적 성향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
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는 단지 이론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의 구체적인 모
습에 있어서, 기본권제한적인 고권적 권한(hoheitsrechtliche Befugnis)의
행사에서 급부행정적 임무로 바뀌거나, 이른바 형식적 민영화가 실질적
민영화로 바뀐다면,15) 해당 민영화의 허용여부나 통제방식에 관한 함의
14) 국가의 역할 및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고정적이지 아니하고 개별 국가의 역사적 경
험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로는 Badie/Birnbaum,
Sociologie de l’État, 3ème édition, Paris: Hachette/Pluriel, 1994; Grimm, “Der Staat
in der kontinentaleuropäischen Tradition”, in: ders. (Hrsg.), Recht und Staat der
bürgerlichen Geses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8, SS. 53-83 참조.
15) 민영화의 유형으로서 형식적·실질적 민영화 등에 관한 설명은, 본 논문의 제2장 제2
절(1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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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즉 민영화의 유형과 대상은 민영화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결정한다. 이는 제3장의 독일 사례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이상의 이론적 내용을 염두에 두고 치료감호시설의 민영
화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를 시
도할 것이다. 이처럼 민영화에 관하여 법원이 종국적인 판단을 내린 것
은 상당히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결정에서 주로 문제가 된 법
적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 청구인과 관계기관은 어떠한 주장
을 하고 재판소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물
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행재판들의 판결내용을 포함한 사실관계 또한
정리하려고 한다. 해당 판결은 독일 기본법상의 관련규정 및 일반 원칙
의 해석과 관련한 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사실적 판단 기준(예를 들어,
민영화의 장단점 평가 등)에 관한 함의도 풍부하게 담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의 관련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 12월 개소한 민영교도소
가 우리 헌법에 비추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다. 이를 위해 우선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 관계로서 민영교도소의 도
입 연혁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판단의 기준으로서 민영화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우리 헌법의 태도를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요약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하
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실정법에 대한 해석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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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의 일차적 관심사는 교정시설의 민영화에 관하여
현재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므로, 헌법 규정에 대한 문리적·체
계적 해석 등 전통적 해석방법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구성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가운데 두고 그 앞뒤로 필요한 내용을 배치하는 식으로 구
성된다. 즉 판결문 분석이 중심적인 연구 방법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
의 취지와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밖에도 특정
사건에 대한 종국적 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논의의 범위가 지
나치게 광범위해지거나 또는 순전히 이론적 관심에만 그치는 것을 피하
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반대로 논의가 특정 사례에 국한되거나 구체적 문제 해결에 편중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적 논의와 비교법
적 사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시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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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민영화 관련 법적 논의의 이론적 기초

본장에서는 민영화 관련 법적 논의의 이론적 기초로서 민영화의 개념,
유형, 대상 그리고 헌법적 한계를 차례로 살펴본다.
제 1 절 기본 개념

먼저 본 연구의 제목인 ‘교정시설의 민영화와 헌법적 한계’를 구성하는
성분인 ‘교정시설’ 그리고 ‘민영화’의 개념을 간략하게나마 밝혀야 할 것
이다.
Ⅰ. “교정시설”

교정시설이란 교정업무, 즉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등 수용자
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 분류·처우 등의 업무16)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17)를 말한다.
참고로 그 유사시설로는 치료감호시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
찰소를 들 수 있다. 치료감호시설이란 피치료감호자(심신장애 상태, 마약
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
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호와 치료를 받는 자)의 치료 및 감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18)을 말하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은 보호소년
등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 등을 임무로 하는 시설19)을 말하며,
보호관찰소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지은 사람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설20)을 말한다.
16)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
18) 「치료감호법」 제1조 참조.
1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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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는,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 해당 시설들이 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중심으로 하여 교
정시설과 비슷한 유형의 강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교정시설과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료감호시설은 강제력 행사의
정도에 있어서도 교정시설에 비길 만하다.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에 있어
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규정들이 많은 부분 준용되고 있으며,21)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
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제한 정도에 있어서 치료감호시설이 결코 교정시설
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교정시
설(우리나라의 민영화 사례)과 치료감호시설(독일 헤센주의 민영화 사
례)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나,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이러한 논
의가 확장 가능함은 물론이다.23)
Ⅱ. “민영화”

민영화는 Privatization(英)/Privatisation(英·佛)/Privatisierung(獨)의 번
역어로, 혹자는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형용사 private의 의미를 뚜렷하
게 살려서, 이를 사화(私化)로 번역하기도 한다.24)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기존의 일반적인 언어사용례와는 거리가 있고, 더군다나 士禍, 史話, 私
話 등 동음이의어의 간섭으로 인해 부연 설명이나(구두 표현의 경우) 한
자 병기(문자 표현의 경우)의 도움 없이는 곧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사화라는 대체용어 사용의 이유로는 정확성 제고와 부정적 뉘앙스
제거의 필요성이 거론된다.25) 그러나 그러한 요구는 민영화를 여기서 정
21) 치료감호법 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치료감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2)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53 참조.
23) 다만 이들 시설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완화된 강제력이 행사된다는 점이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24)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차민식,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경인문화
사, 2011의 용어사용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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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
서는 사화보다는 민영화를 사용하기로 한다.
흔히 민영화는 공기업 등의 국가 자산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행위 또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26) 이러한 이해는 분명 잘못된 것은 아니나 충
분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민영화라는 용어는 반드시 공기
업 매각의 형식에만 한정되어 사용되지 않고, 국가작용에 있어서 사인
또는 그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거의 모든 유형의 행위 내지 현상으로 확
장되는 추세이다.27) 또 특정한 업무 등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단순자산
을 매각하는 경우, 민영화의 가능성 및 한계와 관련하여 특별히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예상하기 어렵다.28)
따라서 민영화를 어떠한 개념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이해하여야 할지가
문제된다. 그러한 요소들로는 자산·임무·조직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에
서는 최근 독일과 한국의 민영화에 관한 적지 않은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임무(Aufgabe)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29) 이상의 고려를 바
25) 차민식,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경인문화사, 2011, 10면, 주 11 참조.
26) 이러한 시각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구분하고 조직의 변경
으로서 전자와 기능의 이전으로서 후자를 대비시키는 입장으로는 김민호, “공공서비
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토지공법연구 제25집, 2005, 279-282면 참조.
27)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민영화가 “공적 자산 일부의 매각(selling
off parts of an abundant stock of public assets)”으로 정의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공적 과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의 활력을 투입하는 것(enlisting private
energi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asks)”으로 폭넓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
한 차이는 미국이 결코 다른 나라들처럼 정부 기업이나 자산을 많이 보유한 적이 없
다는 사정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으로는, Donahue, The Privatization Decision: Public
Ends, Private Means, New York: Basic Books, 1989, pp. 5-7 참조.
28) Fabio, “Privatisierung und Staatsvorbehalt”, Juristen Zeitung, Heft 12, 1999, S.
585 참조.
29) 민영화의 문제를 국가임무의 틀에서 살펴보는 것이 국법학 전통과 연결되는 독일의
특징적인 논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7면 참조. 이러한 독
일의 논의들에 관해서는 Burgi, Funktionale Privatisierung und Verwaltungshilfe:
Staatsaufgabendogmatik – Phänomenologie - Verfassungsrecht, Tübingen: Mohr
Siebeck, 1999; Kämmerer, Privatisierung: Typologie – Determinante –
Rechtspraxis - Folgen, Tübingen: Mohr Siebeck, 2001; Weiss, Privatisierung und
Staatsaufgaben: Privatisierungsentscheidungen im Lichte einer grundrechtlichen
Staatsaufgabenlehre unter dem Grundgesetz, Tübingen: Mohr Siebeck, 2002;
Mackeben, Grenzen der Privatiserung der Staatsaufgabe Sicherheit,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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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하면 민영화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사법(私法)상의 단
체 또는 자연인에게 양도(Überlassung) 또는 위탁(Übertragung) 등의 방
법으로 이전(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더 간략히 하면 민영화란 국가임무
(Staatsaufgabe)의 사인에 대한 이전을 가리킨다.30) 그런데 임무의 이전
은 보통 기업(또는 그 지분)이나 그 밖의 자산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 많다. 다시 말해 임무 중심으로 살펴본다고 하여 반드시 국가자산의
매각이나 공기업 주식의 매각 등의 현상이 민영화 범주에서 배제되는 것
은 아니다. 임무 중심으로 정의된 민영화는 충분히 포괄적일뿐만 아니라,
이하에서 살펴보듯 민영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한계를 설정하는데 있
어서 유용한 개념이기도 하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무의 이
전을 동반하지 않는 자산만의 이전(이른바 ‘자산민영화’)31)은 본 연구에
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개념적 정의를 분설하는 것, 즉 “이전”의 방식으로서 “이양 또
는 위탁” 그리고 “국가임무”를 밝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민영화의 유형과
대상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하에서 각각
절을 달리하여 살펴볼 것이다.32)

30) 이처럼 주어진 경제체계(시장경제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민영화’와 구별하여,
Privatization/Privatisierung을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전체 국민경
제의 ‘민간화’로 넓게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개념에 상응하는 대표적인 역사
적 사례로는 소련의 붕괴 후 동유럽 각국에서 진행된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꼽을 수 있다. 이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Privatization/Privatisierung이 민영화
보다는 ‘민간화’로 번역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Budäus, “Privatisierung
öffentlich wahrgenommener Aufgaben: Grundlagen, Anforderungen und Probleme
aus wirtschaftlicher Sicht”, in: Gusy (Hrsg.), Privatisierung von Staatsaufgaben:
Kriterien – Grenzen - Folgen, Baden-Baden: Nomos Vergesellschaft, 1998, SS.
15-17 참조. 비슷한 취지에서 거시경제적·정치적 조정으로서의 민영화와 산업상의 민
영화를 구별하는 견해로는 박재정·심창학,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국가역할”, 국
제정치논총 제40집 제2호, 2000, 241-242면 참조.
31) 본 논문의 제2절. Ⅳ. 1. 자산민영화(15면) 참조.
32) 이원우,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 한림법학 FORUM 제7권, 1998, 222-223
면은 민영화와 구별되어야 할 유사개념으로 규제완화, 탈규제, 자유화, 공사화
(Corporatization), 탈관료화, 상업화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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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민영화의 유형

민영화를 법적 용어로 사용하고 나아가 민영화의 유형을 법도그마틱
차원에서 분류하려는 시도는 주로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33) 이러한
사정을 들어 민영화의 유형에 관한 논의가 순전히 이론적·사변적 관심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 작업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복잡다기한 민영화
현상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단순화·정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사고와 논의를 가능하게 해 준다. 아래에서는 특정한 현상이 어느 유형
의 민영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법적 효과 및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
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영화의 실제적인 스펙트럼은 대체로
위와 같이 정리된 분류 체계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므로, 특정한 현상
이 해당하는 유형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사법
(私法)상의 기업에 자신의 임무를 위탁하고 그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가 아닌 단지 일부만 보유한 경우, 이를 이른바 ‘형식적’ 민영화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실질적’ 민영화로 보아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34)
민영화의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으며, 이러
한 분류 작업은 당연히 위에서 살펴본 임무 중심의 민영화 개념의 연장
선상에 있다. 우선 민영화의 대상이 임무 자체인지 그 임무의 수행 또는
실행에 한정되는지에 따라 임무민영화와 임무수행민영화(또는 기능적 민
영화)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민영화된 임무 또는 임무수행의 주체가
실질적인 사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사인에 불과한지에 따라
33) Maur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r Privatisierung in Deutschland:
Gliederungsübersicht”, Juridica International XVI, 2009, SS. 5-7 참조. 이에 대하여
영미권에서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BOT(Build-operate-transfer) 등과 같이 민영화의 계약형식이나 경제적 양상을 중심
으로 상대적으로 직관적인 분류가 주로 행해진다.
34) 이러한 경우가 바로 혼합경제회사(gemischt-wirtschaftlicher Gesellschaft)라고 불리
우는 것이다. Maur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r Privatisierung in
Deutschland: Gliederungsübersicht”, Juridica International XVI, 2009, S. 6에 따르
면, 이는 형식적 민영화(‘Ⅲ’항 참조)의 발전된 형태로서, 국가지분에 관해서는 형식적
민영화로, 민간지분에 관해서는 실질적 민영화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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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민영화와 형식적 민영화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분류방식과 각
유형별 정의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그들 간에 미세한
차이를 밝히는 것은 이 글의 목적과 범위를 넘는다. 이상의 분류방식은
어느 정도 합의를 얻은 일반적인 분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35)3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에서는 각 유형별 특징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Ⅰ. 임무민영화

임무민영화(Aufgabenprivatisierung)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무 자
체를 사인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해당 임무영역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
을 말한다. 그 이유 내지 배경은 다양할 수 있다. 우선 국가가 해당 임무
를 사소하게 여기거나 그와 관련된 공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밖
에도 국가는 해당 임무를 전적으로 민간 영역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
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실제에서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
다.37) 특정 임무가 지금까지 국가의 관할 아래 있어왔다는 사정은 해당
임무와 관련된 공익을 단번에 부정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임무민영화는 대체로 논란의 여지가 없거나 소소한 임무영역
35) Maur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r Privatisierung in Deutschland:
Gliederungsübersicht”, Juridica International XVI, 2009, S. 5; 한편 여기에 자산민영
화, 재정민영화, 절차민영화를 더하여 총 6가지로 분류하는 견해는 Schuppert,
“Jenseits von Privatisierung und ‘schlankem’ Staat: Vorüberlegungen zu einem
Konzept von Staatsentlastung durch Verantwortungsteilung”, in: Gusy (Hrsg.),
Privatisierung von Staatsaufgaben: Kritetien – Grenzen – Folgen,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98, S. 75 참조.
36) 한편, 임무민영화를 실질적 민영화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또한 기능적 민영화를 실
질적 민영화와 형식적 민영화의 중간단계로 보아, 민영화를 실질적 민영화, 기능적 민
영화, 형식적 민영화로 삼분하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 조인성, “독일 지방 상수도사업
의 민영화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 2009, 37면 이
하; 정남철, “생존배려영역에서의 민관협력과 공법적 문제: 특히 공공수도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2권 제2호, 2010, 254면, 주 27 참조. 이에 재산민영화
(Vermögensprivatisierung)를 더하여 모두 네 가지로 나누는 견해로는 문병효, “최근
독일행정법의 변화와 시사점: 유럽화, 민영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52
권, 2009, 224면 참조.
37) Dreier, “Die drei Staatsgewalten im Zeichen von Europäisierung und
Privatisierung”, Die öffentliche Verwaltung, Heft 13, 2002, S. 5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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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한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임무민영화의 급진성은 또한
아래에서 살펴볼 기능적 민영화나 형식적 민영화와 같은 대체 수단을 선
택하도록 유도한다.
Ⅱ. 기능적 민영화

기능적 민영화(funktionale Privatisierung)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무 그 자체가 아닌 임무의 수행 내지 사실적 실행만 사인에게 이전,
즉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임무수행민영화(Aufgabenwarnehmungsprivatisierung) 또는 실행민영화(Erfüllungsprivatisierun
g)38)와 대체로 호환 가능한 개념이며, 이 중에서도 임무수행민영화는 임
무민영화와 뚜렷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능적 민영화는 행정법상 행정에 사인을 관여시키는 방식의
하나로서 행정보조(Verwaltungshilfe)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
다.39)
Ⅲ. 형식적 민영화

이상의 임무민영화와 임무수행민영화를 합쳐 실질적 민영화(materielle
Privatisierung)라고 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형식적 민영화
(formelle Privatisierung)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사법(私法)상의
조직형식을 빌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식적 민영화는 조직
민영화(Organisationsprivatisierung)라고도 하는데, 종종 특정한 국가임
무를 공법상 예산제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루어진
다.40)
38) Maur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r Privatisierung in Deutschland:
Gliederungsübersicht”, Juridica International XVI, 2009, S. 5 참조.
39) 차민식,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의 국가의 책임, 경인문화사, 2011, 101-102면 참조. 행
정을 사인에 관여시키는 수단에 관하여는, 본절 Ⅴ. 3. 공권위탁 및 행정보조(18면) 참
조.
40) 베른하르트 몰리토르, 김병기 옮김, “작은 정부: 독일에 있어서 민영화와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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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민영화

현실에서 민영화 현상은 매우 복잡다기하므로 흔히 기본적 모델들 외
에도 다양한 변종과 결합형들이 민영화의 유형으로 주장된다. 아래에서
는 그 사례로서 자산민영화, 절차민영화, 재정민영화를 살펴본다. 그러나
임무의 이전 방식과 임무수행의 조직 형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유형들 역시 기본 모델로 환원될 수 있다. 즉 아래에서 살펴볼 유형들은
도그마틱한 유형이 아니라, 체험적 또는 발견적인(heuristic/heuristisch)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1. 자산민영화
자산민영화(Vermögensprivatisierung)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이 사인에게 양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형은 해당 자산과 관련된 임
무의 존재나 그것의 이전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는다. 자산민영화는
통상 공기업의 매각으로 이해되는 민영화의 일상적인 정의에 가까운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절차민영화
절차민영화(Verfahrensprivatisierung)란 행정절차의 일부, 예를 들어
기획 단계나 품질통제 단계만 사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민영화는 대체로 기능적 민영화로 분류될 수 있다.
3. 재정민영화
재정민영화(Finanzenprivatisierung)란 특정한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공법연구 제24집 제5호, 1996, 2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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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절차민영화의 특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기능적 민영화와 친화성이 높은 유형이다.
Ⅴ. 구별 개념

그밖에 민영화와 구별하여 사용해야 할 개념들로는 민간위탁, 민관협
력, 공권위탁, 행정보조 등을 들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은 민영
화의 유형이 아니다.
1. 민간위탁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
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41) 따라서 대체로 기능적
민영화와 교환 가능한 용어로서 실정법상 특히 자주 사용된다.42)
이러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들고 있으나,43) 그럼
에도 불구하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4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42)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
치·운영에 관한 법률」 참조. 반면에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은
‘민영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다.
43)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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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교정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또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44) 이러한 규율관계는 얼핏 어색하게 보일 수 있으나,45)
체계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조직
법」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민영교도소 등
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규범은 아니므로, 전
자에 의한 대상제한이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한계로 작용할 수 없
기 때문이다. 후자는 전자의 특별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민관협력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란 고권적 주체와 사적
경제주체 간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협력을 의미한다.46) 이러한 협
력은 주로 공적 임무 수행에 있어서 사인의 전문성과 재정을 활용하려는
행정주체의 동기로부터 비롯된다. 민관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장기적인
회사법적 결합(혼합경제회사의 설립)에서부터 단기적인 계약관계(도급,
리스, 팩토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형식이 포괄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적 다양성과 비정형성으로 말미암아 민관협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
일적인 법적 규율은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47)
생각건대 민관협력과 민영화는 동일한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서, 민관협력이라고 불리는 현상들은 대체로 기능적 민영화에 상
응하거나 아니면 임무민영화나 조직민영화 같은 기본 유형들 간의 혼합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
단체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45) 최철호,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기준의 설정과 한계”, 숭실대학교 법학연
구소 법학논총 제20집, 2008, 286-287면 참조.
46) Tettinger, “Die rechtliche Ausgestaltung v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Die
öffentliche Verwaltung, Heft 18, 1996, S. 764 참조.
47) Tettinger, “Die rechtliche Ausgestaltung v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Die
öffentliche Verwaltung, Heft 18, 1996, S. 7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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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권위탁 및 행정보조
공권위탁48)은 사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정임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인 고권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며,49) 행정보조는 관청이
특정한 행정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인에게 보조적 또는 준비적인
지원(vorbereitende Unterstützung)을 사인에게 담당하게 하는 것을 말한
다. 일반적으로 공권위탁은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
어질 수 있는 반면에, 행정보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해된다. 또한 그
결과로 공권수탁사인은 행정주체(관청)로서 활동하고 공법상의 책임을
지는데 반해, 행정보조인은 그러하지 않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권위탁과 행정보조는 사인의 행정관여를 위해 활용되
는 법적 제도로서 엄밀하게는 민영화와 구별되는 개념이며, 민영화의 하
위유형으로 볼 수 없다.5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위탁과 행정보조를 민
영화와 관련지어 통일적인 체계 아래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으나, 논자
마다 그 이해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고 아직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것으
48) 행위로서 Beleihung과 대상자로서 Beliehene의 번역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
으로 Beliehene는 공무수탁사인(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
인”)으로 많이 번역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Beleihung은 이에 대응하여 공무위탁 정도
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김동희, 행정법Ⅰ, 제17판, 박영사, 2011, 81면
은 Beliehene를 공권력이 부여된 사인 내지 공권수탁사인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의 차이는 공권수탁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의 차이(주 49)에서 비롯되는 것인
데, 이하에서는 법적지위설을 좇아 Beleihung은 공권위탁으로 Beliehene는 공권수탁
사인으로 번역한다.
49) 공권위탁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공권위탁의 대상을 법적
권한이나 지위로 보는지, 아니면 임무로 보는지에 따라 법적지위설
(Rechtsstellungstheorie)과 임무설(Aufgabentheorie)로 구분되나, 현재에는 전자가 더
우세하다. 정하중, “공무수탁
사인의 개념과 법적 지위”, 고시연구 제29권 제11호, 2002, 43면 참조.
50) Maur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r Privatisierung in Deutschland:
Gliederungsübersicht”, Juridica International XVI, 2009, S. 6에 의하면, 공권위탁은
오히려 민영화의 반대개념(Gegenstück)이라고 한다. 한편 민영화 현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순전히 사실적인 임무의 위임(이른바 ‘사실적 공권위탁’ 또는 ‘독립적 행정
보조’의 영역)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공권위탁이나 행정보조제도가 무력하다
고 보는 견해로는, Sellmann, “Privatisierung mit oder ohne gesetzliche
Ermächtigung”,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Heft 8, 2008, S. 8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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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51) 이러한 의견 차이는 공권위탁, 민영화, 고권적 권한 등의
용어가 모두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사정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다. 또
한 공권위탁/행정보조와 민영화는 애초에 상이한 필요에서 구성된 개념
이므로, 양자 간 통일적 이해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각 개념
을 따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52) 따라서 민영화 개념을 토대
로 하여 특정 현상을 고찰하되, 고찰대상의 특별한 성격이 공권위탁이나
행정보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법리도 아울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51) Burgi, Funktionale Privatisierung und Verwaltungshilfe: Staatsaufgabendogmatik
– Phänomenologie - Vefassungsrecht, Tübingen: Mohr Siebeck, 1999, S. 79; 차민
식,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경인문화사, 2011, 117면은 이를 조직사화
즉, 형식적 민영화로 분류하나, 이성용, “사인의 경찰작용에서의 국가책임”, 공법학연
구, 제12권 제2호, 2011, 321면은 이를 기능적 민영화로 보고 있다.
52) 이에 대하여 전통적 공권위탁 개념의 질적인 확장을 통하여 오늘날의 다양한 민영화
현상들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에 관하여는 Schmidt am Busch, “Die Beleihung:
Ein Rechtsinstitut im Wandel”, Die Öffentliche Verwaltung, Heft 13, 2007, SS.
533-5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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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민영화의 대상

앞에서는 임무(Aufgabe)를 중심으로 민영화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따
라서 민영화의 대상은 임무,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임무(Staatsaufgab
e)53)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 역시 독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이른바 ‘국
가임무론(Staatsaufgabentheorie)’).54) 아래에서는 먼저 국가와 국가임무
의 개념을 간략히 검토하고, 국가임무론이 민영화의 대상 결정에 있어서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Ⅰ. 국가의 개념

국가(State/Staat/État)에 대한 수많은 정의 중에서도, 국가가 국민
(Staatsvolk)·영토(Staatsgebiet)·국가권력(Staatsgewalt)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사단(社團)이라는 옐리네크의 법적 정의는 특히 유명하다(이른바
국가삼요소설과 국가사단설55)). 한편 베버(M. Weber)에 의해 사회학적
인 정의 또한 시도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국가는 정당화된 강제력의 독
점(das Monopol legitimen physischen Zwanges: Gewaltmonopol)에 다
름 아니었다.56)57) 이와 같은 강제력독점의 개념은 이후 살펴볼 국가임무
53) 이러한 용어는 기본법 제30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30조 [연방주의 고권]
국가권한의 행사와 국가적 임무(staatlichen Aufgaben)의 이행은 기본법이 다른 규율
을 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주의 사무이다.
54) 그 대표적인 논의로는 Isensee, “Staatsaufgaben“, in: ders./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V,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06, § 73 참조
55)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년판, 법문사, 2010, 36면 참조.
56) Weber, “Politischer Verband, Hierokratischer Verband”, in: d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1922, §17, URL: http://www.textlog.de/7321.html (2012. 12. 7. 최종확
인) 참조.
57) 송석윤,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법과 사회 제20권
제1호, 2001, 11-12면에 따르면 영토국가, 국민국가, 주권국가, 민족국가 등의 개념은
포괄적이고 탈역사적인 존재로서의 국가가 아닌, 주로 ‘근대’국가와 관련된 것이다. 한
편 이상의 개념들을 통하여 근대국가가 지나치게 정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는
데, 왜냐하면 근대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대로 머무른
것이 아니며, 수백 년의 세월동안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계속적으로 주변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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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채우는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
특히 베버의 국가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는 그 대립항으로서
사회를 상정한다. 한편에 강제력을 독점하는 국가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
는 자력구제 등의 금지를 통해 강제력을 박탈당하는 존재, 즉 사회가 있
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사회의 대립 구도58)는 반드시 공
-사의 대립 구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의 추구가 국가에 전적으
로 맡겨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선사업을 위한 재단, 시민운동단체
등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사회도 공익을 직접 추구할 수 있다.59)60)
한편 국가는 정부(Government), 공적 부문(Public Sector) 등과 관련이
깊은 개념이나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가나 공동체를 다스리
는 구체적인 체계나 조직으로서 반드시 국가의 존재 및 국가와 사회의
대립 구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적 부문은 경제학적 개념으로
서 전체 국민경제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의해 또는 그
들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재화·서비스의 생산, 판매, 배분 등이 이루어
지는 부분을 말한다는 점에서, 각각 국가와 구별된다.
Ⅱ. 국가임무의 개념

에 대응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58)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42면에 따르면, 엠케(H. Ehmke)는 이러한 대립 구도,
즉 “국가를 사회와는 분리된 ‘기구(Apparatur)’로 파악하는 관념은 특히 독일에 전형
적인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 “다른 서구국가와는 달리 시민사회(civil society)와 정
부(government)라는 역사적 전통이 없는 독일의 상황에서” 찾았다.
59) 송석윤,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법과 사회 제20권
제1호, 2001, 24면; 이동수, “미국 행정법상 행정의 민영화”,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2004, 644면; 김형섭, “공기업의 국가임무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국토지주택공사
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54집, 2011, 421면 참조. 다만 차민식, “기능사화와 국
가책임에 관한 소고: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29호, 2011, 65면은
공공복리의 달성이 사회의 목표로서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6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공익과 사익의 경계가 점점 불투명해져 왔다는 점은 문
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한편으로 민주적 정당국가는 개별이익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익의 추구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공공복리에 이바
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Grimm, “Der Staat in der kontinentaleuropäischen
Tradition”, in: ders. (Hrsg.), Recht und Staat der bürgerlichen Geses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8, S. 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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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임무의 개념, 범위, 성격에 대한 것은 국가임무론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독일 공법학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독일 기본법에는 국가임무
의 정의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국가임무의 완전한 목록이 존
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밝히는 과제는 실정법(주로 실정헌법)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1. 임무의 개념
먼저 ‘임무’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임무(Aufgabe)란 객관적인 활동의
범위를 말한다.61) 독일의 국가임무론은 이러한 임무가 목적(Zweck), 목
표(Ziel), 권한(Kompetenz), 권능(Befugnis), 기능(Funktion) 등과 다르며,
임무 개념만이 민영화의 대상 및 한계에 대한 직접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62)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임무 개념의 독자성 및 국가
임무론의 존재 의의가 마련된다.
2. 국가임무의 개념 및 표지
국가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한다. 그 중에서도 이젠
제(J. Isensee)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국가임무란 공적 이익 내지 공익
과 관련된 임무로서 헌법에 따라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가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활동범위를 말한다.63)
즉 이와 같은 국가임무에 대한 정의는 공익, 국가귀속성, 헌법적 근거

61) 이원우,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 한림법학 FORUM 제7권, 1998, 219면
참조.
62) 각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sensee, “Staatsaufgaben“, in: ders./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V,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06, § 73, Rn. 6-24 참조.
63) Isensee, “Staatsaufgaben“, in: ders./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V,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06, § 73, Rn. 13 참조. 이와 유사하게 이원우,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 한림법학 FORUM 제7권, 1998, 224면은 국가임무를 “공익에 기여
하는 임무로서 실정헌법질서에 따라 국가가 담당할 수 있는 임무”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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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세 가지 표지로 이루어진다.64) 아래에서 보다 더 상세히 살펴보겠
지만 각 표지는 국가임무의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가. 공익
공익(öffentliche Interesse)이란 공동체(Gemeinwesen)가 아끼고 추구
하는 관념재(觀念財, ideelle Güter)를 말한다. 공익은, 개인이나 개별집단
이 아닌 시민 전체에(주관적 일반성) 그리고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국가
적 공동체의 사안에(객관적 일반성) 관계된다는 점에서, 개별이익에 대비
된다.65)66)
그런데 이러한 공익을 국가임무의 충분조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에 따르면 공익과 관련이 있는 임무가 곧 국가임무라고 한다.67) 국가의
이른바 공익독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사인

64) 이젠제(J. Isensee)는 국가임무는 “공익”과 “국가에 의한 착수라는 합헌적 행위
(verfassungskonforme Akt des staatlichen Zugriffs)”의 두 가지 “국면(Momente)”으
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후자를 다시 ‘국가귀속성’과 ‘헌법적 근거’
로 세분하기로 한다. Isensee, “Staatsaufgaben“, in: ders./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V,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06, § 73, Rn. 13 참조.
65) Isensee, “Staatsaufgaben”, in: ders./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V,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06, § 73, Rn. 5 참조.
66) 이러한 공익(öffentliche Inreresse)과 공공복리(Gemeinwohl)의 관계에 관하여, 양자
를 구분함으로써 전체로서의 공공복리가 다양한 공익들로 구체화된다는 견해에 관해
서는 김형섭, “공기업의 국가임무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
으로”, 토지공법연구 제54집, 2011, 421면; 공익을 공공복리와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입장으로는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전력산
업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35면 참조.
67) 이러한 견해는 사회가 단지 개별이익의 총합(Ansammlung partikularer Interessen)
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Grimm, “Der Staat in der kontinentaleuropäischen Tradition”, in: ders. (Hrsg.), Recht und Staat der bürgerlichen
Geses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8, SS. 70-71은 헤겔철학에서 그
극치를 이룬 국가의 고양(Erhöhung) 및 관념화(Idealisiierung)가 바로 이러한 ‘독일적’
사회관의 불가피한 귀결인 것으로 이해한다. 한편 이러한 경향을 독일의 국가유기체
론적 사상들의 역사적 전개과정상에서 보여주는 글로는 Böckenförde,
Ernst-Wolfgang, “Der Staat als Organismus: Zur staatstheoretisch- verfassungspolitischen Diskussion im frühen Konstitutionalismus”, in: ders., Recht, Staat,
Freiheit: Studien zur Rechtsphilosophie, Staatstheorie und Verfassungsgeschichte,
2. Aufl,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2, SS. 263-2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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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여(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
점이 있다.68) 따라서 지배적인 견해에 의하면 공익과 관련 있는 임무는
공임무(öffentliche Aufgabe)로 정의되었고, 국가임무는 이러한 공임무의
부분 내지 하위개념으로 설명되었다.69)
나. 국가귀속성
국가귀속성은 다음과 같이 소극적 정의 방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
히 밝혀질 수 있다.
첫째, 국가임무는 현재 국가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임무일 필요는
없다. 즉 국가임무는 반드시 사실적 수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
으며, 잠재적인 수행의 가능성으로만으로 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임
무는 완전히 형식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70) 한편 사실적 수행
여부에 따라 국가임무를 잠재적 국가임무(virtuelle Aufgabe)와 실재적
국가임무(aktuelle Aufgabe)로 구분하기도 한다.
둘째, 국가임무는 국가가 해야 하는 임무가 아니다. 즉 국가임무는 의
무가 아니라 가능성71)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이는 권한
(Kompetenz)과도 유사하다고 한다.72) 이처럼 국가귀속성은 ‘의무성’과는

68) 주 59 참조.
69) Isensee, “Staatsaufgaben”, in: ders./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V,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06, Rn. 13; Lee, Privatisierung als Rechtsproblem,
Köln/Berlin/Bonn/München: Carl Heymanns Verlag KG, 1997, S. 29; Fabio,
“Privatisierung und Staatsvorbehalt”, Juristen Zeitung, Heft 12, 1999, S. 587; 차
민식,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경인문화사, 2011, 73면 참조.
70) 국가임무의 정의가 형식적인 정의에 그친다면, 그 수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자발적
인 선택에 의해 어떠한 임무도 국가임무가 되거나 국가임무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Gramm, Privatisierung und notwendige Staatsaufgaben,
Berlin: Duncker und Humboldt, 2001, S. 192 참조.
71) 한편 이러한 가능성은 국가임무의 세 번째 표지인 헌법적 근거와 관련을 맺음으로써
‘법적 가능성’이 된다.
72) Isensee, “Staatsaufgaben”, in: ders./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V,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06, Rn. 15 참조. 이처럼 권한과 임무의 분명한 구분에 대하여,
일찍이 Bluntschli, Allgemeines Statsrecht, 4. Auflage, Band I, München: J. G.
Cotta’schen Buchhandlung, 1868, 5면은 국법은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사인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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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다.73) 만약 국가임무가 이러한 의무성이라는 별도의 추가적인 표
지를 갖추게 되는 경우, 그것은 국가임무의 하위유형으로서 의무적 국가
임무(obligatorische Staatsaufgabe) 또는 필수적 국가임무(notwendige
Staatsaufgabe)가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임무는 ‘오로지’ 국가만 수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의미하
지 않는다. 즉 기속은 배타적인 기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임무가 배
타성이라는 추가적인 표지를 갖추면 배타적 국가임무(ausschließliche
Aufgabe)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무성과 마찬가지로 배타성 또한 국
가임무를 구성하는 필수적 표지는 아니다. 이와 같은 국가임무의 하위유
형들은 아래에서 살펴볼 국가유보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소극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정의 또한 가능한가? 이
는 결국 다음에서 살펴볼 헌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다. 헌법적 근거
이상의 국가귀속성은 헌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국가가 어떤 공임무와 여하간의 형태로 관련을 맺기만 하면,
해당 공임무는 국가임무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어서,74) 이러한 재판소의
견해가 국가임무의 법적 근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이젠제(J. Isensee)는 재판소의 판시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는 공임무에 대한 국가의 관련성을 ‘헌법적 형식
자의(Willkür)가 배제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공권은 동시에 공의무이기도 하다. 권
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적어도 공법상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명백한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한편, 임무라는 용어 자체에 이미 의
무에 대한 친화성이 내재되어있다는 견해에 관하여는, Weiss, Privatisierung von
Staatsaufgaben: Privatisierungsentscheidungen im Lichte einer grundrechtlichen
Staatsaufgabenlehre unter dem Grundgesetz, Tübingen: Mohr Siebeck, 2002, SS.
26-27 참조.
73) 이에 대하여 임무라는 용어 자체에 이미 의무에 대한 친화성이 내재되어있다는 견해
에 관하여는, Weiss, Privatisierung von Staatsaufgaben: Privatisierungsentscheidungen im Lichte einer grundrechtlichen Staatsaufgabenlehre unter dem
Grundgesetz, Tübingen: Mohr Siebeck, 2002, SS. 26-27 참조.
74) BVerfGE 12, 205 (243). 여기서 국가“관련(성)”이란 국가귀속성과 대동소이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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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리고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관련성으로 융통성 있게(cum grano
salis)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75) 이처럼 국가임무의 필수적인 표지
로 헌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국가
임무에 대한 순전히 형식적인 이해는 국가임무 개념을 사실상 공동화함
으로써 국가작용에 대한 무제약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
로 헌법에 선행하거나 그와 무관한 임무의 속성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국가임무를 도출하려는 시도는 이념적으로 편향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76) 한편 국가임무를 결정하는 헌법적 근거로는 국가기능 및 권
한에 관한 규정, 기본권77) 등이 거론된다.
Ⅲ. 국가유보

1. 국가유보의 의의
국가유보(Staatsvorbehalt)란 특정한 범위의 공임무가 국가에 유보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가유보가 인정되는 이유는 국가가 해당임무
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오직 국가만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
기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유보는 경우에 따라서
의무적 국가임무나 배타적 국가임무(ausschließliche oder notwendige
Staatsaufgabe)와 동일한 규범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78) 이와 같은 의무
적 또는 배타적 국가임무는 민영화의 한계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국가
75) Isensee, “Staatsaufgaben”, in: ders./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V,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06, Rn. 13 참조.
76) 본 논문 제1장 제1절 연구의 목적 중 관련 부분(4면) 참조.
77) 각각 국가조직과 사회의 활동공간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국가임무와 기본권은 대비될
수 있으나, 양자의 관계가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어 기본권의 보
호의무나 기본권의 전제조건에 대한 보장의무는 국가임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Isensee, “Staatsaufgaben”, in: ders./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V,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06, Rn. 14 참조.
78) Maur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r Privatisierung in Deutschland:
Gliederungsübersicht”, Juridica International XVI, 2009, S.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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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는 민영화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 된다.
유보라는 개념은 정도(程度)의 문제를 내포한다. 즉 이러한 개념이 국
가에 임무 수행에 관한 모든 것, 즉 임무수행의 사실적 실행까지 전적으
로 맡기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이른바 ‘엄격한 국가유보’), 그렇지 않
으면 임무 이행 결과를 확보할 책임만 맡기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이른
바 ‘완화된 국가유보’). 그러나 이는 지극히 단순화된 논의에 불과하고
엄격한 유보와 완화된 유보 사이에는 다양한 수준의 유보들이 존재할 수
있다.7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보를 이상과 같은 의미의 엄격한 유보
와 완화된 유보로 양분하여 보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
는다. 대체로 엄격한 유보는 기능적 민영화나 형식적 민영화의 한계로,
완화된 유보는 임무민영화의 한계로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가유보는 대체로 후자와 같이 완화된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80)
국가유보에 관한 태도는 국가유보의 근거를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고전적 국가유보론: 강제력독점
우선 임무의 속성으로부터 국가유보의 근거를 도출하는 입장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통일적이고 진정한 임무수행이 필요한 경우나81) 임무
이행의 수단으로 강제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경우에82) 국가유보가 정당
79) 이는 이행책임, 보증책임 등 국가책임의 단계화 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80) Fabio, “Privatisierung und Staatsvorbehalt”, Juristen Zeitung, Heft 12, 1999, S.
592; Isensee, “Staatsaufgaben”, in: ders./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V,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06, § 73, Rn. 27 참조. 이에 대하여 국가유보를 엄
격한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로는 이종영, “공공엄무 민영화의 법적 한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24집 제1호, 2000, 302면 참조.
81) Isensee, “Staatsaufgaben”, in: ders./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V,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06, § 73, Rn. 27은 화폐발행과 공증을 그 예로 들고 있다.
82) Möstl, Die staatliche Garantie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Tübingen: Mohr Siebeck, 2002, SS. 291-292; Schoch, “Die staatliche Einbeziehung
Privater in die Wahrnehmung von Sicherheitsaufgaben”, Juridica International
XVI, 2009, S.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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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다고 한다. 그런데 임무의 속성에 근거한 이러한 설명들이 국가임무
의 마지막 표지인 ‘헌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강제력독점 개념으로부터 국가유보를 도출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그것이 임무와 수단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된다.83) 근래에 들어
와서 많은 국가임무들은, 심지어 그것이 종래 고권적인 권한의 행사의
전형적인 사례로 생각되는 안전에 관한 임무라 할지라도, 단지 강제력에
의존하지는 않는다.84) 이러한 측면에서 강제력독점 개념은 해당 임무 전
체가 국가에 유보된다는 주장의 근거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 때 유보
되는 것은 임무가 아니라 강제력 그 자체이므로, 강제력의 행사와 관련
이 없는 임무의 하위요소는 얼마든지 사인에게 이양되거나 위탁될 수 있
다고 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견해는 ‘임무’ 자체의 국가유보에 대하
여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강제력독점 그 자체를 과연 헌법상의 규범으로 볼 수 있는지 문
제된다. 일찍이 홉스(T. Hobbes)는 만인의 보호를 위하여서는 폭력이 군
주 내지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어야’ 한다고 설파한 바 있다.85) 오늘날에
도 이와 같은 정치철학적 사고에 기대어 특별한 고민 없이 강제력독점을
명령 즉 당위로 이해하는 경향이 흔히 발견된다. 그러나 이미 베버에 이
르면 이러한 당위성 내지 규범성은 상당히 약화된다. 오히려 베버는 강
제력독점을 사회학적 개념으로서, 그리고 경험적 관찰의 결과로서 제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86) 만에 하나 강제력독점 개념이 여하간의 규범적
83) Gramm, Privatisierung und notwendige Staatsaufgaben, Berlin: Duncker und
Humboldt, 2001, S. 38 참조. 유사한 취지의 견해로는 차민식, “기능사화와 국가책임
에 관한 소고: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29호, 2011, 75-76면 참조.
84) 불확정성과 예측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위험사회에서 정보와 설득을 통한
유도(Steuerung)가 국가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설명에 관하여는, 송석윤, “국가역
할의 역사적 변천: 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법과 사회 제20권 제1호, 2001,
25-27면 참조.
85) Reemtsma, “Gewalt: Monopol, Delegation, Partizipation”, In: Heitmeyer/Soeffner
(Hrsg.), Gewalt: Entwicklungen, Strukturen, Analyseprobleme,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4, S. 346 참조.
86) v. Trotha, “Staatliches Gewaltmonopol und Privatisierung: Notizen über gesamtstaatliche Ordnungsformen der Gewalt”, in: Sack (Hrsg.), Privatisierung staatlicher
Kontrolle: Befund, Kozenpte, Tendenzen, Baden-Baden: Nomos Verlags- 28 -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강제력독점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 아
니라 헌법상의 관련 규정과 원리로부터 이끌어내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
어 형사소송법, 형법, 행형법에 산재된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가의
형벌집행권 독점이나 사적 강제력 행사의 범죄화를 통한 배제에 관한 의
도를 읽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질서 및 평화유지에 관한 법치국가
적 요청으로부터 강제력독점을 도출하는 시도 또한 존재한다.87) 그렇다
면 강제력독점에 대한 이해는 결국 헌법상 관련 헌법규정과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의하여 실
정법적으로 구성된 강제력독점의 모습은 이념적으로 상정된 모습과는 상
당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독점의 의미와 관련하
여 특히 두드러질 수 있는데, 이 점은 바로 다음의 비판이 다루게 될 내
용이다.
셋째, 강제력독점에서 독점의 개념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격하고 확정
적인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88) 그에 따르면 우선 강제력독점은
예외를 허용한다. 마치 국가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력구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듯이,89) 강제력독점이 결코 예외가 인정되
지 않는 명령은 아니라고 지적된다.90) 뿐만 아니라, 설령 강제력독점의
gesellschaft, 1995, S. 14에 따르면 “국가의 강제력독점은 전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적 사회통제의 민영화는 이러한 강제력독점의 위기의 한 부분을 이룬다”고
한다.
87) Maur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r Privatisierung in Deutschland:
Gliederungsübersicht”, Juridica International XVI, 2009, S. 11; Stober,
“Privatisierung öffentlicher Aufgaben: Phantomdiskussion oder Gestaltungsoption in
einer verantwortungsgeteilten, offenen Wirtschafts-, Sozial- und
Sicherheitsverfassung?”,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Heft 32, 2008, S. 2305 참
조.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형사사법업무의 국가유보를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바로 도
출하는 견해로는 한영수, “형사사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2001, 150-151면 참조.
88) Gramm, Privatisierung und notwendige Staatsaufgaben, Berlin: Duncker und
Humboldt, 2001, S. 39; Stober, “Privatisierung öffentlicher Aufgaben: Phantomdiskussion oder Gestaltungsoption in einer verantwortungsgeteilten, offenen
Wirtschafts-, Sozial- und Sicherheitsverfassung?”,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Heft 32, 2008, S. 2305;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전
력산업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56면 참조.
89)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형법 제23조(자구행위) 참조.
90) 김남진, “경찰임무의 탈국가화·민간화와 법적 문제”, 고시연구, 제33권 제9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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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독점’이 반드시 모든 위임을 배제한
다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생각건대 독점은,
반드시 강제력의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와 동
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강제력 행사에 관한 사실적 지배를 통해서
도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강제력독점 개념의 이완성 내지
불확정성은 국가유보 여부에 관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유보 역시 여하간의 사인의 협력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완화되어 이해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3. 국가유보에 대한 헌법적 해석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제력독점의 근거를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찾는 견해도 있으나, 고전적 국가유보론은 대체로 헌법적 정당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유보의 근거를 실정 헌법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헌법들에 포함되어 있
는 권한 및 기본권 관련 규정이, 특수하게는 대표적으로 독일 기본법상
의 이른바 기능유보조항이 국가유보의 근거로 꼽힌다.
가. 조직법상 권한 관련 제규정
국가의 여러 기관들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유보의 유력한 근거
가 된다고 한다. 이를테면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거나(헌법 제40조), 사
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기능과 입법기능 또는 관련 임무에 대한 국가유보를 말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독일에서는 이에 더해 기본법상 연방과 연방주의 권한배분에
관한 규정91) 또한 국가유보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 유보의 구체
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은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달려있다.
17면 참조.
91) 독일 기본법 제30조(주 53) 참조.
- 30 -

나. 기본권의 보장
기본권은 생활영역을 ‘보호’한다. 이러한 보호영역 내에서 기본권은 주
관적 공권(방어권 및 보호권), 제도보장, 기본권에 부합하는 개별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보장’한다.92) 기본권이 보장하는 주관적 공권은 오늘날
국가의 침해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권의 성격을 넘어서 국가의 보호를 적
극적으로 청구하는 보호권의 성격까지 지닌다고 이해되고 있는데,93) 이
러한 보호권에 대응되는 국가의 의무가 바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이
다. 기본권보호의무란 국가가 일방 사인에게 다른 사인의 기본권적 생활
영역 내지 법익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말한다. 그런데 안
전이나 생존배려와 관련하여 중요한 임무에 관하여 국가가 민영화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해태할 경우, 생명권, 신체완전성
에 대한 권리 등 특정 기본권에 관한 국가의 보호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처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
에서 국가유보가 인정될 수 있다.
다. 독일 기본법상 특수한 근거: 기본법 제33조 제4항
독일 기본법 제33조 제4항94)은 상시적 임무로서 고권적 권한의 행사
가 원칙적으로 직업공무원에게 유보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선 국가기관 내에서 직업공무원과 기타 직원 사이의 업무분장 관련 규
92) Pieroth/Schlink, Grundrecht Staatsrecht II , 26. Auflage, Heidelberg: C. F. Müller,
2010, Rn. 219 참조.
93) Pieroth/Schlink, Grundrecht Staatsrecht II , 26. Auflage, Heidelberg: C. F. Müller,
2010, Rn. 218 참조. 한편 BVerfGE 92, 26 (46)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
호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그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에 대응하는 기본
권으로서의 보호청구권(Schutzrecht)은 공권력이 보호조치들(Schutzvorkehrungen)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거나 마련된 규정이나 조치가 제시된 보호목표를 달성하기에 완전
히 부적합하거나(gänzlich ungeeignet) 전적으로 불충분한(völlig unzulänglich) 또는
그것들이 상당히 뒤쳐진 경우”에만 침해된다고 한다.
94) 기본법 제33조 [시민으로서 동등–공무]
(4) 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상시적 임무로서 원칙적으로, 공법적 복무 및 신임관계에
있는 공무의 소속원(Angehörigen des öffentlichen Dienstes)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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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나아가 동 조항이 국가유보를 규정하
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부정하는 견해들
도 있으나 제3장에서 살펴보게 되듯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긍정
하였다.
4. 국가유보의 철학적 근거: 고전적 국가유보론의 부활?
마지막으로 국가유보를 실정법상의 근거가 아닌 철학적 논증을 통하여
도출하려는 시도가 존재한다. 특정한 국가임무는 공적 성격(public
nature)95) 내지 정치적 성격(political nature)96)을 지니므로, 이를 국가의
이름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사인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적당하
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벌적 제재의 본지(本旨)는 단지 범죄자에
게 고통을 가하거나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의 공적 성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민영교도소를 통해 형벌적 제재를 집행
하는 것은 구금관행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잘못된 메시지(wrong
message)’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즉 민영교도소의 직원에 의한
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강제력의 사용의 상업화 및 (민영교도소의 재소자
가 영리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재소자에 대한 부존중이라
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첫째, 형벌의 정당화를 위해 도대체
어떠한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둘째, 그러한 사회
적 의미를 밝힐 수 있다 하더라도, 사인에 의해 운영되는 교도소가 반드
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즉
형벌의 사회적 의미는 형벌과 관련 규율을 정하는 국가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지 교도소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95) Medina, “Constitutional limits to privatization: The Israeli Supreme Court decision
to invalidate prison privat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
8 No. 4, 2010, p. 702.
96) Dorfman/Harel, “The Case against Privatizat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2013 (간행예정), URL: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103365
(2012. 12. 1. 최종확인),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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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밖에도 설령 형벌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하여 민영교도소의 결
함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헌법적 법리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중요한 비판이 제기된다.97) 이스라엘 최고재판소가
내린 2009년의 판결은, 이와 같은 이론과 실정헌법 사이의 간극을 메우
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98) 동 결정은 그 접점을 재소자
의 자유와 인간존엄성에 대한 권리에서 찾았다.

97) 이상의 비판들에 관해서는 Medina, “Constitutional limits to privatization: The Isra
eli Supreme Court decision to invalidate prison privat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 8 No. 4, 2010, pp. 702-703 참조.
98) HCJ 2605/05 The Human Rights Devision, The Academic Center for Law and
Business v. Minister of Finance (November 19,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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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민영화의 헌법적 한계
Ⅰ. 정책적 논의: 효율성 대 책임성

민영화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주로 민영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99) 국가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시장에서 자
원배분의 균형점을 스스로 찾는데 성공하여 그에 따라 비용이 줄어들거
나 효과가 증대할 것이라는 효율성(efficiency) 극대화의 사고가 민영화
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근거가 된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
을 필두로 하여 미국과 유럽에서는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본격적인 민영
화가 이루어져왔다.100) 이런 관점에서 민영화 현상의 확산은 작은 정부
와 공급주의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성세(成勢)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101)
교도소의 민영화 역시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처럼 번진 교
도소 민영화가 단지 교정예산을 절감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민영화 정책의 근저에는 신자유
주의 정책으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복지혜택이 감축된 상황에서 실업

99) 민영화에 관한 경제학적 논의의 전개와 그에 대한 도전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글로
는 Budäus, “Privatisierung öffentlich wahrgenommener Aufgaben: Grundlagen,
Anforderungen und Probleme aus wirtschaftlicher Sicht”, in: Gusy (Hrsg.),
Privatisierung von Staatsaufgaben: Kriterien – Grenzen - Folgen, Baden-Baden:
Nomos Vergesellschaft, 1998, SS. 12-36 참조.
100) Grande, “Privatisierung und Regulierung aus politikwissenschaftlicher Sicht”, in:
Gusy (Hrsg.), Privatisierung von Staatsaufgaben: Kriterien – Grenzen - Folgen,
Baden-Baden: Nomos Vergesellschaft, 1998, S. 37에 의하면 비록 1960년대와 70년대
에도 민영화가 종종 이루어졌으나, 80년대에 이르러 그것은 비로소 광범위한 현상(ein
flächendeckes Phänomen)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Donahue, The Privatization
Decision: Public Ends, Private Means, New York: Basic Books, 1989, p. 4는 당시
(미국에서의) “재정적으로 야심만만하고 이념적으로 충만한 현상(fiscally ambitious,
ideologically charged phenomenon)”으로서의 민영화를 “영국으로부터의 수입품(a
British import)”으로 표현하고 있다.
101) 이승우, “공기업 민영화의 헌법적 문제점”, 사법행정 제35권 제9호, 1994, 47-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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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를 인위적으로 감소시키고, ‘사회적 낙오자’를 격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한다.102)
한편 마치 도도한 물결과도 같던 민영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움직임도
포착되었다.103) 민영화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이와 같은 역방향의 현상들이 발생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항
보안·검색 업무의 국유화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바로
9·11 테러였다. 9·11 테러는, 비국가적 무장 세력이 시민 사회의 ‘탈’을
쓴 채 언제 어디서 미국의 관공서와 주요 시설을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그에 따라 국가는 한껏 움츠렸던 손을 다시 힘차
게 내뻗게 되었다.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보안 업무를 국가로 (재차)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한
편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교도소나 군대의 민간 위탁에 대해서도 경계
의 목소리가 높아졌다.104)
효율성(efficieny) 논거는 워낙 강력하여 동일한 경제적 차원에서 이를
공박하기는 극히 어려웠으므로,105) 민영화를 반대하거나 그에 대한 신중
한 접근을 옹호하는 입장으로서는 새로운 논거가 필요했다. 그들이 보기
에, 무분별한 민영화는 공적 가치에 대한 충실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즉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찬성 측의 효율성(efficiency) 논거에 대해
책임성(accountability) 논거로 대응하였다.106) 이러한 책임성의 요구는
102)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는 로익 바캉, 류재화 옮김, 가난을 엄벌하다, 시사IN북, 2010
참조.
103) Schoch, “Rechtliche Steuerung der Privatisierung staatlicher Aufgaben”, Jura,
Heft 9, 2008, S. 673에 따르면, 근래에 들어 독일의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민영화
된 시설이나 임무들을 다시 회수하는 것, 즉 Rekommunalisierung이 활발히 논의 및
실행되고 있으며, 민간 운영자에 대한 불만, 공적 운영을 통한 비용절감 및 품질제고
가능성의 발견 등이 민영화 반대의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104) 심지어는 교도소나 군대의 민영화를 ‘주권의 아웃소싱’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였다.
이는 Verkuli, Outsourcing Souvereignty: Why Privatiz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Threatens Democracy and What We Can Do About i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의 제목에서 확인된다.
105) 이와 같은 강력함은 흔히 그것의 가치중립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이해되나, 효율
성 논거가 반드시 가치중립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Dolovich, “How
Privatization Thinks: The Case of Prison”, in: Freeman/Minow (ed.), Government
by Contract: Outsourcing and American Democracy,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p. 1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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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구성원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나 국가에 대해 보다 더 가중된
다.107) 그리고 다음 항에서 살펴보듯 이와 같은 책임은 결국 도덕적 책
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Ⅱ. 법적 논의: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1. 법적 논의의 필요성
책임은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등을 포괄하는 것이
나,108) 각각의 위반에 대한 제제의 강도와 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중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확실한 책임은 법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도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으로 여겨지는 것도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
화되는 한에서는 법적 책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책임에 실체
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법학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작용은 민주주의 원리나 법치국가 원리 등 기본적 원리들로부
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이 확인된다.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 기본권적 가치들은 단지 도덕적·정치적 차원에서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가치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
각되어진다.109)
106) 민영화 문제를 이처럼 효율성 대 책임성의 대립구도로 이해하는 것은 특히 미국의
또는 미국 관련 저작에서 두드러진다. Donahue, The Privatization Decision: Public
Ends, Private Means, New York: Basic Books, 1989, pp. 10-11 참조. 이동수, “미국
행정법상 행정의 민영화”,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2004, 649면 참조.
107) Donahue, The Privatization Decision: Public Ends, Private Means, New York:
Basic Books, 1989, p. 11에 따르면, “공적 권위(public authority)가 부여된 곳에 책임
성의 특별한 부담이 따른다”고 한다.
108) 책임(Verantwortung)을 법적, 윤리적 또는 정치적 보증의무(Einstandspflicht)로 설
명하는 것으로는, Isensee, “Staatsaufgaben”, in: ders./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V,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06, § 73, Rn. 35 참조.
109) 박신, “민영화의 헌법적 문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1호, 1999, 417
면; 이원우,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공법연구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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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반드시 무관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
아야 한다. 이러한 법적 책임의 방기 내지 소홀로 인한 불이익을 경제적
계산에서 누락할 경우 민영화의 경제적 효과가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만일 법적 책임 이행·불이행으로 인한 효과를 경제적 효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에 산출된 민영화의 경제적 효과는
왜곡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적 논의는 경제적으로 개
선되고 완전한 고려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110)
2. 헌법적 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법적 논의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결국 헌법적 논의
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헌법의 형식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헌법은 한 국가
실정법 체계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는 규범이다. 다시 말해 헌법이 실정법
질서의 최종적 근거가 된다.111)
두 번째는 헌법의 내용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구별을 전제하고 국가와 사회의 관계 및 그러한 관계상에서의 국가의 역
할을 그 주된 관심사로 삼고 있다. 민영화가 국가임무를 민간으로 이전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한, 이러한 민영화는 헌법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112)
마지막 이유는 실제적인 고려로부터 비롯된다. 대개 민영화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형식적 합법성이 문제되는 경
우는 드물다. 따라서 민영화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법질서체계
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의 규정과 원리에 의
집 제1호, 2002, 38-39면 참조.
110)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효율성의 측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책임성에 관한 고려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Donahue, The Privatization Decision: Public Ends,
Private Means, New York: Basic Books, 1989, p. 12 참조.
111) 이승우, “공기업 민영화의 헌법적 문제점”, 사법행정 제35권 제9호, 1994, 46면 참조.
112) 이와 유사한 취지의 견해로는 최승원,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기초”, 행정법연구 제
21호, 2008, 190면; 홍석한, “민영화의 헌법적 한계와 규제”,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1
호, 2010, 3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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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헌법학의 관심은 실정 헌법의 해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실정
헌법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입법론 내지 헌법개정론의 형
태로 제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몇 가지 핵심 헌법원칙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정형화된 근대입헌주의 헌법 하에서, 법치국가 원리
나 민주주의 원리 등을 이탈하는 논의는 쉽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
런 의미에서 결국 실정헌법에 대한 해석론이 헌법적 논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적 논의는 민영화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에 의
해 설정된 가능성과 한계113)를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Ⅲ. 독일 기본법상 민영화의 한계

이하에서는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일 기본법상 민영화의 한계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
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말 그대로 간략한 스케치만 시도하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기능유보조항과 민주주의 원리 관련
부분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전개된 논의를 중심으로 제3장
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우리 헌법상 민영화의 한계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따로 고찰하기로 한다.
독일 기본법상의 민영화의 한계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지만, 그 중 하나는 그 기본법상 근거의 형식 및 직접성에 따라서 ①민
영화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직접 규정)에 의한
한계, ②그 자체로 민영화를 규율하지는 않으나 민영화의 허용 또는 금
지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간접 규정)에 의한 한계, ③일반적
113) 한계는 동시에 가능성을 의미한다. 가능성과 한계는 일종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
계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가능성의 범위 또한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계보다는 경계가 덜 추상적이면서도 더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독일
어의 Grenze는 한계(limit)와 경계(border)의 의미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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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헌법원칙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한계로 구분하는 것이다.114)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한
헌법규정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헌법원칙이 구체화된 것일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원칙의 중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며, 대체로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1. 직접규정
독일 기본법은 그 제정 당시 민영화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에 민영화는 특별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오히려 사회화(Vergesellschaftung) 조항115)이 존재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특정한 연방기업(철도, 우편, 통신)의 민영화
에 관한 조항들116)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민영화의 허용이나 금
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2. 간접규정
가. 기본법 제83조 이하의 연방행정의 권한 및 조직에 관한 규정
기본법 제83조 이하는 연방행정의 권한 및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다. 이는 임무민영화에 대한 한계로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기능적 민
영화나 형식적 민영화의 한계로 기능하기는 어렵다.
나.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기능유보조항
114) 이러한 구분은 Maur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r Privatisierung in
Deutschland: Gliederungsübersicht”, Juridica International XVI, 2009, S. 9 참조.
115) 독일 기본법 제15조 [사회화(Vergesellschaftung)]
토지, 지하자원, 생산수단은, 사회화 목적을 위하여,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공동소유나 다른 형태의 공동경제로 이전될 수 있다. 보상에 관해서는
제14조 제3항 제3문 및 제4문이 준용된다.
116) 독일 기본법 제87e조, 제87f조, 제143a조, 제143b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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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대한 또 다른 간접규정으로는 기본법 제33조 제4항을 들 수
있다. 이는 독일 기본법의 특징적인 조항으로 독일 밖에서는 오직 그리
스 헌법에서만 그에 상응하는 규정이 발견된다.117) 그 내용 및 의미는
상시적인 임무로서 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업공무원이 담당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고권적 임무의 양질의, 중립적인 수행을
위해 직업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법 체계상 본 규정은 직업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보장(즉 ‘직업공무
원제도’118))의 일환이며, 그 자체로 민영화의 허용 또는 금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유보조항이 민영화의 한계로서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는 의
견이 대립된다. 기능유보조항이 직업공무원과 비직업공무원의 내부적 업
무분장 규정에 불과하여 민영화의 한계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의견이 존
재하는 반면,119) 기능유보가 사법상 조직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요구된다
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한계기능을 긍정하는 견해 또한 존재한
다.120) 후자의 견해는 제3장에서 살펴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지지된 바 있다.
3. 일반적 헌법원칙
가. 법치국가 원리
117) Maur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r Privatisierung in Deutschland:
Gliederungsübersicht”, Juridica International XVI, 2009, S. 11, Fn. 42 참조.
118)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는 바이마르 헌법(Weimarer Verfassung)에서 최초로 명시되
었다고 한다. 김수진, “독일 공무원관련법 개정에 따른 직업공무원제의 도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0집 제2호, 2011, 363면; 민경식, “헌법상의 공무원 제도”, 중앙대
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17집, 1992, 76면 참조.
119) Maur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r Privatisierung in Deutschland:
Gliederungsübersicht”, Juridica International XVI, 2009, S. 11 참조.
120) Fabio, “Privatisierung und Staatsvorbehalt”, Juristen Zeitung, Heft 12, 1999, S.
592; Schoch, “Rechtliche Steuerung der Privatisierung staatlicher Aufgaben”, Jura,
Heft 9, 2008, S. 6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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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원리(Rechtsstaatsprinzip)는 수많은 개별규정에서 그 실정법
적 표현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대원칙을 이룬다. 법치국가
원리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121) 여기서는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는데 그치기로 한다.
먼저 일정한 국가의 작용은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
며(법률유보의 원칙), 해당 법률은 그 내용이 애매하거나 모호해서는 안
된다(명확성의 원칙). 여기서 특히 행정작용의 형식적 통제 수단으로서
법률의 기능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따르면 민영화 조치는 법률의 형식으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
고, 민영화의 근거법률은 그 내용이 명확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
에서 법치국가 원리는 민영화의 형식과 방법에 대한 한계로서 의미가 있
다.
한편 이에 대해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직접 국가유보를 도출하는 견해
가 있다.122) 이 견해에 따르면 법치국가 원리의 본질적 요청을 법질서
및 평화 유지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두고, 국가는 법질서 및 평화를 유
지하기 위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폭력의 활용과 자력구제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는 평
화보장 임무에 필요한 예방수단과 설비를 강구하고 확보할 수 있어야 하
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 사법, 행형, 행정구조, 재정 등은
배타적 국가임무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영역의 핵심은 국가에 유보
되나, 주변적 영역은 위탁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흔히 인용되
는 강제력독점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법질서와 평화를 구현하기 위
한 수단이 될 따름이다.
나. 사회국가 원리
121) 법치국가 개념의 역사적 전개에 관하여는 Böckenförde, “Entstehung und Wandel
des Rechtsstaatsbegriffs”, in: ders., Recht, Staat, Freiheit: Studien zur
Rechtsphilosophie, Staatstheorie und Verfassungsgeschicht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2, SS. 143-169 참조.
122) Maur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r Privatisierung in Deutschland:
Gliederungsübersicht”, Juridica International XVI, 2009, S.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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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 원리(Sozialstaatsprinzip)란 사회적 안전(soziale Sicherheit)
과 사회적 정의(soziale Gerechtigkeit)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수요가 충
족되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급부국가(Leistungsstaat)로서
국가는 재정적 급부를 제공하고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여야 하나, 국가
의 급부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민영화라는 수단을
통해 사인의 도움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민영화는 계약적
인 것이어야 하며, 국가가 아예 물러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이때
에도 임무민영화는 금지된다.
한편 시장 내지 경쟁 원리가 교란 내지 무시되거나, 필요한 급부가 적
절한 조건 하에 제공되지 않거나, 기본적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
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 때 국가는 민영화를 전적으로 포기
하거나, 아니면 민영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나 행
정법적 조치에 의해 민영화의 사회계약성123)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로써
국가는 보장책임을 지게 되며,124) 급부행정은 보장행정으로 전화(轉化)한
다.125) 따라서 사회국가 원리에 따르면, 급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적
으로 저버리거나 급부가 필요수준에 이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
으로 민영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민주주의 원리
123) 이러한 사회계약성과 관련하여 Kißler, “Privatisierung von Staatsaufgaben:
Kriterien und Grenzen aus sozialwissenschaftlicher Sicht”, in: Gusy (Hrsg.),
Privatisierung von Staatsaufgaben: Kriterien – Grenzen - Folgen, Baden-Baden:
Nomos Vergesellschaft, 1998, S. 70은 “장래에 무엇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생산되
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계약적이
고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것, 즉 사회적으로 이성적인 것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이
러한 이성을 보장하는 원리는 공공성(Öffentlichkeit)”이라고 주장한다. 그밖에도 사회
계약성의 보장에 대해 강조하는 견해로는 조인성, “독일 지방 상수도사업의 민영화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9, 47면 참조.
124) 홍석한,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법학논총 제17권 제
3호, 2010, 232면은 이러한 보장책임이 민영화 이후에도 국가에 유보되는 책임을 설명
하는 핵심개념이라고 한다.
125) 이세정, “민경협력을 통한 국가안전임무 수행”,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2010, 379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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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독일의 지배적인 논의는 민주주의를 최소한 국
가 내지 정부형태(Staats- und Regierungsform)로서의 민주주의와 생활
양식(Lebensform)으로서의 민주주의로 구분하는 데에서 시작된다.126) 따
라서 민주주의 원리(Demokratieprinzip)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와 관
련된 것으로 독일사회의 특수한 현실과 맞물려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비
로소 법도그마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 원리의 근거로는 일반적으로 기본법 제20조 제2항127)을 들고
있는데,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의미가 구별되는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
어진다. 즉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1문이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
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주권 원리
(Prinzip der Volkssouveränität)을 선언하고 있다면, 제2문은 ”그것(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해 선거나 투표의 형태로, 그리고 특정한 입법, 집
행 및 사법기관들을 통하여 행사된다“고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 원리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모든 국가권력의 구성과 행사에는 민주적
정당화(demokratische Legitimation)가 요구된다.
그런데 민영화된 임무 중 일부는, 이를 여전히 국가권력의 행사로 보
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민주적 정당화
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
의 원리 또한 민영화의 한계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의 한계
로서 민주주의 원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제3장에서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128)
126) Böckenförde, in: Isensee/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I,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06, §24, Rn. 8 참조.
127) 독일 기본법 제20조 [헌법원칙–저항권]
(2)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국민에 의해 선거(Wahlen)나 투표
(Abstimmung)로써, 그리고 특정한 입법, 집행 및 사법기관들을 통하여 행사된다.
128) 제3장 제2절 Ⅲ.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 여부(8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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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본권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 및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129) 독
일에서는 개별 기본권으로부터 민영화의 금지 또는 명령이 도출될 수 있
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기본법 제12조 제1
항130))로부터 특정 경제영역에 관하여 적극적인 민영화를 요구할 수 있
는지 여부나131) 그리고 생명과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기본법 제2
조132) 제2항)로부터 특히 물 산업 또는 상수도사업의 민영화가 금지되는
지 여부133)에 관한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129) Stern, “Idee und Elemente eines Systems der Grundrechte”, in: Isensee/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X,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11, § 185, Rn. 52 참조.
130) 독일 기본법 제12조 [직업의 자유]
(1) 모든 독일인은 직업, 직장, 직업교육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규율된다.
131) 국가가 경쟁의 제반조건을 마련하고 있는 한, 기본법 제12조 제1항이 경쟁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는 Maur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r Privatisierung in Deutschland: Gliederungsübersicht”, Juridica International XVI, 2009, S. 12; 기본권의 민영화에 관한 중립성
을 들어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는 조인성, “독일 지방 상수도사업의 민영화에 관한 법
정책적 과제”, 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9, 48-49면 참조.
132) 독일 기본법 제2조 [인격적 자유권]
(1) 타인의 제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적 질서(verfassungsmäßige Ordnung) 또는 도
덕률(Sittengesetz)을 위반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대
한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든지 생명과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Freiheit der
Person)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133) 물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므
로, 국가는 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사회국가 원리에 근거하여 적정하고 충분하며 포
괄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여야 하고, 따라서 물 공급에 있어서 실질적 민영화는 허용
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관해서는 Maur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r
Privatisierung in Deutschland: Gliederungsübersicht”, Juridica International XVI,
2009, S.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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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치료감호시설 민영화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실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치료감호
판결’

본장에서는 치료감호134)시설의 민영화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실례로서
최근 2012년 1월 18일에 내려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치료감호
(Maßregelvollzug) 판결’135)을 그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이 판결은 무엇보다도 민영화의 한계에 관하여
드물게 이루어진 법원의 직접적·종국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
다. 또한 그것은 비교적 최근에 도출된 관계로 그간 학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와 고려들을 폭넓게 반영된 결과로 간주된다. 동 판결은 민
영화의 한계로서 독일 기본법 제33조 제4항(기능유보조항)과 민주주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 민영화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점을 제
외하면 해당 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민영화 사례는 우리나라의 민영화 사
례와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동 결정의 참고가치는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검토함에 있어서 특히 다음의 사항들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해당 판결은 치료감호시설의 민영화에 관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2012년 12월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의 교정시설의 전면적 민영
134) 독일에서의 정확한 명칭은 ‘개선 및 보호처분(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이다. 한편 이러한 개선 및 보호처분은 취업금지(Berufsverbot) 등의 처분
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신병원과 약물재활시설에서의(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und einer Entziehungsanstalt)’ 개선 및 보호처
분이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개선 및 보호처분의 종류에 관
해서는 독일 형법 제61조(주 145) 참조.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러한 독일의 개선 및
보호처분 역시 치료감호(처분)로 부르기로 한다.
135)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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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시도된 적이 없으므로,136) 당연하게도 민영교도소 직원에 의한 강
제조치 행사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판단할 기회 또한 없었다.
둘째, 치료감호는 연방주 관할사항으로서 각 연방주마다 민영화 여부
와 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137) 해당 판결은 헤센주의 치료감호 민영화에
관한 것이나, 그 심리 과정에서 다른 연방주의 현황도 참고하고 있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의 사례로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문제된 사
안 그 자체가 아니라, 사안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와 기준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해당 판결은 형식적 민영화에 관한 것이다. 즉 치료감호시설의
민영화 이후에도 공적 주체는 여전히 시설운영법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
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사례는 기능적 민영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독일과 상이하다.
넷째, 해당 판결에서 애초에 문제된 것은 치료감호업무의 위탁 즉 민
영화 조치 그 자체가 아니라, 민영화된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사인인 직
원에 의해 부과된 강제조치였다.138) 양자는 개념적·논리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특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의 효력을 후자가 유
효하기 위한 전제로 보고 결국 전자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갔
다.
제 1 절 사실관계

136) 독일(헤센 주)에서는 교도소의 경우, 수형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보안업
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건물관리, 수용자를 위한 요리·세탁·건강관리, 작업·교육 등)
에 대해서만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경래,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의 민영화: 선
진외국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1호, 2010, 25-26면;
국회입법조사처,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17호,
2011, 18면 참조.
137) 독일 각 연방주별 치료감호민영화 유형의 차이에 관하여는, Töller/Dittrich, Die
Privatisierung des Maßregelvollzugs: Die deutschen Bundesländer im Vergleich,
polis Nr. 68, Hagen: Institut für Politikwissenschaft, 2010, SS. 13-16 참조.
138) 엄밀하게 말하면 강제조치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문제되었다. 이는 독일의 경우 재
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에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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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치료감호업무의 사인 위탁
2006년의 ‘연방개혁(Föderalismusreform)’에 의하여 연방주의 고유관할
사항이 되기 전까지, 독일에서 치료감호집행의 규율에 관한 관할권은 연
방과 연방주가 경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행사는 행형과는
달리 사실상 연방주에 일임되어왔다.139) 이에 따라 독일 헤센주에서는
종래 상급 지방자치단체조합(Kommunalverband höherer Ordnung)인 헤
센주(州)복지협회(Landeswohlfahrtsverband Hessen: 이하 ‘주복지협회
’)140)가 치료감호 업무를 직접 관장하였으나, 2008년 1일 1일 주복지협회
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주복지협회-건강관리유한회사
(LWV-Gesundheitsmanagement GmbH)’141)가 지주회사로 설립되고 그
산하 12개의 자회사가 기존의 치료감호시설들을 나누어 관리하게 됨으로
써, 전통적인 치료감호임무의 수행구조에 있어서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
다. 즉 이로써 기존에는 순전히 공공단체에 의해 수행되던 공무가 이제
는 사법(私法)상의 회사들에 위탁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들 회사의 지분
은 주복지협회가 직접 또는 지주회사를 통해 단독으로 보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에서의 치료감호업무의 사인 위탁은 형식적 민영화
139) Töller/Dittrich, Die Privatisierung des Maßregelvollzugs: Die deutschen
Bundesländer im Vergleich, polis Nr. 68, Hagen: Institut für Politikwissenschaft,
2010, S. 7 참조.
140) 헤센주복지협회(LWV)는 1953년 헤센주 「주복지협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
된 공법인(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으로, 헤센주 내 여러 군(郡, Landkreise) 및 독립시(獨立市, kreisfreie Städte)의 연합체이다. 주복지협회는 사회정책적
임무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구체적 과제로는 장애인 등 요부조자에 대한
사회부조, 전쟁희생자에 대한 지원, 정신병원의 운영 및 관리 등이 있다. 따라서 동
단체는 한국의 특수지방자치단체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헤센주복지연합 홈페이지 (http://www.lwv-hessen.
de/webcom/show_article.php/_c-232/_nr-19/_lkm-51/i.html, 2012. 9. 17. 최종확인) 참
조.
141) 2009년 3월부터는 ‘비토스 유한회사(Vitos GmbH)’라는 이름 아래 활동을 해오고 있
다. ‘비토스(Vitos)’는 생명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vita와 그리스어의 bios의 합성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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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lle Privatisierung)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치료감호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1981년에 제정되고 2010년
에 최종적으로 개정된 헤센주의 치료감호법(Gesetz über den Vollzug
vo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und in einer Entziehungsanstalt: 이하 ‘헤센주 치료감호
법’)에 마련되어 있다. 먼저 동법 제2조142) 제1문은 치료감호가 주복지협
회 직속의 시설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운영자(Träger)의 시설, 즉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사회부장관이 정한 시설에서도 집행될 수 있음을 규정
하였다. 나아가 동법 제2조 제3문에 따르면 물적회사 내지 자본회사
(Kapitalgesellschaft) 또한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자본회사의 지분은 공법상 사단(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인
주복지협회가 직접 또는 그 자회사를 통해 전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7년 10월 23일 헤센주와 ‘ZSP 하이나 공익
유한회사(ZSP Haina gGmbH)’143)(당시 주복지협회가 주식의 5.1%
LWV-Gesundheitmanagment가 94.9% 보유)는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2조
제4문에 따라 공권위탁계약(Beleihungsvertrag: 이하 ‘위탁계약’)을 체결
하였다. 위탁계약 제2조 제1항144)에 따르면, 위탁의 대상은 형법 제61
142)1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2조 [치료감호시설]
(치료감호)처분과 형사소송규칙 126a조에 따른 잠정적 수용(收容)은, 주복지협회의
시설 또는 기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에 사회부장관의
명령(Rechtsverordnung)에 의
2이로써 이 법률의 효력범위 외에 있
해 결정된 운영자(Träger)의 시설에서 집행된다.
는 시설에서의 집행이 배제되지 않는다. 3치료감호시설의 운영자는, 필요한 안정성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한, 그 지분이 전적으로 주복지협회 또는 (마찬가지로 주복지협회
가 그 전체지분을 보유하는) 주복지협회의
자회사에 의하여 보유된 자본회사
(Kapitalgesellschaft)가 될 수도 있다. 4이러한 자본회사는 치료감호를 관할하는 부서
(Ministerium)와
운영자 사이의 공법적 계약에 의하여 치료감호임무에 관한 공권을
부여받는다. 5공권위탁계약(Beleihungsvertrag)은 특히 시설에 있어서 항상 치료감호
집행의 적정한 수행을6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적, 조직적 전제조건이 갖춰지도
록 보장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 그 대리인 및 경영진인 의사들은 장래에도 주복지협
회의 직원(Beschäftigte)으로 남아 있고,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재량결정
(Ermessensentscheidungen)을 내린다.
143) 동 회사는 2012년 11월 현재 ‘비토스 하이나 공익유한회사(Vitos Haina gGmbH)라
는 명칭 아래 영업하고 있다.
144) 위탁계약 제2조 [임무위임]
(1) ZSP 하이나 공익유한회사의 등기를 통한 형식 변경의 발효와 함께, 운영자
(Träger)에게는, 독일형법 제61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선 및 보호처분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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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14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선 및 보호처분으로서 부과된 수용의 집
행을 헤센주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고권적 임무
(hoheitliche Aufgabe)이다.
2. 사건의 발단: 청구인의 소란행위 및 간호사의 감금조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Beschwerdeführer: 이하 ‘청구인’)은 독일 형법
제63조146)에 의거하여 ‘비토스 법무정신병원 하이나(Vitos Klinik für
Forensische Psychiatrie Haina)’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공격적인 발작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왔다. 2008년 4월 8
일, 청구인은 급기야 병동의 문을 개방하려고 시도하다가 한 간호사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간호사로부터 병동 문으로부터 떨어질 것을 요구받
자 청구인은 그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이 때 다른 간호사가 합류하였는
데, 청구인은 그 간호사에게도 “네 목을 잘라 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
르며 위협을 가했다. 그 결과 청구인은 두 명의 간호사에 의해 강제적으
로 감금(Einschluss)되었고,147) 이러한 감금조치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당직의사에게 그리고 이 당직의사를 통하여 수석 당직의사에게 보고되었
다. 한편 이상의 간호사들은 모두 사법(私法)적 고용계약에 의해 고용된
부과된 수용의 집행을, 헤센주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에
의한 집행계획(Vollstreckungsplan) 상의 기준에 따라, 업무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에서
수행할 고권적 임무가 위임된다.
145) 독일 형법 제61조 [개관]
개선 및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다.
1. 정신병원에의 수용
2. 약물재활시설에의 수용
3. 보안구금(Sicherungsverwahrung)으로서의 수용
4. 행동관찰(Führungsaufsicht)
5. 운전면허 취소
6. 취업금지
146) 독일 형법 제63조 [정신병원에의 수용]
누군가가 책임무능력 (제20조) 또는 책임박약 (제21조)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범한
경우에, 행위자와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 이상의 상태로 인하여 행위자로부
터 상당한 위법행위가 기대되고 또한 그가 일반 대중에 대하여 위험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정신병원에의 수용 조치를 명한다.
147) 당시의 감금 장소가 청구인 자신의 방이었는지, 아니면 별도의 진정실(鎭定室,
Beruhigungszelle)이었는지는 이후의 재판들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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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었다.
Ⅱ. 일반법원의 선행재판

1. 마르부르크 란트법원의 결정148)
가. 신청요지149)
청구인(본 절차에서는 ‘신청인’)은 독일 행형법 제109조 제1항150)에 근
거하여 먼저 마르부르크 란트법원(이하 ‘란트법원’)에 이상의 감금조치가
위법한 것이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 이유로는 이러한
감금조치가 고권적 주체(Hoheitsträger), 즉 공직자 내지 공무원에 의해
부과·실행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었다. 즉 청구인은 감금조치의 법
률적 근거가 되는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151) 제3항의 “직원
(Bedienstete)”이 공무원 내지 고권적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에 한정된다
148) 결정(7a StVK 78/08)의 원문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간접적으로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75-76; 3 Ws 239/09 (StVollz), Absatz-Nr. 13
을 참조하였다.
149)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75 참조.
150) 독일 행형법 제109조 [법원의 결정에 대한 신청]
(1) 형 집행 영역과 관련된 사안들을 규율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에 대항하여 법원의
결정이 신청될 수 있다. 이러한 신청과 함께 거부되거나 미실행된 조치의 채택에 관
한 의무부과 또한 요구될 수 있다.
(2) 법원의 결정에 대한 신청은, 신청인이 조치나 조치의 거부 또는 미실행으로 인하
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때에만 허용된다.
(3) 주법은 그 신청이 선행하는 행정전심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제기될 수 있
음을 규정할 수 있다.
151)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관할]
(1) 치료감호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청의 임무는,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치료감
호시설의 장의 책임에 속한다.
(2) 제7조 제2항, 제8조, 제9조 제1항, 제10조에 따른 결정과 제36조에 따른 부과명령
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유보된다.
(3) 위험이 임박한 경우(bei Gefahr im Verzuge), 제2항에 따른 권한이 없는 치료감
호시설의 직원(Bedienstete) 또한, 특별한 보호조치(besondere Sicherungsmaßnahme)
를 임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36조 제3항 제2문에 의한 부과는 오직 의사만 행할
수 있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문에 의한 임시적인 부과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보고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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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 있는데,152)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2조153)의 존재는 이러한 해석에 아무런 영
향을 주지 않는다. 동조는 단지 법무병원의 운영이 사법(私法)상 조직의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치료감호자들의 기본권에 대
한 제한이 사법적으로 고용된 직원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은 이미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존재하던 규정이므로 민영화 후의 상황을 예측·규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동규정이 특별보호조치의 부과 권한을 시설의 운영
권한이 없는, 시설장이 아닌 직원에게까지 허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본법154)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란트법원의 판단155)
2009년 2월 12일 란트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상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란트법원에 따르면 우선 특별보호조치의 부과를 위한 헤센주 치료감호
법 제36조156) 제1항의 일반적 요건은 충족되었다.

152) 간접적인 출처(연방헌법재판소와 고등란트법원의 판결)를 통하여 청구요지를 대략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상세한 내용과 논리구조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청구요지와
란트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해당절차의 주된 쟁점이 청구인에 대한 감금조치가 헤센
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문제로서 동 규정
의 “직원(Bedienstete)”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3)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2조(주 142) 참조.
154) 여기서 구체적인 조항이나 원리는 명시되지 않았다.
155)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76 참조.
156)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36조 [특별보호조치]
(1) 고도로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그 행동 또는 상태가 치료감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
서에 상당한 위험이 되는 경우, 특히 직원 또는 사물에 대한 폭력행위나 자살 또는
자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특별보호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2) 특별보호조치로는 다음의 것들이 허용된다.
1. 다른 피치료감호자로부터의 격리
2. 위험한 물건이 없는 특별보안실에의 수용
3. 대상물의 압수나 압류
4. 야외 체류의 금지나 제한
(3) 계구는 원칙적으로 손목 또는 발목에만 사용될 수 있다. 피치료감호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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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란트법원은 간호사의 부과권한이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도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는 사법적으로 조직된
병원157)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효한 공법상 계약에 근거하여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관하여 공권을 수탁하고 있다면, 사법적으로 고용된 직원 또
한 동법 제5조 제3항의 “직원(Bedienstet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란트법원이 보기에 계약 및 공권위탁의 효
력에 관하여 어떠한 무효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헤센주 행정절차
법 제59조 제2항 제1호158)에 따른 무효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
는 기본법 제33조 제4항159)이나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이 명백하게 확인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란트법원은 위탁계약 내지 위탁이 유효한 경
우 공권수탁사인(비토스 하이나 공익유한법인)이 사법적으로 고용한 직
원 또한 문제된 “직원(Bedienstet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논리구성에 관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란트
법원은 대체로 공권수탁사인 이론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이론이 공권수탁사인에 의하여 사법적으로 고용된 직원의 권한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또한 란트법원은 위탁
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무효사유, 즉 기본법 제33조 제4항이나 민주주
다른 종류의 계구의 사용이 지시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계구의 사용은 때때로 이완
되어야 한다.
(4) 특별보호조치는 해당 조치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5) 특별보호조치의 집행 중 의사의 참여나 감독은 보장된다.
157) 여기서 병원(Klinik)은 치료감호시설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법적 운영
자, 즉 비토스 하이나 공익유한법인을 의미한다.
158) 헤센주 행정절차법 제59조 [공법상 계약의 무효(Nichtigkeit)]
(1) 민법전의 제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2) 제54조 제2문상의 계약(저자 주: 행정행위를 대신하는 계약)은 나아가 아래의 경
우에 무효이다.
1. 상응하는 내용의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
2. (이하 생략)
159) 독일 기본법 제33조 제4항(주 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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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에 대한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이에 관한 상세
한 논증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2.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고등란트법원의 판결160)
가. 법률항고의 내용161)
청구인(이 절차에서는 ‘항고인’)은 독일 행형법 제116조162)에 의거하여
이상과 같은 란트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고등란트법원(이하 ‘고등란트법원’)에 법률항고(Rechtsbeschwerde)를 제
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란트법원의 결정이 실체법
(materielles Recht)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위반
청구인에 따르면, 우선 문제된 감금조치는 그것인 사법상 유한회사의
직원들(Angestellte einer privaten GmbH)에 의해 실행된 조치라는 점에
서 기본법 제33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의료임원(leitende Ärzte)이 여전히 공무수행담당자(staatliche
Bedienstete)163)라는 사실164)은 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강제력을 행
160) 3 Ws 239/09 (StVollz);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77-82 참조.
161)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77 참조.
162) 독일 행형법 제116조 [법률항고]
(1) 법의 발전(Fortbildung der Rechts) 또는 통일적인 재판 내지 사법의 확보
(Sicherung einer einheirlichen Rechtsprechung)를 위하여 검증(Nachprüfung)이 필요
한 경우, 행형부의 사법적 결정에 대한 법률항고가 허용된다.
(2) 법률항고는 오로지 결정이 법률의 위반(Verletzung des Gesetzes)에 근거한 경우
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법률은 일정한 법규범이 전혀 또는 올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
우에 위반된다.
(3) 법률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유예하는 효력(aufschiebende Wirkung)이 없다. 제
114조 제2항이 준용된다.
(4) 이 법률이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률항고에는 형사소송규칙의 항고에 관한 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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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때마다 의료임원이 항상 재석(在席)하여 있거나 연락이 가능한 상
태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매번 그들의 의견을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예외는 국가의 강제력독점을 우회하는 수
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치료감호의 집행은 사인에 대한 위탁이 불가능
한 침해행정의 핵심영역(Kernbereich der Eingriffsverwaltung)에 속하기
때문이다. 설령 이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된 치료감
호시설의 조직특성 상 고권적 강제력이 단지 예외적으로 행사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하여야 한다. 수용자의 특성에 비
추어 병원경영진과 사전상의 없는 강제력 행사가 요구되는 사고는 일상
적인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본법 제33조 제4항은 모든 공무수행담당자(alle öffentlichen
Bedienstete)가 아닌 공무원법(Beamtenrecht)상의 공무원(Beamte)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로써 무엇보다도 파업과 지불불능으로부터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기에, 기본법 제33조 제4항에서 표현
된 국가의 강제력독점은 지시 내지 부과단계뿐만 아니라 그 행사에 있어
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2)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따르면 기본법 제20조 제2항의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위반도 존재한다.
즉 사적 시설이 그 직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연방주의 감독관청이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은 인적 정당화(personelle
163) 공무수행담당자(staatliche Bedienstete)는 사법상 회사에 의해 사법적으로 고용된
근로자(private Bedienstet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무원(Beamte)과 계약직 공근무자
(Tarifbeschäftigte oder Arbeitsnehmer)를 포함한다. 한편 계약직 공근무자는 기존의
공공고용직원(Angestellte)과 현업근로자(Arbeiter)를 합친 개념이다. 김수진, “독일 공
무원관련법 개정에 따른 직업공무원제의 도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0집 제2호,
2011, 364면 참조.
164)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2조 제6문(주 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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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timation)의 결핍을 초래한다.
한편 현장에서 수반되는 효과적인 업무상 감독(effektive begleitende
Fachaufsicht vor Ort)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 물적·내용적 정당화
(sachlich-inhaltliche Legitimation) 관점에서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
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법상 고용된 직원 또한 일상적으로(예
외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단독으로(사후보고가 최소한의
요건일 뿐이라는 점에서) 강제적 조치를 부과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
이다.
(3) 명확성의 원칙의 위반
그밖에도 청구인은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이 지나치게 불명확
하다고 주장하였다. 문언상으로는 청소직원이나 시설관리직원 또한 임시
적인 보호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 고등란트법원의 판단165)
(1) 형식적 판단
고등란트법원은 문제된 법률항고가 방식 및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며,
이 경우 법의 발전 또는 통일적인 재판 내지 사법의 확보를 위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독일 행형법 제116조 제1항의 특별허용요건166) 또한 충족한
다고 보았다. 즉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의 “직원(Bedienstete)”을 어떻
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존의 재판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고등란트법원은 당해사건을 통해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실체적 판단
165)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78-82 참조.
166) 독일 행형법 제116조(주 1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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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8일 고등란트법원은 청구인의 법률항고를 다음과 같은 이
유로 기각하였다.
(가)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의 “직원”의 해석167)
고등란트법원은 다음과 같은 문리적·체계적 해석에 의하여 간호직원
또한 감금조치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다.
1) 문리적 해석
문언상 “직원(Bedienstete)”을 공법상 계약에 의해 고용된 자들로 한정
해야 할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헤센주 치료감호법은 “직원” 개념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법 제5조 제3항은
고용관계의 종류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설
에 고용된(그것이 공법상 복무관계든 사법상 고용관계든) 모든 직원은
위험이 임박한 경우 보호조치를 임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언 자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한적 해석은 도
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동규정의 “직원”은 문언상 특별보호조
치를 “부과할 수” 있는 직원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부과권
한은 청소직원이나 시설관리직원에게는 주어지지 않으나, 간호사에게는
주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의
“직원”의 개념은 결국 의사와 간호사를 아우르는 “의료직원
(therapeutische Mitarbeiter)”의 개념에 상응한다.
2) 체계적 해석
뿐만 아니라 고등란트법원은 체계적 해석에 의하여도 “직원
(Bedienstete)”이 오직 공법상 계약에 근거하여 고용된 자여야 한다는 보
167)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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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제한적인 해석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우선 사법상의 회사에 대한 공권위탁의 가능성을 마련한 헤센주 치료
감호법 제2조는 공권수탁사인(사법상 회사)가 직원을 사법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묵시적으로 인용한 것을 보아야 하고 따라
서 이렇게 고용된 직원들도 “직원(Bedienstete)”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입법자가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면, 2007년 법률개정 당시
사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위탁을 허용하는 한편 동법 제5조 제3항의 “직
원(Bedienstete)”을 “공무원(Beamte)” 등으로 수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독일 행형법 상 평행규정과의 관계도 문제되었다. 동법 제91
조168) 상의 “다른 직원(andere Bedienstete)”의 경우, 공무원, 그 중에서
도 지시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나 일정한 계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석되
고 있는데, 고등란트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문제된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치료감호에 있어서는 일반 행형과는 달리 의료적
측면(ärztliche bzw. therapeutische Aspekten)이 중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행형에 관한 규정들은 치료감호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위반 여부169)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은 기본법 제33
조 제4항170)에 위반되지 않는다. 기본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상시적
임무로서 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적 복무 및 충성관계에 있
는 공무의 구성원(즉 직업공무원171))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168) 독일 행형법 제91조 [특별보호조치의 부과]
(1) 특별보호조치들은 시설의 장(Anstaltsleiter)이 부과한다.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서
시설의 다른 직원(andere Bedienstete der Anstalt)들도 이 조치들을 임시적으로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의 결정을 지체 없이 득하여야 한다.
(2) 재소자가 의료적으로 다루어지거나 관찰되는 경우 또는 그의 정신적 상태가 상기
조치의 발단이 되는 경우, 사전에 의사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한다.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장이 확인되어야 한다.
169)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80 참조.
170) 독일 기본법 제33조 제4항(주 94) 참조.
171) Kunig, in: von Münch/Kunig, Grundgesetz-Kommentar, 5. Auflage, Band II,
- 57 -

1) “고권적 권한의 행사”의 의미
고권적 권한의 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개개의 경우에
의견이 대립되나, 일치된 견해에 따르면 시민에 대한 기본권제한적 권한
(Eingriffsbefugnis)의 사용은 고권적 성격을 지닌다.172) 따라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보호 및 감독권한의 행사가 고권적 권한의 행사에 속
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예외의 판단 주체·기준·방법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의 문언에 의하면 이러한 기능유보
(Funktionsvorbehalt)는 “원칙적으로(in der Regel)” 이루어질 따름이다.
따라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예외들이 허용되며, 만
약 고권적 권한의 상시적 행사가 비공무원에게 “광범위하게(in größerem
Umfang)” 위임된다면 비로소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위반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73) 치료감호라는 구체적인 영역에 관하여 기본권이 제
한되는 한 예외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174)도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맡겨질 수 있는 임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은 무엇보
다도 입법자에게 맡겨진 것이다.175) 따라서 사실적 형량(sachliche
Erwägungen)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위탁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헤센주 치료감호법 개정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입법자는 사인에 대
한 치료감호업무의 위탁을 허용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주복지협회의 급부
능력과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München: Beck Juristischer Verlag, 2001, Art. 33, Rn. 39 참조.
172) Masing, in: Dreier (Hrsg.), Grundgesetz: Kommentar, 2. Auflage, Band II,
Tübingen: Mohr Siebeck, 2006, Art. 33, Rn. 64 참조.
173) BVerfGE 9, 268 (284) 참조.
174) Willenbruch/Bischoff, “Verfassungsrechtliche Zulässigkeit der Privatisierung des
Maßregelvollzuges”, Neuen Juristishcen Wochenschrift, Heft 25, 2006, S. 1776 이하
참조.
175) BVerwGE 57, 55, Urteil vom 27. 10. 19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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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적 근거의 예시
이처럼 기능유보의 예외는 사실적 근거(sachliche Gründe)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으며, 주복지협회의 작업능률과 경제성의 확보 또한 이러
한 사실적 근거에 해당한다.
여기서 재정적 형량(finazielle Erwägungen) 또한 사실적 근거에 토대
를 둔 형량으로서 예외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일부 견해는
치료감호 영역에 있어서 “일반적인 비용관점(allgemeine Kostengesichtspunkte)”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도 하나,176) 이는 설득력이 떨
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헤센주 예산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예산 편
성 및 집행에 있어서 경제성 및 검약의 원칙(Grundsätze der
Wirtschaflichkeit und Sparsamkeit)이 준수되어야 하며, 회계검사원
(Rechnungshof) 또한 회계검사에 있어서 이상의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
기 때문이다.177)
또한 예외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보호조치의 부과
는 원칙적으로 시설의 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오직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만 간호직원들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실상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간호사가 강제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강제력 행사는 간호사의 주된 활동이 아니며 어디
까지나 예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등란트법원은 이러한 고권적 행
사의 허용이 전반적으로 보아 기본법 제33조 제4항이 의도한 기능배분
(Funktionsverteilung)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다)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 여부178)
이러한 해석은 민주주의 원리(기본법 제20조 제2항)에도 부합한다.
176) LG Flensburg, Beschluss vom 02.03.2005, 6 T 1/05 참조.
177) HessStGH Urteil vom 27.04.1994, NVwZ-RR 1994, 678 참조.
178)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8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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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적 정당화의 의미와 내용
기본법에서 민주주의 원리는 국가의 기본적인 구성원리
(Strukturprinzipien) 중의 하나로 확인되고 있다. 동 원리의 본질적인 표
현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선거(Wahlen) 및 국민투표
(Abstimmungen)의 형태로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을 담당하는 일정한
기관들을 통하여 행사된다는 것이다(기본법 제20조 제2항). 연방헌법재
판소의 반복된 결정들179)에 따르면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로부터 민주적
정당화(demokratische Legitimation)의 법리 즉 국가임무의 수행과 국가
권한의 행사는 국민에게로 소급될 수 있는 정당화를 요구한다는 법리가
도출된다. 정당화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제도적, 기능적, 물적·내용적, 인
적 정당화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것들은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이 아니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정당화수준(ein
bestimmtes Legitimationsniveau)이 요구되는데, 이는 국가권력이 나타나
는 다양한 모습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또한 공적 행위의
기본권 관련성이 더 강할수록, 민주적 정당화의 요구수준은 더 높아지게
된다.180)
2) 인적 정당화의 결여
일단 시설의 장(의료 책임자), 그 대리 및 기타 의료임원은 주복지협회
의 직원으로 남아 있고 공법적 복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동
에 대해서는 인적 정당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호직원
들(Pflegekräfte)은 사법적 계약에 근거하여 고용되었고 위탁계약에서 언
급된 바 없다. 따라서 간호직원들은 위탁계약에 의해 고권적 권한의 행
사를 위임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연속적인 정당화의 사슬
(ununterbrochenen Legitimationskette)”은 존재하지 않는다.
179) 대표적으로 BVerfGE 93, 37ff 참조.
180) BVerfGE 93, 37 (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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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적·내용적 정당화를 통한 보충
그러나 이 경우 헤센주의 치료감호에 대한 사실상의 사항지배
(Sachherrschaft)를 가능하게 하는 감독 및 지시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
서 이를 통해 결여된 인적 정당화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181)
가) 연방주(감독관청)의 일반적·개별적 지시권
우선 감독관청(헤센주 사회부)은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일
반적 지시를 할 수 있고, 치료감호임무가 관련법률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반적 지시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사안에 관한 지시도 할 수
있다(헤센주 치료감호법 제3조182) 제2항).
나) 시설장의 업무적 지시권과 책임 등
뿐만 아니라 시설장(그 대리)과 기타 의료임원들은 여전히 주복지협회
의 직원(Beschäftige)으로 남아 있으므로(헤센주 치료감호법 제2조183)),
헤센주에 대하여 공법적 복무관계에 있게 된다. 이로써 연방주가 치료감
호의 실행에 대하여 여전히 필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장된다.
왜냐하면 시설장은 시설에 배치된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적 지시권
(fachliches Weisungsrecht)을 행사하기 때문이다(위탁계약 제5조184)). 치
181) Beschluss vom 19. 10. 2005, 2 W 120/05 참조. 이와 달리 효과적인 업무상 감독은
단지 ‘부족한’ 인적 정당화를 보충하는 데에 그친다는 의견에 관하여는 Urteil des
Niedersächsischen Staatsgerichtshofes vom 17. 10. 2008, StGH 2/07, S. 34 참조.
182)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3조 [감독관청]
(1) 사회부 장관은 치료감호 사안에 관하여 업무감독을 실시한다. 그는 시설이 위치
한 행정구(Bezirk)의 장(Regierungspräsident)에게 시설의 관찰(Überwachung)을 위임
할 수 있다.
(2) 업무감독관청은 치료감호시설 운영자에게 일반적 지시를 발부할 수 있다. 치료감
호집행의 임무가 법률에 부합하게 수행되지 않는 경우나 발부된 일반적 지시가 이행
되지 않는 경우 개별 사안에 있어서 지시가 발부될 수 있다.
183)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2조(주 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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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감호의 실행을 위한 모든 조치에 대해 시설장이 책임을 지며(위탁계약
제4조 제2항185)), 이러한 책임은 위임된 임무이행의 합법성, 합목적성, 경
제성에 대한 시설운영자의 총괄책임의 아래에 있다. 따라서 시설운영자
는 시설의 직원이 시설장의 업무적 지시권에 복종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운영자는 위탁계약 제5조 제1항 상의 시설장
고유의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시설장에게 지시를 할 수 없다.
다) 시설 직원의 사후보고의무
한편 위험이 임박하여 특별보호조치를 임시적으로 부과한 경우에는 해
당 직원은 시설장에게 지체 없이(unverzüglich) 보고하여야 한다(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 이는 감독자의 개입 및 통제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는 기간이 최소한의 불가피한 정도의 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소결
이상의 고등란트법원의 판결내용은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의 “직원”
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법 제33조 제4
184) 위탁계약 제5조 [지시권]
(1)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률적으로 그리고 이 계약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영역 내에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공법적 규정들의 준수 아래 그리고 헤센
주 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운영자에게 부여된 지시상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이행한다. 운영자는 이러한 책임영역과 관련하여 치료감호시설의 장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시권을 가지지 못한다.
(2)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시설에 배치된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적 지시권(fachliches
Weisungsrecht)을 행사한다.
(3) 법률과 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책임영역이 침해되지 않는
한, 운영자는 특히 경영조직, 행정 및 경영적·재정적 조건에 관한 사안들에 있어서 자
신의 지시권을 행사한다. 관할권과 관련하여 해석이 상이한 경우, 사원총회가 지체 없
이 소집되어야 한다. 소집권(Anrufungsrecht)은 모든 사원(Beteiligte)에게 주어진다.
185) 위탁계약 제4조 [필요한 고권적 권한의 위탁]
(2) 운영자는 위임된 임무이행의 합법성, 합목적성 및 경제성에 대한 총책임을 진다.
이러한 총책임 아래,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내지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집행의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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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과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세한 검
토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예정
한 예외가 어떤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란트법원은 사실적 근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사
실적 근거로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하였으나, 관련하여 판단기준을
일반화·정식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물적·내용적 정
당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와 이러한 물적·내용적 정당화가 인적 정당
화의 결여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고등란트법원은 물적·내용적 정당화는 현장에서 수반되는 효과
적인 업무상 감독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의 사항지배를 가능
케 하는 감독·지시가능성의 존재만으로도 족하다고 보고, 해당 사안의
경우 물적·내용적 정당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
하여 고등란트법원은 이를 긍정하였으나, 그 근거로 기존의 판결을 인용
하는데 그치고 독자적인 논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Ⅲ.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이어서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소원의 간접적 대상은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이고 직접적 대상은 고등란트법원의 판결
및 란트법원의 결정이었다. 아래에서는 청구인의 주장(1항), 헤센 주정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2항), 그리고 서면상의 주장을 보강하기 위한 구두변
론(3항) 순으로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주장186)
청구인은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a호187)에 의거하여, 기본법 제33조
186)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83-87 참조.
187) 독일 기본법 제93조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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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188), 제2조 제2항 제2문189), 제20조 제2항190)의 위반을 주장하였다.
가.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위반191)
청구인에 따르면, 우선 청구인에게 부과되고 집행된 감금조치는 기본
법 제33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독일 형법 제63조192)에 의한 수용은 고
권적 임무에 해당한다.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기능유보에 따르면 상시
적 임무로서 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법적 복무·충성관계에
있는 공무의 소속원에게 위임되어야 하므로, 본 사례와 같이 사법적 유
한회사의 직원이 감금조치를 부과하고 집행하는 경우는 분명히 기능유보
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예외유보(Funktionsvorbehalt)는 국가의 강제력독점을 우회하는
관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본법의 입법연혁에 의하면 예외유보는 급
부행정과 침해행정이 혼재된 기능, 즉 고권적 임무의 행사가 그 부수적·
부분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 기능에 대하여 공무원의 배치가 강제되는 것
(Verbeamtungszwang)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치료감호
의 집행은 행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혼합기능이 아니라 침해행정의 핵
심영역(Kernbereich der Eingriffsverwaltung)에 속한다. 이와 같은 핵심
영역에 있어서는 사인에 대한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자본회사인 사인에 의해 고용된 직원에 의한 고권적 강제력의
행사는 예외상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통제력을 벗어난 환자에 대한
조치의 부과가 간호사의 주된 임무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에 대한 반박의
(1) 연방헌법재판소는 아래에 관하여 결정한다.
1-4. (생략)
4a. 공권력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 또는 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
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포함된 권리 중 하나가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누군가
에 의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4b-5. (생략)
188) 독일 기본법 제33조 제4항(주 94) 참조.
189) 독일 기본법 제2조(주 132) 참조.
190) 독일 기본법 제20조(주 127) 참조.
191)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84-85 참조.
192) 독일 형법 제63조(주 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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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될 수 없다. 환자가 한 달에 오직 한번 통제력을 벗어나는지 아
니면 이러한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매 시
설마다 이러한 일이 예외상황 또는 원칙상황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해당
시설의 민영화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어긋나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경우를 예로 들면, 경찰배치의 사례 중
95% 이상이 강제력의 사용 없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나. 기본법 제20조 제2항(민주주의 원리)의 위반193)
청구인은 마찬가지로 기본법 제20조 제2항의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위
반 또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병원의 경영진을 통한 국가의
간접적인 감독은 인적 정당화의 결핍을 보완할 수 없다면서, 그가 법률
항고에서 내세웠던 입장, 즉, 물적·내용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오로지 “현
장에서 수반되는 효과적인 업무상 감독(effektive begleitende
Fachaufsicht vor Ort)”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다.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2문의 위반194)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2조의 개정 이후 민간 운영자의 직원에게도 기본
권제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은, 위에서 언
급된 이유들로 인하여 그리고 “직원(Bedienstete)”의 범위를 충분히 명확
하게 한정하지 못함으로써 기본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해당 규정 및 이
를 토대로 내려진 법원의 결정들은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2문195)상의 청
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2. 관계기관의 의견196)
193)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86 참조.
194)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87 참조.
195) 독일 기본법 제2조(주 132) 참조.
196)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88-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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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헤센 주정부(‘가’항), 독일 연방정부
(‘나’항), 라인란트팔츠 주의회(‘다’항), 튀링엔 주의회(‘라’항), 브란덴부르
크 주정부(‘마’항), 니더작센 주정부(‘바’항)가 각각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
였다.
가. 헤센 주정부의 의견197)
헤센 주정부가 보기에, 청구의 일부는 부적법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1) 청구의 허용성198)
헤센 주정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문제된 판결들이 기본법 제33조 제4
항과 제20조 제2항의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
다. 우선 동법 제33조 제4항은 주관적 권리로서의 내용을 결여한 순수한
조직규범(bloße Organisationsnorm)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199) 및 제92조200)상의 이유제시요건
(Begründungserfordernis)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에 대한
주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청구인은 권리능력 있는 공법적 사단인
주복지협회의 단독보유를 특징으로 하는 헤센주 치료감호의 특별한 형상
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청구 이유201)
197)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89-106 참조.
198)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90 참조.
19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3조
(1) 재판을 개시하는 청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문서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청구는 이
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20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2조
청구인은 청구이유를 제시하면서 침해된 권리와, 그리고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관 및 관청의 행위 또는 부작위를 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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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헤센 주정부는 실체적법 이유에서도 청구가 성공할 수 없
다고 보았다. 제2조 제2항 제2문의 기본권(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만, 법원들이 청구인에 대한 감금조치를 정당하게 승인하였다.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 제1문 상 구성요건적 조건들이 실현되었
고, 동규정은 헌법상의 요구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가) “직원(Bedienstete)”의 해석202)
우선 “직원(Bedienstete)”이라는 용어는 충분히 명확하다. 헤센주 치료
감호법 제36조203) 및 제5조 제2항과의 관련성에서 볼 때, 긴급권한은 통
상 의사를 호출하고, 그들과 협업하고 의사·간호·의료 임무를 담당함으로
써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에게도 부여되는 것이 타당
하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간호직원도 이러한 권한을 보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기본법 제33조 제4조 위반 여부204)
이러한 해석은 기본법 제33조 제4조에 반하지 않는다. 동 조항은 고권
적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위탁될 수 있는지, 고권적 권한이란 무엇인지
에 대해 분명히 적시하지 않고 있지만,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36조 제2항
상의 보호조치의 부과는 의문의 여지없이 고권적 권한에 속한다고 보아
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5조 제3항 제1문에 의하면 이러한 고권적 권한
은 직원들에게 상시적 임무로 위탁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상시적 임무로 위탁된 것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을 위한 기능유
보는 “원칙적으로(in der Regel)”만 유효하다. 이 때, 예외는 양적 기준이
201)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91-106 참조.
202)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92 참조.
203)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36조(주 156) 참조.
204)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93-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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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질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기본법 제33조 제4조의 제정
의도는 입법자가 반드시 직업공무원에 의해 수행되지 않아도 되는 고권
적 임무영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비공무
원의 배치가 가능한 임무 영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지
닌다.
헤센주의 민영화 모델은 관청의 감독 및 지시권한에 의해 수탁 운영자
의 합법적 행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 운영자가 자본회사인 경우, 그
주식이 직·간접적으로 전적으로 주복지협회에 의해 보유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주복지협회는 단독 주주로써 항상 경영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고, 주복지협회는 공법인으로서 법률과 기본권에 기속될 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의 업무적·법률적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본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모든 간호직원을 공법상으로 고용해야
한다거나 적어도 긴급권한을 전적으로 공무원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내용
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 규정은 하나의 전체로서 조직단위의 임
무영역이 아니라 개별적 직원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에 관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행위의 초점이 고권적 권한의 행사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해
당 권한의 수행에 있어서 공무원의 배치가 추가적인 정확성과 합법성을
약속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임시적인 보호조치의 부과를 간호직원에게 맡기
는 것은 정당하다. 간호직원의 활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권적 성격을
가지며 간호직원들도 긴급권한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
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은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기능유보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민주주의 원리 위반 여부205)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은 또한 민주주의 원리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결정의 성격을 지니는 관청의 행위(amtliches Handel)에 대해서
205)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99-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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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특정한 정당화 수준이 필요하고, 약화된 인적 정당화(또는 물
적·내용적 정당화)는 강화된 물적·내용적 정당화(또는 인적 정당화)로 보
충될 수 있다. 그러나 헤센주는 이와 같은 양자 간 보충까지 갈 것 없이
각각의 정당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1) 인적 정당화 여부206)
헤센 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적 정당화는 충분하다고 보았다.
첫째, 위탁을 통한 인적 정당화는 자본회사의 운영자 단계까지만 이루
어진다. 이로써 직원에 대한 인적 정당화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운영자에 대한 위탁 이상의 추가적
인 위탁이나 모든 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업
활용의 본질적인 장점을 사라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상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연방주로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의
정당화의 사슬이 존재한다. 주복지협회와 감독관청인 헤센주 사회부가
경영진의 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설의 장은 직원의 선발에 관하
여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시설의 장은 주복지협회가 사회부와 합의하여
정한다.
셋째, 이상의 정당화 사슬은 주복지협회의 운영회사에 대한 지배관계
를 통해 강화된다.
2) 물적·내용적 정당화 여부207)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원들은 물적·내용적으로도 충분히 정당화
되었다.
첫째, 임시적인 부과권한을 지닌 직원들을 위한 행동계획의 개요가 헤
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조 제1문 및 제36조에 마련되어 있다.
둘째, 물적·정당화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통제·감독·지시가능성이 충분
206)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99 참조.
207)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00-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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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러한 가능성은 한편으로는 비토스 하이나 공익유한회사 지분의
단독보유에 의한 주복지협회의 포괄적인 관리권한으로부터, 다른 한편으
로는 헤센주 사회부의 지시권한으로부터 도출된다.
지시는 일반적 지시와 개별적 상황에 관한 구체적 지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 지시가 필요하였던 경우는 별로 없었다. 흔히
위험이 임박한 경우 구체적 지시가 적시(適時)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민영화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아
니라 그러한 상황의 본질적인 속성에 지나지 않는다.
업무의 실제상 헤센주 사회부는 수탁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설장에
대하여 업무감독적 지시를 한다. 수탁자는 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즉 시설장이 책임지는 영역 내에서 시설장에게 지시를 할 수 없기 때문
이다(위탁계약 제5조 제1항208)). 한편 시설에 배치된 직원에 대한 업무적
지시권은 시설장이 행사한다(위탁계약 제5조 제2항209)).
셋째, 이상의 직접적인 업무감독조치 외에도 주무부서와 수탁자 사이
의 각종 협의, 시설의 주무부서에 대한 정기·수시보고 등 품질관리를 위
한 다양한 조치들이 존재한다.
나. 독일 연방정부의 의견210)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정부를 대표하여 연
방내무부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연방내무부에 따르면 치료감호업무에 있
어서 안전 및 감독권한의 행사는 의심의 여지없이 고권적 성격을 지닌
다. 그러나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위반은 고권적 권한의 상시적 행사가
광범위하게(in größerem Umfang) 비직업공무원에게 위임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추정될 수 있다. 고등란트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하이나 법무정신
병원의 간호사들은 고권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 임시적인 조치만 취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와 함께 청구인의 경
208) 위탁계약 제5조(주 184) 참조.
209) 위탁계약 제5조(주 184) 참조.
210)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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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법률적·계약적 특별규정에 근거한 감독권한의 정당화사슬을 통하
여 고권적 의사결정권자(헤센주)의 절차적 지배 또한 확보되었다. 의사결
정과정과 실행조치의 구체적인 형성은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테두리 안
에서 입법자에게 맡겨져야 한다. 입법자는 사인에 대한 임무위임에 관하
여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원칙의 예외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단지 위탁여부에만 관한 것이 아니다. 위
탁의 방법 또한 입법자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치료감호
에 있어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고권의 행사에 유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어야 하며, 위험이 임박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치료감호의 효과적인 집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고려할 때,
조치의 기본권관련성으로 인하여 해당 조치가 모든 절차에 있어서 그리
고 모든 결정과 이행 단계에 있어서 예외 없이 배타적으로 직업공무원에
의해 부과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치료감호
의 합목적적 형성에 대한 정치적인 요청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
서 법률과 위탁계약은 기본권에 관한 조치들이 고권적 의사결정권자에
확실히 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조치들이 위험이 임박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고권적 의사결정권자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점검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 라인란트-팔츠 주의회의 의견211)
라인란트-팔츠 주의회(이하 ‘주의회’)에 따르면, 해당 주에서는 지금까
지 치료감호의 사인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것은 특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1990년대 초반 주의회는 이 문제에
관하여 고민한 바 있으나, 당시 참조되었던 법적 자문은, 압도적인 사실
적 근거(überwiegende sachliche Gründe)를 들 수 있고 그 불가피한 성
격이 해명되어야지만, 사법상의 법인에 대한 위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211)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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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다. 이 때 경제성이나 수용자 처우개선은 위탁의 근거로서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라. 튀링엔 주의회의 의견212)
튀링엔 주에서는 1994년 2월 2일 제정된 법률에 의해, 치료감호의 민
영화를 위한 법적 전제조건이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2002년 1월 세 곳
의 주립병원이 민영화되었다. 직원의 지위나 권한, 주의 감독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위탁계약에 규율되어 있는데, 주정부는 이들을 기밀로
분류하여 주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마.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의견213)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이하 ‘주정부’)에 의하면,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위탁계약이 연방주에 무제한적인 업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계약은 접근권, 통제권, 서류열람권, 정보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운영자와 그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권 등을 규율하고 있다. 주와 운
영자의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예산 및 시설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주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금
까지 직원의 보호조치 행사에 관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적은 없다.
바. 니더작센 주정부의 의견214)
니더작센 주정부(이하 ‘주정부’)는 2007년에 총 열 곳의 주립병원
(Landeskrankenhaus) 중 여덟 곳을 사인,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이들에게 치료감호업무를 위탁하였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환자의 적정한 보살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212)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09 참조.
213)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10 참조.
214)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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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니더작센의 주립병원들은 재정상황의 곤란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경
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고, 게다가 일반정신의학과 치
료감호를 하나의 새로운 운영자에게 함께 담당하게 함으로써만 두 영역
의 성공적인 조직적·업무적 결합이 지속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방
식을 통하여 지역밀착형 치료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치료수용자의
사회복귀가 보장될 것이었다.
주정부는 이어서 민영화의 법적근거들과 니더작센 주법원의 판결 및
그에 의해 신설된 규정을 제시하고, 부분적인 치료감호업무의 위임이 이
루어진 이래로 대표 및 그 대리인, 주무부서의 감독권적 권한이 니더작
센주 치료감호법의 요구를 이행하는데 필요충분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주정부가 보기에 청구인은 기본법 제33조 제4항을 지나치게 제한적으
로 해석하고 있다. 해석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다양한 견해의 스펙트럼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과 치료감호의 기능적 민영화가 독일 전역에 확산된
행정관행이고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히 거부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법 제33조 제4항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기본법 제33조 제4항은 공적 근무관계 내에서 임무의 배분을
배타적으로 규율한다. 어떠한 임무들이 국가임무로 조직되어야 하는지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러한 기능유보가 직업공무원에게 배타적으로 유보되어야 할 핵
심영역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핵심영역
이 치료감호 영역을 완전히 포섭하는지는 의문이다. 치료감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용자의 치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감호는 침해행정
의 핵심영역에 포함될 수 없다.
니더작센주에서는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위반도 확인되지
않는다.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회사의 직원 임명에 관한 법원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3. 구두변론의 내용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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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변론(mündliche Verhandlung)에서는 청구인과 헤센 주정부가 자
신의 주장을 개진 및 보강하였고, 비토스 법무정신병원을 대표하여 뮐러
-이스베르너(R. Müller-Isberner) 박사가 의견을 진술하였다. 또한 전문
가 참고인으로서 유사 직역에 있는 의사 3인의 의견이 참고되었다.
가. 청구인의 진술216)
청구인은, 치료감호의 집행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이 일상적으로 필요
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문제된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이 현
실과 유리되어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자가 속한 지주
회사는, 공익유한회사(gGmbH)인 시설 운영자와는 달리, 유한회사
(GmbH)로서 이익달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 헤센 주정부의 진술217)
헤센 주정부에 따르면 구서독 지역의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수용자 수
가 1991년과 2009년 사이 2배 이상 늘어 치료감호 집행의 구조적인 변화
가 요구되었다. 한편 치료 및 처우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정신의료
분야의 성과를 치료감호 영역에도 도입할 필요 또한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일반정신병원과 치료감호소의 결합개념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양자를 단일한 법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가장 잘 실현될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개혁에 있어서 주예산의 절감은 목적이 아니었다. 지표가
증명하듯 이러한 새로운 모델은 성공적이었다. 독일 연방의 평균수용기
간은 헤센주보다 50% 더 길고, 사고건수는 3배 이상 많다. 헤센주의 치
료감호비용은 더 높지만, 바로 그 때문에 더 저렴하기도 하다. 많은 투자
가 수용기간의 단축과 재범률의 감소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215)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12-123 참조.
216)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13 참조.
217)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14-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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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의 제고는 비토스 기업집단 내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능하였다.
한편 치료감호의 탈공무원화는 민영화와는 무관하다. 이미 1986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무원인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1990
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무원인 간호원이 재직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권적 행위에 대한 민주적 정당화는 이미 살펴본 감독 및 지시
권한뿐만 아니라, 회사법적인 영향가능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보된다.
끝으로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은 일상
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체 기본권 제한 사건들 중에 겨우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권 제한을 넓게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제한은 경미한 제한,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 지시에 의해 이미 고
려된 제한이 될 것이다.
다. 비토스 법무정신병원을 위한 뮐러-이스베르너 박사의 진술218)
뤼디거 뮐러-이스베르너(Rüdiger Müller-Isberner) 박사는 치료감호와
일반정신의료의 결합에 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에 의하
면, 첫째, 치료감호 수용자의 경우 치료감호처분의 전후에 일반정신병원
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결합모델은 치료감호 전후 수용자의 적
응과 안전을 돕는다. 둘째, 인적 교류의 기회가 증대되어 직원의 훈련 및
자기 개발에 유리하다. 셋째, 높아진 치료수준과 그로 인해 짧아진 수용
기간은 환자에게 직접 이익이 된다. 마지막으로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민
영화 전후 큰 차이는 없었다.
라. 참고인의 진술
재판소는 이어 아래 3인의 참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니더작센주, 노르
트팔렌-베스트팔렌주, 바이에른주와 같은 다른 연방주의 관행을 확인하
였다.
218)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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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니더작센주의 관행에 관한 뮐러 박사의 진술219)
아스클레이피오스 법무정신병원(니더작센주 괴팅엔시 소재)의 수석의
사인 위르겐 뮐러(Jürgen Müller) 박사는 니더작센주의 민영화모델과 그
실제적인 효과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인인 운영자 입장에서
는 분명 악화된 이익전망 속에서도 서비스의 유지·개선을 꾀하여야 하는
긴장의 영역(Spannungsfeld)이 존재한다. 물론 조직적 변경은 환자들의
불만족을 야기한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근본적인 치료나 처우는 악화되
지 않았다. 치료감호처분은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업무감독
반(Fachaufsicht)이나 시찰위원회(Besuchkommissionen)에 의한 방문뿐
만 아니라 법원 행형부(Strafvollstreckungskammer)의 청취 절차도 마련
되어 있다. 그밖에도 환자들은 스스로 또는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도 사용할 수 있다.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관행에 관한 자이메 박사의 진술220)
LWL 법무정신센터(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립슈타트시 소재)의 수
석의사인 날라 자이메(Nahlah Saimeh) 박사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의 치료감호조직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지막으
로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사는 1984년부터 1992년까지 근무하였다. 현재
는 공무원인 의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간호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집중치료실(Intensivbehandlungsraum)에 감금하는 경우는 다양한 과에
서 다양한 형태로 종종 발생한다. 그밖에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서는 치료목적이 아니라 비용압박으로 인하여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치료감호환자에 대한 야간감금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편·소포·통화검
열, 방 점검 및 위험물에 대한 유치압수는 담당의료진의 지시에 의해 실
행되고 있다. 강제적 투약은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 1주일을 초과
219)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21 참조.
220)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22 참조.
- 76 -

하는 격리(Absonderung)를 위해서는 운영자(Träger)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부적절한 수많은 불만들을 제외하면 정당한 불만은 한 해에 대략
16건 정도 접수되었다. 이들 중 몇몇(지나치게 좁은 방, 2인수용, 과밀수
용)은 병원 입장에서도 기꺼이 해결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그러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3) 바이에른주의 관행에 관한 슈타인뵈크 박사의 진술221)
이자르-암퍼 병원(바이에른주 뮌헨시 소재)의 수석의사인 헤르베르트
슈타인뵈크(Herbert Steinböck) 박사는 그가 근무하는 병원은 1990년대
중반 운영 초기 단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인 이른바 ‘지역정신병
원(Bezirkskrankenhaus)’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공익유한회사
(gGmbH)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치료감호가 정치적 쟁
점으로 비화한 1990년대 말 이후 치료감호 상황은 피치료감호자의 인권
보호라는 목표 아래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것은 직원의 추가적인 확보와
도 관련이 있다. 이후의 민영화는 바로 이에 따른 비용증대에 대한 대응
책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때때로 과소수용(Minderbelegung)이 발생하
는 경우 병동 하나가 폐쇄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전보다 더 자주 논의
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민영화 이후 눈에 띄는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슈타인뵈크 박사의 전임자까지는 공무원 신분(Medizinaldirektor)을
유지하였으나, 박사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다. 현재 350명의 직원 중 공무
원은 단 3명에 불과하며, 이 또한 담당업무의 고권적 성격이 고려된 결
과는 아니다. 끝으로 근래 들어 파업이 두 차례 발생하였으나 모두 큰
문제없이 해결된 바 있다. 주로 안전에 관하여 모든 당사자의 합의 아래
비상대책(Notfallplan)이 도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21)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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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
Ⅰ. 판단의 개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이하 ‘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허용성(1
항)과 이유의 유무(2항)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1. 형식적 판단222)
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들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주관적 권리성 등의 문제223)
우선 재판소는 청구인이 제33조 제4항과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위반을
주장하는 한 청구는 허용된다고 보았다.
이 때 기본법 제33조 제4항이 주관적 공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된 판결들은, 청구인에 대한 감금조치를 승
인함으로써, 기본법 제2조 제1항 상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구인은 해당 기본권의 제한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
고, 그 이유로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위반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기
본법 제2조 제1항 상의 기본권이 객관적 성격의 규범에 위반되는 모든
침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불필요하다. 기본
법 제33조 제4항은, 개별 공무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권적 임무 수행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시민의 보호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이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을 주장하는 한 그는 이것을 기본
222)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24-129 참조.
223)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25-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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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제한의 소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적격성의 경계를 넘어서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조항적시 여부224)
한편 청구인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기본법 제2항 제1조)가 아닌 신체
의 자유(기본법 제2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해당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조
항의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적시(fehlende oder unrichtige Artikelzuordnung)는 청구의 불허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225)
다. 청구인의 이유제시 여부226)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헤센주 치료감호업무의 조직현황, 특히 민영화
된 시설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공적 주체
에 의해 소유된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이 경우에도 민영화가 헌법에 위반되고, 따라서 병원 직원들에게는 문제
된 기본권제한을 위한 권한이 결여되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감금조치가 일정한 조건 아래 사적 시설 운영자의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진술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충분히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실체적 판단227)
이어 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문제된
224)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28 참조.
225) BVerfGE 92, 158 (175); 115, 166 (180) 참조.
226)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29 참조.
227)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30-1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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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감금조치가 치료감호시설의 조직
과 직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합헌적인 제한근거(즉,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데, 재판소는 이들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가. 대상 기본권 및 그 제한 여부228)
청구인에 대한 감금조치 및 그에 대한 법원의 승인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기본법 제2조 제1항)를 제한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신체의 자유(기본법 제2조 제2항 제2문)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
미 수용된 자를 수용시설의 일부 구역에 장소적으로 한정(감금)하는 것
은, 이미 부과된 구금의 집행 종류와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지, 새로운 구
금229)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 기본권제한의 정당화 여부: 합헌적 제한근거의 존재 여부230)
이상과 같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합헌적 제한근거
(verfassungskonforme Eingriffsgrundlage)가 존재하므로 정당화된다.231)
따라서 위험이 임박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임시적인 특별보호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민영화된 치료감호시설의 직원들에게도 부여하는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은 기본법에 합치한다.
즉 동규정은 기본법 제33조 제4항 및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되는지 않
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232)
228)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31-132 참조.
229) 이러한 구금은 기본법 제104조 제2항 제1문의 특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독일 기본법 제104조 [구금]
(2) 구금(Freiheitsentziehung)의 허용과 지속에 대해서는 오로지 재판관이 결정해야
한다. (이하 생략)
230)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33-181 참조.
231)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33 참조.
232) 기본법 제33조 제4항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Ⅱ항(81면); 민주주의 원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Ⅲ항(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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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권 보호의 위반 여부233)
결국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은 부당한 기본권제한으로부터의
충분한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 결론 및 직권 검토의 필요성234)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청구는 따라서 성공할 수 없다. 여기서 청구인은
기본권의 제한근거로서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청구 이외에 다른 청구들
은 제기하지 않았다.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청구들의 허
용성을 따져볼 것도 없이, 문제된 판결들이 결과적으로 다르게 도출되었
어야 한다는 사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하지 않은
관점들을 직권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
Ⅱ.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위반 여부 235)

재판소는 본건에 있어서 기본법 제33조 제4항에 대한 위반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1.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기본구조
기본법 제33조 제4항은 상시적 임무(ständige Aufgabe)로서 고권적 권
한의 행사(Ausübung hoheitsrechtlicher Befugnisse)는 원칙적으로(in
der Regel) 공법적 복무·충성관계에 있는 공무의 소속원에게 위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동 조항이 공법상 조직뿐만 아니라 사법상 조직
233)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82 참조.
234)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83 참조.
235)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34-1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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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적용되는지(2항), 둘째, “상시적 임무”와 “고권적 권한의 행사”와 같
은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3항), 마지막으로 동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원칙-예외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4항).
2.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적용범위236)
기본법 제33조 제4항이 공적 주체에 의한 고권적 임무의 수행뿐만 아
니라 그러한 임무가 사인에 위임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재
판소는 우선 규정의 문언상 사인에 대한 위임의 경우 동규정이 적용되어
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제한적인 해석이 도출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음
으로 재판소는, 그와 같은 제한적인 해석이 규정의 의미 및 목적에도 합
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기능유보는 고권
적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이를 직업공무원을 통하여 하게 함으로써 임무
이행의 품질, 성실성 및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어떠한 고
권적 임무수행을 사인에게 미룸으로써 그것이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적
용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 이상과 같은 규율의 의도는 몰각될 우려
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이러한 해석이 기존의 판결내
용237)과 학계의 지배적 견해238)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3. 특별보호조치의 부과권한의 행사가 “상시적 임무”로서의 “고권적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39)
가. “고권적 권한의 행사(Ausübung hoheitlicher Befugnisse)”240)
236)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35-137 참조.
237) BVerfGE 57, 55 (60) 참조.
238) Jachmann, in: von Mangoldt/Klein/Starck, Kommentar zum Grundgesetz, 6.
Auflage, Band II, München: Verlag Franz Vahlen, 2010, Art. 33 Abs. 4, Rn. 38;
Masing, in: Dreier (Hrsg.), Grundgesetz: Kommentar, 2. Auflage, Band II,
Tübingen: Mohr Siebeck, 2006, Art. 33, Rn. 62 참조.
239)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38-141 참조.
240)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40 참조.
- 82 -

고권적 권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재판소는 어찌됐
든 협의의 기본권제한의 권한, 즉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자유에 관하여
명령과 강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한은 고권적 권
한에 속한다고 보았다. 한편 재판소는 본 사안에서 이처럼 고권적 권한
의 일부 내용을 밝히면 족하고, 그 모든 내용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하
였다.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은 협의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권한
을 부여하고 있고, 따라서 고권적 권한의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이다.
나. “상시적 임무(ständige Aufgabe)”241)
한편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상시적 임무로서 위임되었는가? 재판소는
이를 긍정한다. 이러한 제한은 예측가능한 장래에 소멸하게 될 고권적
임무(예를 들면, 전시 식량관리국(Ernährungsamt)의 임무 등)를 제외하
기 위한 것이며, “상시적”이란 임무위임이 지속되는 기간을 뜻하는 것이
지, 권한 행사의 빈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와 같은 권한
행사의 빈도는 다음 항에서 보듯이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허용되는 예
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242)
재판소는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 상의 특별보호조치의 임시적
인 부과권한이 아래와 같이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허용되는 예외에 해
당한다고 보았다.
가. 판단의 기준
기본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고권적 권한은 상시적 임무로서 “원칙
241)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41 참조.
242)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42-1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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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in der Regel)” 직업공무원에게 위탁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
은 예외를 가능케 한다. 그런데 기본법 제33조 제4항은 이러한 원칙-예
외 관계의 존재만 상정하고 있을 뿐, 예외(또는 원칙)에 해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요건을 제공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적
으로 해석에 맡겨지게 되는데,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
당히 상세한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1) 원칙-예외 관계의 양적 측면
이러한 원칙-예외 관계는 우선 양적인 측면을 가진다. 즉 예외가능성
이 남용되어, 규정에 의해 예정된 원칙상황이 수치상의 예외상황으로 전
락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직업공무원에 대한 최소배치영역의 제
도적 보장이라는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목적이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수치적 비교는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2) 원칙-예외 관계의 질적 측면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입법연혁과 목적에 따르면 원칙-예외 관계는
질적인 측면도 포함한다. 의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공적 주체의 경
제적 활동 그리고 복지(Fürsorge) 영역 등과 같이 그것이 비록 고권적인
성격을 지니더라도 그러한 고권적 성격이 우선적이지 않은 임무영역이
바로 이러한 질적 측면에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로 예정되었
다. 예외가능성은 특정한 양적·수치적 한계 내에서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서는 안 되고, 확립된 경험에 따라 비직업공무원에 의해서도 기능유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지배적인 견해에 의하면 기능유보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실적 이유(besondere sachlicher Grund)’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실적 이유로서는 특수하면서도 예외가능성의 의미에 부합하는 이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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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예외의 근거가 순전히 재정적인 관점에서 주장될 수 있는가? 재판소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단순히 비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무원의 배치가
회피되어서는 안 된다. 비용증가와 동시에 공무원 배치를 통해 달성하는
이익(임무수행의 질, 성실성, 합법성 확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고 경제성 관점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
활동과 관련하여 예외를 허용할 경우, 원칙 상황보다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서 사실적 근거에 대한 요구는 비례성(Verhältnismäßigkeit) 관점도 포함
한다. 즉, 특정행위의 기본권 제한 정도가 클수록 양질의 합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희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처럼
예외의 허용 여부가 사실적 관계 및 그 장래 전개에 대한 평가에 달려
있다면, 입법자에게는 그와 관련한 재량이 주어진다.
나. 구체적 판단243)
(1) 간호행위 및 치료감호업무의 특성244)
기본권제한행위가 간호행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정이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기능유보의 예외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가? 즉 이러
한 제한은 간호행위의 급부제공적·지원적 부분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간호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더 이상 고권적이지 않
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공무원이 아닌 간호직원에 대한 임시부과권한의 부여가 정당화되
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에 있어서 형집행과 달리 치료목적이 중요시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예외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재판
소는 이 또한 부정하였다. 형사적으로 선고된 구금(자유형)의 집행은 고
243)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51-163 참조.
244)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52-1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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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적 행위의 핵심영역에 속하는데, 치료감호집행은 그러한 점에서 그리
고 기본권제한의 강도에 있어서 형집행에 뒤쳐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
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로써 치료감호에 있어서 예외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감호업무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사실적 근거의 검토245)
형식적 민영화로서 헤센주의 치료감호 모델은 다음과 같은 사실적 근
거들에 의해 정당화된다.
(가) 조직적 결합의 달성246)
헤센 주정부는 헤센주의 민영화 모델이 치료감호시설과 일반 정신병원
의 조직적 결합(Verbund)의 달성에 기여하고, 이러한 결합의 달성은 채
용, 교육, 훈련의 개선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치료감호의 품질을 제
고한다고 주장하였다. 비토스 법무정신병원의 수석의사(der Ärtzliche
Direktor)는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고, 나아가,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
전후에 일반병원을 이용했거나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이른바 결합모델의 추가적인 장점을 제시하였다.247)
(나) 부작용의 최소화248)
한편 이상과 같은 결합모델의 장점들은 다음과 같은 민영화의 제도적
형성을 고려할 때 임무수행의 품질과 합법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눈에 띄
는 단점을 수반하지 않았다.249)
245)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55-163 참조.
246)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56 참조.
247) 본장 제1절 Ⅲ. 3. 다. 비토스 법무정신병원을 위한 뮐러-이스베르너 박사의 진술
(75면) 참조.
248)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57-1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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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영화에 선행하는 탈공무원화 경향250)
첫째, 헤센주에서 치료감호 영역에 대한 공무원 배치는 이미 민영화를
결정하기 전부터 중단되었다. 헤센주정부와 구두변론의 참고인들에 따르
면 이러한 탈공무원화는 연방 전역에 걸친 트렌드였으며, 법률상 치료감
호임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질적인 악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상황의 복잡성이나 판단의 주관성을 고려할 때 민영
화의 결과에 대한 각 기관 및 개인의 평가들이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들이 기본법 제33조 제4항에 근거
한 추정(고권적 권한들이 직업공무원에게 유보될 때에만 이들 권한에 의
해 영향받는 기본권이 가장 잘 보호될 수 있다는 추정)을 반박하는 데
있어 과연 적합한지는 의문스럽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결합솔루션의
장점들과 치료감호의 제도적 조건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이러한 평가
들을 지지한다. 헤센주의 치료감호의 구체적인 형성이 법률에 기속되고
민주적으로 책임 관리에 복종하며 수용자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집행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평가는 이와 같이 사실관계의 전개에 대한 필수적인
관찰을 조건으로 할 때 정당화된 것으로 보인다.
2) 체계적 역인센티브의 해소251)
둘째, 헤센 주 치료감호 모델은 순전히 형식적인 민영화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헤센주치료감호법 제2조 제3문은 치료감호병원의 사적 운영자
들이 직간접적으로 공적 주체에 의해 소유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사
적 운영자들은 영리적 목적과 경쟁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반대로 실질적 민영화의 경우 사적 운영자는 이러한 사경제적 경쟁의 힘
과 이익에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수용자의 수용기간의 장기화 또는 치료
249)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57 참조.
250)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58-159 참조.
251)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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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감소 등을 통하여 법률적 집행목적과 수용자의 권리보장이 체계
적으로 저해되는 문제, 이른바 체계적 역인센티브(systemischer
Fehlanreiz)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 역인센티브의
유무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지주회사가 공익유한회사가 아니라는 별도의
사정은 고려될 필요가 없다.
3) 자원의 보장252)
셋째, 이와 같은 조직민영화를 통하여 임무 수행에 적합한 치료감호시
설의 형성을 보장할 공적 주체의 의무가 방기되지 않았다. 헤센주 치료
감호법 제2조 제5문253)에 따르면, 위탁계약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감
호의 질서 있는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적, 조직적 전제조건이
항상 확보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위탁계약은 이러한 임무를
주무부서에 의해 마련된 예산의 테두리 안에서 담당하고(위탁계약 제7조
제1항254)), 과밀수용에 의한 치료감호조건의 지속적인 악화에 대한 방지
책을 마련하며(동 계약 제3조 제4항255)), 시설에 배치된 직원은 필수적인
전문지식과 적성을 지녀야 함을 규정한다(동 계약 제6조 제1문256)). 결국
법률과 기본권에 합치하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은 공
적 주체가 치료감호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적 운
252)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61-162 참조.
253)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2조(주 142) 참조.
254) 위탁계약 제7조 [보장의무]
(1) 운영자(Träger)는 치료감호집행의 적정한 집행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적·조직적
전제조건이 헤센주 사회부가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되도록 항상 보장하여야
한다.
255)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33 참조.
256) 위탁계약 제6조 [인사]
이 계약 제2조에 의하여 위임된 임무들의 수행을 위하여 배치된 직원들은 필요한 전
문지식(erforderliche Fachkunde)과 적성(persönliche Eignung)을 갖추어야 한다. 자신
의 소관사무(Geschäftsbereich) 내의 보직과 관련하여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추천권을
가진다. 시설 내 제3자의 고용(Beschäftigung)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다. 운영자의 경영진(Geschäftsführung)은 시설장의 업무적 판단(fachliche
Beurteilung)에 기속된다. 경영진이 이상의 추천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시설
장은 지체 없이 사원총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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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에게도 또한 보장된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자들을 치료감호업무에 배치하는 경우 그들에
의한 파업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것이 특별히 문
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파업시 비상근무(Notdienst)에 의해 공공복
리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4) 법적 의무의 보장257)
넷째, 치료감호에 관하여 사적 시설운영자 및 그 직원의 법적 의무는
단지 명문으로 규정됨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의무는 실질적인 공적
임무수행자(주복지협회) 및 감독실시부서의 포괄적인 관리권한과 그리고
시설장의 특별한 법적 지위에 의해 공법적 조직에서의 그것과 동등한 방
식으로 확보된다. 한편 사인에 대하여 의회의 통제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은 여기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입법자는 스스로 결
정한 조직변경의 영향을 관찰하고 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일정한 폐해 내
지 부작용들에 대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 여부 258)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은 기본법 제20조 제2항259)의 민주주의
원리, 즉, 고권적 행위에 대한 민주적 정당화의 헌법적 요구에 위반되지
않는다.260)
1. 민주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민주적 정당화261)
257)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63 참조.
258)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64-181 참조.
259) 독일 기본법 제20조(주 127) 참조.
260)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64 참조.
261)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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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원리(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결정의 속성을 지는 모
든 공적 행위(Alle amtliches Handeln mit Entscheidungscharakter))는
‘민주적 정당화(demokratische Legitimation)’를 필요로 한다.
2. 민주적 정당화 법리의 내용 및 구조262)
가. 민주적 정당화의 내용263)
모든 공적 행위는 국민의 의사로 환원되어야 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
임을 진다.264) 국가적 지배의 국민에 대한 필수적인 책임귀속관계
(Zurechnungszusammenhang)는 무엇보다도 의회의 선거, 집행적 권력의
기준으로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회의 영향, 그리
고 정부의 지시에 대한 행정의 원칙적 기속에 의하여 성립된다.
공권위탁(Beleihung Privater)의 경우, 민주적 정당화는 무엇보다도 임
무수행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능성이 저해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
서 의회의 통제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왜냐하면 공권위탁이 고권적
임무수행에 관한 국가적 책임으로부터의 이탈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임무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장책임은 이에
상응하는 의회의 관찰의무(Beobachtungspflicht)를 포함하고, 민주적 정
당화는 의회가 이러한 관찰의무의 수행을 방해받지 않을 때에만 보존된
다.
나. 민주적 정당화 법리의 구조265)
인적 관점에서 고권적 결정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임명이 단절되지
262)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65-167 참조.
263)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65-166 참조.
264) BVerfGE 77, 1 (40) 참조.
265)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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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즉 연속적인 정당화 사슬(ununterbrochene Legitimatioskette)에 의
해 국민으로 환원될 수 있을 때에만 정당화된다. 이에 대하여 물적·내용
적 정당화는 법률에 대한 기속이나 정부의 요청·지시에 대한 기속을 통
하여 성립된다.266) 그런데 인적 정당화와 물적·내용적 정당화는 상보관
계(wechselbezügliches Verhältnis)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정당화
수준(bestimmtes Legitimationsniveau)이 성취되는 한, 일방의 부족한 정
당화가 타방의 강화된 정당화를 통해 보충될 수 있다.267) 한편 이러한
정당화 수준은, 당해 결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도가 클수록, 높아진
다.268)
3.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화 여부269)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의 보호조치의 부과를 포함하여, 헤센
주의 치료감호 업무상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필
요한 정당화 수준은 충분히 보장된다.
(1) 인적 정당화 여부270)
(가) 시설장 등 경영진의 인적 정당화 여부271)
시설의 장, 그 직무대리 및 그 밖의 임원인 의사들은 주복지협회의 직
원으로서 그 임명에 관한 공법인의 결정을 통하여 인적으로 정당화된다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2조 제6문272)). 특히 시설장에 대해서는 해당 보직
의 신규충원이 헤센주 사회부와 합의에 의하여서만 결정될 수 있으므로
266) BVerfGE 93, 37 (67 f) 참조.
267) BVerfGE 83, 60 (72) 참조.
268) BVerfGE 93, 37 (73) 참조.
269)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68-180 참조.
270)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69-170 참조.
271)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69 참조.
272)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2조(주 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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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정당화가 보다 더 강화된다(채용계약 제2조 제2항 제1문273)).
(나) 기타 직원의 인적 정당화 여부274)
그 밖의 일반 직원들은 사인인 운영자의 직원으로서 동 사인에 의하여
고용된다. 그런데 운영자가 치료감호 임무를 공권수탁사인으로서 수탁하
고 있고, 따라서 국가적(즉 헤센주의) 감독을 받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운영자의 고용 결정으로부터 직원에 대한 인적 정당화가 곧바로 성립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적으로 정당화된 시설장은 그 경영범위 내 직책 충원과 관련
하여 추천권(Vorschlagsrecht)을 가지는데(위탁계약 제6조 제2문275)), 이
를 통하여 기본권관련 집행결정 또는 그에 대한 협력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도 인적 정당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장의 추천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자(그
경영진)가 이 추천을 따르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각 시설운영자의 사원총
회가 소집되어야 한다(위탁계약 제6조 제5문276)). 그러나 경영진은 시설
장의 업무적 판단에 무조건 기속되기 때문에, 시설장에게는 업무적 거부
권이 주어지는 셈이 된다(위탁계약 제6조 제4문277)).
(다) 제3자의 인적 정당화 여부
위탁계약은 각 시설 내에서 주복지협회의 직원이나 사인인 운영자의
직원이 아닌 제3자의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단지
시설장의 동의만으로 고용된다(위탁계약 제6조 제3문278)).
273) 채용계약 제2조
(2) 주복지협회는 LWV-건강관리 유한회사의 추천을 받아 헤센주 사회부와 합의하여
법무병원장의 신규보임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하 생략)
274)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70 참조.
275) 위탁계약 제6조(주 256) 참조.
276) 위탁계약 제6조(주 256) 참조.
277) 위탁계약 제6조(주 256) 참조.
278) 위탁계약 제6조(주 2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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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적·내용적 정당화 여부279)
시설운영자와 시설 직원(경영진 및 기타 일반직원 포함)에 의한 임무
수행은 법률에 대한 기속 및 책임 있는 공적 주체의 포괄적 지시권한에
대한 기속을 통하여 물적·내용적으로 정당화된다. 또한 이러한 정당화는
동시에 각 시설장의 관할영역에서 사인인 운영자의 지시를 배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 감독관청-행위자 간 연속적인 지시관계의 성립 여부280)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3조에 의하면 치료감호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헤
센주 사회부(Sozialministerium)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다(헤센주 치료감
호법 제3조 제1항). 이러한 감독권한은 시설들에 대한 감시를 포함하는
데, 감독관청(사회부)은 시설운영자에 대해 일반적 지시와, 경우에 따라
서는 개별적 지시를 내릴 수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한편, 주복지협회
는 치료감호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관계당국의 업무상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법상 유한회사의 단독지분보유자로서 시설운영자들에 대
해 회사법상의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시설운영자의 총괄적 책임 내에서 치료감호집행의 실행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시설장의 책임이 된다(위탁계약 제4조 제2항 제2문281)). 이러한
책임범위에서 시설장은 공법상 제규정과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3조 제3항
에 의해 시설운영자에게 부과된 업무감독적 지시를 따라야 하나,282) 사
인인 운영자의 지시를 받지는 않는다(위탁계약 제5조 제1항283)). 한편 시
설장은 시설에 고용된 직원에 대하여 업무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로써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집행적 결정은 연속적인
279)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71-177 참조.
280)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72-174 참조.
281) 위탁계약 제4조 제2항(주 185) 참조.
282) 이는 사법상의 시설운영자 스스로가 내린 지시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83) 위탁계약 제5조(주 1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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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관계(ununterbrochene Weisungszusammenhang)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나) 효과적인 행정감독을 위한 수단의 확보 여부284)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3조가 효과적인 감독에 필요한 정보수집수단과
관철수단(Informationsgewinnungs- und Durchsetzungsmittel)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동 법률에 따른 업무상 감독
이 부족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사인에 대한 공권위탁의 경우, 필요한 감
독권한이 위탁 그 자체에서 곧바로 도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공권수탁사인이 공적 주체의 감독을 받는 경우,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 감독수단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권한이 효과적인 수
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관철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은 개별적 지시를 부과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국가적 보장책임에 합치하면서도 법률위반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제
한적인 규율의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주무감독관청에 대한 의회통제의 확보 여부285)
주무감독관청은 공권수탁사인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독권한을 가질 뿐
만 아니라 감독의무 또한 지게 된다. 이러한 감독임무의 수행은 이상에
서 살펴보았듯이 그 자체도 필수적인 민주적 정당화관계
(Legitimationszusammenhang)에 있다. 이러한 민주적 정당화관계는 임
무수행의 계약적 형상의 비밀성에 의해서도,286) 의회통제가능성에 대한
기타 제한에 의해서도 단절되거나 방해받지 않는다.
284)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75-176 참조.
285)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77 참조.
286) 본장 제1절 Ⅲ. 2. 라. 튀링엔 주의회의 의견(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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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적 판단287)
인적 정당화와 물적·내용적 정당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분한
정당화 수준이 달성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인인 운영자에 의해 고용된 직원들의 인적
정당화는 약간 부족할 따름이다. 그러나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2조 제6
문288)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재량적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설의 경영
진에게 유보되고 있다. 따라서 사인인 운영자에 의해 고용된 직원들은
이러한 기본권제한적 행위를 시설경영진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통하여 직원의 재량영역이 제거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
더구나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 제3항289)에 따른 임시적인 보호조치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는,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36조 제1항290)의 제한적
인 요건을 고려할 때, 기껏해야 보다 더 협소한 재량범위가 존재할 따름
이다. 나아가 그러한 재량영역은, 시설장에 대한 지체 없는 보고의 의무
(동법 제5조 제3항 제2문)를 통하여 한층 더 좁아진다.
4. 기타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화 여부291)
또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집행상의 결정의 영역 외에 있어
서도 임무수행에 대한 민주적 정당화의 결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본권
에 부합하는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치료감호시설이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수단을 갖추는 것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하
여는 특별히 높은 정당화수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예산과 입원비에 관한
본질적인 결정은 시설운영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할 주무부서가 재정
287)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78-180 참조.
288)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2조(주 142) 참조.
289)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5조(주 151) 참조
290) 헤센주 치료감호법 제36조(주 156) 참조.
291) BVerfG, 2 BvR 133/10 vom 18. 1. 2012, Absatz-Nr. 1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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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합의하여 하게 된다(헤센주 중간행정법 제31조 제1항292)293)). 체계
적 역인센티브가 인지되지 않는 시설내부적 자원활용을 위한 결정과 관
련하여 감독권한과 회사법적 영향가능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292) 헤센주 중간행정법 제31조
(1) 보건업무를 관할하는 부서는 재무부와 합의하여 운영자의 의견을 들은 후 치료감
호의 예산과 입원비(Pflegesätze)를 정하고, 공제절차에 관한 행정규칙
(Verwaltungsvorschriften)을 제정한다.
293) 현재는 동일한 내용이 헤센주 주복지연합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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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판결에 대한 평가
Ⅰ. 판결의 구조

본 판결은 청구인에 대한 감금조치에 관한 법원의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동 판결은 감금조치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재판들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독일 특유의 헌법재판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이 판결은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
칙에 따른 심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신에 재판소는 기본권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
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마치 위헌법률심판과 유사한 양상
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엘페스 판결(Elfes-Urteil)294) 이후 일반적 행
동의 자유(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의 심사기준으로서 자리
잡았다.295) 어쨌든 이와 같은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본 판결의 양대 축을
이루는 기본법 제33조 제4항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자
세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점에서 본 판결은 우리나라의 헌법소원심판과는 뚜렷이 구별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헌법재판소에 유사한 사례
가 제기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히 청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상이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제4장 제3절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296)
294) “누구나, 헌법소원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형식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개개의 헌법규정이나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해당 법률이 합헌적 질서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
할 수 있다.” BVerfGE 6, 32 (41) 참조.
295) Erichsen,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in: Isensee/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Auflage, Band VI,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1989, § 152, Rn. 43 참조.
296) 본 논문의 제4장 제3절 Ⅰ. 우선적 검토사항(145면 이하) 참조.
- 97 -

Ⅱ.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해석 및 적용 관련

1. 민영화의 한계로서 기능유보조항의 재발견
본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민영화의 한계로서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재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기능
유보조항은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내의 업무분장 규정으로 여겨졌을 따
름이고, 사법상의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의 취지 또한 직업공무원제도를 통해
고권적 임무수행의 품질, 성실성 및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사법적 주체를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면 사인에 대한 위탁을 통
해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본법 제33조 제4
항의 적용범위에 사법상의 단체 또한 포함시켰다.
한편 이러한 선택을 통해 재판소는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보다
본질적이고 논쟁적인 국가임무나 강제력독점 개념을 우회할 수 있었다.
결정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판소는 민영화에 대한 한계의 근거로
서 이러한 개념들을 직접 끌어들이고 있지 않다. 물론 이는 단지 청구인
이 그것을 이유로 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재판소가 기능유보조항을 되살리지 않았다면 국가임무나 강제력독점 개
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였을 것이므로, 일견 이러한 개념들의 회피에
관한 재판소의 의도가 추정될 수 있다고 본다.
2. 고권적 임무의 배타성 완화
기능유보조항에 비추어, 교정업무 중 수형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
계되는 보안업무는 직업공무원에게 유보하고 따라서 민영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독일(헤센주)의 전통적 태도이다. 그런데 재판소는 본 결
정을 통하여 기본권 제한 효과에 있어서 교정시설에 못지않은 치료감호
시설에서, 보안업무에 대한 탈공무원화 즉 사인에 대한 위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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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을 내렸다. 이제 고권적 권한의 행사라는 임무의 성질이, 그것의
기본권제한적 성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곧바로 민영화의 배제를 보
장해주지는 않게 된 것이다.
3. 원칙-예외 관계 판단기준의 구체화
본 판결은 기능유보조항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였다.297) 특히 예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서 상세하면서도 일반적인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유사한
원칙-예외 관계를 판단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민주주의 원리의 해석 및 적용 관련

1. 민영화 후속 관리의 지침
국가 및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원리는 국가 또는 연방주의 모든 행
위가, 비록 그것이 사인 내지 민간에 위임되어 수행될 지라도, 민주적으
로 정당화 및 통제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즉 민주주의 원리는 민영화
후속 상황에 대한 관리지침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
화로 인하여 해당 임무가 더 이상 국가임무가 아닌 경우, 그 수행책임이
전적으로 사회에 넘겨진 경우, 민주주의 원리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될 것이다.298) 따라서 이러한 한도 내에서 민주주의 원리는 임무민영화
의 한계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주적
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는 국가 내지 연방주의 행위는 반드시 고권적 권한
에 한정되지 않는다.299) 또한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는 교정업무
297) Muckel, “Zwangsmaßnahmen in einer privatisierten Maßregelvollzugsanstalt”,
Juristische Arbeitsblatter, Heft 5, 2012, S. 399에 따르면, 이러한 기능유보조항의 의
미와 범위에 관한 논쟁의 배경에는 공무원 인원삭감 그리고 그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
담의 경감에 관한 정책적 고려가 깔려있다고 한다.
298) 여기서 민주주의 원리는 국가 및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개념과 관련한 것이다.
299) Böckenförde, “Demokratie als Verfassungsprinzip“, in: Isensee/Kirchhoff (Hr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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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영화에만 적용되는 한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인적 정당화의 부족 내지 결여의 과소평가
인적 정당화는 인사상 임명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물적 정당화는
업무상 감독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상 각 유형의 특징을
상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첫째, 물적 정당
화가 인적 정당화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임명은 통상 수직적 관계를
예정하나, 감독은 수평적 관계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적
정당화보다 물적 정당화를 위한 조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적
정당화가 물적 정당화보다 광범위하다. 인사상 임명은 그 자체 업무상
감독을 포함하는 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일 공산이 크다. 인사권자는 업
무상 감독 수단으로도 해임이나 해임 위협 등의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임명권자는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 것이 결
코 드물지 않으나, 반드시 그 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또한 수직
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차이점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적 정당화가 물적 정당화보다 더 강력한 유형의 정당화라
고 보아야 한다. 이 결정의 사실관계에서는 주로 인적 정당화의 결여 내
지 부족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대부분의 경우 인적 정당화의 결여나 부족이 더 문제가 될 가능성
이 크고, 상보성의 전제 아래서는 이를 물적 정당화로서 보충하고자 하
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인적 정당화가 물적 정당화
보다 더 강력한 유형의 정당화라고 한다면, 인적 정당화의 부족300)을 ‘같
은 수준’301)의 물적 정당화를 보충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I,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06, § 24, Rn. 12 참조. 다만 해당 행
위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커질수록 높은 정당화 수준이 요구되므로, 행위의 고권적
성격이 민주주의 원리에 있어서 어떠한 함의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00) 여기서는 결여의 경우 보충될 수 없다는 판결의 입장을 전제한다.
301) 이러한 수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 인적 정당화를 위한 조치 A
와 물적 정당화를 위한 조치 B의 각 정당화 수준을 동일하다고 볼 것인가, 다르다고
볼 것인가, 그렇다면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등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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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같은 수준을 상회하는 보충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적 정당화의 부족은 항상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당화 수준 달성 여부 판단의 임의성
본 판결은 관련법률과 위탁계약상의 관련 조치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조치들이 어느 수준까지 요구된다는
점에 대하여 분명하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
고 있다. 결국 재판소는 인적·물적 정당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거론한
후 ‘이 정도면 적당 내지 충분하다’는 식의 대강의 판단에 그친다는 인상
을 주고 있다.
Ⅳ. 종합적 평가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유보 문제에 관하여 실정헌법 중심의 사고를 견
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한편으로는 실정법 해석과
적용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도, 기본법 바깥의 또는 기본법에 선행하는 개념의 해석을 위하여 정력
을 낭비하지 않는 재판소의 실용적·효율적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이다.
동 판결은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민영화에 대해 적극적 내지
전향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즉 임무의 고권적 성격은 더 이
상 해당 임무의 국가 또는 공무원에 의한 배타적 수행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본법 제33조 제4항은 기능유보조항으로부터 도출되
는 민영화에 대한 금지명령은 전면적 금지명령이 아니라 원칙적 금지명
령이므로, 민영화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영화의 구체적인 효과와 민영화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사실적 근
다. 이와 같은 난점은 한편 다음의 판단의 임의성과 관련한 비판의 원인이 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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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sachliche Gründe)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민영화에 대해 다른 한편으로 상당히 엄격
한 태도 또한 견지하고 있다. 문제된 사안에서 치료감호시설의 민영화가
결과적으로는 승인되었으나, 이와 같은 결론은 민영화의 대상이 치료감
호임무였다는 점, 민영화의 방법이 형식적 민영화였다는 점 등의 구체적
인 사정이 면밀히 고려된 결과이다. 그런데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치료감호임무
가 아니라 일반 교정임무였다면,302) 또는 형식적 민영화가 아니라 기능
적 민영화였다면303)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
문이다.
이처럼 본 판결은 민영화에 대해 법적 한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결
코 주저하고 있지 않다.304) 다만 여기서 판단의 중점이 민영화 대상 임
무의 성격보다는 임무이전의 모습과 통제의 방법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2) 이 경우 결합운영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허용되는 예외에 해
당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303) 이 경우 체계적 역인센티브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할 가
능성이 낮아지는 동시에, 회사법적 영향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으므로 민주적 정당화
수준의 감소가 초래된다. 기본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기능유보의 요청이 실질적 민
영화의 여지를 제한한다는 유사한 취지의 견해에 대해서는 Sachs, “Staatsorganisationsrecht: Funktionsvorbehalt und Privatisierung”, Juristische Schulung,
2012, S. 671 참조.
304) 본 판결이 치료감호 민영화의 특정한 형태(Gestaltungsformen)에 관하여 최고법원
의 입장을 최초로 명확히 밝힌 것이라는 평가에 관하여는 Sachs, “Staatsorganisationsrecht: Funktionsvorbehalt und Privatisierung”, Juristische Schulung,
2012, S. 6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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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의 교정시설 민영화에 대한 함의

독일에서는 주로 치료감호시설과 관련하여 민영화가 이루어졌고 상대
적으로 교정시설의 민영화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견지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치료감호시설305)이나 소년원 등의 민영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교도소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306) 이하에서는 교도소 민영화
를 중심으로 하여 그 연혁 및 관련 규율을 먼저 살펴본다. 다음으로 우
리 헌법에 의하여 설정된 민영화의 가능성 및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마
지막으로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들과 이에 근거한 위탁계약이나 강제조치
의 헌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제 1 절 한국의 교정시설 민영화 현황
Ⅰ. 교정시설 민영화 연혁

1. 교정시설 민영화 추진의 전사(前史)
한국에서 민영화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았으나,307) 그러한 가운데에도
교도소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결코 찾아보기 쉽지 않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그와 관련한 해외 사례가 몇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을 뿐,308) 이에
305) 우리나라에서 치료감호업무는 충청남도 공주에 소재한 국립법무병원(공주 치료감호
소) 1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12년 8월 현재 1,200병상에 1,048명을 수
용하고 있는 동 시설이 2014년에 이르면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2감호소
신축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이 민영화의 방식을 활용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경인일보, “성범죄자 최근 사진 공개한다... 치료 강화·제2감호소 신설
도: 법무부 성범죄 근절대책”, 2012. 8. 25, URL: http://www.kyeongin.com/news/arti
cleView.html?idxno=674784 (2012. 10. 15. 최종확인) 참조.
306) 이에 대하여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에 즈음하여, 단계적 도입론을 주장
한 견해로는 장규원, “교정시설의 민영화에 대한 법이론적 논쟁”, 교정연구 제10호,
2000, 179-180면 참조.
307) 주 2 참조.
308) 경향신문, “죄수 관리회사 생기려나...”, 1986. 11. 24.; 동아일보, “교도소 민영화추진:
미텍사스주의회법안통과”, 1987. 3. 19.; 동아일보, “영 민영교도소 공개: 죄수들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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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정치·언론·학계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309) 심지어 1992년까지만 해도 민영교도소의 존재는 ‘해외토
픽’ 난에 짤막하게 처리되었을 정도였는데,310) 이는 한 종교단체에 의해
비로소 교도소 민영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던 시점으로부터 겨우 3년 전의
일에 지나지 않았다.
2. 제1기: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기까지
일반적으로 민영교도소의 도입은 한 정부 부서와 한 종교단체의 동기
가 부합하여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의 산물로 설명된다. 1995년 10월 16
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은 그 산하에 ‘기독교교도소 설립추
진위원회(이하 설립추진위원회311))’를 설치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추진사
(推進史)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위원회는 당·정·청을 망라한 로비활
동을 펼쳤고, 이에 대해 1997년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모두 민영교
도소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로 답변하기까지 하였다.
마침 새로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당시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
은 정부와 긴축 재정을 표방하고 그 중요한 수단으로 정부 각 부문의 민
영화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법무부 역시 이러한 기조 아래 개혁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민영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312)
쇠 소지”, 1992. 4. 5. 참조. 이상 출처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
ver.com, 2012. 10. 15. 최종확인).
309) 1975년 11월 13일 국회 법사위에서 유신정우회 소속의 황창주 의원은 “포화상태에
있는 재소자의 수용능력을 분담하고 우범자들을 민간에서 교화토록 하기 위해 일부
교도행정을 민영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황산덕 법무장관에게 질의하였는데, 당시 경
향신문은 이 일을 “기발한 아이디어 내놓아 폭소”라는 제하에 기사화하였다. 경향신
문, “기발한 아이디어 내놓아 폭소”, 1975. 11. 14., 게재: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2012. 10. 15. 최종확인) 참조.
310) 동아일보, “영 민영교도소 공개: 죄수들이 열쇠 소지”, 1992. 4. 5., 게재: 네이버 뉴
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2012. 10. 15. 최종확인) 참조.
311) 1997년 1월 24일에 ‘기독교소망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도
이사회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312) 1998년 당시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은, 김대
중 정부가 들어선 뒤 법무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민영교도소 건의서를 제출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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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일은 법무부와 한기총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
었다. 그 결과 1999년 12월 2일 교정시설 설치·운영 업무의 사인위탁에
관한 근거조항 추가를 골자로 하는 행형법(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동년 12월 28일에
는 개정된 행형법을 모법(母法)으로 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313)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기총과 설립추진위원회가
보여준 적극성과 추진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전방위적인
로비활동은 물론이고, 현직 검사장을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함
으로써 주무부서인 법무부와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교류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민영교도소 도입의 역사는 한국 교회의 기독교교
도소 설립사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요약하면 민영교도소의 도입
은 최초에 교회가 제안하고 이후 정부와 교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314)
3. 제2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부터 소
망교도소의 개소까지
2000년 1월 28일 민영교도소 설치의 근거법이 제정되자 위원회는 장래
민영교도소의 운영주체가 될 재단법인 아가페를 설립하였고 동 재단법인
은 2001년 12월 법무부의 수탁자 선정에 참여하였다. 당시 아가페 외에
도 원불교, 민간 경비회사 등 몇 개의 단체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
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내가 교도소에 살아보니 심각한 상황을 실감할 수 있었다.
기독교인이 교도소를 하면 잘 할 것 같다.’며 허락하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 중앙선데
이, “50%인 재범률, 4% 아래로 낮춰 보겠다: 국내 첫 민영교도소 설립 주역 김승규
전 국정원장”, 2011. 1. 2., URL: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20133
(2012. 9. 27. 최종확인)
313) 해당 법률의 법안은 1999년 12월 6일 정부에 의해 제출되었고 동년 12월 15일 제14
차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되었다. 국회사무처,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09회 국회, 제1
호, 1999. 12. 28., 7면 참조.
314) 그렇다고 하여 민영교도소의 목적과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한기총과 법무부의 의
견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법률 내용과 실제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교정의 효율성 제고 외에도 한기총의 ‘선교’ 목적에 대한 제한은 법무부의 중요
한 고려사항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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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졌으나 모두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포기하였고,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단체는 아가페 단 한 곳뿐이었다. 2002년 3월 12일 법무부의 수
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3차에 걸친 회의 끝에 아가페를 수탁자로 선정하
였다.
2003년 1월 아가페는 교도소 부지의 매입을 완료하였고, 동년 2월에는
법무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교도소의 건설은 이로부터 약 5년
남짓한 기간이 지난 2008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착공되었다. 이처럼 착공
이 늦어진 이유로는 안으로는 공사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
았다는 점과 밖으로는 인근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 내에 교도소를 유치하
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는 사정을 들 수 있다.315)
착공 이후에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약 두 달간 공사가 중단되기
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2010년 12월 1일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
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소하였다.
4. 제3기: 소망교도소 개소 후 2012년 12월 현재까지
2011년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관 2인을 파견하여 소망교도소
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동년 11월 그 결과를 현장조사보고서의 형
태로 발간하였다.316) 이러한 조사의 목적은 소망교도소의 운영 실태를
주로 법적·제도적인 미비를 중심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조사
결과 시설기준의 미비와 수용자 선정기준 및 절차 관련 규정의 불명확성
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317)
뿐만 아니라 소망교도소의 종교적 편향에 대한 우려도 수차례 제기되
315) 중앙선데이, “50%인 재범률, 4% 아래로 낮춰 보겠다: 국내 첫 민영교도소 설립 주
역 김승규 전 국정원장”, 2011. 1. 2., URL: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
d=20133 (2012. 9. 27. 최종확인) 참조.
316) 국회입법조사처,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17
호, 2011.
317) 국회입법조사처,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17
호, 2011, 29-30면에 따르면 수용자 선정기준 및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위탁계약서와 법무부 업무매뉴얼에 기재되어 있을 따름이며, 그조차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설정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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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이는 주로 불교 측에 의해 이루어졌다.318) 그 중 대표적인 사례
는 직원 채용 과정에 있어서의 편향성의 문제였다. 2012년 1월 소망교도
소는 채용을 공고하면서 지원서 양식에 신급, 직분, 교회명, 세례연도 등
을 포함한 종교 항목을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조치에 대해 동년 2월 24
일 조계종 산하 종교평화위원회가 주무부서인 법무부에 항의하기에 이르
렀다. 그 결과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에 시정 지시를 내렸고, 동년 3월 3일
에는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을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 회신하였다.319)
Ⅱ. 교정시설 민영화 관련 법률 및 계약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업무의 사인위탁
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즉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제
7조 제1항), 이 때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
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2항).
따라서 여기서 위탁계약의 정부쪽 당사자는 법무부장관이고, 교정시설
의 설치 및 운영업무의 ‘일부’만 위탁이 가능하고 그 전부는 불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여기서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무의 일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가 되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할 때 교정업무의 포괄적인 위탁을
318) 법보신문, “법무부, ‘소망교도소 종교편향 시정’ 명령”, 2012. 3. 7., URL: www.beop
bo.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112&no=69745 (2012. 9. 27. 최종확인);
법보신문, “소망교도소 소장이 직원들에게 기독교 강요”, 2012. 7. 21. URL: http://w
ww.beopbo.com/news/view.html?skey=%BC%D2%B8%C1%B1%B3%B5%B5%BC%D
2&x=37&y=15&section=1&category=112&no=71734 (2012. 9. 27. 최종확인) 참조.
319) 이상의 내용은, 법보신문, “법무부, ‘소망교도소 종교편향 시정’ 명령”, 2012. 3. 7.,
URL: www.beopbo.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112&no=69745 (2012. 9.
27. 최종확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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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7조 제2항은 별도의 입법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입법자에 의해 교정업무 위탁
의 목적 실현 및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상의 “법
률”로서 제정된 것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 및 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320). 본법에서 “교정법인”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말하
고, “교도소등”이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그 지소를 의미하는
데 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교정시설”과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2항의 입법사항(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을
중심으로 하여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320) 본법이 표방하고 있는 목적은 운영 효율성의 제고, 수용자 처우의 향상, 사회 복귀
의 촉진, 이상 세 가지이다. 그런데 이 중 운영 효율성의 제고는 운영 비용을 낮추거
나 운영 편익을 증대시키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달성 가능하다. 운영 편익의 증대는
전자의 목적에는 이미 운영 편익의 증대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아마
도 이러한 운영 편익의 증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용자 처우의 향상이나 사회 복귀의
촉진 등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본법이 표방하는 목적은 운영 비용 절감, 수용자
처우의 향상, 사회 복귀의 촉진으로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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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
면 수탁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다. 「형
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상의 수탁자는 법
인 또는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법인이 아닌 단체와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까지 포함된다. 수탁자 선정 시에는 수탁자의 인력·조
직·시설·재정능력·공신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구체적인 선정방법, 선정절
차, 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
도록 되어있다(제3조 제3항). 따라서 본법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의 구
체적인 자격요건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시행규칙(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
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제3조 제
1항 단서). 교정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영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법률 제14조 제1
항).
나.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며(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교정법인이 민영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법률 제20조). 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교정시설의 시설기준을 입법사항으로 하고 있
으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를 직접 규정하
지 않고 대통령령과 위탁계약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과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 특별법이나 신법을 우선적으
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의하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우선하면 족할 것이나, 이 경우 해당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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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제원칙, 이를테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이 이 법 그리고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사를 받
아야 하고(제22조 제1항), 그 결과 해당 시설이 이 법에 따른 수용시설로
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교정법인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
다(제22조 제2항). 시설의 검사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무부장관이 정한다(제22조 제3항).
다. 위탁절차
(1) 수탁자의 선정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본문).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자의 인
력·조직·시설·재정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무부장관이
하며(제3조 제2항), 수탁자 선정방법, 선정절차, 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제3조 제3항). 이상의 규
정들을 위에서 살펴본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함께 고려하면, 입법자는 위
탁 여부의 결정과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에게 상당히 광범
히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위탁계약의 체결
위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위탁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제4조 제1항).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은 계약 내
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계약기간은,
수탁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 그 밖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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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며,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
(제4조 제4항 및 제5조 제1항 제3호).
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5조 제1항).
-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과 교정업
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제1호)
-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그 금액의 조정 및 지급 방
법에 관한 사항(제2호)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과 계약기간의 수정·갱신 및 계약의 해지
에 관한 사항(제3호)
- 교도작업에서의 작업장려금·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4호)
- 위탁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제5호)
-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6호)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

이상의 위탁계약 포함사항 중 제1호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과 제6호
의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 즉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원래 「형의 집
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해 입법사항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3) 위탁업무의 종료
위탁업무는 계약기간의 종료, 정지명령, 법정해지 및 약정해지 등에 의
해 종료된다. 이 중 계약기간의 종료는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별
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도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6조 제1
항: 정지명령),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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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321) 제1항: 법정해지). 그밖에도 법무부장관과 수탁자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 제3호: 약정해지). 그리고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위탁업무의 종
료사유로서 쌍방의 합의에 의한 해지(해지계약) 또한 인정하지 않을 이
유는 없을 것이다.
라. 수용대상자 선정기준
위에서 살펴본 교정시설의 시설기준과 마찬가지로 「형의 집행 및 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또한
입법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은 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재차 위탁계약에 위임하고 있다. 즉 수용대
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에는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에 관
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제5조 제1항 제6호)을 제외하면 그
밖에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위탁계약으로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때 법무부장관에게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 위탁수용이 수용자의 사회 복귀에 유용한지 등을 고
려할 의무가 주어질 따름이다(제5조 제2항).
마. 수용자 처우기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교도소등에 수용된 것으로 본다(제24조)는 규정이나,
32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크게 위반한 경우로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 경영의 현저한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약화, 그 밖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위
탁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과 수탁자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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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자에 관하여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법 및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 외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40조)는 규정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민영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처우 또한 일반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 처우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별 규정들로는 첫째, 교정
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는 국가
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322)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
고(제25조 제1항), 둘째,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
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으며(제25조 제2항), 셋
째,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나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5조 제3항).323)324)
바. 국가의 감독
322)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이다. 단지 보다 나쁜 서비스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등이 문제되면 “동등한” 부분이 강조될 수
있고, 교정의 질이 문제되면 “이상” 부분이 강조될 수 있는 탄력적인 규정이다.
323)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의에서는 본 조항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자들이 통상
통행하는 장소 또는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특정한 종교 또는 사상의 상
징물 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삽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
으나, 결국 해당 내용은 시행령(주 324 참조)에 포함되었다.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
회회의록, 제208회 국회, 제14호, 1999. 12. 15., 47면 이하 참조. 한편, 이러한 조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행형성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누진처우제도가 존재하는 한, 특정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에서 종교의 자유는 사실상 증발하고 말” 것이라는
견해로는 김성돈, “우리나라 ‘민영교도소법'의 허용성과 위험성”, 성균관법학 제13호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1, 51면 참조.
32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
준]
① (생략)
② 교정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
를 치르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시설에
서 수용자가 항상 출입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특정종교의 상징물을 설치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종파간의 형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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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감독과 관련된 내용은 직원 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업무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직원 등의 임면
(가) 교정법인의 임원의 임면
교정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와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제11조 제2항). 일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325) 법
무부장관은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12조).
(나)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의 임면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면한다(제29조 제1항
본문). 다만,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326)을 임면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9조 제1항 단서).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
영교도소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제29조 제2호), 민영교도소등의 직
원의 임용 자격, 임용 방법, 교육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제29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32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① 제13조(임원 등의 겸직 금지)를 위반하여 겸직하는 경우
② 제25조(수용자의 처우) 제2항을 위반하여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
③ 제42조(벌칙)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④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법무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
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의 현저한 부당행
위 등으로 해당 교정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경우
326)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직원의 임면 승인 범
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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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
나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36조 제1항), 교정법
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명령을 받으면 즉시
징계처분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6조 제2항).
(2) 업무상 감독
(가) 법무부장관의 업무 지도·감독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으되(제33조 제1항
본문),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단서).
(나) 감독관의 업무 지도·감독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
(이하 감독관)을 파견하여 그 민영교도소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하
여야 한다(제33조 제2항).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외부의료시설 수진·치료감호시설
이송·외부교육기관 통학 및 위탁·외부기업체 통근작업에 대한 허가, 귀휴
(특별귀휴 제외), 보호장비·무기의 사용, 강제력의 행사, 재난조치, 징벌
등의 처분을 하려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7조 제1항 본문).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승인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처분 등을 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7조 제
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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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기·수시 업무보고 및 검사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
마다 일정한 사항들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정기 업무보고:
제34조327) 제1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
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수시
업무보고: 제34조 제2항 제1문 전단),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검사: 제34조 제2항 제1문 후단).
이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제34조 제2항 제2문).
(라) 예산 및 결산 보고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매 회계연
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제16조 제2항).
32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보고·검사]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용 현황
2. 교정 사고의 발생 현황 및 징벌 현황
3. 무기 등 보안장비의 보유·사용 현황
4. 보건의료서비스와 주식·부식의 제공 현황
5. 교육·직업훈련 등의 실시 현황
6. 외부 통학, 외부 출장 직업훈련, 귀휴, 사회 견학, 외부 통근 작업 및 외부 병원 이
송 등 수용자의 외부 출입 현황
7. 교도작업의 운영 현황
8. 직원의 인사·징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시
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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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사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
여야 하고, 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
면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제35조 제1항),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
다(제35조 제2항).
사. 국가의 지원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
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한다(제23조 제1항). 이러한 연간 지급 경비의 기준은 투자한 고정자산
의 가액, 민영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드는 경
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제23조 제2항).
또한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해당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제31조 제2항).
그밖에도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해당 교정
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장의 신청을 받아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
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제32조).
3.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2003년
2월 4일 법무부장관과 재단법인 아가페는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
정업무 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계약은 총 10장
10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328).
위탁계약은 동법 제5조에 따른 위탁계약 사항들을 다루고 있을 것으로
328) 남상철,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교정연구 제20호, 2003, 23면 및 29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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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나, 법무부(분류심사과)의 비공개 방침329)에 따라 현재 원문을 직
접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서의 외부용역보고서와 국회입법
조사처의 현장조사보고서와 같은 다른 문헌들을 통해 위탁계약 내용의
일부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데,330) 이를 주요사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총칙
수탁자(재단법인 아가페)의 권리는 민영교도소 설치를 위한 교도소
설계 및 시설공사, 민영교도소 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고, 의무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과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 이상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성공적
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정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 아가페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민영교도소는 1개로 제한된다.
나. 위탁계약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성립일(2003년 2월 4일)로부터 12년(즉 2015년 2
월 3일까지)이며, 수탁자의 신청으로 계약기간의 갱신을 허가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탁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업무를 재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나, 수용자의 계호 업무, 교도작업 감
독관의 지도·감독 업무, 기타 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업무 등은 재위탁할
329) 법무부(분류심사과)는, 2012년 9월 27일에 제기된 위탁계약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에 대해, 해당 계약서는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이며, 특히 계약당사자 일방
이 사인으로서 본 계약서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회
신하였다.
330) 국회예산정책처, 민영교도소 해외운영 사례와 예산지원에 관한 연구, 2011, 30-32
면; 국회입법조사처,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17
호, 2011, 29면 이하; 남상철,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교정연구 제20호,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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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도록 하였다.331)
다. 교정법인
민영교도소의 업무에 대한 관장 및 감독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담당
하고, 법인(재단법인 아가페)의 대표자 및 감사,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
사는 법무부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와 민영교도소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의 경우에도 법
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수용자 교정교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민영교도소의 시설 및 조직
민영교도소는, 수용자 360명을 수용하고 직원·자원봉사자 등 200명이
근무 및 활동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를 갖추며,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용거실은 독거실·
혼거실·독거환자실·혼거환자실·격리보호실 등으로 구분하고, 18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작업장과 1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민영교도소에는 의사·간호사·영양사 등 교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
을 두고 조직구조·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법무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도록 하였으며 직원의 정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되 조건부로 임용된 자 또는 비상임근무자나 보수를 받
지 아니하는 자 등은 정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331) 남상철,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교정연구 제20호, 2003, 30면 참조.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민영교도소 해외운영 사례와 예산지원에 관한 연구, 2011, 31면은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수용자 계호업무, 교도작업, 감독관의 지도·감독과
관련된 업무 및 기타 위탁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업무로 사실상 광범위한 업무를 재위
탁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며 정반대의 취지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위탁계약
서의 해당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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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용자 선정 절차
위탁계약은 법무부 업무 매뉴얼과 함께 수용자 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절차는 아래와 같이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332)
① 1단계: 7년 이하의 형을 받고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전과 2범
이하의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수용자(단, 공안사범, 마약사
범, 조직폭력사범 등은 제외)에게 ‘한국기독교교도소 안내서’를 배
포하고, 각 수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입소를 원할 경우 신청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선발 인원 대비 200%를 선별
하게 됨.
② 2단계: 아가페 재단은 법무부에서 선별 통보된 지원자들을 개
별면담하고 선발 인원 대비 150%를 결정하여 개인별 의견서와 함
께 법무부에 제출함.
③ 3단계: 법무부는 아가페 재단의 결정을 존중하여 최종 수용 확
정자를 결정하여 이송명령함.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른바 연성 범죄자 중 신청자를 받
아 법무부가 2배수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 아가페의 의견을 받아, 다시
법무부가 최종선발자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선정 기
준은 없고 선정 절차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용자 선정 절
차에 있어서 법무부와 재단법인 아가페에 상당한 재량이 주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용대상자의 자격을 연성 범죄자로 한정하는 것
은 민영교도소의 초기 연착륙을 도모하는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범률로 대표되는 교정효과를 산출하고 이를
다른 교도소들의 수치와 비교하는 작업의 의의가 현저히 감소될 수 있다
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332) 아래 절차는 국회입법조사처,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NARS 현장조사
보고서 제17호, 2011, 29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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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예산 배정 방식(운영경비 지급기준)
위탁계약은 현재 예산 배정 방식을, 국영교도소 일반회계 교도행정 예
산에서 당해 예산에 계상된 총 수용인원으로 산출되는 수용자 1인당 연
간수용단가를 민영교도소 수용 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최대 90%
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식에 의하면 재단법인 아
가페에 아래와 같이 연간 54억의 운영경비가 국고로부터 지급된다고 할
수 있다.
300명(민영교도소 수용인원) × 2,228만 3천원(국영교도소 수용자
1인당 수용경비) × 0.9 = 54억 7,600만원333)

이상의 내용은 통상 민영교도소 도입의 유력한 이유로 꼽히는 경비 절
감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에 그 일차적인 근거로서 활용되나, 이와 관련
하여서는 뒤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334)
사. 수용자의 신앙생활
수탁자가 신앙생활지도를 함에 있어서 수용자가 그가 신봉하는 종파에
의한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종파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하고 신앙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도 특정 종교 신봉자로 제
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정종교를 신봉하는 수용자에게 별도의
거실을 제공할 수 있고, 그 거실 안에 해당종교의 상징물을 비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33) 국회입법조사처,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17
호, 2011, 33면.
334) 본장의 제3절 Ⅱ. 1. 가. (1) 재정적 부담의 경감(1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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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정시설 민영화에 관한 헌법의 태도

우리 헌법에 민영화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335) 단
지 국유화의 조건을 규정한 헌법 제126조336)가 마련되어 있을 뿐이나,
동 조항이 민영화에 관해서도 일정한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관해
서는 의견이 대립된다.337) 따라서 민영화의 한계에 대한 우리 헌법의 태
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민영화를 규율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간접적 규정들이 존재하는지, 그밖에도 일반적인 헌법 원리들로부터 민
영화 관련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의 한계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헌법상 근거의 형식에 따라 그것을 명시적인 조항 상의 한계, 일반원리
상의 한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조항 상의 한계는
그것이 한계조항으로서 직접 의도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직접조항 상의
한계와 간접조항 상의 한계로 세분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일반원리가 명시적인 조항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개별 조항 역시도 그 자체로 일반원리와 구별되는 독자
적인 내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 또는 여럿의 일반원리가 표현된 것
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헌법상 규정이나 원리가 민영화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
를 갖는지 아니면 소극적 태도를 갖는지에 따라 그것을 이른바 명령
(Gebot), 허용(Erlaubnis), 금지(Verbot)로 구분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한계가 가능성과 제한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경계로서 이해되는 한, 이러한 구분은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가능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임무에 한하여 민영화할
335)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민영화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개방
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견해로는 홍석한,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관한 독
일에서의 논의”, 법학논총 제17권 제3호, 2010, 231면 참조.
336) 대한민국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
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337) 본절의 Ⅲ. 1. 헌법 제126조: 국유화 등에 관한 조항(1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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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원리는 허용적인 것인가? 금지적인 것인가?
원칙적 허용 또는 원칙적 금지와 같은 유형이 상정될 수도 있겠지만, 원
칙-예외의 관계는 결국 정도의 문제로 귀결될 따름이다.
다음으로 민영화의 한계를 사전적 한계와 사후적 한계로 구분하는 방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민영화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의 민영화 조치의 대상 업무와 법적 형식 등의 결정에 관한 한계는 사전
적 한계로 민영화 조치 이후 사인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민영화된 임무
의 행사와 관련하여 설정되는 한계는 사후적 한계로 보는 것이다. 그러
나 사인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후
적’ 통제장치 또한 민영화 여부 결정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잘 설계되어
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민영화의 한계를 민영화의 대상이나 방법에 대한 한계로 구분
하는 방안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국가유보와 같은 임무범위 관련 한계
를, 후자의 예로는 법률유보와 같은 법적 형식 관련 한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 또한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처럼 민영화의 한계를 분류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
하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국가유보 상의 한계, 민주적 통제 상의 한계, 법
률유보 상의 한계, 기타 한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류
는 물론 대략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사전적/사후적
의 구분과 대상/방법의 구분을 어느 정도 참조한 것이다.
Ⅰ. 국가유보 상의 한계

독일의 경우, 국가유보를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기능유보조항에서 직
접적으로 도출한다는 것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우리 헌
법은 그에 상응하는 조항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338) 따라서 우리 헌
법에서도 기능유보를 도출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느 조항
이나 원리에서 발견할 지가 문제된다.
338) 이세정, “민경협력을 통한 국가안전임무 수행”,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2010, 377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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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7조: 직업공무원제도
독일 기본법의 제33조 제4항의 최소한의 의미는 직업공무원제도에 대
한 보장이라고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직업
공무원제도로부터도 기능유보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가.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거 및 의의
헌법 제7조339) 제1항은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
며, 동조 제2항은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조, 특히 제2항은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하는 규정으로,340) 헌법재판
소에 의하면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獵官制度)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
과 혼란을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
“라고 한다.341) 통설은 이와 같이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을 협의의
공무원 즉, 경력직 공무원342)에 한정하고 있다.343)
339)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340)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년판, 법문사, 2010, 228-229면은 헌법 제7조 제2항이 직업
공무원제도를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보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제2항의 취지가 공무
원이 제1항 상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함으로써, 제7조가 전체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41) 헌재 1989. 12. 18. 89헌마32, 판례집 제1권, 343, 352 참조.
342)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
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
다.
343)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년판, 법문사, 2010, 2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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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공무원제도로부터 기능유보 유사 법리, 즉 국가유보가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헌법은 직업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보장 외에
그 임무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도로부터 해석을 통해 독일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기능유
보와 유사한 법리가 도출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가 직업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뿐
만 아니라, 또는 그에 앞서, 직업공무원의 최소배치영역(Mindesteinsatzbereich) 또한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헌법제정자가 이러한 보장을 의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건국헌법 제27조의 내용은 매우 간략한 것이었고,344) 아마도 이
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헌법안에 대한 총 3회의 독회를 망라하여 직업공
무원제도의 취지가 설명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특별한 쟁점이 제기된 부
분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345)
한편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가 국가 또
는 공공단체의 공공적인 일이어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
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다.346) 그렇다면 거
꾸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공적인 일로서 그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
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직무는 공무원의 최소배치영
역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그런데 독일 기본법 상의 기능유보조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러한
344) 공무원의 불법행위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이는 겨우 현행 헌법의 제7조 제1항에
상응하는 것이었으며, 직업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은 제3차
헌법개정시 비로소 도입되었다.
건국헌법 제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
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
은 아니다.
345) 국회도서관, 헌법제정회의록, 1967 참조.
346) 헌재 1992. 4. 28. 90헌바27, 판레집 4-1, 255,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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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최소배치영역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일단 “상
시적 임무”로서 이루어지는 “고권적 권한의 행사”를 특정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요건의 명시뿐만 아니라 기능유보조항은 예외를 유보함으로써,
각 요건별 포섭 여부에 관한 판단뿐만 아니라 원칙-예외 관계에 관한
판단에까지 이르는 다소 복잡한 법리 전개의 토대가 되고 있다. 생각건
대 이와 유사한 내용을 여하간의 명시적 근거규정 없이 단지 해석에 의
해서만 구성하고 확정하는 것은, 해석에 의한 사실상의 구체적인 ‘입법’
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해석의 한계를 넘어설 우려가 결코 적지 않다.347)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로부터 기본법 제33조 제4항과 유
사한 구체적인 법리를 도출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본법 제33조 제4항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라 할지라
도, 직업공무원제도로부터 훨씬 단순한 형태의 국가유보가 도출될 수 있
는 것은 아닌지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해석 방법을 따르
더라도, 엽관제도의 지양이나 공무수행의 독자성 유지와 같은 직업공무
원제도의 취지로부터 직업공무원에게 유보되어야 할 임무 범위(최소배치
영역)를 확정하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다. 「민영교도소 등의 운영·설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공무원 의
제 조항의 의미
설령 기능유보 유사 법리가 도출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영교도소
등의 운영·설치에 관한 법률」 제37조348)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근거로
347) 규범이나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그 ‘입법작용’적
성격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권력분립의 원리를 부정하는
정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 관하여는 김종보,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2010, 47면 참조.
34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공무원 의제 등]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② 교정법인의 임직원 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교도관
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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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의 직원 또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349) 따라서 고권적 권한의
행사가 직업 공무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하는데 하등 문
제가 없다고 주장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의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의 지위가 아
니라 직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350) 또한 의제의 대상을 공무원의
지위로 볼 경우에도 이러한 공무원을 협의의 공무원(즉 직업공무원)이
아닌 광의의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직업공무원에의 유보를
의미하는 기능유보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민영교도소 등의 운영·설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
공무원 파견 조항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
하고 있다. 이로써 공무원은 특정인이나 특정의 당파·계급·종교·지역 등
부분이익만을 대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
할 것이 요구된다.351)
그렇다면 민영교도소에 대한 공무원 파견을 규정하고 있는 민영교도소
법 제32조(지원 목적의 파견)352) 및 제33조 제2항(감독 목적의 파견)353)
349) 공무수탁사인도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로는 김상겸,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원칙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2006, 151면 참조.
35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주 348) 참조. 동조 제2
항에 의하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에만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즉 동조 제1항과 제2항을 비교하면 지위의 의제와 직무의
의제가 분명히 구분된다.
35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년판, 법문사, 2010, 227-228면; 민경식, “헌법상의 공무원
제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17집, 1992, 78면 참조.
35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원]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장의 신청을 받아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
다.
35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
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
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에 소
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민영교도소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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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러한 헌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문제된다. 감독 목적의 파견
의 경우, 파견 공무원은 민영교도소 업무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여전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
위에 충실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원 목적의 파견의 경우에는, 파
견 공무원은 민영교도소 업무 그 자체를 돕는 것으로, 헌법 제7조 제1항
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업
무의 실질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해당 업무가 교정법인이나 민영
교도소의 부분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이나 그 지원을 위한 파견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국가의 의무 및 국가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
헌법의 많은 부분에 걸쳐 국가의 의무 및 국가기관의 권한 관한 규정
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들 조항 또한 국가유보를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가유보의 도출 여부 및 유보의 의미(배타성의 정도)는 기본적으
로 개별 조항에 대한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다.
가. 헌법 총강의 국가의 의무 관련 규정
헌법은 제1장 총강에서 재외국민의 보호의무(제2조),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제4조),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할 의무(제5조 제1항), 전통
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할 의무(제9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의무적·필수적 국가임무, 즉, 국가유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해당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
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임무의 의무성 내지 필수성이
약화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노력의 대상이 종종 추상화되어서
(예를 들어 “국제평화의 유지”나 “민족문화의 창달”), 그것이 사인에 대
한 위임은 물론 사인의 병행적·경합적 수행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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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총강에서는 특히 제5조 제2항354)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동 규정
은 국군의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대한 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에 관한 임무가 의무적·필수적 국가임무이라는 점
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동 규정은 국가가 아닌 국군이라는 특
정한 기관 내지 조직을 주어로 하고 있는 동시에 의무의 “신성”성(神聖
性)과 의무수행의 “사명(使命)”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어, 이로부터 국군
에 의한 배타적 수행에 대한 요구까지 이끌어낼 여지가 적지 않다고 생
각한다. 따라서 동 규정은 전쟁수행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한계 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교정업무의 민영화에 관하여서는 이에 상응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도 국가의 또 다른 의무,
즉 기본권 확인 및 보장의 의무(제10조 후문)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되므로 아래에서 다시 살펴본다.
나. 국가기관의 권한 관련 규정
헌법 제3장 내지 제6장(경우에 따라서는 제8장까지)은 이른바 국가조
직법으로서 국회, 정부, 법원 등 각 국가기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권한은 기본권과 같은 순전한 권리가 아니라 동시에 의무이
기도 하다고 보아야 하므로,355) 이로부터 국가유보를 도출하는 것도 가
능하다. 경우에 따라 국가기관은 사인의 협력을 활용할 수 있으나, 보통
해당 임무의 의사결정적 요소를 사인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한다. 물론 의사결정을 기속하지 않는 사인의 정보 및 조언 제공(이
른바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3장(국회)와 제5장(법원)은 각각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고 하는
354) 대한민국헌법 제5조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355) 주 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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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권한규정으로 시작하고 있으나 제4장(정부)에는 이러한 성격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은 행정권한의 잔여적, 포괄적,
확장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형집행 및 교정업무
권한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제101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을 함께 해석하면 재판권의 법원유
보와 사인에 대한 위임 불가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 때 교정업무
의 ‘준사법적 성격’356)에 착안하여 이러한 취지를 교정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357) 그러나 이에 관하
여서는 교정업무의 형식상 명백한 집행적 성격보다 ‘준사법적 성격’이 우
선되어야 할 필요가 정당화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 헌법 제9장(이른바 경제헌법) 상 국가의 의무
헌법 제9장의 제119조 내지 제127조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에 있
어서 국가에 다양한 임무 내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곧
바로 의무적·필수적 국가임무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9장의 많은 조항들에서 “하여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
는 완화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해당 장의 맨 앞에서 제119조
제1항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로부터 국가유보를 도출하는
해석작업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358)
3. 기본권의 보장

356) 즉, 독방감금이나 상훈체계와 같은 규율제도의 실행은 형벌부과를 변형하고, 분류처
우나 집행의견은 가석방이나 사면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의 집행은
형벌의 부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놓인 장애
들”,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140-141면 참조.
357) 이러한 취지의 문제제기에 관하여는 최철호,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기
준의 설정과 한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0집, 2008, 22면 참조.
358) 한편 헌법 제9장, 특히 제119조와 제123조로부터 민영화의 방법상 한계를 도출하는
시도도 존재한다. 즉, 공기업의 민영화가 경제력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예를 들
어, 분할매각방식, 중소기업우선선정방식 등)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견해로는 이승우,
“공기업 민영화의 헌법적 한계”, 경원대학교 법학논총 제5호, 1998, 16-17면 참조.
- 130 -

우리 헌법은 당연히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배적인 견해에 의하면
기본권은 소극적인 방어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359)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권의 방어권적 효력이나 기본권보호의무(또는 그
에 대응하는 보호권적 효력360))으로부터 국가유보가 도출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일률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것
은 기본적으로 기본권 심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도그마틱(공익의 존재,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등)에 맡겨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첫째, 민영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매우
다양하다. 민영화 의사 결정, 민영화 후 사인의 업무 수행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떠한 당사자361)의 어떠한 기본권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양
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다. 한편 개별 기본권들은 다양한 기본권적
법익들을 추구한다. 이러한 법익들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서로 충돌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동일한 법익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체가 달라지면 일정
359) 기본권보호의무의 근거로는 국가목적·목표·과제로서 안전, 기본권의 주관적·객관적
성격, 실정헌법조항으로서 헌법 제10조 후문 등이 제시된다. 이준일, “기본권으로서
보호권과 기본권의 제3자효”, 저스티스 제65호, 2002, 66면; 이부하, “헌법영역에서 기
본권보호의무”,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7, 131면; 김종보,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
의 기본권보호의무”,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2010, 31-32면(이상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 조홍석,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개인의 보호청구권”, 법과 정책연구 제11
집 제3호, 2011, 1101-1102면(안전과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 표명환, “기본권보호청구
권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45집, 2012, 26면(헌법 제10조와 기본권
의 객관적 성격) 참조. 한편 송석윤, “위험사회에서의 안전과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송석윤, 헌법과 사회변동, 경인문화사, 2007, 23면 이하는 헌법 제10조 후문을 근거로
보면서 동 규정의 문언상으로 기본권‘보호’의무보다는 기본권‘보장’의무가 올바른 용어
임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60) 위(주 359 참조)에서 인용한 문헌들은 공히 기본권보호의무와 함께 기본권보호청구
권을 인정하고 있다.
361) 민영교도소 재소자, 일반교도소의 재소자, 민영교도소 직원, (일반교도소가 민영교
도소로 전환한 경우) 기존 교정공무원, 일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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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요구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업선택의
자유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때로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 근거
로, 때로는 찬성의 근거로 주장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권
그 자체는, 민영화를 금지하거나 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민영화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와 같은 기본권의 개
방성·추상성·중립성은 기본권이 입법이나 계획 단계에서 민영화에 관한
강력하고 명확한 지침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둘째, 기본권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
다. 이른바 절대적 기본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며,362)
침해가 금지되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도 제한적으로 해석되거나363)
상대화되는 경향이 있다.364) 따라서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는 대체로 원
칙적 보장, 예외적 제한이라는 구조가 형성되며, 이를 위하여 과잉금지
원칙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기본권
으로부터 민영화의 전면적 허용이나 전면적 금지명령이 도출되는 것 또
한 쉽지 않을 것이다.
4. 기타
362) 헌법재판소는 한편으로는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
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헌재 1998. 7. 16.
96헌바35, 판례집 10-2, 159, 165),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권의 제한이 문제된 사안에서
“우리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55 참조).
363)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토지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
지 근본요소를 뜻하며,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
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形骸化)되어 헌법
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1, 357, 372 참조. 헌법재판소가 기
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 사례로는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
례집 2-1, 245;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헌재 1997. 8. 21. 94헌
바19 등, 판례집 9-2, 243 참조.
364) “앞서 본 바와 같이 생명권 역시 그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하에서
는 헌법상 그 제한이 허용되는 기본권인 점 및 생명권 제한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면,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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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前文)은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을 ... 개정한다.”고 천명하고 있
다. 이러한 구절은 안전 확보의 주체나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유보
의 직접적인 근거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365) 그러나 논리적 해석에 의
하면, 첫째, 안전 확보는 개정된 헌법의 목적으로서 헌법에 유보된다고
보아야 하고, 둘째, 헌법은 결국 기본권과 국가의 권한의 규율에 관한 것
이므로 이러한 안전의 임무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국가(기관)의 권한
규정을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국가에 유보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마우러(H. Maurer)의 주장과 같이 법치국가 원리
로부터 국가유보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366) 법치국가적 요구는 국
가로 하여금 법질서 및 평화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위해 국가는, 사인의 강제력 행사와 자력구제를 금지함으로써, 강
제력을 독점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강제력독점으로부터 강제력을 그
수단으로 하는 임무의 유보 또한 인정될 수 있다.
Ⅱ. 민주적 통제 및 보장책임 상의 한계

이하에서 살펴볼 민주주의 원리 및 사회국가 원리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나,367) 대체로 민영화 조치 이후의 민영화된 임무의 통제에 관
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1. 민주주의 원리
365) 안전은 실질적 헌법상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헌법전에 실정화될 필요가 없다는 견해
에 관하여는 이부하, “헌법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장: 독일 헌법학의 논의를 중심으
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1호, 2011, 168-169면 참조.
366) 주 122 참고. 이에 대하여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국가유보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견해
로는 이종영, “공공엄무 민영화의 법적 한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
24집 제1호, 2000, 304면 참조.
367)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작용만 민주적으로 정당화된다거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자
원의 공급임무는 민간에 위임할 수 없다는 식으로 민주주의 원리나 사회국가 원리로
부터도 바로 민영화 금지를 도출하는 시도 또한 상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찾
아보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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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368) 이는 국
가 및 정부형태(Staats- und Regierungsform)의 하나로서 설명되기도
하고 생활양식(Lebensform)369)의 하나로서 제시되기도 한다. 한편 국가
및 정부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원리로 이해되기도 하고(국민에
의한 정치), 실질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국
민을 위한 정치)370). 그리고 그 가치로서 무엇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에
따라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앞 장(章)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민주주의
원리는 곧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Volk)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
시 말해 모든 국가권력은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
다. 즉 동 재판소는 민주주의 원리를 민주적 정당화의 법리를 중심으로
하여 개진하고 있는 바, 우리 헌법에서의 민주주의 원리 또한 주로 이
법리와 관련하여 살펴보려고 한다.371)
가.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 및 민주적 정당성
우리 헌법의 전문(前文)372), 제1조373) 제1항, 제8조 제2항·제4항374)등에
368)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년판, 법문사, 2010, 153면 참조.
369) Böckenförde, “Demokratie als Verfassungsprinzip“, in: Isensee/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I,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06, § 24, Rn. 8 참조.
370)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년판, 법문사, 2010, 153-154면 참조.
371) 이러한 논의는 민주주의를 국가 및 정부형태로 이해하는 시각을 전제한다. 이에 대
하여 생활형식으로서 민주주의로부터 국가의 경제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나 사기업
경영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주의가 도출될 수 있고, 또 이
러한 경제민주주의로부터 민영화에 관한 의사결정의 통제(민영화계획에 대한 정보요
구권, 민영화계획의 중간평가 또는 변경요구권 등)라는 민영화의 한계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견해에 관해서는 반태권,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공법적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06면 참조. 이러한 견해와 관련하여, 국가의 경제‘행정’에 대한
국민참여는 이미 국가 및 정부형태로서 민주주의에 포섭되는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사기업 경영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가 우리 헌법(제119조 제2항)이 규정한 “경제의 민
주화”의 내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과의 관계
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372) “4·19민주개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부분 참조.
373)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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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원리에 관련하여
말을 아끼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가권력의 형성 및 행사의 근
거를 국민적 합의에” 둔다고 하며,375) 때로는 “국민주권ㆍ민주주의원리
는 그 작용영역, 즉 공권력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구현방법이 상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민주주의 원리를 국민주권의 원리와 뚜렷이 구별하지 않
기도 한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원리 내지 민주주의 원리
의 내용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일응 민주적 정당화 법리의 근거조항으
로 볼 수 있다.376)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주로 “민주적 정당성”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377) 민주적 정당화의 의미로는 민주적 정
당성의 부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정당성이
라는 용어를 주로 선거378), 기탁금제도379) 등 현존 제도들이나 입법자의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74)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 (생략)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
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생략)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375) 헌재 1999. 11. 25. 99헌바28, 판례집 11-2, 543, 551.
376) 우리 헌법에서 민주적 정당화 법리가 활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본다.
377) 초기에는 “정당성”(헌재 1996. 3. 28. 96헌마18, 판례집 8-1, 323, 340), “최후적 정당
성”(헌재 1996. 3. 28. 96헌마9, 판례집 8-1, 289, 304) 등의 용어와 혼용되다가, 이후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용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378) “선거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
법이고, 이로써 선출된 국가기관과 그의 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헌재
1997. 6. 26. 96헌마89, 판례집 9-1, 674, 685 참조.
379) “기초의회의원이 비록 명예직이기는 하나 그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도 없는 후보자
가 난립할 경우 선거관리가 복잡해짐은 물론 선거운동이 과열·혼탁해지기 쉽고 선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유권자의 투표가 분산되어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주민들로서는 적절한 후보자를 선택하기 어려워 지방자치 및
선거자체에 대하여 무관심해질 위험도 있다.” 헌재 1995. 5. 25. 91헌마44, 판례집 7-1,
687, 696 참조; “입법권과 국정의 통제 및 감시권한에 상응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하기 위하여 후보자에게 기탁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입후보요건의
설정이라 할 것이다.” 헌재 2003. 8. 21. 2001헌마687, 판례집 15-2상, 214, 2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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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380) 이처럼
해당 용어는 대부분의 경우에 수사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고, 그 규범적
인 내용을 밝히려는 구체적인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관찰
된다. 즉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주적 정당화 법리는 우리 헌법 및
헌법재판 실무에 있어서 대체로 낯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정당성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도가 전무하
였던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간 권한쟁의에 관한
사건에서, “국회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최고헌법기관의 임명과 구성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토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
시에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여 권력의 균형을 꾀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적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민주적 정당성 부여의 구체적인 내용
중의 한 가지로서 국회가 다른 기관의 임명과 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관여하는 것을 들고 있다.381)
나. 민주적 정당화 법리의 도출 및 활용 가능성
위에서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은 정당화 유형의 하나로서 바로
인적 정당화(personelle Legitimation)에 관한 맹아(萌芽)적 이해에 해당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상의 구체적인 법리가 전개되지
는 않았고 그 밖에 물적 정당화에 상응하는 내용 또한 언급된 적이 없으
나, 일단 민주적 정당화 법리 전개를 위한 단초는 주어진 상황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형태 및 정부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을
전제한다.382) 따라서 그로부터 비롯되는 민주적 정당화 법리는 적용 여
380) 헌재 2000. 3. 30. 99헌바113, 판례집 12-1, 359, 369에서는 “이러한 ‘이중의 자치’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요청은 어느정도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며 교육위원 선거에 관한 선거운동 금지규정의 정당화를 위해 반대로 민주적 정
당성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한다.
381) 헌재 1998. 7. 14. 98헌라1, 판례집 10-2, 1, 27.
382) Böckenförde, “Demokratie als Verfassungsprinzip“, in: Isensee/Kirchhoff (Hr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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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적용방식에 있어서 각 나라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
음의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독일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헌법조항의 규정에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1문과 대체로 유사하
나, 우리 헌법에는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2문(국민주권원리의 상세한
형성)에 해당하는 구절이 없다. 그런데 기본법의 해당 규정은 민주적 정
당화 법리의 직접적인 근거로 언급된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이에 상응
하는 규정의 미비가 우리 헌법에서 민주적 정당화 법리의 도출가능성을
부정하는 입장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2문이 결국 제1문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 헌
법의 제1조 제2항은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화 법리의 근거가 되기에 넉
넉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도 민주적 정당화 법리를 전개
하기 위한 실정법적 틀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양국 간 정치제도가 상이하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의회제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제하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일원적인 정당화 사슬이 유효하나, 대통령제하에서는 국민이 대통령
과 의회 양자를 거쳐 이원적으로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적 정당화 법리는 독일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 헌법재판소도 민주적 정당화 법리를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수사적 표현에 그쳐왔던 용어에 규범적 내용을 불
어넣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사회국가 원리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 원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I,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06, § 24, Rn. 8에서는 기본법 제20조
제2항의 민주주의 원리가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권력행사에 관한 것일 뿐, 흔히 보편
적인 원리로 이해되고 있는 생활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나 이른바 ‘사회의 민주화
(Demokratisierung der Gesellschaft)’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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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헌법의 전문(前文),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질서에 관한 조항(제119조 제2항 이하) 등이 사회국가 원리의 발견
처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를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
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
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
가”로 정의하고 있다.383)
이러한 사회국가 원리와 관련하여 생존배려가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등장하였다. 생존배려는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적 안전의 확보를 위해 반
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수요의 충족을 그 내용
으로 한다. 국가는 생존배려에 필요한 급부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으나
(급부국가), 그 급부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인
및 기업이 시장에서 생산하는 서비스와 재화에 적극 의존하게 되었고,
국가의 역할은 직접 급부를 수행하는 역할에서 사인의 급부를 보장하는
역할(보장국가)로 변화되었다.384) 따라서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사인에게
양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보장책임은 사라지지 않으며 국
가는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385)
이상과 같이 생존배려 임무가 반드시 국가에 의해 배타적으로 수행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생존배려는 임
무민영화의 한계로서만 기능할 수 있고 기능적 민영화의 한계로 기능할
수 없다. 이러한 시장 원리가 심각하게 왜곡되거나 시장에 의해 필요최
소한의 수요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는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직접 급부를 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존배려
383) 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판례집 14-2, 904, 909.
384) “급부국가(Leistungsstaat)로부터 규제국가(Regulierungsstaat)로의 이행”으로 설명
되기도 한다. Grande, “Privatisierung und Regulierung aus politikwissenschaftlicher
Sicht”, in: Gusy (Hrsg.), Privatisierung von Staatsaufgaben: Kriterien – Grenzen
- Folgen, Baden-Baden: Nomos Vergesellschaft, 1998, S. 46 참조.
385) 권형둔, “사회국가적 생존배려와 물 산업 민영화의 헌법적 한계: 독일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3권 제4호, 2011, 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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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외적으로 기능적 민영화의 한계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
Ⅲ. 법률유보 상의 한계

민영화의 조치는 법률의 형식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는가? 이를 긍정
하는 입장은 그 근거를 헌법 제126조와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된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찾는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조항과 원칙이 민영화의 형
식 결정에 대한 한계로 기능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헌법 제126조: 국유화 등에 관한 조항
헌법 제126조는 국유화 또는 경영통제의 조건을 “국방상 또는 국민경
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국유
화 또는 경영통제의 근거가 법률로써 마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 제126조를 유추해석하여 국유화뿐만 아니라 역으
로 민영화의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386) 그러
나 이러한 견해는 해당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헌법 제126조의 취지는 사영기업의 국유화에 관하여 엄격한 조
건을 부여함으로써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동조는 국유화의 방법상 한계를 설정하는 규정일 뿐, 민
영화의 방법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취지를 확대해석하면
동조는 오히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민영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민영화의 한계가 아
니라 그 적극적 근거로 원용될 여지도 있다. 이 또한 당연히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조의 요구는 사영기업에 대한 국유화의 자제에 그칠 따름
이고 현존하는 국가임무의 적극적 민영화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86) 변해철, “민영화와 공공이익”, 공법연구, 제22집 제2호, 1994, 480-481면; 강구철,
“공기업민영화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제23조 제2호, 2011, 6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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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치국가 원리: 법률유보의 원칙 등
가. 법률유보의 원칙
법치국가 원리387)는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 즉 법률에 의한
적극적인 수권이 있어야 할 것(법률의 유보)을 요구하고 있다. 종래에는
법률의 유보범위를 제한적으로 파악하였으나(침해유보설388)), 오늘날에는
그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몇 가지 이론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론으로는 당해 행정작용의 속성을 기준으로 법률 유보의 범
위를, 모든 행정작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부유보설, 모든 권력적 행정
작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권력행정유보설,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
정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급부행정유보설389)을 꼽을 수 있다.
한편 그 밖의 중요한 이론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390)에 의하여 정립
된 본질성설 내지 중요사항 유보설(Wesentlichkeitstheorie) 또한 들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각 행정부문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 이 때 본질적 사항 여부는, 다른 설과 같이 행정작용의
속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민 일반 및 개인과의 관
계에 있어 당해 사항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가지는 의미·효과·중요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구체적인 판단의 결과 법적 규율
의 의미나 중요성의 크기는 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정도(전적으로 형식적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또는 전부를 법률 하위 명령에 위
임하여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본질성
설은 다음 항에서 살펴볼 의회유보의 원칙으로 귀결된다. 본질성설은, 그
387) 박신, “민영화의 헌법적 문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1호, 1999, 426
면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독일과 달리 법치국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포함하지 않
고 있으나, 헌법 전반에 걸쳐 그 구현방법이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388) 침해유보설에 의하면, 권력적으로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새로
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한다. 김동희, 행정법
Ⅰ, 제17판, 박영사, 2011, 35면 참조.
389) 강구철, “공기업민영화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제23조 제2호, 2011, 643면은 이
와 같은 급부행정유보설의 입장을 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90) BVerfGE 49, 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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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구체적 판단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정작 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391) 이로 인해 행정작용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나, 그 대가로 숙고된 행정작용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법률유보 원칙은 민영화 조치가 대체로 형식적 법률에 근
거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392)
나. 의회유보의 원칙
의회유보 원칙(Parlamentsvorbehalt)이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의 본질적 사항(의회유보사항)에 대
해 법적 규율을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의회가 제정한 법
률에 의하여서만 규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393)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의회유보 원
칙과 간접적으로는 법률유보 범위에 관한 본질성설을 수용하고 있다394).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
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391) 김동희, 행정법Ⅰ, 제17판, 박영사, 2011, 39면 참조. 한편, Sellmann, “Privatisierung
mit oder ohne gesetzliche Ermächtigung”,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Heft 8, 2008, S. 819 이하는 법률적 근거가 요구되는 공권위탁과 행정보조차원에서의
임무이전을 구별하는 기준들로, 임무위임의 기간 및 범위, 임무수행의 대외적 영향,
기본권관련성, 의사결정적 성격, 조종필요성, 사적 협력의 의미 등을 들고 있는데, 이
러한 작업은 본질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작업과 어느 정도 호
환 가능할 것이다.
392) 기능적 민영화를 행정보조자(Verwaltungshelfer)의 이용과 대체로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따라서 기능적 민영화는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관하여는
권형둔, “사회국가적 생존배려와 물 산업 민영화의 헌법적 한계: 독일의 법체계를 중
심으로”, 중앙법학 제13조 제4호, 2011, 20면 참조.
393) 이러한 의회유보의 원칙을 고전적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는 견해로
는 홍석한,“민영화의 헌법적 한계와 규제”,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1호, 2010, 401면
참조.
394) 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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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
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
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
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
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유보원칙).

이상의 의회유보 원칙에 따르면, 민영화에 대한 결정이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본질적 사항(예를 들어 매각대상자 및 수탁자의 자격·선정절차 등의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다.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칙으로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법해석·집행기관의 자의적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법규범의 내용과 의미가 명확할 것을 요구한다. 명확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법규범의 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취지·연혁 및 체계
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원칙
은 법치국가 원리와 그로부터 비롯된 명확성의 원칙뿐만 아니라 명시적
조항으로서 헌법 제75조395)를 그 근거로 한다.
이상의 원칙에 따라, 민영화가 법률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은 명확하여야 하며, 타법령에 대한 위임은 개별적·구체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395)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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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한계: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상 한계

우리나라의 경우 민영교도소가 종교재단에 의해 운영됨으로 인해 특별
히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 헌법 제20조 제2항396)의 국교부인과 정교분
리의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국교부인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특정종교
를 국교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비종교성원칙을 말하고, 정교분리
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와 종교의 결별은 물론이고 국가나 정치에 대한
종교의 중립과 국가에 의한 모든 종교의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397)
그런데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원칙을 구체화하고 이로부터 적용가능한
심사기준을 도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별도의 주제를 형성하고 방대한 작
업이 될 수 있다.3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검토 역
시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396) 대한민국헌법 제20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397)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년판, 법문사, 2010, 493면 참조.
398) 관련 연구로는 안기성, “교육법제상의 정교분리 원리”, 학문과 논총 제5권, 1997,
7-26면; 김상겸,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2006, 131-159면; 임지봉, “미국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 미국헌법연구 제18권 제2호,
2007, 301-332면; 지규철, “프랑스헌법에서의 라이시떼(laïcité, 비종교성) 원칙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9, 35-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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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교정시설 민영화의 합헌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

민영화 관련 법률의 제정단계나 민영화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입법자나
행정관청이 교정시설 민영화의 합헌성에 관해 판단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이다(사전적 판단). 사후적인 판단은 법원이 아닌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도 있으나(예를 들어, 청원에 대한 심사나 행정심판), 종국적인 사
법적 판단은 역시 법원에 의하여 내려지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행정소
송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민사소송(기본권의 제3자효)의 형식에 의해서도
가능할 것이나, 법률 또는 강제력 행사의 합헌성에 관한 판단은 주로 헌
법재판에 맡겨진다. 우리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예정된 여러 가지 헌
법재판유형에서 본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
판이 있다.
우선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이나 개별조항이 헌법규정 및 헌법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일반 법원에서 여하간의 재판이 이
미 진행되어 있고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이나 개별조항의 해석이 해당 재
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야만
(법원이 제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제기하여야만) 비로
소 개시될 수 있다. 따라서 교도소 민영화와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취하게
될 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음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좁은 의미의 헌법소원심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교도소
민영화 사안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일종의 헌법위반)에 관한 소원이 청
구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면에서, 헌법소원심판은 위
헌법률심판보다 보다 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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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로 헌법소원심판을 중심으로 우리의 교도소
민영화 현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Ⅰ. 우선적 검토사항

본격적인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한 사
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1항), 다음으로 청구의 적법성 문제(2항) 및 사
인의 기본권 기속 문제(3항)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
은 반드시 헌법소원심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항고소송 형태의 행
정소송에서도 유사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모습을 약간 달리하여 제기될
수 있다.
1.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될 수 있는 사례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기본권의 주체 및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양한 사례
가 가능할 수 있다.
①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의 주체 및 내용
Ⓐ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의 주체: 국가(국회, 법무부), 공권
수탁사인으로서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의 직원
Ⓑ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의 내용: 민영화계획, 민영화조치
(사인에 대한 위탁), 민영화된 교정업무에 관한 특정 조치(무기의
사용, 강제력행사, 징계, 가석방 등의 강제조치 및 종교에 관한 조
치 등), 또는 그 근거법령(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② 기본권의 주체 및 내용
Ⓐ 기본권의 주체: 민영교도소 수용자, 민영교도소 직원, 일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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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 수용자, 일반교도소 직원, 일반국민
Ⓑ 기본권의 내용(종류):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
유, 종교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상정할 수 있다.
즉 아래 목록은 완전한 목록이 아니며, 언급된 각 사례마다 당연히 청구
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① 특히 국영교도소가 민영교도소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 주무부
서의 민영화계획이 민영화 대상 교도소의 교도관의 기본권(행복추
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
례399)
② 주무부서의 사인에 대한 교정업무의 위탁 내지 민영화조치 자
체(또는 그 근거법령)가 수용자의 기본권(예. 인간의 존엄성)을 침
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례
③ 위와 같은 민영화조치의 미시행이 오히려 일반 국민 내지 민영
교도소 운영 희망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로부터 도출된다고 주
장되는 이른바 ‘민영화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례
④ 민영화된 교도소에서 교도소 직원에 의한 수용자에 대한 강제
력 행사 등(또는 그 근거법령)이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례400)
⑤ 민영화된 교도소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또는 그 근거

399)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선진화 계획”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평등권,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
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유사 사안에서 헌법
재판소는 선진화 계획의 법적 성격은 행정계획으로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재 2011. 12. 9. 2009헌마330, 판례집
23-2하, 784, 결정요지 참조.
400) 이는 제3장에서 다룬 독일의 판결에서 문제된 사안과 유사한 사례로서 행위의 구체
적 내용(무기사용, 강제력행사, 징계 등)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양한 세부사례를 상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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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교도소 직원이나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
장하는 사례
⑥ 이상의 조치를 포함하여 민영화된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조치(또는 그 근거법령)가 여타 국영교도소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호 또는 열악하다는 이유로 민영교도소 또는 국영교도소 수용자
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

2. 청구의 적법성
상기한 사례들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 그 적
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상 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가. 헌법 기본원리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요건으로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법치국가원리, 민주주의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
의 위반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이미 살펴본 것
처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
고 있으나,401)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과정에서 공권력의 행
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 법치
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 위배 여부를 그 기준으로 적
용할 수는 있으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
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공권력행사가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된다
는 주장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가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도 없는 것”402)이라는 점을 이유로 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다. 다
401) BVerfGE 6, 32 참조.
402) 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판례집 7-1, 238, 243. 유사한 취지의 결정으로는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판례집 10-2, 600, 606; 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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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본권 침해 여부에 더하여 보충적으로 기본원리 위반 여부를 판단하
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기본원리 위반 여
부에 관하여 주로 판단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헌법소원심판이 아니라 위
헌소원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에 맡겨진다.
나. 보충성의 원칙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
력 행사를 행정처분(권력적 사실행위 포함403))과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법률·명령·규칙)으로 나누어보면 전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 반드시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 반면,404) 후자는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될 수 없으므로405)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서 곧바로 헌법소원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아래 ‘라’항에서 살펴보듯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및 현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집 18-1상, 298, 304 참조.
403) 행정처분 개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다수설(쟁송법상 개념설)에 따르면 권력
적 사실행위도 행정처분에 포함된다고 한다. 김동희, 행정법Ⅰ, 제17판, 박영사, 2011,
720면 참조.
404) 행정처분 중에서도 일회적인 권력적 사실행위는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서신검열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
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
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425 참조.
405)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
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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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며, 법원의 재판은 여
기서 제외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점 또한 법원의 재
판 또한 심판대상으로 삼는 독일과 헌법소원제도와 두드러지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이상의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을 거친 행정처분(원행정처분) 또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이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
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에 있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문제된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406) 그런데 대부분
의 경우 민영교도소법 또는 개별조항이 청구인(이를테면 수용자)에게 직
접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구체적인 집행행위와 관련하여 행사자의 결정
및 판단재량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및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 권리보호의 이익
설령 이상의 적법성 요건들을 전부 충족했다 할지라도 권리보호의 이
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헌법소원의 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청구가
제기된 후 사실관계 및 법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되지 않아야 한다.
3. 사인의 기본권 기속
406)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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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업무와 관련한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국
가로부터의 방어권으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 즉 국가는 기본권에 직접 기속된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의 주
체가 교정법인 내지 민영교도소의 직원, 즉 사법상 법인·단체·자연인인
경우, 이들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의 수범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
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 및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1)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기속 여부
헌법재판소는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공법상의
영조물(현재는 공법상 영조물법인)인 서울대학교 또한 공권력 행사의 주
체가 되고 그리고 그 작용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여러 차례에 걸
쳐 판시한 바 있다.407) 그러나 이러한 공법적 주체를 넘어 사법상의 단
체나 자연인을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인정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
소원에서 민간기업 또한 재산권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408) 위헌소원의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민
간기업의 수용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자
동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당 사건에서도 수용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수용의 주체인 민간기업이 아니라 수용재
결의 주체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407) 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7-668; 헌재 1998. 8. 27. 97헌마372
등, 판례집 10-2, 461, 470; 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 판례집 13-2, 415, 419 참
조.
408)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판례집 21-2상, 562 참조. 그 주된 이유로는 첫째,
“헌법 제23조 제3항은 ...(중략)...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고, 둘째,
“수용에 요구되는 공공의 필요성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이 국가와 같은 공적기
관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을 뿐, 공권위탁 등의 개념에 기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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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사인의 행위보다는 감독기관의 승인 등의
행위가 청구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탐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민영교도소의 사례에 대입한다면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의 직원의 행
위보다는 (그것이 가능한 경우) 감독관청인 법무부나 법무부가 파견한
감독관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인을 관청으로 의제하여 이러한 사
인에 대하여 직접 국가배상책임을 묻는다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이론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독일
공법학에서 논의되어 온 공권수탁사인(Beliehene)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공권수탁사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409) 이러한 이
론에 따르면 교정법인은 교정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고권적 지위를 이전
받은 공권수탁사인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기본권에 기속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정법인이 기본권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속되는지는 여전
히 별개의 문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하여 심지어 공권수탁사인의 기본권
기속문제가 기본권의 제3자효 문제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
다는 것을 고려할 때,410) 사인의 행위가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2) 기본권의 제3자효에 의한 기속 여부
다음으로 기본권의 제3자효를 근거로 하여 사인인 교정법인, 민영교도
소의 직원이 기본권에 기속되는지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다수설인 간접
효력설에 따르면 기본권은 직접 사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
라 사법상 일반조항(이를테면 공서양속조항·신의성실조항)을 매개로 하
409) Rüfner, “Grundrechtadressaten”,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X,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11, Rn. 17; Gurlit, “Grundrechtsbindung von Unternehmen”,
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Heft 7, 2012, S. 253; 차민식, 국가임무의 기
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경인문화사, 2011, 240면 참조.
410) Rüfner, “Grundrechtadressaten”,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age, Band IX,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2011, Rn.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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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간접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다.411) 그러나 교정법인(또는 민영교도소
직원)과 수용자 사이에는 아무런 사법적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본권의 제3자효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다.
(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의한 기속 여부
설령 기본권의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기본권보
호의무가 원용될 수 있다. 사인 일방의 침해나 위협으로부터 타방의 기
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국가의 모든 권력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나 특히 입법권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입법자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
하였는지 여부는 그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들을 제반 입법에 의
하여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다. 이 때 국가
의 보호의무를 실현하는 방법의 결정에 관한 재량은 일차적으로 입법자
에게 주어지므로 심사기준으로는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
칙이 적용된다. 이 때 헌법소원의 대상은 사인의 침해행위 그 자체가 아
니라 국가의 보호의무 불행사가 될 것이다.
Ⅱ. 기본권에 합치하는지 여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는 독일 기본법의 기능유보조
항에 상응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도보장의 차원에서 우리
헌법은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되고 있으나 그러한 보장의 내용이 직업공
무원의 존속을 넘어서서 그 최소배치영역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첫째, 직업공무원제도가 직업공무원의 최소배치영역까지 보장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예외 정당화 사유를 비롯하여 독일 기본법의 기
41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년판, 법문사, 2010, 331면; 김종보,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
의 기본권보호의무”,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2010, 43-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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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유보조항과 관련하여 전개된 법리들이 거의 그대로 내지 최대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도가 직업공무원의 최소배치영
역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둘째, 이처럼 직업공무원제도가 직업공무원의 최소배치영역까지 보장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경우, 당연히 기능유보조항의 법리가 그대
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능유보조항의 법리 중 예외의 허용성
과 관련한 판단기준은 기본권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의 테두리 안에서도
어느 정도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권 침해 여부의 판단도 기본적으
로 개인의 기본권과 일반의 공익이라는 상반되는 가치 내지 이익을 고려
하여 기본권 보장과 그 제한이라는 원칙-예외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
문이다.412) 한편 기능유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 포섭이 아
니라 사실적 근거에 의한 비교형량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점은
역시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 상의 비교형량을 상기시킨다. 과잉금
지 원칙의 판단 기준 내지 단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세분화되는데 이와 같은 비교형량은 특히 법
익의 균형성 판단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부

1. 기능유보 법리상 사실적 근거에 의한 교도소 민영화의 정당화 여

이상의 점을 염두에 두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상의 판단 기준
에 따라 교도소 민영화의 정당화 여부를 검토해 본다. 다시 한 번 정리
하면 기능유보의 예외로서 민영화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민영화의 특
별한 장점이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가’항), 이러한 민영화의 장점은 교정
업무 수행품질과 관하여 뚜렷한 단점을 동반하지 않고 획득될 수 있어야
한다(‘나’항).
412) 보다 자세하게는 기본권의 효력(보호범위), 기본권의 제한, 본질적내용침해금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은 차례로 원칙-예외-예외에 대한 예외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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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도소 민영화의 장점
(1) 재정적 부담의 경감
재정적 부담의 경감은 교도소 민영화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
다. 그것은 반드시 민영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효과, 즉 민영화에
고유한 장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재정적 부담의 경감은 기능
유보의 예외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실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운영조건 아래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심지어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경비의 지급기준을
들어 교정예산이 10% 정도 절감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수 있다.
첫째, 200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
음과 같이 실제로 교정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그 계약서를 죽 살펴보면 일반회계 교도
행정 총액을 재소자 수로 나누어서 그것의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에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느
냐? 일반회계 교도행정의 약 86%가 들어갑니다. 결국 민영교도소
의 재소자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연 1248만 원이고 현재 우리
교도소는 1083만 원입니다. 계약서의 허점인지 고의로 계약서를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
는 보고 있고요.”413)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당시 현장에서 명확한 대응이나 입장표명을 하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지적과 반대의 취지에서 위탁계
약서 상의 예산 배정 방식에는 교정법인이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전
413)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04년도 국정감사, 2004. 10. 22., 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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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는 견해도 존재한다.414) 그러나 이는 설
치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415) 및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계약에 의해 규율되
고 있으며, 여기서 설치비용은 교도소 부지 및 시설의 국유이전의 대가
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민영교도소의 효과와 관한 국내의 논의에 있어서 민영화로 인한
거래비용의 발생이 지적되는 일은 드물다.416) 거래비용은, 생산비용 그
자체 외에 시장에서의 교환 내지 거래에 의해 빚어지는 모든 비용을 일
컫는 것으로, 계약준비비용(탐색 내지 정보비용), 계약이행비용, 계약통제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417) 예를 들어 파견된 감독관의 인건비, 법무부
에 의한 민영교도소 직원 훈련비용418) 등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시
가 될 것이다.419) 교도소 민영화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414) 국회입법조사처,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17
호, 2011, 33면 참조.
41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설치비용 지급]
① 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경비 외에 위
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도소등의 설치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계약기
간 중 매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이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
에 교도소등의 부지 및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장비 등의 소유를 국유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6) 민영화로 인하여 감독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경우로는 문병효,
“최근 독일행정법의 변화와 시사점: 유럽화, 민영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52권, 2009, 251면 참조.
417) Budäus, “Privatisierung öffentlich wahrgenommener Aufgaben: Grundlagen,
Anforderungen und Probleme aus wirtschaftswissenschaftlicher Sicht”, in: Gusy
(Hrsg.), Privatisierung von Staatsaufgaben: Kriterien – Grenzen - Folgen,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S. 29 참조.
418) 교정재단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물론 거래비용이 아니라 생산비용에 해당
될 것이다.
419) 한편 Budäus, “Privatisierung öffentlich wahrgenommener Aufgaben: Grundlagen,
Anforderungen und Probleme aus wirtschaftswissenschaftlicher Sicht”, in: Gusy
(Hrsg.), Privatisierung von Staatsaufgaben: Kriterien – Grenzen - Folgen,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S. 29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비용은 거래
의 특수성 내지 비정형성, 불안정성과 정(正)의 관계에 있으며, 거래의 빈도와 부(負)
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된다. 이 중에서도 거래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볼 때, 현재 우리
나라의 교도소 민영화 상황은 상당히 특수하고 비정형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민영교도소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에서 그 전례가 없었고,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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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와 같은 거래비용 관련 항목들이 빠짐없이 파악되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수용자의 처우 향상 및 사회 복귀의 촉진
이처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사인에 의한 고권적 업
무의 수행이 정당화되기 위하여서는 그로 인하여 단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특별한 효과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 헤센주 치료감호 민영화모델의 효과로는 일반정신의료시설과 치료
감호시설의 결합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들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이
러한 결합모델의 장점은 치료감호업무에 고유한 것이므로 교정시설의 민
영화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민영화의 고유한 효과가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
보통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복귀의 촉진이 그 효과로서 주장된
다.420)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복귀의 촉진이라는 효과를 객관적으
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이러한 객관적 수치를 바탕
으로 그 효과가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비교적 가시성이 높은 수용
자의 처우 향상과는 달리, 사회복귀의 촉진이라는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적절한 지표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통 재범률의 감소로 대
표된다. 그러나 민영교도소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 민영
교도소의 초기 정착을 위하여 주로 죄질이 그리 무겁지 않은 범죄자 위
주로 수용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재범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둘째, 이러한 효과가 정말 교정시설 민영화의 ‘고유한’ 효과인지를 확
교도소의 의도된 효과(재정절감인지 개선효과증대인지) 및 추구모델(영리교도소인지
아니면 종교교도소인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420)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복귀의 촉진은 과밀화(overcrowding)의 해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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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민영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부재한지 여
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421) 다시 말해 국영교도소에서 이러한 효과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것인지, 교도소 민영화의 장점으로 언급되는 것들
이 교도소의 민영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화 및 교육의 영역에 한해 민
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만으로 과연 달성될 수 없는 것인
지 검토되어야 한다.42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교화 및 교육의 영역을 넘어서 여러 강제조
치들의 행사에 있어서까지 민간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한 독
자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교도소 민영화의 단점
(1) 체계적 역인센티브의 관점
우리나라의 교도소 민영화는 독일의 치료감호 사례과 같이 공적 주체
가 실질적 운영자로서 남아있는 형식적 민영화가 아니라 기능적 민영화
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적 목적이 교정업무의 목적달성을 체
계적으로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체계적 역인센티브의 발생가능성이 당
연히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는 영리교도소가 아니라 비영리적
종교교도소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체계적 역인센티브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421) 이러한 점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특히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22) 이와 관련하여 한 발 더 나아가, 교도소와 관련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예를 들면,
교도소내 폭력)이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에 공통된 특성일 수 있으나, 비교효율성
(comparative efficiency) 관점에 근거한 민영화 찬성론자들은 (또는 심지어 반대론자
들까지도) 이러한 문제들의 진정한 해결보다는 오직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 간 선
택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꼬집고 있는 견해로는, Dolovich, “How Privatization
Thinks: The Case of Prison”, in: Freeman/Minow (ed.), Government by Contract:
Outsourcing and American Democracy,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p. 1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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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는 과연 영리교도소가 아니라 비영리적
종교교도소인가? 실제 운영상으로는 종교재단에 의해 민영교도소가 운영
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교교도소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법률상으로는 그것이 영리교도소인지 종교교도소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다.423)
둘째, 그것을 사실상 종교교도소로 볼 수 있다면 종교교도소의 수용자
에 대한 종교적 교화 내지 선교 목적이 존재할 것으로 일응 추정될 수
있고, 그것이 교정업무의 목적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관련되는가? 즉 영
리교도소가 아닌 종교교도소라고 하여 여하간의 체계적 역인센티브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바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
다. 종교교도소의 옹호자들에 의하여 주장되는 바와 같이 종교적 교화가
수용자의 내적 변화를 유발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가능성은, 간단하게
부정되거나 긍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종교교도
소의 형태로 운영되는 민영교도소의 실제 운용현황과 일반 국영교도소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자원 보장의 관점
교정업무의 민영화가 정당화되기 위하여 국가는 민영교도소의 인적,
물적, 시설적, 조직적 자원이 국영교도소의 그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갖추
어지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률」 제25조 제1항은 민영교도소가 국영교도소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423) 종교교도소를 예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은 종교강요의 금지(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종교적 상징물의 설치
제한(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수익사업회계를 설정(동법
제15조 제3항)함으로써 교도소의 수익사업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성돈, “우리나라
‘민영교도소법'의 허용성과 위험성”, 성균관법학 제13호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
연구소, 2001, 45면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이윤추구
및 수용자들에 대한 혹독한 노동을 막기 위해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고 못박
고 있으나, 이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기타 교도작업에 따른 제 수
입’을 민영교도소의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해 두었기 때문에 수용자의 노동력을 통한
이윤추구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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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오히려 민영교도소의 시설이 국영교도소 수준에 못 미치는 경
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424) 즉 동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당시 수용
사동의 규모가 작고 작업장 및 직업훈련시설 등에 욕실, 화장실이 제대
로 설치되지 않았으며(이상은 수용자와의 인터뷰에 의해 확인됨), 또한
교도소의 외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425)
그밖에도 동 보고서는 민영교도소가 운영경비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426) 그로 인하여 국영교도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이 민영교
도소의 수용자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427)
(3) 법적의무 확보의 관점
감독관청(법무부장관)의 지도·감독권(「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 특정 조치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권(동
법 제27조 제1항 본문) 등을 통하여 사적 운영주체인 교정법인과 민영교
도소 직원의 법적 의무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감독관의
파견 여부가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동법 제33조 제2
항), 감독관의 승인권은 반드시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
여야 한다.428)
424) 국회입법조사처,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17
호, 2011, 27면 참조.
425) 국회입법조사처,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17
호, 2011, 27-28면 참조.
426)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교정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소망교도소를 운영하는 아가페재단은 수익사업
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앞으로도 (수익사업을 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국회입법조
사처,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17호, 2011, 33면
참조.
427) 국회입법조사처,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17
호, 2011, 34면 참조.
428) “이러한 임의규정은 밀행성이나 폐쇄성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거나, 민영교도소 직원과 수용자의 담합 등으로 형 집행을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당한 형의 집행방지, 형집행
을 민간에 위탁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관 파견을 의무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내지 제안에 관하여는 국회입법조사처, 민영교도소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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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이상의 사실적 근거들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교도소 민영화는, 독
일의 치료감호시설 민영화와 비교할 때, 그 장점은 보다 덜 선명한 반면
에 그 단점은 보다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 제33
조 제4항의 기능유보조항이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실적 근
거에 대한 평가가 바로 민영화의 한계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2.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치하는지 여부
아래에서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상 조치와
대상 기본권에 따라서 구체적인 심사의 내용 및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
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가. 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확인하기 어렵다. 헌법재
판소는 간혹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판단
을 내리기도 하나,429) 대체로 입법자가 정한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1조에서 규정된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수용자의 처우 향상 및 사
회 복귀 촉진이라는 목적의 정당성 또한 인정될 것이다.
나. 방법의 적정성
영실태와 개선과제,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17호, 2011, 31면 참조.
429) 동성동본금혼제도는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
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
된다.”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판례집 9-2, 1,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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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적정성은 제한 수단 내지 방법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
고 적절한” 것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나, 그 의미 및 판단기준은 목적의
정당성의 그것만큼이나 구체적이지 않다. 현 교도소 민영화의 구체적인
형상에 비추어 그것이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수용자 처우 향상 및
사회 복귀 촉진이라는 목적에 과연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인지는 의문
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일반적, 관념적 차원에서 방법의 적정성은 인정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침해의 최소성
그러나,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관
점에서 현재 교도소 민영화는 지지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침해의 최소
성은 입법자가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
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430)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와 같은 형태의 민영화에 대하여 여하
간의 합리적인 대안이 전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기 때
문이다.
라. 법익의 균형성
설령 이상의 관점들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익의 균
형성은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클 것을 요구한다.431) 따라서 교도소 민영화에
따른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교정임무 수행품질의 저하가 상대적으로 경
미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민영화가
체계적 역인센티브를 방지하고, 민영화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자원 및
법적 의무가 확보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게 될 것
430) 헌재 1998. 5. 28. 96헌가5, 판례집 10-1, 541, 556.
431)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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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현 민영화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
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마. 소결
이상의 점들을 살펴본 결과, 교도소 민영화의 특별한 효과가 있다거나
민영화로 인한 교정업무의 품질 및 합법성의 희생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이 충족되
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Ⅲ.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하는지 여부

민주주의 원리 위반 여부는,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또는 헌법소원심판
에서 기본권의 침해 이외에 그것이 부가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 판단되
어질 수 있다.
1. 민영교도소의 직원이 공무담당자인지 여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정업무의 위탁을 사인에 대한 공권부여 내지
공권(공무)수탁(Beleihung)으로 보는 한, 민영교도소의 직원들 또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담당자(Amtswalter)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민주주의 원리와 민주적 정당화 법리가 충족될 것이
요구된다.
2. 인적 정당화 여부
민영교도소의 직원은 교정법인의 대표자에 의하여 임면되며, 이 중에
서 민영교도소의 장과 각 과장 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
의한 사전승인 또한 요구된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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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29조). 한편 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교정법인
의 임원의 취임을 승인하고, 일정한 경우 이러한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이처럼 민영교도소의 직원의 임명에 있어서 연속적인 정당화사슬(법무
부장관 → 교정법인의 대표자 → 민영교도소의 직원)이 형성되므로, 민
영교도소 직원에 의한 행위는 인적으로 정당화된다. 여기에서는 독일 헤
센주의 치료감호사례와는 다르게, 교정법인 대표자의 취임에 대한 법무
부장관의 승인 및 승인취소 권한이 강력한 고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직원을 해임할
것을 그 직원의 임면권자인 교정법인대표자에게 명할 수 있다(제36조 제
1항).
3. 물적·내용적 정당화 여부
물적·내용적 정당화는 무엇보다도 관할 행정관청의 지시·감독에 대한
기속을 통하여 확보된다. 여기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법무부장관의 지도·감독권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본
문)432). 여기서 일반적 지시와 개별적 지시를 구분함으로써 개별적 지시
에 대하여는 보다 더 제한적인 요건을 설정하는 시도는 발견되지 않고,
또한 “필요한 경우”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포괄적
인 지시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규율태도는 강제력의 행사 등 기본권제한의 우려가 큰 영역에 있
어서 강력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나, 마찬가지로 교육, 교화 등의 영역에
있어서도 민영교도소의 자율을 제한함으로써 애초에 민영교도소를 도입
432) 해당 조항에서 지시나 명령의 대상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민영교도소와 교정법인
양자 모두인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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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
자는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
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제33조 제1항 단서)를 덧
붙이고 있다.
(2) 일정한 처분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권
민영교도소의 직원이 허가, 보호장구의 사용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
는, 민영교도소장이 법무부장관이 파견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제1항 본문)433).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승인을 받을 만한 시간
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제27조 제1항
단서). 이처럼 감독관이 파견되어 있는 한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의 감독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
관의 감독관 파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33조 제2항에서 “-하여야 한
다”는 표현의 강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조건에 의하여 몹시
약화됨으로써 감독관의 파견 여부가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맡겨지
게 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434).
(3) 정보수집수단 및 관철수단
민영교도소장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
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제34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수시로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소속공
433) 정부안에서 원래 감독관과의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한 것을 “형집행의 공정성과 보편
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재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것이다. 국회사무처,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09회 국회, 제1호, 1999. 12. 28., 7면 참조.
434)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심사시 당시 국회법제심사위원회의 안상수 위원은 “(정부제
출법안이) 민영교도소 등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
원을 민영교도소 등에 파견하도록 한 것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영교도소 등의
운영에 관한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위해 반드시
법무부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실제 법
문으로 표현된 바는 이러한 수정취지와 명백하게 거리가 있다. 국회사무처, 국회본회
의회의록, 제209회 국회, 제1호, 1999. 12. 28.,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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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34조 제2항
제1문). 법무부장관은 수시보고나 검사를 통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34조
제2항 제2문), 민영교도소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
도록 명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즉 법무부장관은 효과적인 지시·감독
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수집수단과 관철수단을 가진다.
4. 일정한 정당화 수준 달성 여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정당화수준이 달성되었다. 교정법인 대표
자의 취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권, 강제력행사 등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권이 특히 여기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Ⅳ. 의회유보 및 명확성의 원칙에 합치하는지 여부

그밖에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들
은 의회유보 및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1. 의회유보 원칙 관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 제7조 제2항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또한 입법사항으로 하고 있
으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를 직접 규정하
지 않고 재차 위탁계약에 위임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1항 제6호 참조).
이처럼 수용대상자 선정 기준을 전적으로 위탁계약에 위임하는 것은 의
회유보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교도소의 민영화가 기본권
의 보장, 민주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수용
자의 입장에서도 그가 국영교도소에 수감되는지 아니면 민영교도소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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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되는지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곧 수감 장소는 수용자
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수용자
선정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명확성의 원칙 관련
법무부장관의 감독관 파견의무를 규정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법무부장관
이 감독관을 반드시 파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를 독해하는 입장에서는 동 조항이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처럼 상반된 이해는 동 조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요건적 문언과 “-하여야 한다”는 의무형
어미가 기묘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점에서 동
조항이 일의적이지 않은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
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동 조항을 자세히 살펴
보면, 의무의 주체가 의무의 설정 여부를 스스로 정하는 구조이므로, 그
실질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 조
항을 재량적 규정이라고 보는 것 외에 사실상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
다는 점에서 동 조항이 굳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을
지도 모른다.4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무의 형태를 가장한 재
량적 권한의 설정은 전략적이기는 하나 결코 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입
법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35) 여기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요건의 포괄성, 그 판단의 주관성에 대해서
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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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지금까지 교정임무(내지 치료감호업무)의 민영화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간단한 헌법이론적 논의(제2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제3장), 우
리나라의 민영교도소 도입 및 운영 현황, 우리 헌법의 관련 규율 내용
(이상 제4장)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 글의 흐름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
하자면 교정임무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상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한계’를 더듬어가는 여정(旅程)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민영화의 한계와 관련하여 법정책적 논의와 법해석적 논의가 구
분될 수 있고 구분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민영화의 한계에 관한 법정
책적 논의는 입법이나 헌법개정의 근거나 행정의 자기규율지침으로서 기
능할 수 있을지언정, 특정 조치나 입법에 대한 종국적 사법적 판단의 근
거로 활용되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실정법적 한계는 법해석적 논의에
의해서만 도출될 수 있으며, 법정책적 논의와 법해석적 논의가 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실정법에 대한 해석 결과, 민영화에 대한 한계는 전면적
금지의 형태보다는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찰은 명시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띄고 있는 기능유
보조항을 보유한 독일 기본법 하에서는 물론, 기능유보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헌법 하에서도 유효하다. 즉 기본권의 보장 등과 관련하여서
도 이러한 원칙-예외 관계는 여전히 의미가 있고 유효하다. ‘기본권의
보호범위–기본권의 제한–비례성의 원칙436)’은 차례로 ‘원칙-예외-예외
에 대한 예외’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영화가 예외적으
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민주적 정당화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장책임의 개
념 아래 국가의 후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헌법재판제도를 전제로 하여, 이러한 실체법적
436) 독일의 기본권 도그마틱에 따르면, 비례성의 원칙은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 금지,
명확성의 원칙 등과 함께 제한-제한(Schranke-Schranke)의 일환이 된다고 설명된다.
이러한 구조는 우리나라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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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의 절차적 관철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청구의 적법성이나 사인의
기본권 기속 상의 문제들은 민영화에 관하여 여하간의 헌법재판이 이루
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상의 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독일과 한국의 차이를 고려하였음은
물론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작동하는 민영화의 헌법적 한계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미진한 점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점
들을 뒤집으면 훌륭한 후속과제로 변모한다.
첫째, ‘작동하는’ 한계에 대한 강조가 법정책적 논의가 무의미함을 의
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이론적·정책적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
다. 이는 현재 작동하는 한계에 대해 말해주지 않으나 장래 작동할 그것
에 대해서는 예견하는 바가 있다. 이러한 법정책적 논의들은 결국 국가사회 내지 공-사의 대립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로 연결될 것이다.
둘째, 실정헌법에서도 전면적 금지명령을 도출하고자 하는 각국의 새
로운 시도들도 눈여겨보아야 한다.437) 비록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으나, 새로운 논증에 대한 제대로 된 음미와 비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민영화의 한계가 단지 법전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재판
청구의 적법성 판단 기준, 기본권 침해 심사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밀한 논의가 생산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또 다른 후속작업의 필요성을
적어두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른 내용도 살피고 있지만 독일
의 실정법 및 판례 법리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런데 각 나라별
로 민영화의 진도와 실정이 다른 만큼이나, 일견 국가-사회 이분적 구조
에 대한 인식이나 법적 규율의 차이도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
437) 주 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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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인식이나 규율은 결코 고정적이지 않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영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미국에서도, 헌법상의 여
러 독트린들과 민영화의 한계를 연결시키는 다양한 시도들이 집적되어
왔다.438) 비교법적 연구는 민영화에 관한 법적 논의를 더욱 풍성하고 예
리하게 해 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고권적 권한과 관련된 국가임무의 대표적 사례로서
교정임무의 민영화를 다루고 있다. 주지하듯이 지금까지 생존배려영역에
서의 다양한 급부작용과 관련하여서도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국가의 다양한 작용과 관련하여 통일
적인 이해의 틀이 가능할지를 모색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438) Robbins, “The Impact of the Delegation Doctrine on Prison Privatization”, UCLA
Law Review, Vol. 35, 1988, pp. 911-952; Ratliff, “The Due Process Failure of
America’s Prison Privatization Statutes”, Seton Hall Legislative Journal, Vol. 21,
1997, pp. 373-424; Metzger, “Privatization As Delegation”, Columbia Law Review,
Vol. 103 No. 6, 2003, pp. 1367-1502 참조. 한편, 우리나라의 논의로는 박상열, “미국
에 있어서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및 분석”, 교정연구 제17호, 2002, 95-136면;
이노홍, “미국 민영교도소에 대한 연방헌법 적용논의”, 헌법학연구 제9권 제4호, 2003,
465-5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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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Privatisierung der Justizvollzugsanstalt
und ihre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Park, Seohwa
College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s ist schon über zwei Jahre her, seitdem die erste private
Justizvollzugsanstalt in der Republik Korea eröffnet wurde. Über die
Privatisierung als ein soziales Phänomen ist in der Rechtswissenschaft
nicht wenig geforscht worden, es ist jedoch in den Aufsätze, welche
sich überwiegend mit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gelung der
Privatisierung des Strafvollzugs befassen, nur schwierig zu finden.
Der Strafvollzug ist die staatliche Aufgabe, die sich durch die
Ausübung des Zwanges mit Fesseln, Waffen und Zwangsmaßnahmen
prägt. Es stellt sich in Frage, ob der Staat diese Aufgabe
privatisieren darf. Die Privatisierung des Strafvollzugs soll nicht
weniger von Bedeutung sein als die Privatisierung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In der Privatisierung des Strafvollzugs stellt sich zunächst die F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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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 der Staat unbedingt die Aufgaben in bestimmten Bereichen
wahrnehmen muss (sog. Staatsvorbehalt). Auf diese Frage ist
unterschiedlich geantwortet worden.
Eine Ansicht spricht dafür, dass die Aufgaben, welche durch Gewalt
ausgeführt werden sollen, ausschließlich durch den Staat wahrgenommen werden müsse, weil der Staat nichts anderes als ein
Gewaltmonopol sei. Diese Ansicht lehnt sich lieber an historische
Erfahrungen als an Gründe aus dem positiven Recht. Darüber hinaus
wird auch versucht, durch das Rechtsstaatsprinzip das staatliche
Gewaltmonopol zu begründen.
Eine andere Ansicht ist, dass sich das staatliche Gewaltmonopol nur
auf das geschriebene Verfassungsrecht berufen müsse, weil die
Gewalt des Staats in der modernen verfassungsmäßigen Regierungsform rational begrenzt werden müsse. Zu den verfassungsrechtlichen
Gründen dafür zählen vor allem die Vorschriften über die staatlichen
Gewalten und Grundrechte, aus denen ein starkes Verbot der
Privatisierung jedoch nicht abgeleitet werden kann. Daher führt diese
Ansicht dazu, in der Tat die Ausschließlichkeit des Staatsvorbehaltes
zu vermindern und den Schwerpunkt der Kontrolle der Privatisierung
auf die nachträgliche Kontrolle zu verschieben, die nur nach der
Privatisierung folgt.
Nach einer noch anderen Ansicht seien bestimmte staatlichen
Aufgaben wegen ihrer Öffentlichkeit und sozialen Bedeutung nicht
geeignet zur Privatisierung. Die Bestrafung liege wesentlich in der
öffentlichen Beschuldigung. Aber durch die privatisierten, also
gewinnorientierten Gefängnisse könne eine wrong message get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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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den, die als die Kommerzialisierung des Zwanges oder
Missachtung der Insassen interpretiert werden könnte. Diese
Auffassung wird auch der Kritik unterzogen, dass es an
verfassungsrechtlichen Gründen fehle. Einige der Befürworter dieser
Ansicht legen die Kritik wider, dass der grundrechtliche Schutz der
Menschenwürde den verfassungsrechtlichen Grund biete.
Im Januar 2012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Deutschland
über die Frage der Privatisierung des Maßregelvollzugs entschieden.
Dabei ging es nicht um Strafvollzug, sondern um Maßregelvollzug.
Außerdem brachte die Privatisierung des Maßregelvollzugs in
Deutschland nicht die völlige Übertragung der Maßregelvollzugsaufgabe auf Private mit (funktionale Privatisierung), sondern setzte
den staatlichen Besitz des Anteils an dem Träger der Anstalt aus
(formelle Privatisierung). Das Bundesverfassungs- gericht sprach in
dieser Entscheidung für die oben als zweite genannte Ansicht, welche
der Privatisierung sehr beschränkt stattgibt. Es führte aus:
Erstens, die Vorschrift des Art. 33 Abs. 4 (Funktionsvorbehalt) im
Grundgesetz soll als die Vorschrift über den Staatsvorbehalt gesehen
werden. Zum Gegenstand des Staatsvorbehalts zähle in der Regel
auch die Aufgabe des Maßregelvollzugs, der Ausgangsfall soll jedoch
für eine gerechtfertigte Ausnahme des Staatsvorbehalts gehalten
werden.
Zweitens, jede Ausübung staatlicher Gewalt müsse unter der
parlamentarischen Kontrolle stehen, zum Beispiel durch die personnelle
Besetzung und die fachliche Aufsicht. Im Ausgangsfall sei dieses
Gebot de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bei den betroffenen Gese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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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dem Beleihungsvertrag beachtet worden.
Aus diesen Gründen wurde die Privatisierung des Maßregelvollzugs
auch gerichtlich bestätigt, was aber als die Grenze, welch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nicht überschreiten kann, angesehen werden
soll. Es könnte anders entschieden werden, wenn es nicht um die
Privatisierung des Maßregelvollzugs, sondern um die des Strafvollzugs
gehhen würde oder wenn nicht die formelle Privatisierung, sondern
die funktionale Privatisierung in Frage käme.
Es kommt dann zur Frage, was die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er Diskussion in Korea beibringen kann.
Hier ist zu beachten, dass es in jener Entscheidung nicht um die
Privatisierung des Strafvollzugs ging. Trotzdem könnten einige
sinnvolle Hinweise aus ihr abgeleitet werden. Zunächst ist die zweite
Ansicht, welch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ngenommen hat, auch
in Korea anzunehmen. Denn die anderen zwei Auffassungen sind
nicht in der Lage, eine folgerichtige Entscheidung in einzelnen Fällen
zu treffen.
Die Privatisierung des Strafvollzugs in Korea ist weiter entwickelt als
die Privatisierung des Maßregelvollzugs in Deutschland.
Demgegenüber kann festgestellt werden, dass das koreanische
Verfassungsrecht der Privatisierung mehr Raum gibt als das deutsche
Grundgesetz. Denn i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sind die
Vorschriften, welche den Staatsvorbehalt unmittelbar begründen, nicht
vorhanden und die Lehre de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hat sich in
der Praxis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noch nicht konkret
entwick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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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Regelung der Privatisierung des Strafvollzugs kann dennoch
dadurch verbessert werden, dass zum einen die Grundrechte zum
Grund für den Staatsvorbehalt gezogen werden und zum anderen die
Lehre de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oder Ähnliches weiter
entwickelt werden. Außerdem könnten das Gebot des Gesetzesvorbehalts und der Bestimmtheit sowie das Säkularisationsprinzip der
Privatisierung der Justizvollzugsanstalt Grenzen se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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