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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독일 행정법상 공기업에 대한 연구
-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리를 중심으로 -

공기업의 공공성 보장은 바로 공기업이 갖는 공적 임무의 보장을 의미하

며, 이는 국가의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와 조종에 의해 확보된다. 독일 

행정법학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기업의 공공성 보장은 다음의 논리구조에 

의해 구성된다. 첫째, 시장경제질서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

인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활동 및 그 발현형태로서 공기업의 활동은 국

가의 필수적 임무로서 공공목적과 보충성 원리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허용가능성 심사). 둘째, 일단 허용가능성 심사를 통해 

설립과 운영이 정당화된 공기업에게는 필수적 공적 임무를 수행할 임무가 

부여된다(공기업 임무의 확정). 셋째, 국가는 헌법상 필수적 임무의 보장주

체로서 공기업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종력을 유지해야 한다(공법

적 통제의 보장).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기업은 개별 설립법상 목적 조항에 의해 그 임무

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통칙법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

방공기업법 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공기업

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공기업 현실에 주는 시사점은 설립의 허용가능

성 심사 내지 정당성 측면보다는 민영화의 한계로서의 국가 경제활동의 필

수 영역에 대한 규정과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내지 조종의 측면에 

보다 큰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 

공기업의 임무 보장을 위한 통제는 크게 행정부에 의한 통제와 공기업에 

대한 사법통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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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된 임무의 성격이 공공목적이라는 실질적 목표와 경제적 이윤의 달성

이라는 형식적 목표 중 어디에 보다 중점이 주어지는가에 따라 성과평가지

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공법적 관점에서 규범적 

논의를 통해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는 궁극적으로 사법통제 가능성을 통해 보

장된다.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기업이 야기하는 법률문제는 공기업의 이용

관계와 관련된 문제인 급부청구권의 문제와 경쟁침해에 대한 국민의 기본

권 보호 문제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 공기업의 사법통제에 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 있어서 논의의 핵심은 공기업의 경쟁 참여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경쟁관계 심사에 있어서도 원

칙적으로는 민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민간경쟁자가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자체에서 위법을 발견하는 경우 공기업의 조직형식을 

불문하고 공기업 활동이 허용가능성이라는 공법적 문제가 핵심이 되는 사

안에서는 행정소송을 권리구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다수의 판례들이 발견된

다.

 물론 이상과 같은 독일의 법현실로부터 우리나라 공기업의 사법통제에 

관한 직접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 있어서도 독일에서의 주된 법적 문제로 논의되는 공기업의 경쟁침해 사

건과 더불어 공기업의 ‘처분적 행위’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독일

의 행정법 이론 및 사법제도의 접근방법에 기해 행정소송 방식에 의한 사

인 내지 사기업의 권리구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공적 임무, 공기업의 

공공성 보장, 조종학, 사법통제

학  번: 2005-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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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이 사건 폐업결정 후 진주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고, 이 사건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진주의료원을 폐

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원이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이 사건 

폐업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 밖에도 없고,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희

망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 따라서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

렵다”1) 

위 판례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공기업의 법적현실과 그에 관한 국

민 권리보호의 실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기업은 공공주체 

경제활동의 전형적인 발현형태로서, 공적 임무의 수행과 경제적 이익 추

구 사이의 긴장관계에 불가피하게 놓이게 된다. 그러나 공기업의 일차적 

사명과 존립근거는 헌법과 설립근거법에 의해 규정된 공적 임무의 수행

을 통해 국민의 생존배려 급부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

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합한 총지출은 721.2조원으

로 이는 당해 연도 명목 GDP 대비 44.0퍼센트의 비중에 달한다. 이 중 

국가의 직접적인 경제활동에 상응하는 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의 총

지출은 198.6조원으로, 이는 명목 GDP의 12.1퍼센트에 해당한다.2) 최근 

수년간 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 분야 공기업의 투자지출의 감소에 따라 

1) 대법원 2016. 8.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진주의료원 폐업처분무효확인 등

에 관한 사건’ 판결요지 인용.
2) 한국은행,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 , 2017. 6.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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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있

어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은 중요한 비중과 기여도를 차지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기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필수적 국가임무의 수행을 추구하는 것이

며, 이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얻는 것이다. 공기업의 공적 목적으로는 사

회정책, 독점통제, 국가의 재정수입 획득, 행정의 보조, 국가와 지역경제

의 진흥, 정책적 개입 및 계획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사회정책적 목

적과 독점통제 목적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역사적으로 공

기업이 시장의 경제주체가 제공하기 어려운 생존배려 급부와 국민경제발

전에 필수적인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급부 제공의 사명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3) 

따라서 공기업은 단지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경제기업의 측면에서

만 파악될 수 없으며, 국가 행정작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

다. 행정법학이 국가와 국민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학의 분과라고 

한다면, 행정법의 문제영역은 공기업과 국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응

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광의의 국가행정의 일부로서의 공기업이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 효과적인 권리보호와 급부행정

의 주체로서 그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한의 보장은 공기업과 관련된 행정

법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과 유사하게 근현대 산업발전 과정에서 국가와 공기업의 

역할이 현저하게 나타났던 독일에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경제 운영의 

핵심적 도전은 공익과 생존배려의 보장을 부족한 공적 자원, 작은 정부, 

민간과의 경쟁 및 민영화 압력과 계속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다.4)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3년 발생한 경상남도의 진주

3) Matthias Ganske, Corporate Governance im öffentlichen Unternehmen, Frankfurt, 
2005, S.70 참조.

4) 대표적인 문헌으로 Dirk Noll, Öffentlcihe Unternehmen: Optimierungsmöglich- 
keit durch die Wahl der Rechtsform und Organisation, Hamburg, 2011, S.99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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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폐업조치는 공기업 규범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많은 고민과 숙제

를 남기고 있다. 

1910년에 설립되어 103년의 역사를 보유했던 진주의료원은 민간의료시

설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과 취약계층에게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공적 임무를 수행해 왔다. 민간병원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상황에서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원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측면에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원의 

공공성을 구실로 무능하고 방만하게 경영되었고, 강성 노조의 주도하에 

과도한 인건비 지출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어왔다는 비판론 역시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의 폐업조치의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의 

공적 기여도와 경영효율성에 대한 균형 있고 객관적인 평가는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폐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비민주성과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법과 사법제도의 한계로 인

해 공기업 내지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실체

적 절차적 청구권은 심각한 침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

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규범적 체계와 기준을 재평가하고, 공기업이 갖는 

공공목적 실현과 그에 대한 국민 권리의 실효적 보장방안의 모색이 절실

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논의는 주로 경제학, 

행정학 등의 관점에서 국가재정정책 및 ‘기업’으로서의 효율적 경영 측

면에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근본적인 한계는 공기업 운

영에 대한 국가정책의 초점이 국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공복리 

실현과 국민경제상 필요의 충족이라는 국가의 책무 측면보다는 재무적 

지표의 개선과 필요할 경우 민영화를 통한 국가재정부담의 완화라는 ‘기

업경영상의 목표’에 주로 지향되어 있다는 점이다.5) 

5) 공기업에 관한 대표적인 행정학 개론서로는 유훈, 공기업론, 박영사, 2004;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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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법학적 논의 역시 급부행정 내지 경제행정의 주체로서 

공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개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국가행정주체로서의 공기업이 갖는 법적 문제의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다소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6) 반면에 

역사적 경제적 현실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많은 유사성을 지닌 독

일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법학적 논의가 다양한 논점과 맥락에 걸쳐 전개

되어 왔다. 

우선 공기업은 행정조직법의 주요 고찰대상으로서, 국가 행정체계상 

영희 외,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9; 배용수, 공공기관론, 공주대학교 출판

부, 2009; 이상철,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2 등이 있다. 기타 다

수의 연구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으나,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

드라인을 매개로 한 지배구조, 경영효율화 방안, 국가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민영화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6) 공기업에 대한 법학적 논의는 종래 행정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행정작용법 상 

급부행정법 혹은 행정조직법 측면에서 개론적으로 전개되었다. 김남진 김연

태, 행정법 Ⅱ, 법문사, 2011; 김동희, 행정법 Ⅱ, 박영사, 2018; 박윤흔 정형

근, 행정법강의(하) Ⅱ, 박영사, 2009; 석종현․송동수,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2010; 홍종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2 등 참조. 그러나 최근 행정주체로

서의 공기업의 성격에 주목하여, 공기업의 경제활동과 공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연구논문으로는 김광수, 공기업에 대

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 서강법률논총 제1권 제1호, 2012; 김형섭, 공공주체의 

기업활동의 조직형식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35집, 2011; 김형섭, 공기업의 

국가임무 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토지공법

연구 제54집, 2011; 박정훈, 한국의 공기업의 이론과 실제: 공기업의 개념과 

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18회 정기학

술발표회 자료집, 2013. 12. 7.(미공간); 박정훈, 공공기관과 행정소송: 공공기

관이 피고적격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극복을 위해, 한국행정법학회 발표자료, 
2017. 6. 23. (미공간); 박종수, 행정법상 공권력행사 개념의 재해석, 공법연구 

제30집 제5호, 2002; 이원우,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29권 제4호, 2001; 이원우,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2017; 이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

요소로서의 행정청, 저스티스 통권 제68호, 2002; 이창훈, 공기업 독점의 헌법

적 근거, 공법연구 제41집 제3호, 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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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간접국가행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간접국가행정은 국가가 자체의 

행정업무를 그의 행정청을 통해 실행하지 않고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에 

처리하도록 위임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한다. 이를 위한 공법상 조직형태

의 범위는 공법상 법인, 영조물과 재단이 있으며, 공무수탁사인 또한 이

에 해당한다. 즉, 공기업은 국가의 법률에 기속되어 있고 국가의 감독 하

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원천적인 행정주체인 국가 이외의 파생된 행정주

체로 정의된다.7)   

그러나 공기업을 단지 행정조직법의 측면에서만 고찰하는 것은 그 전

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왜냐하면 드문 경우이지만 직접국가

행정 형식을 갖는 공기업도 존재하며, 국가는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조

직형식 선택의 자유를 보유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기 때문이다. 공기

업 개념의 핵심은 그 조직적 요소가 아니라 국가 경제활동의 주체라는 

기능적 도구적 요소에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의 공기업 연구는 ‘공공

주체의 경제활동’이라는 경제행정법 측면의 고찰이 보다 중심을 이루고 

있다.

더 나아가 공기업 문제는 급부행정의 주체로서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서 국가임무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독일 행정법학에서 

필수적 국가임무와 민영화의 한계라는 중요한 연구주제의 단초를 제시하

는 데 이르게 된다.8)  

7) Maurer/Waldhoff,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 Aufl., München, 2017, 
S.579-582 참조.

8) 이 문제에 대한 독일 행정법학의 중요한 연구로는 Christof Gramm, 
Privatisierung und notwendige Staatsaufgaben, Berlin, 2001; Wolfgang Weiss, 
Privatisierung und Staatsaufgaben, Tübingen, 2002; Johannes Hengstschläger, 
Privatisierung von Verwaltungsaufgaben, VVDStRL H.54, 1995; Lerke Osterloh, 
Privatisierung von Verwaltungsaufgaben, VVDStRL H.54, 1995; Thomas Mayen, 
Privatisierung öffentlicher Aufgaben: Rechtliche Grenzen und rechtliche 
Möglichkeiten, DÖV 2001; Alfred Katz, Verantwortlichkeiten und Grenzen bei 
“Privatisierung” kommunaler Aufgaben, NVwZ 2010; Katrin Stein, 
Privatisierung kommunaler Aufgaben: Ansatzpunkte und Umf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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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본 논문은 국가 경제활동의 주체이자 도

구로서의 공기업이 제기하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공기업에 관한 행정법

학 논의의 한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공기업 문제를 ‘국가 내지 공공주체의 경제활

동’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공기업의 활동은 광의의 행정활동에 

포함되지만, 고권적 행위를 기본표지로 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와는 구

분되는 경제적 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한다. ‘경제적 거래행위’라는 척도는 

공기업을 여타의 독립적인 행정조직의 활동, 즉 비경제적 생존배려(교육

기관), 사회적 배려(연금보험, 실업보험) 혹은 자치행정과 구별하게 한

다.9) 

공기업의 활동은 국가의 경제활동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법률문제, 즉 

① 기업과 그 관리주체, 즉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문제, ② 기업

과 그 경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문제, ③ 기업과 그 고객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문제 등을 제기한다.10) 첫 번째 문제는 곧 공기업

의 설립 근거와 조직적 통제의 문제이며, 두 번째 문제는 국가 경제활동

에 대한 사인의 기본권 보호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공공급부에 

대한 국민의 이용 보장과 관련된 공기업 임무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공기업 법률문제에 대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에 

답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고자 한다.

첫째, 국가의 경제활동은 왜 필요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그 범위

와 한계는 무엇인가? 

둘째, 공기업이 갖는 공공성의 핵심적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셋째, 공기업의 임무를 보장하기 위한 운영원리와 통제방안은 무엇인

verwaltungsrerichtlicher Kontrolle, DVBl. 2010 등을 들 수 있다. 
9)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67 참조.
10) Ebd., S.1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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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넷째,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공기업 활동으로 권리가 침해된 국민의 

권리보호 수단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상의 연구과제의 수행에 의해 우리나라 행정법학이 국가 

경제활동의 기본 임무와 한계에 대한 규범적 이해를 기초로 공기업의 공

공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이를 위한 공기업의 필수적 임

무를 수행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학적 통찰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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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
공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논의 기반 마련이라는 연구 목적과 그에 

따른 이상의 네 가지 연구과제의 검토를 위해 본 논문은 독일의 공기업 

관련 법제와 행정 현실에 관한 법리적 논의를 개관하고자 한다. 

독일 행정법학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기업의 공공성 보장은 다음의 단

계를 거쳐 확보된다. 첫째, 시장경제질서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사인이

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활동 및 그 발현형태로서 공기업의 활동은 국가

의 필수적 임무로서 공공목적과 보충성 원리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허용가능성 심사). 둘째, 일단 허용가능성 심사를 통

해 설립과 운영이 정당화된 공기업에게는 필수적 공적 임무를 수행할 임

무가 부여된다(공기업 임무의 확정). 셋째, 국가는 헌법상 필수적 임무의 

보장주체로서 공기업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종력을 유지해야 

한다(공법적 통제와 조종). 이에 따라 본 논문의 기본적인 연구 범위 역

시 ① 국가 경제활동 내지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② 공기업의 임무와 운

영원리, ③ 공기업에 대한 통제와 조종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전개하

고자 한다. 

공기업은 국가임무 혹은 국가의 공적 임무 중 ‘경제활동의 범주로 분

류되는 임무’의 수행주체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 논문은 우선 제1장에서 

공기업의 개념, 법제, 조직유형에 대한 독일 행정법학의 강학상 논의를 

개관하는 것으로 출발점으로 한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국가 경제활동의 일환으로서의 공기업 활동의 

근거와 허용가능성 및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임무를 고찰한다. 

국가는 공기업의 경영을 통해 국민경제생활에 참여하며, 이에 따라 사

인들과 경쟁관계에 진입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다양한 경제정책적 목적, 특히 

경제진흥과 생존배려 급부의 제공의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한다. 국

가의 경제활동은 국민경제생활에 대한 공공주체의 광범위한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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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나 독일에서도 여전히 국민총생산의 상당한 비중

을 차지하는 공공주체의 비중은 그 경제활동의 실질적 중요성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과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압도적인 수의 기업 및 사업은 민간의 소유이다. 

이 점에 있어서 경제활동을 매개로 하는 국가의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경

제활동 분야에 따라 민간 경제주체와의 갈등과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국가 주도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후발 산업국가에서 공기업은 미성숙 

산업 분야에서의 경제조성 및 진흥의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성장과정에서 본래 국가독점의 영역이었던 섹터에 민간 자본

과 기업이 진출하려는 경우 국가가 소유한 공기업은 독점적 지위와 특권

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경쟁제한을 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경제활동은 공기업 존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국가임무의 존재를 

입증하여 정당화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민간 주체에게 그 지위를 양

도해야 한다(제1절).

공기업은 국가 행정조직의 부분으로서 그 임무는 행정의 기업적 목표

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공기업의 임무 역시 헌법을 통해 정당화되는 

국가 경제활동의 임무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일단 설립과 운영

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공기업은 국가의 공적 임무의 수행 도구로서 

기능한다. 현대 국가의 성격은 고전적인 생존배려 급부의 이행을 책임지

는 급부국가로부터 이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보장국가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공적 임무는 반드시 공법상 기업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법적 형식

의 기업이나 사인에 의해서도 수행되는 임무의 민영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임무의 성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궁극적인 보

장책임을 져야 하는 필수적인 임무 분야가 존재하며, 이를 도출하는 것

은 국가임무 내지는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이다(제2절). 

제3장에서는 공기업이 야기하는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공기업의 운영원

리를 우선 살펴보고, 효과적 임무 수행을 위한 통제와 조종 방안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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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기업은 경제생활에서 외양상 일반 사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활동한

다. 그러나 공기업은 급부행정주체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고객인 국민과

의 관계에서 특수한 법적 구속을 받는다. 이 경우 공기업과 국민 간에는 

기업과 고객 간의 일반적인 사법적 계약관계를 넘어서는 공법적 이용관

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별한 의무의 발효를 위해서는 

국가의 공법상 책무에 기초한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행사의무, 

즉 조종과 감독의무가 발생한다.   

생존배려행정과 관련해서 현대 국가는 급부국가에서 보장국가로의 변

천을 겪고 있지만, 이는 국가의 생존배려임무를 부정하고 모든 국가기능

은 실질적으로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관념과 반드시 연결되

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활동의 주체인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조종과 

감독은 수직적 관료적 계층구조를 가진 직접행정에 적용되는 통제 방식

과는 차별화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또한 이는 현대 행정에 내재된 국민 참여 강화 경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제1절). 

공기업은 두 개의 대립되는 요소인 ‘공적 요소’와 ‘기업적 요소’로 구

성되므로, ① 기업과 그 관리주체, 즉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문

제, ② 기업과 그 경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문제, ③ 기업과 그 

고객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문제 등을 야기한다. 공기업에 대한 통

제와 조종 문제 역시 이러한 공기업이 야기하는 법률문제와 연관시켜 고

찰해야 한다. 즉,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범주는 설립근거와 조직 운영에 

대한 행정조직법적 통제, 공기업의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행정부의 통

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통제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

진다.

현실에서 공기업은 조직과 활동 측면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기업이 본질적으로 행정주체의 일부라고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적인 규범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는 불충분하다. 우리나라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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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은 다양한 조직형식을 통해 

수행된다. 사물의 내용과 형식은 항상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행정임무

의 내용과 조직형식 역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활

동 임무별로 수반되는 법률관계의 상이한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조직형식을 선택하는 것은 공적 목표 및  임무 보장을 위한 선결요건이 

된다(제2절).  

행정부에 의한 통제와 사법통제는 궁극적으로 자유권 및 사회적 급부

청구권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되는 영역으로서 행정작용법

적 통제로 통합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의 활동을 광의의 행

정행위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공기업에 대한 사법통제를 고찰하면, 공기

업의 활동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제약 및 침해는 사회국가 원리에 

의해 헌법상 요청되는 국가임무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일반행정조

직의 고권적 행정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그에 대한 권리보호수단 역시 일반적인 경쟁사법을 원용

한 민사법적 쟁송수단 이외에도 행정쟁송수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

요성이 있다(제3절).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상에서의 독일 행정법상 공기업에 관한 논

의가 한국적 현실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물론 공기

업에 대한 독일의 행정법 이론을 우리나라 현실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독일과 우리나라의 공기업 문제는 역사적 학술적 맥

락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본격적 산

업화와 제3제국 시기의 국유화 과정 등 오랜 기간 동안 국민경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독일의 공기업이 지니는 주요한 법적 문제는 헌법적 

허용가능성, 동종 시장에서의 사인에 대한 경쟁제한, 유럽연합조약의 공

기업 규정과의 규범조화 등의 문제 등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현안이 되는 공기업 문제는 행정학 및 경제학 분야에서 ‘기업의 일종’으

로 인식되는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 집중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리의 고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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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전제 하에 연구의 목적에서 제시한 네 가지 핵심과제와 연결해서 

공기업이 갖는 공적 임무의 정의와 이러한 공적 임무의 달성을 위한 효

과적인 공법적 통제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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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도적 기초

중상주의 시대 이후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경제에 영향력을 행

사해 왔다. 한편으로 국가는 고유한 행정임무의 일환으로 질서행정 및 

감독조치를 통해 경제과정을 유도하고 조종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경제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즉, 국가는 국민의 생존배려

를 위해 간접적으로 보장기능을 수행하거나 경제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

한다.

국가가 경제적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국민경제생활에 참여하는 

경우 독일 행정법학에서는 이를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으로 개념화 한다. 

여기서 특히 기업적 행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칭으로 공기업의 개념이 등장한다. 말하자면, 독일의 논의에서 공

기업은 특정 기업형식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공주체가 소유권, 

재무적 출자, 정관 혹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여타의 규정을 근거로 하

여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11)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논의가 주로 경

제학, 행정학 등의 인접학문 분야에서 국가재정정책 및 기업으로서의 효

율적 경영 측면에서 전개되어 오다 보니, 행정법 분야에서는 공기업 개

념이 전체 행정법 도그마틱 체계와 다소 유리된 채로 급부행정 분야 중 

특수하고 주변부적인 논의대상으로 의미가 축소되어 왔다.

본 논문은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기업을 국가행정작용의 

일환으로서 전체적인 행정법학의 맥락과 연결시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문제를 고찰하는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선 독일에서

의 공기업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제도적 기초에 대한 연구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 

11) 공기업 개념을 요약 정리한 대표적인 문헌으로 Matthias Ganske, Corporate 
Governance im öffentlichen Unternehmen, Frankfurt, 2005, S.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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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의 경제활동과 공기업

1. 국가의 경제활동

(1) 공공주체와 경제

국가의 경제활동은 경제생활에 대한 공공주체의 광범위한 영향력 행사

를 의미한다. 국가는 경제의 감독기관으로서 경제생활에 관여하고, 경제

의 구성원으로서 국민경제에 참여한다. 국가의 경제활동 형태는 극히 다

양하다. 공기업에 대한 출자, 금융정책적 재정정책적 조종, 자금지원, 보

장, 자금대여, 관세, 조세특례, 저리융자, 인허가 등 그 통로와 수단은 매

우 다양하다.12)   

Stober에 의하면,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 및 ‘공공주체’(öffentliche Hand)

의 참여형태는 다음과 같이 체계화된다. 첫째, 공공주체는 경제행정을 통

해 경제를 계획․조성․유도한다. 둘째, 생존배려를 통해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시설 및 각종 급부시설을 제공한다. 셋째, 공공주체는 물품

에 대한 수요를 충당함으로써 소비자와 같이 행동하기도 한다. 넷째, 이

윤달성의 목적으로 시장에서 영업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생산 및 용역 제

공을 담당하는 경제적 기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13) 

고권적인 감독기관이 아니라 사인과 함께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경제의 

구성원으로서의 국가의 활동은 ‘공공경제’(öffentliche Wirtschaft)로 불리는

데, 이는 크게 국가활동에 필요한 수단의 운영을 통한 ‘재정’과 일반적인 

경제과정에 참여하는 ‘경제기업의 경영’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국가의 재정은 모든 공공행정 분야의 운영, 즉 재정수입의 획득 및 

임무의 수행을 포함한다. 반면에 국가는 기업주체로서도 활동하는데, 이

12)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36 참조.
13) Rolf Stober 최송화/이원우 공역, 독일경제행정법, 법문사, 1996,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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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산 및 판매와 같은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의 참여를 말한다.14) 

공공주체는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상이한 법적 형식으로 

경제적 거래에 참여한다. 국가와 지방이 민간의 수요에 대응하여 경제적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항상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 Hand)이라 부른다. 경제생활에서

의 생산자, 즉 기업주체로서의 국가활동이 갖는 특징은 전통적인 국가의 

경제행정 기능인 감독과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수요의 충족을 위한 

집합적 생산활동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특히 기업적 행위형식으로 이루

어지는 공공주체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총칭으로 공기업의 개념이 

등장한다. 

통상 국가 경제활동의 목적으로는 독점통제, 경제진흥, 사회정책, 행정

보조, 순수 영리경제적 목적 등이 제시된다. 공기업은 이들 목적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추구할 수 있다. 순수한 영리목적은 고유의 행정목적으

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의 통설이다. 다만 그 수익으로 다른 행

정목적의 추구의 재원을 마련하는 행정의 보조기능으로서 영리는 인정된

다고 한다.15) 국가기업의 목적에 관한 논의가 갖는 의의는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요청 및 조직형식이 달라진다는 데 

14) Günter Püttner, Die öffentlichen Unternehmen: Ein Handbuch zu Verfassungs- 
und Rechtsfragen der öffentlichen Wirtschaft, 2. Aufl., Stuttgart․München․
Hannover, 1985, S.1 참조.

15) 대표적인 문헌으로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66-167 참조; Gusy에 의하면, 독점통제 목적은 특히 수

도, 전기, 통신 등 생활필수적 급부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법적 사실적 독점

을 향유하는 국가기업의 경우에 해당된다. 경제진흥 목적은 박람회장, 교통

회사, 항만회사, 공항 등의 기업에 해당되며, 사회정책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를 통한 생존배려, 그 외에 공공여객운송과 사회보험 단체 및 영조물법인애 

해당된다. 한편 행정보조 목적은 배타적으로 행정목적을 위해 기업 스스로 

수행하는 경제적 급부와 관련되며, 여기에는 연방인쇄소, 철도, 우편 및 군

대의 수리 및 정비공장 등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업도 순수 영리경제

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일에서는 양조장 및 폭스바겐

과 같은 순수 경제기업에 대한 경제적 목적의 출자가 행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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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급부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들은 영리목적과는 

다른 법적 요청에 지배된다. 구체적인 기업의 목적은 법률 혹은 정관에 

의해 지정된다.16)

경제분야에서의 국가활동의 핵심적 도구는 공기업이다. 즉, 국가는 기

업주체(Unternehmer)로서 활동하며, 경제정책적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공

기업을 활용한다.17) 공기업(öffentliche Unternehmen)은 ‘공공주체의 경제

기업’이라는 의미로서, 공공주체가 경영하는 기업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공기업 및 공공주체는 별개의 조직으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공공주

체는 공기업의 주인(소유자)이다. 역할 측면에서 공공주체는 공기업의 

‘주체’, ‘공공단체로서의 주체’ 혹은 ‘보장주체’로서, 그리고 ‘공공지주단

체’로서 국가지주회사와 동격으로 인식된다.18)

공기업 개념은 인접 개념인 공영조물 및 공공시설과의 구별을 통해 보

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공영조물’(öffentliche Anstalt)은 공법상의 

단체나 재단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법적 형태의 하나이다. 공영조물이

란 공적 목적을 위해 조직된 인적 물적 결합체로서, 인적 결합인 공법상

의 단체나 물적 결합인 공법상의 재단과 마찬가지로 조직법상 법형식의 

하나이다. 따라서 영조물은 공법적으로 조직된 공기업의 일부를 구성한

다.19) 

‘공공시설’(öffentliche Einrichtung)은 공공행정과는 구분되지만, 본질적

으로 생존배려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지방정부의 도구이다. 공공

시설은 공행정에 의하여 공익을 위해 주민의 이용에 제공된 모든 시설로

서, 그 법적 형식과는 무관하며, 이 점에서 공영조물과는 다르다. 공공시

16)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67 참조.

17)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36 참조.
18) Günter Püttner, Die öffentlichen Unternehmen: Ein Handbuch zu Verfassungs- 

und Rechtsfragen der öffentlichen Wirtschaft, 2. Aufl., Stuttgart․München․
Hannover, 1985, S.1 참조.

19) Ebd., S.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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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경우에는 그 물적 측면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공기업, 특히 공

영조물 형식의 공기업이 공공시설이 될 수는 있으나, 양자가 항상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물적 요소가 결여된 지주회사는 공공시설일 

수가 없으며, 공기업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만 공공시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설이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고 시장에서

의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 이 공기업은 공공시설이 아니다.20) 

공공시설의 예로는 폐수처리, 수도 및 전력 공급, 공중목욕탕, 극장, 박물

관, 박람회 등이 있는데, 이들은 반드시 경제적 사업이나 기업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시설 개념은 경제기업의 개념과 겹칠 수는 있지만 완

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2) 공법상 공기업 체계론

“공기업은 공공주체 고유의 경제영역(Eigenwirtschaft der öffentlichen 

Hand)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21) 

오늘날 국가는 정도와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경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제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

편으로 국가는 경제주체의 하나인 생산자 또는 소비자로 등장하며, 다른 

한편으로 경제주체가 아닌 제3자로서, 경제과정 혹은 경제구조에 영향력

을 행사하는 규제주체로 등장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경제규제론(economic 

regulation)과 더불어 경제행정법의 주요 연구 및 규율 대상이다. 

20) Günter Püttner, Die öffentlichen Unternehmen: Ein Handbuch zu Verfassungs- 
und Rechtsfragen der öffentlichen Wirtschaft, 2. Aufl., Stuttgart․München․
Hannover, 1985, S.2 참조.

21) Ludwig Gramlich,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Berlin u.a., 2007, S.79; Sarah 
Dorst, Öffentliche Unternehmen: Begriff, Erscheinungsformen, Zülassigkeit, 
Aufgaben, Hausarbeit im Rahmen des Seminars “Aktuelle Probleme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im Sommersemester 2008, S.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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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경제행정법의 연구 및 규율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공기업은 생산자로 등장하는 국가의 경제활동의 발현형

태로서, ‘기업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규제 내지 규율의 관점에서 원칙적

으로 국가의 영역에 포섭된다는 점이다. 이는 공기업의 법적 형식을 불

문하는 것이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있는 법인의 형태로 출현하기 때문에, 

행정조직법의 관점에서는 간접국가행정주체의 범주로 포섭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유형에는 독일의 직영기업(Eigenbetrieb)의 경우와 

같이 조직법상 행정청, 즉 직접국가행정의 일부로 분류되는 공기업도 존

재한다. 이에 따라 기업을 경제활동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이

해하는 경우 공기업은 그 법적 형식과 무관하게 ‘공공주체 경제활동의 

발현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독일 행정법학의 일반적 입장 역시 이러한 접근에 일치한다. Stober에 

따르면, 공기업은 경제주체이자 경제행정의 주체인 국가 내지 공공주체

의 ‘경제활동을 위한 도구’이다. 공공주체는 한편으로는 소비자, 다른 한

편으로는 생산자로서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공조달

(öffentlicher Auftrag)과 관련된 시장이, 후자의 경우에는 민간경제 주체와

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급부시장이 등장한다.22) 

공공주체가 생산자로 활동하는 ‘급부시장’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여타 행정주체의 다양한 형식의 기업주체로 구성되는 시장이다. 급부

시장에서 중요한 기업형식은 저축은행과 같은 ‘공법적 기

업’(öffentlich-rechtliches Unternehmen), 교통기업과 같이 ‘사법적으로 조직

된 공기업’(privaterechtlich organisiertes öffentliches Unternehmen) 및 사인

과 공동출자방식으로 설립된 ‘공사혼합기업’(gemischtwirtschaftliches 

Unternehmen) 등이다. 다만 공기업의 개념이 다양한 발현형식에 대한 집

합적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조직유형 간의 경계설정은 명확하

22) Rolf Stober, Allgemein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6. Aufl., Stuttgart, 2007, 
S.179-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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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23)

Storr 역시 공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개념 요소는 행정과의 구별을 함

축하고 있으나, 기능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구별은 무의미하다고 한다. 

‘행정’ 또는 ‘행정청’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가 

기업을 통해 경제과정에 개입하는 것 역시 행정이다. 오히려 강조되어야 

할 측면은 행정조직이 국가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목적상 ‘고객(국

민) 지향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과 기업이 결

코 대립적 개념이 아님을 의미한다.24) 

기업과 행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측면은 기본권 기속성의 

문제이다. 이는 공기업이 기본권 주체인지 아니면 기본권 원리에 구속을 

받는 보장의무의 주체인지의 문제로서, 공기업 행위의 법률효과와 책임

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 대해 Storr는 새로운 학설들이 기본권 기

속성을 전반적인 국가활동으로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한다.25)

기업과 행정을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은 급부의 경제적 가치이다. 행

정과는 달리 기업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유상급부’를 시장에 제공한

다는 것이다. 기업은 가격을 반대급부로 받는 반면에 행정은 공공요금과 

분담금을 요구한다. 이러한 구별은 급부제공의 방식에도 연결되어, 예컨

대 여권발급과 같은 고권적 서비스 제공은 아무런 시장가치를 지니지 못

한다는 것이다.26) 

그러나 Storr에 의하면, ‘시장가치를 갖지 않는 행정급부’는 단지 그 특

성상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를 지니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행정급부가 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에 의해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는 그 급부는 ‘시장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튀링겐 주와 같은 

독일의 일부 주의 행정비용관리법은 공공요금을 급부대상의 가치에 따라 

23) Rolf Stober, Allgemein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6. Aufl., Stuttgart, 2007, 
S.178 참조.

24)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43.
25) Ebd., S.43.
26) Ebd.,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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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torr는 이러한 급부의 시장가치는 급

부주체의 성격 및 의도와 무관하게 시장의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평가되

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 기업의 구별을 위한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라

고 평가한다.27)

독일에서 공기업 개념에 관한 논의는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국가가 

상거래에 참여하고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처럼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기능적 시각에서 볼 때 기업 내지 기업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가와 기업의 두 개념은 상호배타적

이지 않다. 행정도 역시 기업으로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경우 

기업의 소유 혹은 관리 주체인 공공주체(국가)는 ‘기업주체’(Unternehmer)

로 나타나게 된다.

2. 공기업의 의의와 성격

공기업을 기능적인 관점에서 행정의 일부로 파악하더라도, 기업으로서

의 특징을 보유하는 한 일반 행정청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

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설립목적과 운영 및 통제준칙의 측면에서 일반 행

정청과 구별되는 차별화된 규범이 적용되어야 한다. 

Gusy는 공기업 개념 표지의 최소 요건으로서 “적어도 지배적으로 공공

행정의 통제 하에 있는 조직으로서, 독립적으로 경제적 거래를 수행하는 

조직”을 제시한다.28) 여기서 ‘독립적 조직’의 표지는 행정 자체는 경제적

으로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행정청의 활동은 행정활동이지 공

기업의 활동이 아니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공기업을 기능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따르면, 국가기업의 활동 

역시 광의의 행정활동에 포함된다. 따라서 행정기업과 같이 행정청의 일

27)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43.
28)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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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조직이 기업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를 고려할 경우 조직적 독립성의 표

지는 공기업의 결정적인 표지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공기업의 활동을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내지 경제적 경쟁에 대

한 국가의 참여로 파악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거래행위’의 

척도가 공기업의 기업성을 평가하는 보다 본질적인 표지로 판단된다. 따

라서 경제적 거래행위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을 독립적 조직형식

을 가지는 경제조직으로 정의하는 경우 공기업은 여타의 독립적인 행정

조직의 활동, 즉 비경제적 생존배려(학교, 유치원), 사회적 배려(연금보험,

실업보험) 혹은 자치행정 등 비기업적 활동으로부터 구별된다.

이하에서는 공기업의 개념을 경제적 거래행위의 주체라는 기능적 관점

에 입각해서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업의 개념

공기업을 행정의 발현형태이자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을 위한 도구로 파

악하는 입장에 의해서도 공기업 개념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공기업 개념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개념 

역시 독일 법률 전체를 관통해서 통일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단지 개

별 실정법(경쟁법, 예산법, 세법, 유럽연합조약 등)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뿐이다.  

Ruthig/Storr는 기업의 개념을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범주화한다. 첫째, 

형식적인 법적 기준에 의한 분류로서, 이는 상법 및 회사법에서 사용되

는 구성요건에 따른 기준이다. 기업은 상업적으로 설립된 경제기업인 상

사회사 및 기타 법적으로 독립적인 사법상 혹은 공법상 법인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기업에 관해서는 적어도 상업적  회계관리가 전제되어야 하

며, 재고 및 재무상태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관점에 의해 

기업에 속하는 고용주, 주주, 경영자, 종업원 등의 인적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분류 기준이다. 셋째, 유럽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기능적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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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것이다.29) 

유럽재판소는 기업을 “법적 형식 및 재무적 유형과 무관하게 경제활동

을 수행하는 단위체”로 정의한다.30) 기능적 관점은 행정과 기업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는 조직적 요소(조직을 통한 활동)와 사기업의 활동과 동

등한 행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활동 요소(경제적 활동)를 내용으로 한다. 

즉, 유럽법의 체계에 있어서는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급되기만 하

면 경제활동이 존재하는 것이다.31) 

기업의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기능적 접근은 오랜 논의의 결과물이

다. Emmerich가 정리한 바와 같이 법학에서 기업 개념에 대한 논의는 

Gierke, Brecher, Raisch 등의 연구를 통해 촉진되었다. 특히 Emmerich는 

Gierke가 통일적인 기업 개념의 표지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한다.32) 

기업의 개념과 관련해서 Gierke는 경제학적 정의와 구별되는 법학적 

개념의 고유성을 강조했고, 경제적 조직으로서의 기업에는 이윤획득 의

도도, 비용충당 의도도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기초로 Gierke는 

기업의 경제성이란 세 가지 요소, 즉 주관적 측면으로서의 경영활동, 이

를 통해 창출된 객관적 측면으로서의 사실적 법적 활동영역, 인적 측면

으로서의 고용인과 종업원 간의 경제공동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한

다.33)

이와 유사하게 Brecher 역시 객관적 표지와 주관적 표지를 결합시킨다. 

29)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658-661 
참조.

30) EuGH vom 23.4.1991, Rs. C-41․90 - “Höfner und Elser”, Rn 21; EuGH vom 
21.9.1999, Rs. C-219․97 - “Bokken”, Rn 67; EuGH vom 19.1.1994, Rs. C-36
4․92 - “Eurocontrol”, Rn 18.

31)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661 참
조.

32) 이하 Gierke, Brecher, Raisch 등의 연구결과는 주로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Zürich, 1969, S.51-54 참
조.

33) Julius von Gierke, Das Handelsunternehmen, ZHR Jg., 1948,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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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기업주체로 만드는 의사의 관점과 방향이지

만, 그 의사가 영속적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의 경제적 재화

의 공급을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이를 넘

어서서 기업은 특히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한 적응을 요하는 지속적인 

경쟁 위협 및 이윤추구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Brecher는 단순히 공공

의 이용에 공하는 공적 사업(öffentlicher Betrieb)들은 기업이 아니라, 단

순한 생산조직을 구성한다는 입장을 취한다.34)

이와 반대로 Raisch는 기업의 이념형, 즉 이윤획득 목적에 의해 독립적

인 자본을 투입하고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

터 출발한다. 그러나 Raisch는 개별적인 경우 이러한 표지가 결여되어 있

다는 이유로 기업의 경제활동에 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데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기업 개념이 나타나는 많은 실정법에서 기업의 조직적 

이념형은 항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통

설이 상법의 기업 개념에 이윤획득 의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

히려 공기업 역시 오늘날 상법의 기본 표상에 따르면 상인으로 간주되어

야 한다.35) 더 나아가 Raisch는 기업개념의 표지로서 기업의 독립성과 경

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공급을 추가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표지는 영속적으로 설립되고 조직된 경제적 조직, 즉 외적으로 명학하게 

조직된 형상임을 강조하면서, 이윤획득동기와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이 

기업 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36)

Emmerich는 기업 개념의 정의와 관련해서 객관적 표지를 기준으로 세

우는 입장을 취하면서, 국가의 경제활동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공)기업으

34) Fritz Brecher, Das Unternehmen als Rechtsgegenstand, Rechtstheoretische 
Grundlegung, Bonner Rechtswissenschaftliche Abhandlegen H.46, Bonn, 1953, 
S.121-126 참조.

35) 독일 상법전(HGB) 제36조 등 참조.
36) Volker Raisch, Geschichtliche Voraussetzungen, dogmatische Grundlagen und 

Sinnwandlung des Handelsrechts, Karlsruhe, 1965, S.119-131; S.182-193; 
S.200-2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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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외적으로 뚜렷한 조직적 형상을 지녀야 한

다고 한다. 다만 기업의 주인으로서의 공공주체는 사기업의 주주와는 달

리 인적 형상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업에 있어서 인적 영역과 기

업 영역 간의 경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Emmerich의 주안점은 

국가의 경제활동을 고유의 행정활동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에 놓여 

있다.37) 

(2) 공기업의 일반적 개념

기능적 관점에서 기업을 정의하는 것은 공기업을 행정의 발현형태이자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을 위한 도구로 파악하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두 

관점의 결합이 주는 함의는 공기업은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행정의 도

구’로서, ‘기업’이라는 요소가 필연적으로 이윤획득 내지 수익성 달성의 

규범적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공기업은 비용절약적 경영을 

위한 ‘경제성 원리’(Prinzip der Wirtschaftlcihkeit)라는 헌법원리에 의한 제

약을 받는다.

독일의 경우 공기업 개념은 판례에서는 자주 사용되지만, 실정법에서

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

과 명칭이 존재한다. 독일에서는 국영사업(Staatsbetrieb), 국유화된 산업

(verstaatliche Industrien) 혹은 공영조물(öffentliche Anstalt) 등의 개념이 공

기업과 관련된 맥락에서 자주 사용된다.38)  

공기업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접근 중 가장 전통적인 것은 Otto 

Mayer에 의해 제시된 ‘공물지정’(Widmung der Öffentlichkeit) 개념이다. 

37)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
Zürich, 1969, S.54-55 참조.

38) Sarah Dorst, Öffentliche Unternehmen: Begriff, Erscheinungsformen, Zülassigkeit, 
Aufgaben, Hausarbeit im Rahmen des Seminars “Aktuelle Probleme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im Sommersemester 2008, S.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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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o Mayer에 따르면, 사기업도 특허(Verleihung)에 의해 공기업이 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독일 지방자치법에서는 공공시설(öffentliche 

Einrichtung)이라는 개념이 발견되는데39), 여기서 ‘공공’이란 공물로 지정

된 시설에 있어서 국민 일반의 구체적인 이용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다.40)  

한편 공기업은 ‘공적 임무의 수행’(Erfüllung einer öffentlichen Aufgabe)

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기업이 공적 임무(생존배려 급부)

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공공에 기여할 때 공기업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

한 공공성과의 관련성은 구체적인 공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기

업이 공공급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기

업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일반철도법(AEG) 제3조 제1항 제1호의 공공

철도교통기업 역시 이러한 개념으로 파악된다. 이 기업은 기업 혹은 사

업으로 경영되며, 여객 혹은 화물 운송을 목적을 위한 그 목적의 규정에 

따라 모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용에 공하는 기

업’(gemeinnütziges Unternehmen) 혹은 ‘무료이용을 위한 공동경제기업’ 

(freigemeinschaftliches Unternehmen)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지만, 이윤획득

이 결정적인 기업의 목표로 정의되지 않는 기업이다.41)  

다른 한편 ‘공공주체의 소유 및 점유’를 공기업의 결정적 표지로 보는 

접근이 있다. 그러나 기능적 기업 개념에 있어서는 단지 공공주체에 대

한 도구로서의 기속만이 결정적이다. 다시 말해서, 소유 및 점유관계만이 

무조건적으로 기업의 지배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공공주체가 단지 소수지분만을 보유하더라도 의결권 제한이나 차

등의결권 등의 장치를 통해 공공주체가 해당 기업을 조종할 수도 있는 

것이다.

Ruthig/Storr는 공기업 개념에 관해 ‘공공주체의 지배’(Beherrschung der 

39) 튀링겐 주 헌법 제14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40)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663 참

조.
41) Ebd., Rn.664-6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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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ffentlichen Hand)라는 관념을 통해 공공주체의 조종 영향력에 초점을 맞

출 것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성격 규정은 공공주체가 

기업을 도구화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조종은 기

업 내부적으로는 정관상 지배 및 지시 장치를 통해 행해지며42), 여기서 

공공주체의 지배는 더 많은 장치들의 조합을 통해 가능하다.43)   

이에 따라 유럽연합조약은 공기업에 관한 법적 정의에 있어서 지배적 

영향력 내지는 결정적인 조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유럽연합의 규범

상 공기업은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6조 제1항에서 정의된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은 2000. 7. 26.에 공포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소위 

투명성 지침 (EG Richtlinie 2000/52)에 의해 규정된다. 동 지침에 따르

면, 공기업이란 “공공주체가 소유권, 재무적 출자, 정관 혹은 기업의 활

동으로 규제하는 여타 규정들을 근거로 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

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기업”이다. 이 지침이 의미하는 바

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 지역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

주체의 모든 영역”이 공공주체에 속한다.44) 한편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30조 1항에 따르면, 공공주체의 기업은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공

공주체의 소유에 속하거나, 그에 의해 행정적으로 관리되거나 운영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 

상기 제 규정들을 요약하면, 공기업에 관해서는 세 가지의 최소 요건

이 존재한다. 첫째,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조직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그 대상이 주로 경제활동으로 구성되며, 셋째, 공기업의 주인

이 공공주체일 것 등이다.45) 

42) 유한회사법 제48조 이하의 사원총회, 동법 제45조의 사원간계약에 부합하는 

특수한 지시권한, 주식회사법 제118조 이하의 주주총회, 동법 제11조의 감사 

등.
43)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667 참

조.
44) Ebd., Rn.668-669 참조.
45) Sarah Dorst, Öffentliche Unternehmen: Begriff, Erscheinungsformen, Zülass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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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고유의 법인격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법적 형식 역시 본질

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공기업의 법적 형식은 다양한 변형을 갖는다. 이

러한 정의로부터 공기업에 대한 두 가지 결정적 지표로서 소유권(혹은 

기업에 대한 출자)과 통제가 도출된다. 다만 여기서 ‘통제’(Kontrolle)의 

개념은 단지 감독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의미한다. 한편 유사개념으로서의 ‘지배’(Beherrschung)란 

기업에 대한 결정적인 지도, 유도 및 경영을 의미한다. 공공주체를 통한 

지배라는 기준에 의해 공기업은 사기업과 적절하게 구별될 수 있다. 지

배의 기준은 한편으로는 조종의 영향력 행사의 다양성을 수용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기업과의 경계설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척도를 제공한

다. 이로 인해 공기업은 공공주체가 소유 혹은 경영하는 기업의 추상화

된 상위개념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46)

(3) 공기업 개념의 구체화

공기업 개념은 공공주체의 소유관계 혹은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하위유형으로 다시 나누어 볼 때 보다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하

다. ‘기업주체로서의 공공주체’는 모든 국가행정의 담당자, 즉 연방, 주,

게마인데 및 기타 공법상 단체 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관리

주체에 따라 ‘순수 공기업’과 ‘공사혼합기업’으로 구별된다.47) 또한 근거 

Aufgaben, Hausarbeit im Rahmen des Seminars “Aktuelle Probleme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im Sommersemester 2008, S.2 참조.

46)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669 참
조.

47) Ruthig/Storr는 공기업을 관리주체에 따라 직영회사(Eigengesellschaft)와 공사혼

합기업Gemischt-wirtschaftliche Unternehmen)으로 분류한다(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670-671 참조). 여기

서 직영회사는 회사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법적 형식을 염두에 둔 

분류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기업의 관리주체로 국가가 유일한 

것인지, 사인과 공동으로 지배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한다는 견지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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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공법에 의해 포착되는 ‘공법상 기업’과 민사법을 근거로 한 

‘사법상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후자의 분류는 본 논문에서는 

공기업의 조직형식에 대한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가. 순수 공기업 

‘순수 공기업’(rein öffentliches Unternehmen)은 배타적으로 공공주체의 

지배와 관리 하에 있는 기업으로, 법인격을 갖는 경우 공공주체가 100퍼

센트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기업은 공법적으로 

설립될 수도 있고, 사법적으로도 조직될 수 있다. 공법상 기업은 고유의 

예산이 없이 일반 행정청의 일부인 ‘행정기업’(Regiebetrieb), 권리능력은 

없으나 예산 및 조직상 독립성을 갖는 행정특별재산인 ‘직영기업’ 

(Eigenbetrieb), 국가의 감독 하에 있는 ‘공법상 권리능력 있는 영조물’ 

(rechtfähige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등으로 구별된다. 사법적으로 

조직된 공기업은 권리능력 있는 상법상 회사들(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는데, 이들은 부분적으로 공법상 특별법의 규제를 받는다.48)

순수 공기업의 경우 공공주체가 전체 지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기업

에 대한 유일한 조종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 기업을 전반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 공적 성격은 기업의 맥락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Otto Mayer에 

따르면, 사기업은 공무위탁과 유사한 공기업 특허를 통해 공공성을 지닐 

수 있다.49) 이는 ‘공물의 공용개시결정’과 구별된다. ‘공물지정’은 이를 

통해 물품이나 시설이 공공의 사용을 위해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공공성 개념과 연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서 ‘기초자

치단체의 공공시설’이라는 문구가 발견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공공’은 

논문에서는 Gusy의 접근에 따라 소유 및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공기업의 유

형을 크게 순수 공기업과 공사혼합기업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48)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67 참조.
49)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2.Band, 3.Aufl., 1924, S.2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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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사용범위 안에서 일반적 이용권을 가짐을 의

미한다.50) 

더 나아가 ‘공공성’(Öffentlichkeit)은 궁극적으로 기업목적과 합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공공을 위해 활동할 경우, 말하자면 공공의 이용

에 기여하는 경우 공공기업이 된다. 영리목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경영

되고 모든 사람이 그 목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 혹은 재화의 수송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철도법(AEG) 제3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철도

교통기업’은 공공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공주체는 

공공성이 없는 기업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는 공공복리 실현 요청이 이

미 헌법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공공주체가 행사하는 공권력의 

일반적 공공복리 기속성에 내재되어 있다는 입장에 의한 것이다. 이에 

관해 상당수 독일의 개별법, 예컨대 예산법 및 지방자치법은 공기업 설

립에 관한 요건으로 공공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

별한 공적 구속 하에 놓인 사기업에 관해서는 ‘공용에 공하는 기업’ 및 

‘무료이용 공동경제기업’과 같은 개념들도 나타난다.51)

공기업의 범위는 대체로 소유 및 점유관계에 따라 구별된다. 따라서 

공기업은 공공주체가 소유 혹은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100퍼센트까지가 공공주체의 소유에 놓여 있는지 여부와 무

관하게 기능적 기업 개념에 있어서는 공공주체와의 연계성만 있으면 공

기업이라고 본다. 소유 및 점유관계가 기업에서의 지배관계를 무조건적

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에 소수지분

을 보유한다고 해서 공공주체가 기업을 결정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인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혹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부여나, 반대로 공공주체의 복수의결권 보유 등에 의해 국가가 

공기업에 대해 결정적인 통제권을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52)

50)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44 참조.
51) Ebd., S.44-45 참조.
52) Ebd., S.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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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재판소(BGH)의 VEBA/Gelsen 판결 은 이에 관한 일례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은 1929년 설립된 에너지 공기업인 VEBA에 단지 43.7퍼

센트의 주식만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당시 아직 동 회사에 대한 지배권

을 행사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연방재판소는 Volkswagen AG에 대하여 

심지어 20퍼센트의 지분만을 가진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일정한 특별법과 기타의 상황53)을 토대로 

공공주체가 주주총회 의결권의 과반수를 점할 것이 예측되었기 때문이

다.54)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은 개별 법률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30조 제1항 제1절은 카르텔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전체 혹은 일부가 공공주체의 소유에 있거나 그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운영되는 기업”에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욱 분

명한 것은 경쟁제한방지법 제37조의 기업결합 관련 규정이 지배력 표지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한편 연방철도는 독일 기본법 제73

조 제6a호에서 “전부 혹은 과반수가 연방의 소유에 있는 철도”로서 정의

되어 있다. 연방철도법(AEG) 제2조 제4항에 있어서도 연방철도기업은 연

방 혹은 연방이 다수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in 

der Hand) 기업으로 정의된다.55) 

유럽연합조약도 투명성 지침 에서 지배적인 영향력 및 그로 인한 결

정적 조종능력에 초점을 두어 공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동 지침에서 공기업은 법적으로 “... 공공주체가 소유권, 재무적 지분참

여, 정관 혹은 공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특별규정에 근거하여 직 간접

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기업”으로 정의된다.56)

53) 예컨대 두개의 감사위원회, 폭스바겐 설립법(VW-Gesetz)을 통한 기타 주주들

의 가중된 의결권, 40퍼센트 미만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 대한 주주총회 의

결권 대표권 등으로 인해 니더작센 주는 소수지분 보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진다.
54) BGHZ 69, S.334 이하 부분. Ebd., S.47에서 인용 및 요약 정리.
55)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47-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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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사혼합기업 

‘공사혼합기업’(Gemischt-wirtschaftliche Unternehmen)은 공공주체와 민간

이 공동으로 출자한 기업이다. 독일에서 공사혼합기업은 Lufthansa 항공, 

RWE, VEBA, Volkswagen, Preussag 등과 같은 주요 생존배려 급부기업을 

망라한다. 공사혼합기업은 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로 조직되지만, 독일에

서는 사인도 목적연합 혹은 공법상 영조물과 같은 공법적 형식의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57) 공사혼합기업의 경우에는 국가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중요한 표지가 된다. 국가는 반드시 과반수 출자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

도의 의결권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공사혼합기업은 법률에 의거하여 특

별한 공법적 임무의 구속을 받는 경우에만 공기업으로 분류된다.58)

Emmerich는 공사혼합기업의 개념을 국가가 타인(민간)과 함께 출자하

고 그 지도에 의해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

업으로 국한시킨다. 국가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다면, 그 기업은 단지 공공주체가 출자한 기업에 불과한 것이다.59) 

Huber는 “진정한” 공사혼합기업이란 단지 공적 자본과 민간 자본 간의 

절대적인 평등이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거나,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공

공 또는 민간 측이 다수 지분(적어도 51퍼센트)을 보유하기는 하지만, 소

수집단이 거부권을 활용하든지 계약체결을 통해 출자지분으로부터 발생

하는 권리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확보하든지 간에 어느 한편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경우”로 이해할 것을 주문한다. 의미 없는 지분을 원천적

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단지 (개인 혹은 공공) 주주 그룹에 적어도 권한 

56)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47-48 참조.
57) Ebd., S.49 참조.
58)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67-168 참조.
59)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

Zürich, 1969,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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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과반수 의결권이 귀속되는 경우에만 공사혼합기업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 공동출자자가 이른바 ‘황금주’의 소유

자인지, 다시 말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공사혼합기업이라

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60)

Storr는 공사혼합기업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단지 자본투자의 목적

에서 출자하거나 혹은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이든 간에 공공

주체의 출자 동기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협력(Kooperation)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을 통한 경제활동의 전제조건과 근거가 되는 법체계

를 공법으로 정할지, 아니면 사법으로 정할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더 나

아가 이런 맥락에서 공공주체가 통제권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중요한 문

제이다. 이는 바로 공사혼합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 귀속

(Zuordnung), 즉 공사혼합기업이 사기업에 귀속되는지 혹은 공기업에 귀

속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61)

공사혼합기업은 대부분 사법적 형식의 기업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공

기업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주체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핵심적 

표지가 된다. Emmerich가 국가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업에 대한 실

질적 권한’으로 관념화 하였다면, Huber는 사법적 조직형식의 지배구조 

형상을 통해 좀 더 구체화하여 공공주체가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적어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지녀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반면에 

Storr의 경우 국가의 통제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보다는 조종이론의 

맥락에서 사인과의 협력체계라는 시각에서 공사혼합기업을 조망하는 것

이 특징이다. 

60) Ernst Rudolf Huber,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Band, 2.Aufl., 1953, S.529;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49-50에서 인용.

61)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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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의 공기업 현황과 법제

1. 독일 공기업의 연혁

공기업의 역사는 근대 국민국가의 발전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존재한 이래 국가기업도 존재해 온 것이다.62) 특

히 중상주의 시대 공기업의 활동은 행정기구 확충과 지속적인 군대의 유

지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이윤획득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이를 위

해 국가기업들은 특허를 통해 보호를 받았다. 1810년의 영업법에 의한 

영역의 자유가 도입된 이후 국가기업은 자유주의 경제질서에 자리를 양

보하긴 했으나, 공공주체의 기업활동은 특히 제철이나 광산업 부문과 같

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국가는 전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사기업을 엄격하

게 규제하는 한편 주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기업을 설립했다. 제1차 

대전 이후 공공부문을 자유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공기업은 완전히 

민영화되거나 해체되지는 않았다. 이 기간 중 설립된 대표적인 공기업은 

1923년 설립된 VIAG 및 VEBA로서, 이들은 기존의 공기업인 국영 질소

제조 공장 및 알루미늄 제련소, 발전소 등을 통합적으로 경영하는 국가

지주회사들이었다. 또한 이 시기 독일 정부는 일련의 직영은행들을 설립

하고 운영했다.

Nazi 치하의 제3제국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부분적으로 군수기업을 

다른 제품의 생산기업으로 전환하거나 매각하는 등 기업에 대한 출자와 

직접적인 기업활동 임무를 분리하기도 했으나,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

체의 기업활동은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특히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전

시경제에 대응하여 국가의 기업활동은 결정적으로 증대되었다. 

62)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650 참
조. 이하 독일 공기업의 연혁에 대해서는 Ebd., Rn.650-6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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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전 이후 수립된 구 서독연방공화국은 독일 기본법 제134조 제

1항에 의해 국가사회주의 치하에 제3제국이 공격적으로 대량 인수하였던 

기업들(특히 군수기업과 “전쟁수행에 중요한” 기업 및 금융기관, 광업기

업 등)의 소유자가 되었고, 동법 제135조 제6항에 의거 구 프로이센주의 

사법적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독일의 분단과 구 동독 지역 

영토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의 공화국 시절보다 결코 

적지 않은 수의 국가기업을 보유한 채로 구 서독연방공화국이 출범한 것

이다.  

이후 구 서독 정부는 일련의 민영화 과정을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출

자지분을 처분했다. 1945년에 시작된 대규모의 카르텔 해체와 독일 경제

질서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는 매출액 순위 500대 제조기업의 약 

20퍼센트가 공적 콘체른에 통합되어 있었다. 당시 공공경제 부문의 고용

자수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독

일의 민영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3)

제1단계 민영화(1957~1965년)는 전술한 Preussag, Volkswagen, VEBA 등 

대규모 국영기업의 지분 매각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23개

의 직접출자지분 및 82개의 간접출자지분이 연방재산으로부터 분리되었

다. 1965년 이후의 시기는 무엇보다도 ‘공공경제정책의 중심이동’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당시 연방 국유재산 민영화의 목표는 전체 독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연방의 다차원적 기업활동과 이로 

인한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투자의 차단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1978년에

도 구 서독연방은 아직도 900개가 넘은 사법적 형식의 기업에 지분을 보

유하고 있었다.

제2단계 민영화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사민당-자유당 연정 시기 

이후 산업콘체른(VEBA, VIAG, Volkswagen, Salzgitter)에 대해 연방이 보

유한 지분을 완전히 청산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대 

63) 이하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 대해서는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7-9 참조.



35

초에는 더 광범위하게 기업들이 매각되었다.

1991년에 시작된 제3단계 민영화 시기에는 통신 분야(독일연방우편) 

및 교통 분야(독일연방철도, Lufthansa 항공)의 대규모 연방특별재산을 구

조조정하고 민영화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이는 유럽연합의 ‘민영화 압

력’에 부응하는 측면 이외에도 동서독 통일 이후 강화된 재정적 압박에 

의한 것이기도 한데, 출자지분의 매각자금이 연방예산의 중요한 수입항

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통일 이후 종전 동독의 국영기업을 민

영화하는 작업 역시 긴요한 문제였다. 1994년말까지 15,000개 이상의 구 

동독 국가기업에 대한 연방의 지분이 존재하였다.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구 동독의 국가기업들의 자산은 정리신탁공사(Treuhandanstalt)로 이

관되었고, 이후 민간에 대한 매각절차를 거쳐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수십년 동안 독일에서 실질적인 민영화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국가의 산업활동이 단선적이고 일관성 있게 축소된 것은 아니었다. 1966

년부터 1968년까지의 불황기에는 국영기업에 대한 연방의 집중적인 영향

력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투자 및 실체적이고 기능적인 

공기업 활동을 지지하는 케인즈 경제학파의 적자재정지출 개념에 의해 

경기정책 혹은 경제정책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밖에도 민영화는 국가활동

을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전개된 것이 아니라 때로 경제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다른 한편으로 공기업 간의 기업인수 및 기

업결합으로도 이어졌다.

2. 독일의 공기업 규범 

독일의 법제에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같은 

공기업에 관한 포괄적인 통칙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연방 차원에서

는 공기업의 요건, 법적 지위 혹은 법적 형식 등을 규정하는 체계적인 

법령이 없다. 다만 기본법과 일부 주의 지방자치법에 공기업의 설립요건 

및 운영원칙 등에 관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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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법의 공기업 규범 
독일 헌법에는 전통적으로 공공경제에 대한 근거와 경계에 대한 일반

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1871년 제정된 제국헌법은 이전의 헌법들

(헌법 초안 및 주 헌법)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들은 거

의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현실의 구체적인 분야들, 예컨대 철도, 우편 

및 제국 재정 관련 장에서 개별 공기업의 명칭이 언급되는 정도였다. 바

이마르 공화국 헌법 역시 1918년 혁명의 사회주의적 목표를 내재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공기업에 관한 일반 규정은 담

고 있지 않았다. 단지 동법 제156조 제1항에서 국가에 사회화 권한을 부

여하면서, ‘공동경제’(Gemeinwirtschaft)의 수립이 그 목표로 제시된 바 있

다.64) 

종전 이후 제정된 기본법이 경제질서에 대한 전통적인 입법 자제의 태

도를 견지함에 따라, 공기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조

항만이 존재한다. 예컨대 제15조(사회화), 제74조(연방의 경합적 입법권

한 목록) 제1항 제15호, 제105조(관세, 전매, 조세에 관한 입법) 제1항, 

제106조(조세수입의 배분) 제1항, 제108조(재정행정) 제1항, 제110조(연방

의 예산안) 제1항 제2문, 제135조(지역 변경에 따른 재산의 처리) 제6항 

등 특별한 사안을 규율하는 규정들만이 존재한다.65) 오히려 이들 규정의 

존재는 공기업이 기본법상 원래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역설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66) 다만 일부 특수한 공기업은 헌법에서 직접 규율하는데, 

제87d조(항공교통행정), 제87e조(연방철도), 제87f조(우편 및 통신제도), 

제88조(연방은헹), 제143e조(연방철도에 대한 전속적 입법), 제143b조(독

64) Günter Püttner, Die öffentlichen Unternehmen: Ein Handbuch zu Verfassungs- 
und Rechtsfragen der öffentlichen Wirtschaft, 2. Aufl., Stuttgart․München․
Hannover, 1985, S.16-17 참조.

65) Ebd., S.17 참조.
66)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681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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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연방우편의 전환) 등이 그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기본법은 “경제정책적으로 중립

적”이므로, 독일의 헌법제정자는 명시적으로 특정한 경제체제를 결단하

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가는 기본법을 고려하는 한 사안별

로 융통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67) 다만 1990. 5. 

18. 체결된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 통화 사회적 통일의 창출을 위한 국

가조약 에서는 통일된 독일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에 따르면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적 소유권, 경쟁에 의한 급부, 

자유로운 가격경쟁 및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노동, 자본, 상품 및 서비스

의 이동을 특징으로 한다. 공공주체 혹은 기타 권리주체의 경제적 거래

에 대한 참여에 관한 특별한 소유형식의 법적 허용은 민간의 권리주체가 

차별받지 않는 한 이를 통해 배제되지 않는다. 경제적 급부는 우선적으

로 민간경제와 경쟁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기업의 의사결정은 국가경

제계획의 준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사기업은 국가기업으로 취급되

지 말아야 하며, 국가가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은 경제성의 원칙

에 따라 경영되어야 한다.68)  

상기 국가조약 은 공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니

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공공주체가 소유하는 공기업의 운영원리를 사

회적 시장경제의 주요 내용으로서 제시함으로써 조약 체결의 당사자인 

독일연방이 공기업 규범원리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67) BVerfGE 4, 7, 17 f.
68)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68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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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헌법상 공기업 규범
각주의 헌법에도 역시 공기업에 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기

업 규범은 오히려 통상 특별법이나 일반법의 특별규정에서 발견된다.69) 

다만 예외적으로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주 및 튀링겐(Türingen) 

주의 헌법에서는 경제적 의의를 고려한 사회적 시장경제를 헌법적 지위

로 설정하고 있다. 즉, 경제헌법에 따라 공익적 시장조정 시스템은 사인

의 자유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목표는 주민의 공공복리가 공공주체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70)

또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len) 주 헌법은 제11장(경

제적 활동과 비경제적 활동)에서 지방공기업을 규율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의 내용은 ① 경제활동의 허용가능성(제107조), ② 사법

적 형식의 기업 및 시설(제108조), ③ 경제성 원칙(제109조), ④ 우월한 

경제적 지위의 남용금지(제110조), ⑤ 기업의 매각, 설립 및 출자(제111

조), ⑥ 정보요청권 및 조사권, 출자보고(제112조), ⑦ 기업 및 시설 운영

상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제113조), ⑧ 직영기업(제114조), ⑨ 공법상 권리

능력 있는 영조물(제114a조), ⑩ 공시의무(제115조)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들의 본질적 내용은 통일적인 모법을 염두에 둔 현행 게마인데

법, 게마인데 예산법, 직영기업법 등에 계수되었는데, 통상적으로 게마인

데의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구조에 상응하는 직영기업 조직 개편에 따른 

법령 간의 모순, 보완 혹은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주 헌

법 규정들은 아직도 미비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독일의 지

방공공경제에 대한 총괄 규정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71)

69) Günter Püttner, Die öffentlichen Unternehmen: Ein Handbuch zu Verfassungs- 
und Rechtsfragen der öffentlichen Wirtschaft, 2. Aufl., Stuttgart․München․
Hannover, 1985, S.19 참조.

70)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68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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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공기업에 대한 특별법 
공기업에 대한 일반법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은 부분적으로 개별 공기

업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보완된다. 연방 차원의 공기업 특별법에는 독

일연방은행법(BBankG), 연방철도법(BBahnG), 우편행정법(PostVerwG), 부

흥금융영조물법 등 금융기관 관련 법률, 증류주독점법(Branntwein- 

monopolgesetz) 등이 있다. 주 정부 차원의 특별법으로는 다수의 주택건

설진흥 영조물법 및 금융기관 관련 법률, 로터리 및 도박장 관련 법률, 

사회보험 영조물 관련 법률 등이 있다.72) 

사법적 형태의 기업에 대해서는 통상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단지 

예외적으로 Volkswagen 제작소법, 재산불하법, 제국제산법 등이 존재한

다.73)

(4) 일반법의 공기업 관련 특별규정 
구체적인 근거법이 없는 경우 공기업은 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공공행정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상사회사가 될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

우 Püttner가 의미하는 바의 ‘일반법’, 즉 행정법, 경제법, 세법, 상법 등

이 적용된다. 일반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을 수범자로 하

지만, 현실에 있어서 에너지경제법이나 도시철도 관련 여객운송법과 같

이 배타적으로 공기업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적용

범위가 민간경제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일

반법으로 볼 수 없고, 주의 저축은행법처럼 공기업에 대한 특별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74) 

71) Günter Püttner, Die öffentlichen Unternehmen: Ein Handbuch zu Verfassungs- 
und Rechtsfragen der öffentlichen Wirtschaft, 2. Aufl., Stuttgart․München․
Hannover, 1985, S.19-20 참조.

72) Ebd., S.20 참조.
73) Ebd., S.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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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에서 공기업에 관한 특별 규정이 존재하는 법률의 목록은 다음

과 같다. 국가재정에 관한 법으로는 연방예산법(BHO), 예산기본법(HGrG) 

등이 있고, 일반경제법으로는 상공회의소법(IHKG), 영업법(GwO), 경쟁제

한방지법(GWB) 등이 있다. 기타 개별적인 경제 관련 법률로는 금융기관

법(KWG), 수공업법(HwO), 에너지경제법(EnWG), 여객운송법(PersBefG), 

화물자동차운송법(GuKG) 등이 있다. 

그리고 공기업이 사법상 기업이나 공사혼합기업의 형태로 설립되는 경

우 상법전(HGB), 주식회사법(AktG), 유한회사법(GmbHG)는 공기업에 관

한 중요한 근거 법률로 기능한다.75)

3. 유럽연합조약의 공기업 규범 

(1) 유럽경제헌법의 공기업 규범
일부 지방자치법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에 대해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규

정이 존재하지 않는 독일 현행 법제와는 달리, 유럽연합조약은 공기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에 대한 규범과 판례들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재

판소의 Costa/ENEL 판결 76) 이래 회원국 법률에 대한 유럽연합조약 우

74) Günter Püttner, Die öffentlichen Unternehmen: Ein Handbuch zu Verfassungs- 
und Rechtsfragen der öffentlichen Wirtschaft, 2. Aufl., Stuttgart․München․
Hannover, 1985, S.21 참조.

75) Ebd., S.21-22 참조.
76) Costa/ENEL 판결은 이탈리아 전기회사인 Edisonvolta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

던 Flaminio Costa가 자신에 대한 전기요금 청구와 관련해서 청구권자가 국

유화 이전의 민간회사인 Edisonvolta이며, 동사를 국유화하여 신설된 이탈리

아 국영 전기회사인 ENEL이 아니라는 것이 소송의 쟁점이다. 본 소송에서 

원고인 Costa는 선결문제로서 Edisonvolta의 국유화가 로마조약과 이탈리아 

헌법을 위반했음을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유럽재판소는 로마조약은 시장왜

곡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 정부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범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약 규정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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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용의 원칙은 유럽연합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되었다고 인정된다. 이

로 인해 독일에 대해서도 유럽경제헌법은 개별 국가의 경제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유럽경제헌법은 역내시장, 즉 유럽공동시장을 기초적 경

제질서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기능조약77) 제119조 제1항은 “회

원국 및 유럽연합의 활동은 경제정책의 채택을 포함하고, 자유경쟁의 개

방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외에도 자유경

쟁 하의 개별 시장경제에 대한 유럽경제헌법의 결단은 유럽연합조약 제3

조, 제18조 및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1조 및 제107조 이하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있다.78) 

유럽재판소는 기업에 대한 기능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을 국가

의 활동수단으로 간주하지만, 국가가 개방적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시장참여자는 경쟁 요소를 풍부하게 하고, 

경쟁적으로 조직된 시장경제의 장점을 발휘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

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6조 제1항은 회원국에 

대해 특수하거나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된 공기업 및 기업과 관련해서 동 

조약 제18조 및 제101 내지 109조에 저촉되는 조치를 시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79)

유럽연합조약에서 ‘기업’이란 법적 형식과 재무적 유형과 무관하게 경

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국

가가 공기업을 통해 기업 내지 기업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예컨대 유

없음을 들어 Costa가 국유화 결정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고 판시했다. 본 

판결은 본안선고의 결과와 무관하게 유럽연합조약의 원형인 로마조약이 개

별 회원국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판결이유에서 밝힌 점에서 유럽

연합조약의 효력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결례로 평가받는다; EUGH 1964. 7. 
15., Rs.6․64;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729 참조.

77) 유럽연합조약(EUV) 제3조 제3항 및 유럽연합기능조약(AUEV) 제26조 제2항.
78)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729-730 참조.
79) Ebd., Rn.7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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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연합기능조약 제101조 및 제102조상 기업결합 규범의 수범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국가는 안정보장, 사회정의, 대외관계에서의 확약 및 기타 

고권적 임무, 이윤달성의 의도가 없는 광범위한 사회적 임무 등 비영리

적 활동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 자체에 유보된 영역이 모두 

경제적 분야가 아니라는 데 있다. 역내시장에서의 경쟁의 순수성을 보장

해야 하는 유럽연합조약상 경쟁규범의 관점에서 볼 때, 경쟁의 완전성 

혹은 순수성은 기업이 기능적으로 다른 기업과의 경쟁관계를 통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지, 혹은 경제활동이 경쟁을 통해 수행될 수 있으나 구

체적이고 배타적인 법적 사실적 근거에 의해 경쟁에서 배제되는지에 좌

우된다. 해당 공기업 조직의 법적 형식 및 행위형식도 결정적인 것은 아

니며, 구체적인 조치만이 결정적 판단의 근거가 될 뿐이다.80) 

또한 공기업이 경제헌법의 수범자일 뿐 아니라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 Ruthig/Storr는 공기업은 일반적인 기본

권의 주체가 아니긴 하지만,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는 될 수 있다고 한

다. 이는 유럽연합조약의 기본원리가 공기업과 사기업을 막론하고 역내

시장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유럽

연합기능조약 제54조 제2항 및 제6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기업 설립의 자유 및 서비스의 자유는 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한 공법

상 법인 및 사법상 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공기업은 개념상 국

가조직이기 때문에, 회원국에 적용되는 유럽연합조약의 수범자로서의 지

위가 보다 본질적이다. 즉, 공기업은 기본권 및 자유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유럽연합지침의 수범자이기도 한 것이다.81)

80)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731 참
조.

81)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88조 제3항. Ebd., Rn.7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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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경쟁법의 공기업 규범
공기업에 관한 유럽연합기능조약의 대표적인 경쟁법 규범인 제106조 

제1항은 “공기업 및 회원국이 특수하거나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경

우, 회원국은 본 조약에 명시된 규정, 특히 동 조약 제18조(국적차별 금

지), 제101조 내지 제109조(기업에 관한 규칙 및 회원국의 정부지원)에 

규정된 규칙에 위반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하거나 새로 도입할 수 없다”

고 규정한다. 

동 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회원국이 특수하거

나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한 공기업 및 기업과 관련해서 동법에 위반하는 

조치들을 취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독점

적 권리’란 회원국이 기업에게 법률 및 행정명령을 통해 보장해 주는 권

리로서, 회원국이 특정 분야에서의 서비스나 활동을 몇몇 기업에게 유보

해 주는 경우이다. 한편 ‘특수한 권리’란 회원국이 기업에게 법률 및 행

정명령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제한된 수의 기업에게 보장해 주는 권리를 

말한다.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6조 제1항의 적용 범위는 동 조약의 경쟁 

규제를 받는 공공부문을 망라하며82), 동 규정은 원칙적으로 사기업에 대

한 공기업의 우대를 금지한다.83)

유럽연합조약 제106조 제2항은 회원국뿐만이 아니라 일반경제적 이익

을 창출하는 서비스의 운영이 위임되어 있거나 전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

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경쟁규범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기업에 위

임된 업무로서 일반경제적 이익이 있는 특수한 임무의 이행을 법적 혹은 

사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그 한도에서 기업에 특권을 

허용한다. 여기서 ‘일반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서비스’(gemeinwirtschaft- 

82) 경쟁제한적 계약 및 관행의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정부지원 권

한 등.
83)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735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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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he Dienst) 혹은 ‘공공서비스’(öffentliche Dienst)는 시민의 기본적 수요

의 충족을 위해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공공재의 유지 및 보존을 보장하

는 서비스를 의미한다.84)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4조는 사회적․지역적 융화를 촉

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 때문에, 일반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유럽연합에서 공유된 가치’로서의 특별한 위상을 인정한다. 유럽

연합은 경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고수하지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서비스가 경쟁규범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

라고 규정한다. 오히려 일반경제적 이익을 위한 서비스의 운영은 회원국

의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 보장이 가능해야 한다는 ‘통제된 자유화’의 입

장을 취한다.85) 

결론적으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6조 제2항은 기업에 위임된 임무로

서 일반경제적 이익이 있는 특수한 임무의 이행을 법적 혹은 사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업에 특권을 허용한다. 여기서 동 조약 

제106조 제3항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Kommission)로 하여금 동 조약 제

106조의 적용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준칙 또는 결정을 회원국

에 시달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경쟁규범의 형성을 포

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수중에 확보하게 된 것이다.86)

84) Rutig/Storr는 유럽연합조약의 ‘일반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개념이 

독일 행정법학의 전통적인 생존배려 개념보다 “예리한 윤곽을 제시한다”고 

평가한다. ‘생존배려(Daseinvorsorge)’ 개념은 Forsthoff가 1938년 출간된 그의 

저서 급부주체로서의 행정(Die Verwaltung als Leistungsträger)에서 도입한 

개념이다. Forsthoff는 현대의 개인은 상수도, 전기, 가스, 우편, 전화 등 그것 

없이는 물리적 생존이 불가능한 기초적인 생활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

려우므로, 그 대신 공공주체가 인프라 배려를 주선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에

서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특화된 분업의 원리가 기능하는 산업화 시대

에는 생존배려에 대한 사회적 규범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존

배려 개념은 전체주의적 국가체제와 관련하여 발전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연방의 행정법 도그마틱으로 관철될 수 있었다;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736 참조. 

85) Ebd., Rn.737 참조.



45

일반경제적 이익을 위한 서비스의 보장은 당해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관련 서비스의 재원조달을 위해 다른 분야에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요할 

수도 있다. 특수한 서비스 제공 의무가 부과된 시장참여자에게는 수익성

이 떨어지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경쟁제한이 존재하는 수익성이 

양호한 분야의 수익으로 보전할 여지가 허용될 수 있다. 수익성 있는 분

야에서의 경쟁제한은 사인의 사익편취행위를 방지하고 일반경제적 이익

을 위한 서비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러한 시장부문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공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

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인을 서비스 공급에서 배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87)

유럽연합은 규제가 부과되는 경쟁 분야에 관해 ‘보편적 서비스 제공’  

(Universaldienstleistung)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어, 통신법

(TKG) 제78조는 보편적 서비스 지침 22/2002 의 해석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에 관해 최소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즉 ① 특정한 수준의 품질

이 보장되고, ② 모든 최종 수요자가 주거의 종류 혹은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지불 가능한 가격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③ 공공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 이에 대해 회원국들

은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접근

을 배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객관성, 투명성, 무차별성, 비례성 등

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88)

각 회원국 차원에서 일반경제적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재원조달

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요한 수단으로는 직접적인 국가

의 보조금(정부지원), 공법적 근거를 가진 요금인상, 여타 시장참여자(사

인 경쟁자)의 기부금, 교차보조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단들

86)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739 참
조. 

87) Ebd., Rn.742 참조. 
88) Ebd., Rn.7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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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편적 서비스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야 한다는 규범적 한계를 

갖는다.89)

제3절  공기업의 조직유형

1. 독일의 행정조직체계

전술한 대로 독일의 공기업은 기능적 관점에서 국가의 경제활동 주체, 

즉 ‘행정주체’(Verwaltungsträger)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경제행정법의 주

요 규율대상임과 동시에 행정조직법에 의해 포착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기능적 관점에서 공기업 개념이 법적 형식에 좌우되지 않고 법적 독립성 

역시 분류 표지가 아님을 전제로 할 경우,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한 행정

청에 귀속되는 직영기업(Eigenbetrieb)이나 행정기업(Regiebetrieb) 역시 공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독일의 공기업 규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공기업이 전체 

행정조직체계에서 갖는 지위와 역할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행정업무의 처리는 인원과 물자로 설비된 행정조직을 필요로 한다. 모든 

행정조직은 외부에 담당 직위가 표시되는 행정청(Behörde)과 내부적으로 

그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행정기관(Organ)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기

관은 행정청에게 부여된 권한을 나누어 지원하는 하부조직 단위를 말한

다. 그러나 법령상으로는 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행정청과 행정기관

을 합하여 (광의의) 행정기관이라고 하고, 행정청을 ‘행정기관의 장’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행정기관을 작용법적 기관 개념과 사무배분적 기

관 개념으로 나누어, 행정청은 외부에 대하여 행정작용을 행하는 주체이

89)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745-7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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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행정기관은 그 행정청이 적법·타당한 행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적절

히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90)

행정주체 개념의 결정적 표지는 권리능력(Rechtsfähigkeit)이다. 만약 행

정이 법적으로 파악되고 규범에 대한 기속성을 가지려면 행정이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하는 법규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권리와 의무의 주

체에 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체계상 특정한 조

직들이 권리능력을 획득하고, 이로써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책임주

체가 됨으로써 발생한다.91)

독일은 지방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연방국가이다. 연방국가로서의 독일 

행정의 기본구조는 독일 기본법 제8편 연방법률의 집행 및 연방행정 에

서 규정된다. 기본법 제8편은 연방과 주 사이의 행정권한의 분배와 연방

의 행정청과 행정주체의 조직을 규정한다. 이외에도 기본법 제30조의 연

방과 주의 권한분배에 관한 일반규율, 기본법 제28조 제2항의 자치단체

의 자치행정 보장, 기타 몇 개의 특별규정92)이 연방행정구조에 대한 규

율을 보완한다.

국가가 스스로 부여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독립한 행정주체를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행정은 ‘직접국가행정’ 혹은 ‘간접국

가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연방에 의하여 조직된 행정주체를 통

하여 행정업무가 수행되면 ‘간접연방행정’이고, 주에 의해 조직된 행정주

체를 통해 행정업무가 수행되면 ‘간접주행정’이다.93) 직접국가행정의 주

체는 국가 및 주의 행정청(staatliche Behörde)이며, 간접국가행정의 주체

는 조직 혹은 법적 수준에서 ‘행정청 외부에 독립되어 설립된 행정단

위’(ausgegliederte Verwaltungseinheit)이다.94) 

90) Maurer/Waldhoff,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 Aufl., München, 2017, 
S.584-585 참조.

91)  Ebd., S.577 참조.
92)  독일 기본법 제108조의 재정행정, 제120a조의 부담조정의 실시 등.
93) Maurer/Waldhoff,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 Aufl., München, 2017, 

S.5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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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고유의 행정주체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원천적인 지배권을 가

지고, 그의 존재와 자격이 다른 주체에 의해 유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독일의 헌법 규정에 의하면, 연방 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도 국가

이다. 그에 따라서 일부는 연방행정이고 일부는 주행정이다. 국가는 행정

업무를 행정청 이외에도 다소간의 독립적인 행정단위를 통해 수행한다. 

만약 이러한 행정단위들이 조직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독립적이

면, 그 자체가 법인과 행정주체의 성격을 함께 갖게 된다. 이들은 이른바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법상 단체(öffentlich-rechtliche Körperschaft), 영조물

(Anstalt), 재단(rechtsfähige Stiftung)을 포함한다. 공법상 법인이 경제활동

의 주체인 경우 이를 ‘공법적 기업’(öffentlich-rechtlich Unternehmen)으로 

부른다.95) 

법적 독립성은 공법상 법인으로 하여금 자기책임 하에 행정업무를 수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들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존재와 임무가 국가에 의해 창설될 뿐만 아니라, 활동 측면에서

도 국가의 법률에 기속되어 있고 국가의 감독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고유의 행정주체인 국가와 반대로 ‘파생된 행정주체’ 

(derivativer Verwaltungsträger)이다.96)

기타 간접국가행정의 주체에는 부분적 권리능력이 있는 행정조직과 수

탁인 역시 포함된다. ‘부분적 권리능력이 있는 행정조직’(teilrechtsfähige 

Verwaltungseinheit)은 공법상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진 법인의 지위는 갖

94) Maurer/Waldhoff,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 Aufl., München, 2017, 
S.628 참조. 

95)  Ebd., S.579-580 참조. 
96) 게마인데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원천적이 아니라 연방국가로부터 파생

된 고권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법상 단체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들은 

여타의 공법상 법인과는 달리 광범위한 업무범위를 가지고, 영역고권을 가

지며, 직접선거에 의한 주민대표를 통해 민주적 근거를 지닌 자주적 의사형

성을 할 능력을 보유한다. 다만 간접국가행정주체로서 공기업을 연구 대상

으로 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공법상 단체’는 간접국가행정주체의 의미에 국

한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bd., S.5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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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지만, 특정한 행정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법에 근

거한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조직이다. 이들은 조직구조상 단체, 영

조물 혹은 기타의 형태로 될 수 있으며, 권리능력을 가지는 한 행정주체

이다. 독일에서 부분적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의 예는 연방철도청재산이

다. 연방철도청재산은 권리능력 있는 연방의 특별재산은 아니지만, 법적 

거래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출현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한

다.97)  

한편 국가는 특정한 범위에서 특정한 행정업무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국가가 설립한 공법상 조직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사

인에게 넘겨주고 그 한도 내에서 국가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무수탁사인’(Beliehene)은 독립적으로 국가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 특정한 행정업무를 위탁받은 사법상 자연인이나 법인이다. 수탁인은 

법적으로 독립적이고 스스로 행위하기 때문에 광의의 행정주체에 포함될 

수 있다.98)

2. 공기업의 발현형식

공기업의 기능적 정의에 따르면, 행정조직 체계상 공기업은 직접국가

행정에 속할 수도 있고 간접국가행정에도 속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사

무의 귀속주체를 기준으로 행정주체를 분류하는 경우 통설은 이를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으로 구분한다. 또한 공공단체는 다시 지방자치단

체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단체로 나뉘며, 후자는 조직형식에 따라 

공법상 단체(공법상 사단, 공공조합 등), 공법상 재단 및 공법상 영조물

법인으로 구분된다.99) 이 분류방식에 따라 공기업의 유형을 그 발현형식

97) Maurer/Waldhoff,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 Aufl., München, 2017,  
S.580-581 참조. 

98)  Ebd., S.581 참조. 
99) 이원우,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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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주체는 공기업을 설립·운영함에 있어서 조직형식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독일의 통설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공법적 형식으로도, 사법

적 형식으로도 운영될 수 있다. 또한 공법적 형식에 있어서는 고유의 법

인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사법적 기업이 완전히 공공

주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순수한 공기업으로 부른다. 그러나 공공주

체 이외에 사인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는 공사혼합기업으로 지칭된

다.100) 

<그림1> 공기업의 발현형식101)

(1) 법인격 없는 공법상 기업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은 법적 독립성이 없는 정부 부처의 형식에 의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법적으로나 예산상으로 일반행정 관서와 통합되어 

2017, 284면 참조.
100) Sarah Dorst, Öffentliche Unternehmen: Begriff, Erscheinungsformen, Zülassigkeit, 

Aufgaben, Hausarbeit im Rahmen des Seminars “Aktuelle Probleme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im Sommersemester 2008, 2008, S.4 참조.

101) Christoph/Doetmar, Zur Betriebsführung und Rechtsform öffentlicher 
Unternehmen, Wulf-Mathies, Monika (Hrsg.), Köln, 1991, S.17에서 인용.

공기업

사법적 형식 공법적 형식

순수 공기업 공사혼합기업 법인격 보유 법인격 결여

Ÿ 주식회사

Ÿ 유한회사

Ÿ 협동조합

Ÿ 영조물

Ÿ 재단

Ÿ 목적연합

Ÿ 행정기업

Ÿ 직영기업

Ÿ BHO 제26조의 

기업

Ÿ 자율기업

Ÿ 특별법상 

경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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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아무런 독립성이 없는 행정기업과 법적으로 독립성은 없지만 예산

과 회계가 분리되어 재정경제상 독립성을 가지는 직영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기업’(Regiebetrieb)이란 정부 부처 형식의 공기업으로서, 법적으로

나 예산상으로 행정청에 통합되어 있어 아무런 독립성이 없는 경우를 말

한다. 단지 일반 행정청 부서 중 경제활동에 생산주체로서 참여하는 임

무를 조직법상의 권한 분장에 따라 책임진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있을 뿐

이며, 후술할 직영기업에 비해 경제적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직영기업의 경우 특별재산으로 경영되는 반면에 행정기업은 예산법상 독

립성이 없고 자신의 회계계정을 갖지 못한다.102) 행정기업의 수입 및 지

출은 공공주체의 예산에 기재되므로, 자율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기

업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 순수 행정기업은 행정의 지시에 무제한적으

로 예속되고 행정에 강력하게 통합되기 때문에, 독일에서 매우 드물게 

존재한다. 순수한 행정기업의 예는 국영 목욕탕, 극장 혹은 급수장 등이

다.103) 

‘직영기업’(Eigenbetrieb)은 독일에서 전술한 순수 행정기업과 대비되는 

‘독립적 행정기업’(verselbständigte Regiebetrieb)으로 분류되는데, 통상 특

별재산으로서 일반 행정관청으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되는, 조직적 경제적

으로 독립적인 조직이다. 직영기업은 고유의 법인격은 없으나, 수입과 지

출에 관한 고유의 경영계획을 가지고 있으며104), 기업 정관에 근거하여 

경영진, 경영위원회 등과 같은 고유의 기관을 가지고 있다.105) 직영기업

102)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678-679 참조.

103) Sarah Dorst, Öffentliche Unternehmen: Begriff, Erscheinungsformen, Zülassigkeit, 
Aufgaben, Hausarbeit im Rahmen des Seminars “Aktuelle Probleme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im Sommersemester 2008, S.5 참조.

104) 독일 예산기본법 제18조 1항.
105) Sarah Dorst, Öffentliche Unternehmen: Begriff, Erscheinungsformen, Zülassigkeit, 

Aufgaben, Hausarbeit im Rahmen des Seminars “Aktuelle Probleme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im Sommersemester 2008, S.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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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적 사례는 게마인데의 급부기업 및 교통기업이다. 행정기업 대비 

직영기업의 장점은 투자와 인력운영(보상체계)과 관련된 높은 유연성, 특

히 자체 기관을 통한 의사결정절차의 단축, 상업적 회계를 통한 투명성

의 제고 및 성과통제, 행정주체를 통한 통제와 영향력 행사에도 불구하

고 경제적 기업경영이 가능한 점 등이 거론된다.106)

독일에서 독립행정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는 직영기업 이외에 독일 연

방예산법 제26조에 따라 운영되는 연방인쇄소와 같은 ‘특별재산’(Sonder- 

vermögen)이 있다. 특별재산은 법인격 없는 자율적인 경제조직으로서, 특

별법에 의해 설립된다. 공기업의 유형으로서 특별재산이 갖는 의의는 민

영화되기 전까지 종전 연방철도 및 연방우편의 법적 형식이었다는 것이

다. 당시 연방철도의 법률관계는 1951년 제정된 연방철도법을 통해, 연방

우편은 1953년 제정된 우편행정법을 통해 규율되었다. 두 기업은 기본법 

제87조에 의해 연방고유의 행정이었으며, 특별재산으로서 일반재산과 분

리되었다. 그러나 1993년 기본법 제87조 제1항이 개정되어 제87e조 및 

제87f조가 삽입된 이후, 두 기업은 1994년 이래 사법적 형식으로 운영되

고 있다.

(2) 법인격 있는 공법상 기업
공법상 법인격이 부여된 공기업의 조직형식으로는 공법상 단체, 공법

상 재단, 공법상 영조물법인 등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공법상 단체’ 

(öffentlich-rechtliche Körperschaft)는 공익 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조직을 의미하며, 공공조합 또는 공법상 사단이라고도 

한다. 인적 결합체라는 점에서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단체의 의사가 

결정되며,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다만 구성원

106) Sarah Dorst, Öffentliche Unternehmen: Begriff, Erscheinungsformen, Zülassigkeit, 
Aufgaben, Hausarbeit im Rahmen des Seminars “Aktuelle Probleme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im Sommersemester 2008, S.6 참조.



53

들 간 공통되는 이익을 실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물적 요소가 취약

하여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된

다. 독일에서 공법상 단체의 대표적인 사례는 소위 ‘목적연합’ 

(Zweckverband)이다. 목적연합은 폐기물 처리, 도로공사, 에너지 및 수도 

공급, 사회적 임무 등과 같은 초지역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

단체들 간의 연합이다.107)

‘공법상 재단’(öffentlich-rechtliche Stiftung)은 특정한 공적 목적을 위해 

제공된 물적 결합체(재산)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구성원이 

없으므로 자율적 의사결정은 보장될 수 없고, 근거 법률이나 정관에 의

해 정해진 재단의 목적만을 위해 활동한다. 따라서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어려우며, 영리추구가 금지되어 기업성이 강한 사업수행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법상 재단은 공공성이 강한 급부의 제공

을 위해 채택되며, 독일에서도 상품검사재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108)

‘공법상 영조물법인’(öffentlich-rechtliche Anstalt)은 공익목적을 위해 제

공된 인적 물적 결합체로서, 가장 많이 채택되는 공기업의 법형식이다.

공법상 영조물법인은 조직 예산상으로 공공주체와 분리된다는 점에서 직

영기업과 유사하게 자율성을 누리지만, 공공주체는 통상 해당 영조물법

인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에 의한 인사 직무상 감독조치를 통해 영향력과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독일에서 이러한 법적 형식의 대표적인 예

는 연방 및 지방의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부설 수영장 등이다.109)

(3)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
공공주체는 공적 임무를 기업적 방식에 의해 수행하기 위해 사법상의 

107) Sarah Dorst, Öffentliche Unternehmen: Begriff, Erscheinungsformen, Zülassigkeit, 
Aufgaben, Hausarbeit im Rahmen des Seminars “Aktuelle Probleme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im Sommersemester 2008, S.7 참조.

108) Ebd., S.6-7 참조.
109) Ebd., S.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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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하거나 출자해서 운영할 수 있다. 공적 임무의 성격상 공익

성보다 기업성이 강한 경우에는 사법형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

문이다.110) 사법적 기업형식은 세 개의 범주, 즉 개인상인, 인적회사, 자

본회사 등으로 분류된다. 그 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단법인, 협동조

합 및 사법상 재단과 같은 조직형식이다. 공기업에 대한 법적 형식으로

서 ‘(개인)상인’(Einzelkaufmann)은 제외된다.

공공주체의 활동에 관해 주로 이용되는 것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 

같은 ‘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이다. 특히 다수의 독일 지방자치법에

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적 형식의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주주로서의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법적 형식으로 이용되는 사

법적 형식으로는 실질적으로 자본회사의 형식만이 고려된다. 반면에 합

명회사(OHG), 합자회사(KG), 주식합자회사(KGaA)와 같은 ‘인적회사’ 

(Personengesellschaft)는 선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적회사에서는 무한

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공공주체에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무

제한의 보증책임이 부과되고, 공동으로 출자하는 사인 입장에서는 공공

주체에게 광범위한 결정권한이 부여되므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

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회사의 법적 형식은 기업에 

대한 사인과의 공동출자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공공주체가 유일한 출자자

가 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111)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 공공주체의 영향력 행사는 심각하게 제한을 

받는다. 이는 강행법규인 주식회사법에 의해 주주인 공공주체에 대한 이

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주식회사법 제76조, 제

116조, 제93조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단지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해야 할 뿐 공적이익을 함께 고려할 의무는 없다.

110) 이원우,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2017, 288면 참조. 

111) Sarah Dorst, Öffentliche Unternehmen: Begriff, Erscheinungsformen, Zülassigkeit, 
Aufgaben, Hausarbeit im Rahmen des Seminars “Aktuelle Probleme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im Sommersemester 2008, S.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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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공주체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제한됨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

치법은 조직형식 선택에 있어서 주식회사를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으

며, 다른 법적 형식으로는 기업에 부과된 공공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경우에만 주식회사의 법적 형식을 허용한다.112)

반면에 유한회사법 제6조 및 제35조에 따라 공공주체는 회사에 대한 

지시권한 및 업무집행인을 선임할 권한을 보유하기 때문에, 지방의 현실

에서 가장 자주 선택되는 사법적 조직형식은 유한회사이다. 사법적 형식

의 유한회사 혹은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생존배려 급부기업 및 교

통기업이다.

제4절  소결
연방 및 지방 차원에서 아직도 공기업의 존재와 역할이 크게 남아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및 유럽연합의 법제상 

공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연방 차원에서 

공기업의 요건, 법적지위 혹은 법적 형식을 규정하는 체계적인 법령은 

없다. 

따라서 독일 행정법에서 공기업에 대한 규범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노

력은 경제행정법의 해석론과 도그마틱의 모색을 통해 전개되어 왔다. 통

설적인 공기업 도그마틱을 관통하는 핵심적 법리는 “공기업은 (경제)행

정의 주체”라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기능적 이해를 기초로 할 때 공기

업은 행정의 발현형식이자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을 위한 도구로 파악된

다. 

경제의 구성원으로서의 국가의 활동은 ‘공공경제’(öffentliche Wirtschaft)

로 정의되며, 이는 일반적인 행정활동에 필요한 수단의 조달과 운영과 

112) Sarah Dorst, Öffentliche Unternehmen: Begriff, Erscheinungsformen, Zülassigkeit, 
Aufgaben, Hausarbeit im Rahmen des Seminars “Aktuelle Probleme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im Sommersemester 2008, S.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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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재정활동과 경제주체로서 시장경제과정에 참여하는 경제기업의 

경영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때 경제기업은 그 발현형식, 

즉 법적 형식을 불문하고 공기업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공기업의 성격을 이와 같이 파악하는 경우 기업적 요소는 반드시 이윤

획득 내지 수익달성의 규범적 기초가 되지 않는다. 공기업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경제활동의 발현형식일 뿐이므로, ‘기업적 측면’은 

‘공적 측면’보다 부차적인 요소가 된다. 다만 기업 역시 행정주체이므로, 

비용절약적 운영을 위한 ‘경제성 원리’(Prinzip der Wirtschaftlichkeit)의 지

배를 받는다. 그러나 경제성 원리는 행정주체 운영 전체를 관통하는 헌

법적 규범으로서, 공기업이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행정주

체이기 때문에 기속을 받는 원리이다.

통상적인 공공시설과는 달리 공기업의 경우에는 허용가능성 문제, 행

정 및 공법체계에 대한 행위와 책임 귀속 문제 등 일련의 공법상 법률문

제가 제기된다. 이는 공공경제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질서에 대한 헌법제정자의 근본적 결단이 독일 헌법에서 명확히 표

현되어 있지 않은 데 기인한다. 따라서 Püttner는 허용가능성 등의 공기

업과 관련된 근본적인 법률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규범복합체에 대한 해

석론에 의해 도출되어야 한다고 한다.113)

Gusy는 공기업에 대한 법률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한다. 첫째, 

기업과 그 관리주체인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문제로서, 이는 

국가 경제활동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공법적 문제이다. 둘째, 기업과 민간

경쟁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문제로서, 이는 공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는 기업과 그 고객인 국민 

간의 관계, 즉 공기업의 이용관계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공기업에 대한 

통제 준칙의 문제가 그것이다.114)

113) Günter Püttner, Die öffentlichen Unternehmen: Ein Handbuch zu Verfassungs- 
und Rechtsfragen der öffentlichen Wirtschaft, 2. Aufl., Stuttgart․München․
Hannover, 1985,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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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질상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시장참여자로 활동하는 사법적 주

체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는 공기업은 공법적 문제와 사법적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함에 따라 독특한 법률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공법적 관점에서 공기업의 활동은 국가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헌

법상 시장경제질서와 사인의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둘째, 공기업이 일단 필수적 국가임무 실현의 의무를 갖는 행정주체로서 

정당화된 이상, 내부적으로는 행정주체에 대한 운영 및 조직과 관련된 

공법적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공기업은 시장참여자로

서 외부적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사법과 경쟁법의 규율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기업의 법률관계는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현대 산업사회의 고도화로 인해 

행정의 임무가 확대 강화되면서, 확대된 행정임무의 주체인 공기업 역시 

국가와 국민 간의 법률관계와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

라는 중첩적 영역에서 복합적인 법률문제의 고찰 대상이 되는 것이

다.115)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하에서는 우선 헌법상 경제질서 및 기

본권 규범의 관점에서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및 정당화에 대한 독일에서

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114)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68.

115) 同旨 이원우,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자소송의 요건, 경쟁법

연구 제7권, 2001, 1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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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기업의 허용가능성과 임무

국가는 공기업의 경영을 통해 경제생활에 참여하며, 이에 따라 사기업

들과 경쟁관계에 진입한다. 공기업은 무제한의 재정적 권력, 원칙적인 파

산무능력, 사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법도 이용할 수 있는 등 특별

한 조건 하에 운영된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헌법상 경제질서 및 국가질서상 근본문제의 하나

이다. 전술한 대로 독일 헌법은 이 쟁점에 대해 명시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부분적으로 상충되는 규정들의 해석을 통한 도

그마틱의 정립을 필요로 한다.  

Püttner는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문제에 대한 고찰의 중심을 국가와 시

민 간의 관계 및 공공경제와 사경제 간의 관계에 설정하고, 고권적 행위

주체에게 사법적 행위가 허용되는지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기초

로 공공경제와 민간경제 간의 관계를 기본권 주체성, 민주주의 원리, 사

회국가 원리 등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더 나아가 공기업의 허용가능성을 

법치국가적 구조원리, 국가재정질서, 국제법상의 의무 및 연방국가에서의 

권한배분의 측면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116)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심사의 정당화 요소인 공공목적은 일단 설립이 

허용된 공기업이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공공목적

은 공기업 임무의 구체화와 그 실현을 위한 국가의 통제를 통해 달성된

다. 따라서 공기업 임무의 구체화는 공공목적 실현을 위한 일차적 관문

이 된다. 

본 장에서는 독일에서의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내지 정당화에 대한 논

의를  헌법 및 개별법 측면에서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차원을 구분

116) Günter Püttner, Die öffentlichen Unternehmen: Ein Handbuch zu Verfassungs- 
und Rechtsfragen der öffentlichen Wirtschaft, 2. Aufl., Stuttgart․München․
Hannover, 1985, S.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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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임무와 공공목적 실현 방안을 중심으로 

공기업 임무의 범위와 한계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제1절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1. 독일 실정법상 공기업에 대한 허용가능성

(1) 독일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공기업
독일 헌법상 경제질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경제계획의 수립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사안이 아니라 

개인의 사안이다. 기업과 소비자가 국민경제에 있어서 경제적 결정의 중

심을 이루므로, 현재 독일의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적 질서로 규정된다. 따

라서 개별적인 경제계획의 조정은 국가의 사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가

격 및 시장 메카니즘의 역할이다. 단지 경쟁에 의해 결정된 가격만이 공

급을 구매자의 선호에 지향시키는 것을 보장하고 동시에 자본의 잘못된 

배분을 저지함으로써 다수 이해당사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는 것으로, 이는 경쟁의 조종기능을 의미한다.117)

그러나 시장경제의 경쟁체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시

장의 불완전성 및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여 국가 

및 법규범을 통한 지속적인 보호를 필요로 한다. 경쟁의 조종기능은 완

전경쟁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만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은 

시장참여자가 일개 공급자 혹은 수요자로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인 가

격을 시장으로부터 입수하고 단순한 가격순응자로만 행위하는 시장이

117)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
Zürich, 1969, S.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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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8)

통상적인 경우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은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전

체로사의 시장은 불완전하며, 과점적 혹은 심지어 독점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경제주체들 간 생산성의 격차는 이러한 전개과정을 강화하며, 경쟁

에 의해 행위여지가 제한되는 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시장

경제에서는 통상 기업이 경제적 결정자의 지위를 갖고 시장경제 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쟁이 왜곡되고 소수 기업에 의한 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역설적으로 기업이 제한된 행위여지 안에서는 완

전한 자유권을 누려야 하는지, 혹은 그 행위여지의 범위를 계속 확장하

도록 허용하는 것이 시장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지의 문제가 지

속적으로 제기된다. 여하튼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경쟁질서 및 사

법질서로부터 포괄적이고 내재적인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119)

일반적으로 독일 헌법은 경제정책상 중립적이라고 해석된다. Ruthig/ 

Storr는 연방행정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기본법은 “경제정책적으로 

중립적”, 즉 헌법제정자가 명시적으로 특정한 경제체제를 결단하지 않았

다는 입장을 제시한다.120) 이로 인해 입법자는 기본법을 고려하는 한 개

별 사례마다 적절하게 결정된 경제정책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Ruthig/Storr는 1990. 5. 28.자 구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 통화 사회적 통

일의 창출을 위한 국가조약 에서 통일 독일의 경제질서로서 ‘사회적 시

장경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단지 개별 법률 간의 

상대적 지위를 개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라인란트-팔트

(Rheinland-Pfalz) 주 및 튀링겐(Türingen) 주와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의 위상을 갖는 규정으로 그 지위를 

설정한다.121) 

118)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
Zürich, 1969, S.67 참조.

119) Ebd., S.67-68 참조.
120)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682; 

BVerfGE 4. 7. 1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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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Emmerich는 독일의 시장경제질서에 대해 다음의 시사

점을 제시한다. 

첫째,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적인 신념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개입을 가장 잘 드러내주

는 것은 독일의 경기안정법 (Stabiligtätgesetz)이 있는데, 이를 통해 국가

는 전체 시장경제에 개입하고 조종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게 된다. 공

기업 역시 이 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122)

둘째, 독일 연방의 경제질서는 기본법의 경제정책적 중립성 공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시장경제로 해석될 수 있다. Emmerich에 따르면, 사회

적 시장경제라는 성격 규정에 의해 독일의 경제질서는 극단적 자유시장

경제를 의미하는 이른바 ‘멘체스터적 상업경제’와 구별된다. 이로 인해 

경제적 권력을 통한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자유와 모든 이를 위한 최대한 

가능한  복지를 의미하는 정당한 경제질서에 대한 배려가 독일 국가의 

임무라는 것이다. 이는 특히 독일 기본법이 사회국가 원리 조항에서 명

시적으로 국가에 대해 정당한 경제질서 및 사회질서의 형성을 배려해야 

할 의무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23)

중앙관리경제와 시장경제 사이의 결단은 단순히 경제정책적 효과나 제

도보장의 문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가에 대한 개인의 지

위도 그 결단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단지 시장경제를 통해서만 경

제생활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인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보장된다. 시장경

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주도권을 기초로 하며, 수많은 경제적 결정을 국

121)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682-683 참조.

122)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
Zürich, 1969, S.68 참조.

123) Ebd., S.68 참조; 참고로 독일 기본법의 사회국가 원리는 연방 차원으로는 

제20조 제1항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이다”라고, 지
방자치단체 차원으로는 제28조 제1항 제1문에서 “지방의 헌법질서는 이 기

본법에서 의미하는 공화적·민주적·사회적 법치국가의 제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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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강제가 아닌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내린다. 따라서 시장경제에 대

한 결단을 개인의 자유, 즉 경제영역에서 사인의 주도권을 자유롭게 전

개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인식해야 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사적 소유

권이 갖는 중요성이 이해될 수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 없이는 사

인에 의한 경제적 주도권의 자유로운 전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기업활동을 위한 생산수단을 소유할 자유를 보유하는 경우에

만, 경제적 영역에서의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를 위한 전

제조건이 주어지는 것이다.124)  

물론 시장경제질서는 사적 소유권만을 전제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주체 산하의 공기업이 계속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주체인 국

가가 단순한 기업이윤에 대해 배당권한을 갖는 출자자로서만 남아 있을 

수는 없다. 국가가 공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경우 공기업들 

사이에 혹은 공기업과 사기업 사이에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권이 기업활동의 전제조건으로서 개인에게 열려 있는 

경우에만 전개될 수 있다. 사적 소유권과 시장경제의 유지와 발전 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므로,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경제에 이질적인 

존재가 아닌지 혹은 심지어 전체 질서에 위험으로 나타나는지 혹은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에 있어서도 정당화되는 고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125)

Ruthig/Storr 역시 독일 경제헌법에 제시하는 국가의 경제조정 시스템은 

자유경쟁, 즉 사인이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의사결정에 따라 최대한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장경제적 목표는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공공주체의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인에게 주도권과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124)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
Zürich, 1969, S.69 참조.

125) Ebd., S.70-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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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6)

결국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용어가 주는 뉘앙스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제질서를 본질적으로 사적 자치와 사적 소유권에 입각한 자유시장경제

라고 보는 입장에서 볼 때 공기업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

장경제질서에 있어서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즉 공기업에 대한 정당성 내

지 허용가능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2)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헌법 준칙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기본법은 경제정책상 중립적이다. 기본법에

는 공기업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일반적 진술이나 공공경제에 대한 민간

경제의 우위, 혹은 그 반대에 대한 문언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

상 중요한 것은 개별 기본권 규정 혹은 공공주체의 권한에 대한 한계이

다.127)

Gusy는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관한 독일 기본법의 핵심적인 규정으

로 제110조 제1항(연방예산안 중 연방경영 및 특별재산 관련 사항), 제

134조(구 제국재산의 권리승계자), 제135조 제6항(지역변경에 따른 재한

의 처리와 관련된 구 프로이센 주의 사법상 기업) 등을 든다. 그러나 이 

규정들조차 공공주체가 경영하는 경제기업의 허용가능성에 대해 일반화

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 이 규정들은 임무를 수행하는 기업에 의해 사

후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을 규율하지도 않고, 영리경제적 활동의 허용이

나 새로운 기업의 설립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도 않기 때문이다.128)

물론 독일 기본법에는 공공주체의 개별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존재한다. 기본법 제87e조(연방철도), 제87f조(우편 및 통신제도),

126) Ruthig/Storr,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4. Aufl., Heidelberg, 2015, Rn.683.
127) Je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S.1255 참조.
128)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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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연방은행), 제89조(연방수로), 제90조(연방도로) 등의 규정들은 주

로 생존배려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주체에 대해 임무의 성

격에 따른 담당 주체 간 역할분담의 지침이 된다. 이처럼 기본법에서 개

별 경제활동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한 그 활동의 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해소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범은 국가의 전체 경제활동 가운데 

단지 일부에 대해서만 발견될 뿐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활동 혹은 공

기업의 설립에 관해 공공주체가 의거할 수 있는 명확한 권원은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129)

독일 법제에서 공공주체 경제활동의 허용가능성 문제는 오히려 법규범 

전체적으로 공기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데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Gusy는 국가 경제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는 기본권에서도 추론되

지 않는다고 한다. 비록 기본권으로부터 ‘경쟁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도

출되고 ‘경쟁을 통한 침해’에 대한 사인의 기본권 보호가 인정된다 하더

라도, 기본권 침해는 경우에 따라 공익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러한 의미에서 적절한 법적 한계 내에서의 공기업의 설립은 정당한 국가 

경제활동으로 해석되어 적어도 금지되지는 않는다.130)

공기업에 대한 헌법상 제약은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 기속성을 매개

로 추론해야 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기본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직접 적

용되는 법규범인 기본법의 구속을 받는다. 기본법 제12조, 제14조 혹은 

제1조 제2항에 따라, 입법자에게는 동등한 경쟁기회의 보장을 통한 자유

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공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사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려면 공익적 필요에 의한 정당성 심사가 요구

된다.131)

129)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68 참조.

130) Ebd., S.168.
131) Sarah Dorst, Öffentliche Unternehmen: Begriff, Erscheinungsformen, Zülassigkeit, 

Aufgaben, Hausarbeit im Rahmen des Seminars “Aktuelle Probleme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im Sommersemester 2008, S.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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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에 대한 구속은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핵심적 헌법지침으

로서, 여기서는 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한 직업의 자유가 특히 중요

하다. 현존 경제질서는 시장에서 공급자 및 수요자로 행위하는 기업주체

의 자유로운 경쟁을 기본원리로서 포함한다. 이와 같은 경제질서의 틀 

안에서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주체의 행위는 허용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한 기본법 제12조 제1항을 통해 보호되는 직업의 자유의 구성요소가 된

다. 따라서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이 그와 경쟁하는 사기업의 입장에서 보

면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132)

그러나 사기업 권리의 보호범위에 대한 연방행정법원의 결론은 “경쟁

자로서의 국가의 진출은 시장경제에 있어서 경쟁압력의 격화만을 의미할 

뿐”133)이며, “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이를 통해 사인의 경쟁을 불가능하

게 만드는 것이 아닌 한 공공주체의 경쟁에 대응해서 사인을 보호하지 

않는다”134)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학설의 입장은 다소 상이하다. 우선 Selmer는 모든 기본권 

주체는 시장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갖기 때문

에 경쟁원리는 사실상 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내재적 제약이 되지만,

이는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공공

주체의 경제활동은 일반 사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상 직업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특수한 권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

서 Selmer는 공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사기업이 공공부문과 경쟁상황에 

처하는 것은 단지 경쟁압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

해 경쟁상황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시장경제구조가 강제적으로 해체된 것

에 준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한다.135)

132) Peter Selmer,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und 
Unternehmersgrundrecht, in: Stober/ Vogel (Hrsg.),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2000, S.80-81 참조.

133)  BVerwGE 71, 183 (193).
134)  BVerwGE 39, 329 (336).
135) Peter Selmer,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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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국가의 경제활동을 기본법 제12조의 보호영역 침해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직업수행과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고 객관적인 직업 규제적 

경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Tettinger 등에 의하면, 국가

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사인의 직업수행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

게 변화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보기에 충분하

지 않으며, 그에 더하여 국가의 조종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

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경쟁상황

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바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136)

Schneider는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이 사인에 대한 직업규제적 성격을 갖는

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경쟁상 편익을 부여했

다는 사실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한다. 그 예로서 공영방송에서 공기업 광

고에 대한 우대조치나 공기업이 어느 사기업의 시장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공급망과 같은 영업상 필수적 시설을 통제함으로써 여타 사기업에 대해 영

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공공주체의 직업규제적 행위에 

의한 사기업 기본권의 침해 역시 공익적 이해관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당화 요건은 침해강도에 비례하여 강화될 것이다. 모든 직업

집단에 대한 국가의 배타적이고 배제적인 경쟁 참여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고권적 직업금지에 상응하며 이에 필적할 만한 정당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다.137)

(3) 연방예산법
독일 연방예산법(Bundeshaushaltsordnung: BHO) 제65조 제1항 제1호는 

Unternehmersgrundrecht, in: Stober/ Vogel (Hrsg.),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2000, S.80-81.

136) Je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S.1255 참조.

137) Ebd., S.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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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기업에 대한 정당화 요소인 공공목적을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중요한 사례이다. 동 조항은 “연방은 사법적 형식을 갖는 기업의 설

립이나 기존 기업에 대한 출자는 단지 연방의 중대한 이익이 존재하고,

연방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방식으로는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달

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규정한다.

상기 규정이 사법적 형식의 기업에 출자하는 연방에게 ‘중대한 이익’

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는 일차적으로는 

부속예산 전용(Nebenhaushalt)에 대한 이유제시의무를 부과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연방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방식으로는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

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경우”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는 단지 연방행정

기관 내부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아니다. 이 조항은 포괄적인 

민영화 심사의무를 부과하는 연방예산법 제7조의 제1항 제2절과 맥락을 

같이 한다.138)

연방예산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에서 나타나는 ‘연방의 중대한 

이익’과 ‘보충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전체적인 표현에 의해서만 파악

이 가능하다. 사법적으로 조직된 기업의 설립 및 출자는 해당 임무의 배

분과 관련된 조직적 결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공복리 요청에 비해 ‘중

대한 이익’ 공식은 규범적 통제력이 거의 없다. 실제로 지금까지 독일에

서 연방의 중대한 이익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공기업의 설립이나 출자가 

금지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이 ‘원칙적 

기속, 예외적 재량’(Soll-Karakter)이라는 공준에 의해 발생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공공목적 내용을 구체화하는 책임을 사실상 행정부로 떠넘긴 데

로부터 나온 결과라고 Storr는 해석한다.139) 이런 이유에서 독일 연방예

138) Steph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116 참조.
139) 독일 연방예산법 제7조는 연방예산안의 작성 및 집행에 있어서 연방정부에 

대해 경제성 및 비용절약 원칙을 고려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제1항 

2절은 “(연방은) 이러한 경제성 원리에 의해 국가임무 혹은 공공목적에 기

여하는 경제활동이 조직적 분리, 민간이약 혹은 민영화를 통해 수행이 가능

한지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bd.,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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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법 제65조는 동 규정이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제약이 있다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기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실정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4) 주 경제헌법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법 준칙은 여러 관련 법령에 분산되어 있

지만 대표적인 것은 주 경제헌법상 게마인데의 공기업에 대한 규정들이

다. 지방기업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주 헌법상의 요건에 구속된다. 

주 경제헌법의 기본적 모체는 제3제국 시절 제정된 독일 게마인데법

(Deutsche Gemeindeordnung: DGO) 제67조의 지방공기업 설립에 관한 3대 

제약조건이다. 동 규정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대해 공공목적, 지방자치

단체의 이행능력 및 필요성 심사, 민간경제에 대한 지방의 경제활동의 

보충성 심사 등을 통한 정당화를 요구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공목적’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거나 정당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유형 및 범위에 따라 게마인데의 

이행능력과 적절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에만 경제기업을 설립하고 확

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구 독일 게마인데법의 지방공기업 관

련 조항은 다수의 주 게마인데법에 계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소위 ‘보

충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사인이 공공목적을 보다 효과

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게마인데에게 공기업의 설

립이 허용된다.140)  

구 독일 게마인데법(DGO) 제67조의 목표는 과도한 경제적 요청으로부

터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적 책무 및 통제의 공동화를 예방하며, 재정조정법상의 원조의무로부터 

140) Sarah Dorst, Öffentliche Unternehmen: Begriff, Erscheinungsformen, Zülassigkeit, 
Aufgaben, Hausarbeit im Rahmen des Seminars “Aktuelle Probleme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im Sommersemester 2008, S.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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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는데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 

행정임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불확실한 기업적 리스크에 노출

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사인이 해당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

공목적은 지방공기업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동 

규정의 보충성 요건이 제3자 보호를 매개하지 않는 경우에 더욱 명백해

진다.141)

공공목적은 오래 전부터 국민에 대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 특히 

전력, 가스 및 상수도를 공급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고전적 임무’의 근

거가 되어 왔다. 공공목적은 광의로 해석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목적

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재량을 갖는다.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

된 공공목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은 연방행정법원도 인정하는 바

와 같이 “지방의 정책적 사안”이다.142)

현재 개별 주의 헌법,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헌법 제18조 1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생존배려시설 설립에 대한 규정이다. 생존

배려시설에는 상수도 및 에너지 공급, 하수도 및 기타 위생시설, 도살장 

및 원격난방(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헌법 제19조) 등이 속한다. 사안

에 따라 이러한 ‘시설’들은 현저한 경제적 중요성이 수반되는 지방공기

업(시영사업)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시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생활기반

을 창출하는 특수한 목적과 임무로 인해 법률상 특별규정의 구속을 받는

다. 지방의 경제기업에 대해 민법, 상법, 경제법 등 일반법 규정은 대체

로 적용되지 않거나, 게마인데의 생존배려에 관한 규정의 특수성에 저촉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단지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 이와 같이 지방자

치단체는 생존배려시설의 설립에 관해 권한과 함께 의무도 지는 것이

다.143)

141) Steph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118 참조.
142) BVerwGE 39, S.329, 334.
143)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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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생존배려시설의 설립 의무를 지는 경우 이를 수행할 

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관해 각 주의 헌법은 

다양한 요건들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 요건들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목

적에 관해 “긴박한 공공목적을 통해 요청”되어야 한다거나(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헌법 제88조), “공공목적상 필요”하거나(바이에른 주 헌법 

제89조), “공공목적을 통해 정당화”(바덴-뷔템베르크 주 헌법 제102조 등)

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144)

공기업의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공공목적은 법률에서는 구체적으로 규

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

목적은 게마인데 주민의 공익을 촉진하는 한도 내에서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또한 게마인데에게는 공공목적의 내용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판

단재량이 유보되는데, 이는 공익에 대한 정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

화하는 지역적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가능성 및 주민의 수요에 

좌우되기 때문이다.145) 법원 역시 공기업의 공공목적 표지를 적극적인 

설립요건으로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 공공목적에 저촉되지 

않는지 만을 소극적으로 심사한다.146) 따라서 공공목적의 확정은 기본적

으로 지방정책상의 합목적성 고려의 대상이고, 행정주체에게 상당한 판

단재량이 주어진다.

공기업의 공공목적 적합성 문제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단순한 영

리경제적 목적’도 공공목적으로 간주되는가이다. Gusy는 순수한 영리적 

수입이 다른 공공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 이를 긍정할 수 있다

고 본다. 특히 공기업 설립의 허용요건으로서의 공공목적을 소극적 경계

설정기준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매우 자연스런 것이다.147) 

144)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69 참조.

145) Je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S.1257.

146)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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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Schneider는 단순한 이윤획득 의도만으로는 지방의 경제활동을 

정당화 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공기업의 영리적 이익은 

기본적으로 게마인데 주민의 복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이 요

구하는 임무가 주는 과도한 부담 때문에 해당 기업이 재정적 곤란을 겪

는 경우 지방재정 균형조정의 틀 안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의무의 감면

이나 자원배분의 증가를 주 정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재정적 곤란의 개연성이 지방공기업의 순수한 영리경제활동을 정당화하

지는 못한다는 것이다.148)

이밖에도 개별 주의 공기업 설립에 관해서는 보충성 조항이 적용된다.

즉, 전술한대로 게마인데의 경제활동은 다른 방법, 특히 사기업을 통해서

는 공공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만 허용된다.149)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제약은 단지 게마인데에 관해

서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보충성 원리는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해

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150) 

보충성 조항과 관련해서 지방의 대표기관들에게는 법원에 의해 존중되

는 판단재량이 인정된다. 게마인데가 실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적용 규

범을 타당하게 해석한 데 기초해서 자신이 해당 급부를 사인이 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납득할 만하게 

입증하는 경우 법원 및 사인경쟁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151)

147)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 
S.170.

148) Je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S.1257.

149)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헌법 제88조 등.
150)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70.
151) Je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S.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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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법령의 준칙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관한 여타의 중요한 준칙으로는 경쟁법과 유럽

연합조약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에 관해 간략하게 개관하고 이후에 관

련 문제를 중심으로 상론하기로 한다. 

가. 경쟁법

독일의 일반 경제법은 크게 경쟁제한방지법(GWB)과 부정경쟁방지법

(UWG)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기업과 사기업 간에, 그리고 다수의 공기

업들 간에서도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도 경쟁

법과 카르텔법이 적용된다. 경쟁제한방지법 제130조에 따르면, 완전히 혹

은 부분적으로 공공주체의 소유 하에 있거나, 공공주체에 의해 관리되거

나 경영되는 기업도 경쟁법의 적용을 받는다. 허용되는 시장활동에 관해

서는 사법의 규정, 예컨대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쟁제한방지법과는 반대로 공기업에 대한 적용가능

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

용에 있어서는 국가의 활동이 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

다. 경쟁행위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다. 경쟁법의 핵심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를 통해 규정된다. 동 

조항에 따르면, 경제주체로서의 공공주체 역시 경쟁법상 공서양속을 위

반하는 경우, 예컨대 독점적 지위의 남용, 허용되지 않는 저가입찰 혹은 

국가권한의 남용 등을 하는 경우 부작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152)

152) Sarah Dorst, Öffentliche Unternehmen: Begriff, Erscheinungsformen, Zülassigkeit, 
Aufgaben, Hausarbeit im Rahmen des Seminars “Aktuelle Probleme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im Sommersemester 2008, S.1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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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연합조약

원칙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공법적 조직인지 사법적 

조직인지와는 무관하게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1조 내지 제106조에 따라 

경쟁규범의 구속을 받는다. 유럽연합조약은 회원국 법률의 상위 규범으

로 유럽연합에서의 순수한 경쟁을 보장한다. 이는 동 조약 제101조에서 

카르텔 금지를 통해, 동 조약 제102조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를 통해 구체화된다. 공기업에 관해서는 우대금지가 요구된다.

기존에 국가가 보유한 상거래 영역에서의 독점적 지위는 유럽연합조약 

제37조에 따라 재고되어야 한다. 동 조약 제54조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

에 의해 설립되는 모든 회사 및 공기업에 관해서는 거주의 자유가 적용

된다. 더 나아가 회사의 주주 및 제3자를 위한 보호규정이 동 조약 제50

조 제2항 g호에 규정되어 있다. 유럽중앙은행(유럽연합기능조약 제127조 

이하) 혹은 유럽투자은행(유럽연합조약 제308조 이하)과 같은 국제공기업 

역시 유럽연합조약에 근거해서 창설되었다. 이 기관들은 고권적 임무를 

수행하지만, 이는 때로 사법적 수단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럽연합조약의 원칙은 공기업과 사기업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두 유형의 기업 모두 경쟁법의 규율을 받으며, 동시

에 기회평등원칙에 기속된다. 공기업의 특권 및 특수한 공적 임무에 대

한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153)

2.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당화

(1) 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의 공기업 문제

153) Sarah Dorst, Öffentliche Unternehmen: Begriff, Erscheinungsformen, Zülassigkeit, 
Aufgaben, Hausarbeit im Rahmen des Seminars “Aktuelle Probleme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im Sommersemester 2008, S.1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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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념에서 보면 경제는 사회적이고 비

국가적인 영역에 귀속되며, 그 운영은 사경제주체들 간의 경쟁을 통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시장경제

의 현실에서 국가는 많은 경우 경제주체로서 나타나며, 자생적인 시장과

정에 대한 유도 및 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문제는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즉 공기업의 활동이 민간경쟁자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의 공공주

체의 경제적 임무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과 시장경제

와의 양립가능성의 관점에서 공기업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가장 유력한 반론은 공기업이 전체 시장질서의 기능과 존립을 위협하

는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반론은 공기업과 사기업 

간에는 공정한 경쟁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현저한 경쟁상의 특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공기업과 경쟁하는 사기

업은 항상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반론은 경제정책적 측면을 넘

어서서 과도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국가의 수중에 놓이는 데 대한 우

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 반대론을 Emmerich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154)

우선 국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기업은 사적 소유권을 전제로 하

는 시장경제의 기능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확대가 시장경제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자인 사기업들의 시장경제활동의 자유의 내

용이 무엇인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시장경제는 사인의 자유로운 경제적 

주도권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경쟁에서의 특권을 보유하지 않고 경쟁력

을 가진 공기업은 시장경제에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

은 사적 자치를 방해하지 않고, 시장경제질서의 기능에 필수적인 자유로

운 공간을 부여한다. 그러나 중요한 시장에서 공기업의 지위가 매우 강

154)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
Zürich, 1969, 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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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해져서 사인이 시장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는 공공주체의 경쟁상 특권이 클수록 더욱 그러하

다.155)

사실 경제활동에 있어서 공공주체가 가지는 법적인 특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사례로서는 광업법상 국가유보, 재정전매 및 여타 법률에 근거

한 행정적 독점, 다양한 조종상의 특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

은 국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근거로 사실상의 경쟁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모든 공기업이 공공주체의 예산지원을 받으

며, 이를 통해 공기업에게 무제한적인 재정수단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다

는 점이다. 국가예산의 지원 이외에도 공기업은 국가의 감독 측면에서도 

우대를 받는다. 공기업이 경쟁상의 특권을 요구하고 경쟁의 참여를 통해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한 시장경제질서의 기능을 위

험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156)

마지막으로 Emmerich에 의하면, 공기업의 활동을 통해 국가의 수중으

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집중되는 데 따른 우려가 존재한다. 경제적으

로 활동하는 국가는 동시에 최고 권력의 보유자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국가의 수중에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집중된다면 그 위험성은 명백하다. 

모든 형태의 경제적 권력은 개인의 자유에 위험이 된다. 그러나 경제적 

권력이 정치적 권력과 결합할 경우 시민의 자유에 대한 위험은 보다 심

각하고 중대해지므로, 그에 대해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행위여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체계내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지의 문제가 고찰되어야 한다.157)

민간경쟁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고전적 문제 이외에도 공기업의 

활동은 공법 도그마틱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Schneider

155)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
Zürich, 1969, S.80-81.

156) Ebd., S.81-82.
157) Ebd., 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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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주체 경제활동의 허용가능성 문제는 민간경쟁자와의 관계 측면에

서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공주체

의 기업가적 활동과 경제규제 활동 간의 상호작용 측면에서도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58) 전자는 공기업의 활동이 독립적인 행정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의 감독 문제에 대한 민주적 법치국가적 정당성의 

문제이며, 후자는 경제주체로서의 국가와 조종주체로서의 국가의 역할 

간 충돌의 문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측면을 갖는다. 이는 공기업이 공공행정 체계상의 행정주체라

는 측면과 사인과 경쟁하는 시장경제주체라는 이중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법적 측면 이외에도 공법적 측면에서 공기업의 허용

가능성은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기본규범의 대전제 하에 사인

의 기본권 보호라는 보호규범과 국가임무 및 공공목적을 통해 정당화되

는 공기업의 임무라는 두 가지 측면의 형량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2) 공기업에 대한 원칙적 허용불가능성 테제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은 사적 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에서는 이질

적인 존재이다. 물론 통설로 인정되는 독일 기본법의 경제정책상의 중립

성 원칙에 따르면, 공공주체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연방의 권한규범, 법

치국가 원리, 특히 기본권 및 사회국가 형상화 명령이 보장되는 한 공기

업은 헌법체계에 부합하는 행정주체의 발현형식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기본법은 협의의 생존배려를 넘어서는 공공주체의 경제활

동에 대해 일부 개별 영역(철도, 우편 및 통신에 관한 기본법 제87e조 

및 제87f조)을 제외하고는 허용가능성과 정당화에 대한 준칙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모든 국가행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법치국가 체제 

158) Je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S.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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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는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역시 예외 없이 기본권, 경제적 자유권 

등 헌법 규범의 기속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159)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인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해서, Selmer는 

사인의 경제활동은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활동으로서 원칙적으로 합법적

인 반면에 공공경제는 헌법상 명시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

로 합법성과 본원적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별 실정법에 의해 권

한의 내용이 규정되고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공기업 활

동의 목적에 있어서 공공목적이 보다 결정적인지 아니면 사경제적인 영

리추구가 결정적인지와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60)

공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질서 보호의 문제 역시 제기된다. 취약한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체계내재적인 법률을 통해 

공기업의 행위여지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만 시장경제질서에 공

기업이 성공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경

쟁제한 문제 역시 경쟁법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경쟁법은 사

법적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대한 적용규범이 되는 것이

다.161)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문제는 공기업의 활동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에 대한 고찰로부터 출발해서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관련해

서도 논의되고 있다. 국가의 경제활동 및 그 표현으로서의 공기업의 활

동은 국가의 필수적 임무로서 공공목적에 의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도에서 허용되지만, 그것이 부정될 때는 민영화의 압력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Weiss는 국가임무는 공익의 존재를 전제조건으로 하며, 

159) Peter Selmer,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und 
Unternehmersgrundrecht, in: Stober/ Vogel (Hrsg.),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2000, S.75 참조.

160) Ebd., S.78.
161)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

Zürich, 1969, S.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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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허용가능성은 공공목적의 존재에 좌우된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경제활동은 행정에 속하므로, 공공목적 관련성은 필

수적인 것이다.  독일 기본법 제1조(인간의 존엄) 제2항 및 제3항과 제20

조(헌법의 기본원리, 저항권) 제2항 및 제3항의 행정권력은 단지 고권적 

권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법과 입법 이외의 모든 국가활동을 의미

한다. 따라서 국가는 발현형태를 불문하고 기본권 및 법률에 기속되어야 

한다. 국가의 경제활동은 다른 국가행위와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의 행사

이며, 국가임무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이는 경제활동의 조직

형식 및 행위형식을 불문하는 것이다.162)  

따라서 국가의 경제활동은 다음과 같이 국가임무의 척도에 부합하는지

에 따라 분석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가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공익(öffentliches 

Interesse)이 존재해야 한다. 공익은 상품 공급의 개선, 일자리 제공, 낙후

된 지역의 진흥 등에서 발견된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조세국가 내지 공

과금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윤획득은 공익과 관련성이 없는 것

으로 해석된다. 공익은 급부 자체에서 존재해야 한다. 한편 경쟁기능의 

보호에도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기능의 제고 역시 국가의 경쟁참

여에 의해 바로 기대될 수는 없다. 이는 한편으로는 경제과정의 전개는 

국가가 계획하고 예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공기업 역

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조건에 지배를 받는 경제주체의 하나

이기 때문이다.163) 

둘째, 국가는 그 임무를 법률에 근거해서 수행해야 한다. 경제활동의 

법적 근거는 개별 실정법 규정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예산법에도 존재한

다. 법치국가적 법률유보의 요청은 국가 경제활동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심사에도 해당되는 것이다.164)  

162) Wolfgang Weiss, Privatisierung und Staatsaufgaben, Tübingen, 2002, S.438. 
163) Ebd., S.439 참조. 
164) Ebd., S.4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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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가의 경제활동은 국가목적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Weiss는 

여기서 기본권으로부터 국가임무를 도출하는 접근에 기초하여, 모든 개

별적인 경제활동은 국가목적의 일환인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에 복무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165) 그러나 이런 관점에 의할 경우 국가 자체의 경

제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의 보장과 진흥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임무가 나타나는 영역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Weiss는 국가재

정을 통한 구호업무, 유휴잠재력 활용, 경제적으로 낙후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진흥기업 등의 특징을 갖는 활동은 국가임무의 수행에 기여하는 경

제활동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한다.166)

추가적인 허용사례로서, Weiss는 기본법 제7조(학교제도, 종교제도) 제

3항 및 제4항에 근거한 공립학교 설립, 과학·연구·학문에 대한 보호 의무

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헌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도로, 수로 

및 철도교통 인프라의 설치, 민주주의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

보제공을 근거로 하는 국영방송국 등을 든다. 그러나 Weiss는 국고행정

의 관점에 입각한 단순한 영리경제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

한다.167)  

넷째, 국가의 경제활동은 헌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독일에서 국가 

경제활동의 헌법적 허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국가의 경제활동의 허용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및 경쟁에 미치는 영향, 

법률유보, 보충성 원리,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었

다. Weiss는 기본법 제15조(사회화), 제86조(연방고유의 행정), 제87e조 제

3항(연방철도), 제87f조 제2항(우편 및 통신제도) 등과 같은 개별 헌법 규

정들을 살펴보더라도 기본법이 국가의 경제활동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국가의 경제활동 역시 기본법 제30

165) Wolfgang Weiss, Privatisierung und Staatsaufgaben, Tübingen, 2002, S.439 참
조. 

166) Ebd., S.439 참조. 
167) Ebd., S.4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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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의 기능) 및 제83조(연방법률의 집행)에 따른 기본법상의 권한배분 

원칙에 예속된다. 특히 연방의 경제활동은 명시적인 규정을 예외로 하고

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68) 

독일 기본법 제1조 제3항의 무제한적 기속력에 의해 국가의 경제활동 

역시 기본권 보호규범의 구속을 받으므로, 사인은 부당한 국가의 경쟁활

동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에 대한 주관적 방어권을 갖는

다.169)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연방예산법(BHO) 

제65조와 같은 예산법 규정은 개별적인 보호규정들로서 기본권 준칙의 

성격을 지니므로, 단지 공익뿐만 아니라 경쟁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존재

하는 것이다.170)  

Weiss는 결론적으로 국가, 특히 연방의 경제활동은 헌법상 약간의 예

외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가의 경제활동은 자유의 보

장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국가목적의 달성에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

화되지 않는 기본권 침해로 나타난다. 국가의 경제활동은 단지 경제적 

구호업무와 유휴잠재력 활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경

우에는 헌법과 관련 실정법에서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권한 및 감

독 의무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국가임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Weiss는 민간경쟁자는 구체적인 침해 여

부와 무관하게 국가에 대해 그 경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주관적 방

어청구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한다.171)

그러나 Weiss의 입장은 국민경제에서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무시할 수 없는 비중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합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과거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인한 민

영화 압력에도 불구하고 생존배려 급부의 제공 주체로서의 공기업의 역

168) Wolfgang Weiss, Privatisierung und Staatsaufgaben, Tübingen, 2002, S.440. 
169) 독일 기본법 제1조 3항은 인간존엄성 보호와 관련하여 “기본권은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집행·사법을 구속한다”고 규정한다.
170) Wolfgang Weiss, Privatisierung und Staatsaufgaben, Tübingen, 2002, S.442.
171) Ebd., S.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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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원칙적인 허용불가능성 테제에 의해 민

영화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공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

는 현실정치를 고려하더라도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Weiss

의 관점에 의하면, 현실정치의 위력 앞에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공기업

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헌법불합치적 상황을 법률가들이 무력하게 용인

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만을 남길 뿐이다. 

오히려 공기업은 아래에서 고찰하는 이른바 ‘도구주의 테제’의 관점에

서 공적 임무 내지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공주체의 도구로 파악할 때, 

그 허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3) 공기업에 대한 도구주의 테제
Schneider에 따르면, 독일에서 공기업에 대한 보편타당하고 엄격한 목

표의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독일에서 공기업의 형성과 전개과

정은 국가의 경제활동에 관한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는 다양한 역사적 국

면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독

일의 공기업은 통일적인 정치경제이론도, 통일적인 목표도 결여된 섹터

이다. 오히려 독일의 공기업은 역사적으로 실용적인 정책목적에 의해 형

성된 “개별적 결정들이 누적된 복합체”이다.172) 

국가의 경제활동을 옹호하는 입장은 대개 소위 ‘시장실패’를 존재이유

로 든다. 고권적 국가행정 대비 공기업의 장점으로는 시장친화성, 융통

성, 자기책임, 완화된 관료주의, 예산절감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사실 시

장실패, 즉 시장의 자율조종기능의 실패를 들어 공기업 도입을 정당화 

하려는 시도의 배후에는 종종 정치적 의도가 은폐되어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이 완전한 조종기능을 발휘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유사 이래 시장은 항상 실패해 왔으

172) Je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S.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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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공공주체 개입의 부재와 시장실패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학문적 견

해는 매우 다양하고 시대적 흐름에 지배되는 것이다.173)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주체 자격을 원칙적으로 사인에 대해서만 인정하

고 공공주체의 원칙적 허용불가능성을 주장하는 Weiss류의 입장과는 달

리 이른바 ‘조종국가론’은 공기업을 고권적 행위가 아닌 조종을 통한 국

가행정의 발현형태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최근의 행정법 개혁논의는 “국가의 슬림화”, “국가의 후퇴”, “행정의 

후퇴”, “탈규제”, “민영화”, “작은 국가”, “민영화된 국가”, “신조종모델”, 

“조종자로서의 국가” 등의 슬로건으로 특징지워진다. Storr에 따르면, 조

종(Steuerung)이란 고권적 통제를 대신하여 행정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지휘(Leitung)와 유도(Lenkung), 지도(Führung)와 영향력 행사(Einwirkung)

를 내용으로 하는 기능적 개념이다. 국가의 사화(私化) 내지 민영화에 관

한 논의는 공공행정의 경제성과 경쟁력의 제고를 동인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광범위한 민영화를 통해 슬림화된 현대적 모델로서의 국가가 한

편으로는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부터 후퇴하여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경쟁을 조성하되, 조종권한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묘

사된다.174)

조종국가론은 공기업에 관해서는 ‘도구주의 테제’로 발전한다. 즉, 신

정치경제이론 내지 신공공관리론의 발상에 따라, 공기업은 국가정책수행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정책수행을 위한 조종수단으로 파악된다. 공기업은 

국가의 경제정책적 목표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국가의 정책적 결단에 의

해 주어진 사실”이며, 조종국가 모델에 의한 행정의 기능적 발현형식이

다. 따라서 도구주의 테제에 의하면, 전통적인 국고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고권적 행위주체의 사법적 행위에 대한 허용가능성 심사는 공기업에 대

한 조종의 보장 여부와 조종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적 준칙, 즉 법치

173) Je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S.1251-1252 참조.

174) Steph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52-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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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민주주의적 정당화의 문제로 전환된다.

Storr에 의하면, 도구주의 테제는 법적인 표현으로는 국가권력의 매개

체로서의 공기업에 대한 조종 최적화 명령 및 공기업 활동의 국가귀속으

로 나타난다. 조종 최적화 명령은 법치국가 및 민주주의 원리, 예산법상

의 적절한 명령, 조종 및 책임간 견련성 원리(예산회계법 제65조 제1

항175)) 등으로부터 도출된다. 또한 행정조직(기본법 제86조176) 및 제87

조177)) 및 공공조직(기본법 제33조 제4항178))에 대한 헌법 규정에서도 발

견된다.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조종 최적화 명령은 공공주체가 기업을 지

배하는 한 공기업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을 요구한

다.179)

Storr가 표현한 조종 최적화 명령은 곧 공기업에 대한 통제와 조종의 

정당화를 의미한다. 공기업이 정당화 되려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가

175) 독일 연방예산법(BHO) 제65조 제1항은 “연방은 사법적 형식을 갖는 기업의 

설립이나 기존 기업에 대한 출자는 단지 연방의 중대한 이익이 존재하고,

연방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방식으로는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규정한다.
176) 독일 기본법 제86조(연방고유의 행정)는 “연방이 연방고유의 행정에 따라서 

공법상의 연방직할단체나 영조물에 따라서 법률을 집행할 경우에는 법률이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연방정부는 일반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

다. 연방정부는 법률이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관청조직을 규율한

다.” 고 규정한다.
177) 독일 기본법 제87조(연방고유행정의 대상)를 공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

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외교업무, 연방재정행정 및 제89조
에 따른 연방수로행정과 항해행정은 연방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

고유행정으로 수행한다... ② 관할구역이 하나의 주를 넘는 사회보험자는 연

방직할의 공법상 법인으로서 운영한다... ③ 그 밖의 연방법률은 연방이 입

법권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독립된 연방상급관청과 새로운 연방직할의 

공법인 및 영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178) 독일 기본법 제33조(국민으로서의 권리) 제4항은 “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일

반적으로 공법상의 근무관계와 충성관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계속적 과제로

서 위임된다”고 규정한다.
179) Steph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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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수행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조종은 원칙적으

로 계층적인 국가조직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공기업의 조직형식의 선택

도 설립주체에 대해 무제한의 재량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조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효

과적인 조종은 국민이 행정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게 해주는 측면도 포함한다. 공기업이 공공주체로부터 조직적으로 

분리되더라도 국민은 자신의 권리, 예컨대 급부청구권을 행정에 대해 효

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독립적인 조직의 선택을 통

해 국민의 요구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180)

공기업의 기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적

으로 형성된 국민의 의사를 최적의 방식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

에서 효과적인 조종을 위한 법치국가적 요청은 민주주의 원리와 연결된

다. 물론 민주주의 원리의 요청은 단순히 공기업 내지 경제행정의 기능

성 제고라는 실용적인 목표를 넘어서는 것이다. 모든 공적 임무 수행에 

있어서 국가권력 행사는 국민의 의사에 의거해야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은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정당화되

어야 한다.18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체를 통한 공기업에 대한 통제와 조종이 일반

적으로 가능하려면, 공기업 목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목표를 수립하는 

공공주체는 조종도구인 공기업에 출자하고 지배적 지분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한다.182) 결국 도구주의 테제에 따르면,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내지 정당성은 공기업의 목표, 말하자면 조종주체

인 공공주체가 수립하고 공기업에게 부여하는 국가임무 혹은 국가목표를 

척도로 심사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180) Steph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68.
181) Ebd., S.69.
182) Je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S.12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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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기업의 임무
공기업은 곧 경제분야에서의 국가의 독점을 의미한다. 국가의 독점은 

공법에 의해 창설되는데, 이는 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이라는 경제활동과 

공기업에 대한 특별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규제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루어진다.18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의 시장진입이 반드시 사

인 경쟁기업이 지니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

지가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설립에 수반되는 이용강제 및 사기업 이용

의 금지는 잠재적 경쟁자인 사인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될 

수 있다.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공기업은 국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경제정책적 

목표의 수단이다. 따라서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역시 고권적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며, 그 활동의 결과로 인해 기

본권의 침해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목적 및 임무에 의한 정당화가 필요하

다. 따라서 공기업을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행정조

직으로서 파악할 때,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국가임무의 윤곽을 파악함이 

없이 공기업의 임무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이른바 독일의 ‘국가임무론’을 사상사적으로 개관하고, 그

에 입각해서 국가임무 민영화의 한계로서 필수적 국가임무, 특히 이중에

서 경제활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국가임무를 도출함으로써 공기업의 규범

적 임무를 파악하고자 한다.

1. 국가임무의 현대적 내용 

183)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2), JA 1995, 
S.2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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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임무론의 전개과정
독일에서 국가임무의 개념은 헌법이나 실정법상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개념 사용이 정형화된 도그마틱적 개념도 아니다. 

‘국가임무론’(Staatsaufgabenlehre)은 국가의 성립과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

한 국가목적에 관한 법철학과 국가학의 논의에서 개념적 기원을 찾을 수 

있고, 20세기 후반부터 하나의 이론적 논의로 발전되어 왔다. 또한 기본

법상으로는 국가목표 규정(Staatszielbestimmung)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임무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정부가 어떠한 활동을 하

는가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아니라, 국가가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만 하는가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184) 

Weiss는 국가임무론의 윤곽을 잡으려면 국가임무(Staatsaufgabe), 국가목

적(Staatszweck), 국가목표(Staatsziel)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가목적론의 정신사적 발전과정의 고찰을 요

한다.185)  

18세기까지 국가목적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저런 공익적 목표를 참조

하여 정의되었던 반면에 19세기부터는 국가를 고유목적으로 간주하거나 

자연법적 시대정신의 연속선상에서 보다 개인의 자유에 결부시키는 관념

이 도입되었다. 즉, 국가목적에 대한 문제는 뒤로 후퇴하고, 실증주의에 

따른 법학적 논의의 확대에 따라 광범위한 국가목적을 상정하는 이른바 

‘국가의 전권한성 이론’ (Allzuständigkeit des Staates)이 강조되었다. 

Laband, Gerber, Schmidt, Bornhak, Mohl 등의 실증주의자들에 의해 국가

목적론은 목적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의미를 두지 않고 오히려 국가에 

부여된 임무에 대해 논하는 국가임무론으로 전환되었다.186)

184) 同旨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1면, 194-195면 참조.
185) Wolfgang Weiss, Privatisierung und Staatsaufgaben, Tübingen, 2002, S.423.
186) 박재윤, 전게논문, 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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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19세기부터 국가목적의 문제는 국가권력의 한계를 확정하려

는 시도로 위축되었다. 국가목적의 문제는 국가의 구체적인 임무와 작용

을 조망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이다. 민주화와 헌법의 진전을 배경으로, 

국가목적은 국가권력의 제한과 정당화의 도구로서 헌법과 법률의 배후지

대로 후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정당성 문제는 합법성 문제와 분리되

는 것이다. 전권한성 이론은 국가를 특정 목적으로 기속하는 것을 불가

능하게 한다. 특정 목적으로 국가를 제한하는 것은 이념적 편향성이라는 

혐의를 받기 때문이다.187)

현대의 국법학은 국가목적론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 국가목적의 

문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더 이상 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퇴짜를 

맞고 있다. 그에 따라 국가목적은 공공복리(Gemeinwohl) 개념으로 대체

되었다. 공공복리의 내용은 개방적인 것으로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

은 정치적 과정에 맡겨져 있으므로,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이 중요한 문

제가 되었다. 국법학은 이제 국가임무(Staatsaufgabe)를 중심 과제로 다루

며, 국가목적은 ‘여하간 국가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실제

로 현대 국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므로, 구체적이고 국가임

무를 확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날 국법학은 국가임무

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는데, 국가임무의 내용은 단지 국가목표 규정뿐만

이 아니라 기본권, 권한규범, 예산법 및 여타 헌법 규정에도 배치되어 있

다.188)  

국가목표(Staatsziel) 개념은 국가임무 개념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이는 

단지 국가의 실제 활동을 국가임무라는 개념 하에 경험적 혹은 실증적으

로 고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위의 헌법적 지도결정에 관한 정치적 과

정을 목적규범을 통해 다시금 제시하려는 시도를 개념화한 것이다. 국가

목표론은 실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국가임무론과 공공복리 개념 내용의 

187) Wolfgang Weiss, Privatisierung und Staatsaufgaben, Tübingen, 2002, S.424 참
조.

188) Ebd., S.423-4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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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성에 대한 불편함의 표현이다. 국가목표론은 보다 순화된 형태로 

국가목적론의 주요 논제인 공공복리의 구체화 준칙을 다시 이끌어낸다. 

국가목표론에 있어서 국가목적 규정을 위한 시도는 국가의 의의에 대한 

문제와 개별법의 차원의 중간에서  구체적인 임무의 형성을 추구하는 것

이다.189)   

이러한 사상사적 전개과정은 국가목적, 국가목표 및 국가임무의 개념

들이 상이한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목적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국가활동의 의의와 정당성이고 국가목표 개념에 있어서는 

국가활동의 제한인 반면에 국가임무의 개념은 구체적인 국가활동을 파악

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사상사적 상황은 국가목적의 인식이 오히려 국

가임무론의 필수적 전제조건임을 입증해준다. 국가임무가 국가목적의 내

용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자의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 있으므

로, 국가목적은 자유보장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단순한 

공공복리 실현의 공준화를 넘어서는 실질적이고 규범적 기준을 지닌 국

가목적론은 국가임무를 공적 임무 내부에 포착하기 위해 필요하다.190)

일반적인 학설에 따르면 국가임무는 공적 임무의 부분을 구성한다. 

Stein은 공적 임무의 개념은 공익을 지향하거나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해 

추구되는 임무로 파악한다. 여기서 공적 임무의 동인이 되는 공공복리

(Gemeinwohl)는 공동체의 존립과 유지를 중심에 둔 모든 사인의 이익과 

공적 이익의 총합으로 구성된 개념이다.191) 한편 Peters는 공적 임무를 

그 수행에 대해 공공이 현저한 이해관계를 갖는 임무로 파악한다. 공익

(öffentliches Interesse)은 일반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이익

(Allgemeininteresse)을 지향하는 강력한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공익은 곧 

일반이익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공적 목표는 일반이익과 관련된 목표, 즉 

189) Wolfgang Weiss, Privatisierung und Staatsaufgaben, Tübingen, 2002, S.425 참
조.

190) Ebd., S.425 참조.
191) Katrin Stein, Privatisierung kommunaler Aufgaben: Ansatzpunkte und Umfang 

verwaltungsrerichtlicher Kontrolle, DVBl. 2010, S.565.



89

집단적 수요의 충족을 통해 공공복리를 직접적으로 증진하는 데 연관된

다. 이 경우 국가임무는 항상 공적 임무가 되는데, 이는 국가임무가 일반

이익에 포함되고, 동시에 이는 공화제 국가가 타인에 위임할 수 없는 공

익에 지향된 임무이기 때문이다.192) 

현대 국가 모델에 있어서의 국가임무론은 중립적 세계관 때문에 세계

관으로서의 특징을 갖는 국가목적을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 행

위의 근거 마련과 목표 수립 간의 합리적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념

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임무의 관념은 헌법국가에 있어서 불가능하다.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국가 존립의 의의로서의 국

가목적은 헌법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 및 

정당성으로서, 국가임무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처럼 헌법에 대한 국가임

무의 기속성은 국가목적에 대한 기속을 통해 발생한다.193) 

국가임무의 불확정성 때문에 국가임무론의 관점을 취할 경우에는 단지 

국가의 공적 임무 수행에 대한 규범적 준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공적 임무에 있어서 국가의 담당을 허용할지, 또

한 허용한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임무 규정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목적

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194)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Weiss는 국가임무(Staatsaufgabe)란 법적 형식에 

대한 헌법상 제약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안이라는 의미에서

의 ‘공적 임무’(öffentliche Aufgabe)를 수행하고 ‘국가목적’(Staatszweck)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다시 말해서, 국가임무를 확인함에 

있어서 공익(öffentliches Interesse)이 존재한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불

192) Hans Peters, Öffentliche und staatliche Aufgaben, in: Festschrift für H. C. 
Nipperdey, Band 2, 1965, S.877ff; Steph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106-107 참조.

193) Wolfgang Weiss, Privatisierung und Staatsaufgaben, Tübingen, 2002, S.426-427 
참조.

194) Ebd., S.4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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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며, 국가 내지 공공주체의 임무를 확정하기 위해 국가목적과 공적 

임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195)

Weiss에 의하면, 국가목적의 파악은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인간

의 존엄성 조항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한다. 국가는 스스로를 목적으

로 하지 않고 국민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권력의 핵심

적 관심사는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보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헌

법상 기본권의 권원일 뿐만 아니라, 전체 헌법의 기초이기도 하다. 따라

서 인간존엄성 존중과 보호 규정에는 국가목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부

여된다. 이 신조는 국가의 목적을 제시하고 모든 국가행위에 관한 가치

충족의 척도를 수립한다. 이로 인해 연방공화국의 국가목적은 인간존엄

성의 존중과 보호이며, 동시에 그 조건으로서의 개인의 자유의 보장과 

보호가 된다는 것이다.196)

Weiss는 인간 존엄성의 존중 및 보호라는 국가목적은 헌법상 기본권 

부분에서 구체화되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만이 국가임무규범이 된다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전개한다. 모든 국가활동은 자유권 및 평등권의 보장 

및 보호에 기여해야 하므로, 고권적 수단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국가활동

은 과도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Weiss는 사인도 제

공이 가능한 급부를 국가 스스로가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다. 오히려 국가는 해당 분야에서의 사인의 활동을 촉진해야 하고, 이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사인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국가는 

스스로 임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영역은 고권적 

권한의 필요성,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국가의 강제작용에 의해 범위가 규

정된다. 고권적 권력의 투입은 국가의 특징이며, 사인에 의해서는 수행될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고권적 권력의 투입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국

가임무가 존재한다.197)

195) Wolfgang Weiss, Privatisierung und Staatsaufgaben, Tübingen, 2002, S.428.
196) Ebd., S.428-429.
197) Ebd., S.42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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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ss는 국가임무를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보호라는 국가목적을 실현

하기 위한 기본권, 특히 자유권 보호 임무로 설정함으로써 국가임무의 

내용과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킨다. 국가의 임무와 역할을 자유권적 기

본권의 보호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 내지 공공주체의 역할의 확대, 특히 

국민경제생활에 대한 참여라는 현대 국가가 처한 상황과 공동체의 요청

과는 거리가 멀다. 헌법상 국가임무는 객관적 목표로서 제시될 수도 있

고, 주관적 청구권이 도출되는 기본권은 자유권 이외에도 사회권 등 다

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공적 임무가 국가목적의 실현을 지향하는 임무이며, 임무 수행의 주체 

역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비국가적 집단, 조직 및 개인으로 확대되는 

것이라면,198) 이제 국가의 전속적 임무로서 국가가 배타적으로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가 무엇인지를 실제 법적 현실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 이러

한 견지에서 ‘생존배려’의 개념은 전속적인 국가임무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유용한 통찰을 제시해준다.

(2) 생존배려국가 모델

 가. 생존배려의 개념

‘생존배려’(Daseinvorsorge)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임무만이 아니라, 국가

행위의 정당화 기초로 이해되며, 국가행위의 사명 및 국가의 침해에 대

한 포괄적 정당화 근거로도 해석된다. 생존배려 개념을 법학에 도입한 

것은 Forsthoff이다. 그 출발점은 “현대적 인간”으로서, “필요하거나 혹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갖고자 하는 생활적 재화를 자신이 소유물을 사

용해서는 얻을 수 없는 한 획득(Appropriation)에 의존하는 자”이다. 획득

에 의해 생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이와 같은 기능을 Forsthoff는 생존배

려라고 지칭하였다. 생존배려의 책무는 현대의 대규모 생활형식에 있어

198) 同旨 Steph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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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스로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수적 생존을 위해 배분되는 

급부의 제공으로서, 여기에는 수도 가스 전력의 공급, 교통수단의 제공,

우편 전화 전신, 공중위생보장, 노인·장애인·병자 또는 실업자에 대한 배

려 등이 포함된다.199) 

Knauff는 Forsthoff의 생존배려 개념은 오늘날 법과 현실에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으나, 국방, 치안이나 사회보장의 일환인 개인의 구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생존배려와는 달리, ‘협의의 생존배려’는 개인과 전체의 

생존에 필요한 서비스와 상품의 급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급부행정의 

분류기준으로 여전히 유용하다고 평가한다.200)

생존배려 개념은 공익지향적 개념이다. 생존배려의 목표는 모든 구성

원의 표준화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개인의 존립, 개인의 자존, 

독립적인 자아의 형성”에 근거한 생존의 가능성과 보장을 중심에 놓는, 

“최적의 자유실현을 위한 배려”이다. 생존배려는 적어도 “기본권이 보장

된 자유영역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서비스와 재화를 

포괄한다. Knauff에 따르면, 생존배려 개념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배려 

내지 공급’의 관념이며, 개인에 대한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이다.201)

생존배려 급부는 모든 이에게 접근할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동등하게 

급부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품질

의 보장을 전제로 해서, 공급의 보증, 계속성, 보편적 제공 및 지불 가능

한 가격 등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공급자는 그 

처리의무에 구속된다. Knauff는 생존배려의 부수적 효과로서 사회적 위

험의 완화를 들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조정하거나 재

분배를 행하는 것이 생존배려의 임무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생존배려

는 인프라 정책의 일부로서 사회적 상황의 개선에 전반적으로 기여하는 

199) Ernst Forsthoff, Die Verwaltung als Leistungsträger, 1938, S.4-6; Steph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109-111 참조.

200) Matthias Knauff, Der Gewahrleistungsstaat: Reform der Daseinvorsorge, Berlin, 
2004, S.48.

201) Ebd., 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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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생존배려 급부를 통한 개인생활 여건의 제고

는 전체 공동체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202)

생존배려에 해당되는 활동은 경제적일 수도 있고, 비경제적일 수도 있

다. 또한 국가적으로 수립된 규범의 틀 안에서 공공주체의 감독 하에 사

인을 통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다만 사인이 급부제공자가 되는 경우 생

존배려는 부분적으로만 공법의 지배를 받는다. Knauff는 생존배려제도를 

공공재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공

공재는 공익적 서비스이지만 비용 측면에서 시장에서 제공될 수 없기 때

문에 국가 혹은 공공이 제공해야 하는 재화 내지 서비스로 정의된다. 그

러나 비용 요인은 생존배려제도를 규정하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며, 생존

배려 급부는 공급주체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

이 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생존배려 급부를 비용절약적 경제

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비용의 절약

에 초점을 지나치게 맞출 경우 제공되는 급부의 질이 저하되거나 재무적 

여건의 악화를 이유로 주민에게 급부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다.203)

생존배려는 전형적으로 국가 및 행정과 동일시된다. 즉, 급부제공과 관

련된 생활영역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다. 급부주체로서 사인이 편입되

는 경우에도 국가는 급부의 보장을 위해 해당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한

다. 국가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는 공익 보장에 대한 공법적 기속을 생존

배려의 본질적 표지로 간주함에 의해 정당화된다. 다만 국가의 생존배려 

활동은 비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므로 개념상 ‘국가경제’(Staatswirtschaft)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204) 

이와 관련해서 Knauff는 생존배려는 영리경제활동과 서로 배타적인 개

202) Matthias Knauff, Der Gewahrleistungsstaat: Reform der Daseinvorsorge, Berlin, 
2004, S.50.

203) Ebd., S.50-51.
204) Ebd., 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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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아니라고 한다. 종종 생존배려 개념은 ‘영리경제’(Erwerbswirtschaft)

와의 경계설정을 위해 이용된다. 그러나 생존배려는 공익을 규정하고 지

도하는 행정의 특징을 지니지만, 국가 영역 외부에서 사인을 통한 공익

적 급부행위에는 통상적으로 영리경제활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

계설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205)

 나. 법현실에서의 생존배려의 형상

Storr는 생존배려 개념이 전반적인 국가목적론 내지 국가임무론과 운명

을 같이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임무가 객관적 목표로서 헌법상 구체적으

로 제시되거나 주관적 청구권으로서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한 기본법으로

부터 모종의 생존배려책임이 추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206) 

기본법으로부터 도출되는 생존배려 도그마틱은 다음의 두 가지 축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객관적 헌법조항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독일 기본법 제87조 제2항 혹은 우편 및 통신 분야에서의 기초적 

급부제공에 관한 동법 제87f조 제1항과 같은 것들이다. 여기에는 물론 

사회국가 원리도 포함되지만, Storr는 국가의 구체적인 급부의무는 헌법

상 근거를 갖지 않는 한 사회국가 원리에 관한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

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기본

법으로부터 헌법적 명령으로서의 국가임무를 추론할 수 있는데, 이는 독

일 기본법 제5조의 기초적 방송급부 혹은 동법 제12조에 따른 ‘충분한’

교육의 제공 의무 등과  같은 것이다.207)

공익적 급부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의 

대상”이다.208) 지난 수십년 동안 생존배려의 범위에 대한 독일 연방공화

205) Matthias Knauff, Der Gewahrleistungsstaat: Reform der Daseinvorsorge, Berlin, 
2004, S.53.

206) Steph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111.
207) Ebd., S.112.
208) Johannes Hellermann, Der Landkreis, 2001, S.434; Matthias Knauff,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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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제도는 두 단계의 큰 변화를 겪었다. Knauff는 이 변화를 두 단계

로 분류하여, 1단계를 헌법 및 지방자치법이 조성한 ‘제도 확충의 단계’ 

(Ausbauphase)로, 2단계를 ‘민영화의 단계’(Privatisierungsphase)로 제시한

다.209) 

실질적 관점에서 생존배려 급부의 확대는 제2차 대전 이후 유럽을 관

통한 복지사회 이념과 복지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동인으로 한다. 당시 

공공주체의 양호한 재정적 상황으로 인해 국가의 생존배려 의무를 민간

경제로 양도해야 하는 압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급부행정은 영리적 사업의 영역에서도 공기업, 특히 지방공기업을 통해 

확대되었다. 1950년대 이래 지방의 경제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수입은 지

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제3제국의 독일 게마인데

법(DGO) 제67조의 후속규범들의 제약에 따라 지방의 경제활동은 생존배

려와의 연관성이라는 요건 하에 허용되었다. 197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급부국가’(leistender Staat) 내지 ‘생산국가’(produzierender Staat)의 형상이 

생성되었는데, 이는 과거의 질서국가 및 고권적 국가의 반대개념으로 간

주되었다. 특히 지방정부는 급부행정의 틀 안에서 전형적으로 생존배려

급부로 분류되는 무수한 임무와 활동을 담당했다.210) 

생존배려에 대한 실질적 수요와 이행 측면 이외에도 법리적 관점에 의

해서도 생존배려 확대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 연방, 주, 게마인데의 생

존배려 급부의 증가는 특히 사회국가 원리의 일반적 확대 경향에 의한 

것이다. 일련의 정치적 고려와 결합되면서 사회국가 원리는 생존배려를 

국가의 임무로 간주하게 하였고, Fortsthoff의 생존배려 개념이 현실에서 

Gewahrleistungsstaat: Reform der Daseinvorsorge, Berlin, 2004, S.53 참조.
209) Matthias Knauff, Der Gewahrleistungsstaat: Reform der Daseinvorsorge, Berlin, 

2004, S.52-53.
210) 각 주 헌법 및 게마인데법에 산재되어 있는 구 독일 게마인데법(DGO) 제67

조의 후속규범(Nachfolgebestimmung)들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경제활동에 

공공목적을 요구하여, 단순한 이윤추구는 허용되지 않고 공익적 사안이 있

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bd., S.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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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공공주체에 의한 생존배려 급부의 제

공은 현실에서는 공기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사회국가적 민주

주의는 사회적 영역에 대한 급부국가로서의 국가의 활동과 개입의 확대

로 이어진 것이다. 자유주의 시대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또다시 사

회적 문화적 복지사회를 위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이는 특

히 생존배려 개념의 확산에 따른 것이다.211)  

생존배려 개념은 유럽연합조약의 영역에도 진입하였다.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생존배려 개념을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6조 제2항이 의미하는 

“공동체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는 역무”로 정의한다. 또한 유럽연합기

능조약 제14조는 유럽연합 및 회원국들에게 그 여건을 고려하여 유럽연

합의 공통적 가치에 속하는 “공동체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는 역무의 

제공을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생존배려 급부를 

“공익지향적인 급부” 및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고 따라서 행정당

국에 의해 일정한 공공복리적 책무와 연결되는 시장관련성이 있거나 혹

은 없는 활동”으로서 개방적으로 정의한다. 생존배려는 기본적으로 국민

국가적 개념이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원칙적으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

106조의 규율 범위 안에서 생존배려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결정할 수 있

는 재량을 갖는다.212)

(3) 보장국가 모델
1980년대 들어서 국가가 담당한 생존배려 임무는 다시 민간부문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1990년대의 이른바 ‘민영화의 파도’는 공공주체 내부

의 재정적 문제 이외에도 사인을 통한 경쟁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이

로 인해 지방공기업은 민간경제의 자본력 및 경영능력의 성장과 이를 기

211) Matthias Knauff, Der Gewahrleistungsstaat: Reform der Daseinvorsorge, Berlin, 
2004, S.54-55 참조.

212) Steph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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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전통적인 생존배려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기업들의 의도 때문에 

정체성 위기를 겪었다. 단순한 행정집행 이외에 생존배려 급부의 제공에 

있어서 국가가 담당할 독자적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

이다.213)

실제로 독일에서는 에너지 급부에 대한 규제완화 과정에서 국가와 민

간경제 사이에 생존배려의 책임을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

이 촉발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에너지 급부의 보장은 “시민의 인간적 

생존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필수적 급부이기 때문에” 생존배려의 

영역에 속하는 중요한 공적 임무이지만, 사법적으로 조직된 에너지 급부 

기업에도 배치될 수 있는 임무로서 판시한 바 있다.214) 가능한 한 확실

하고, 저렴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급부가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중요한 

책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에너지 급부를 제공할 권리는 국가와 

사회 모두에 개방되어 있는 것이다. 독일 및 유럽 에너지 경제의 법적

사실적 현실은 생존배려 급부가 반드시 배타적인 국가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215)

Knauff는 현실에서 생존배려는 그 기초적 개념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으며, 그 영역은 지속적으로 더 이상 공공행정이 아니라 특별법에 기

속되는 경제생활의 일부로서 취급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학문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이른바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 

모델을 제시한다.216)

Forsthoff적 의미의 생존배려 모델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생존배려 급부에 개인들이 의존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

한 사회적 수요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토대로 아직도 증가하고 

213) Matthias Knauff, Der Gewahrleistungsstaat: Reform der Daseinvorsorge, Berlin, 
2004, S.55-57 참조.

214) BVerfGE 66, S.248, 258.
215) Steph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113.
216) Matthias Knauff, Der Gewahrleistungsstaat: Reform der Daseinvorsorge, Berlin, 

2004, S.5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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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수도 에너지 교통 서비스의 제공은 여전히 인간다운 생활의 중

요한 조건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국가의 전통적인 임무인 생존배려 임무

의 현대적 해석, 민영화의 경향, 국가와 사인 간의 역할의 조정 요청 등

을 배경으로 하여 생존배려를 위한 국가임무의 수행방식과 내용에는 근

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존배려임무의 수행에 있

어 국가의 역할은 급부주체(Lesitungsträger)에서 보장주체(Gewährleister)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217)

Knauff는 보장국가 모델은 행정현실에 있어서의 새로운 조건 이외에도 

두 가지 경로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첫째, 이념적 정치적 근거이다. 전 세계적으로 당파를 초월해서 행정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경계 설정을 재고하게 한다. 더 나아가 더 많은 시장과 더 적은 국

가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해서 협의로는 이미 무효화된 민영

화 조치의 재개, 광의로는 국영화 조치의 소급적 무효로 해석되는 ‘재민

영화’(Re-privatisierung)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마저 대두된다.218)  

유럽연합의 지침에 의해 촉진되고 시대정신에도 부응하는 신자유주의

의 수용에 따라 정부에 대한 새로운 지도형상으로서 ‘촉진자로서의 정

부’(aktivierender Staat)가 등장한 것이다. 국가 통제의 축소와 사회의 자

율적 규제 확대의 경향에 따라, 국가와 지방은 주민에게 충분하고 적절

한 급부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 공급자에 대한 유도 혹은 통제 주체로 

물러서게 된 것이다.219)  

이제 국가와 시민은 공익적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지닌 

파트너이다. 사인에게 공적임무를 양도한다는 것은 민간 전문가를 편입

시키고, 임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혹은 행정의 행위

217) Matthias Knauff, Der Gewahrleistungsstaat: Reform der Daseinvorsorge, Berlin, 
2004, S.59 참조.

218) Ebd., S.62 참조.
219) Ebd., S.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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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를 확보하고 확장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공공주체의 

비용절감 효과가 반드시 중심에 놓이는 것은 아니며, 생존배려 급부가 

국가 부문에 비해 시장을 통해서는 불충분하게 제공될 수밖에 없다는 선

입견 역시 통용되지 않는다. 보장국가의 정치적 토대는 사회국가의 생존

배려 관념과 신자유주의의 민영화 관념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다.220)

둘째, 보장국가 모델은 학문적으로도 그 토대를 갖는다. 학문적으로는 

이미 오랫동안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행정의 

내부적 개혁 추구 이외에도 생존배려 영역에서의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 

설정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221)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국가가 잠재적으로는 전권한성(Allzuständigkeit)을 

갖지만 유일한 권한 주체는 아니라는 인식이다. 생존배려 측면에서 이는 

국가의 책무가 규범적 기본조건만을 조성하는 ‘유도하는 국가’(lenkender 

Staat)를 통해서도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원

칙적으로 생존배려와 경쟁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견해로 이

어진다. 어느 급부 분야에서 민간 경제주체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의 투입이라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에 의

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국가의 지도수위(Leitungstief)에 대한 문제, 

즉 국가개입의 정도를 확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유도하는 국가

의 목표는 최대한 양질의 급부를 비용상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별 임무들을 국가와 사회 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급부의 보장은 국가를 통한 감독과 위임의 수여로 충분하며, 이는 “성과

지향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222) 

220) Matthias Knauff, Der Gewahrleistungsstaat: Reform der Daseinvorsorge, Berlin, 
2004, S.62-63 참조.

221) Ebd., S.63 참조.
222) 이러한 접근은 이른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의해 촉발

된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지난 수십년 동안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개된 국

가활동에 대한 반동으로서, 행정학 분야에서 공공행정 분야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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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auff는 보장국가 모델의 목표를 국가의 임무수행 방식(“wie”)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보장국가는 국가의 관여 

가능성을 유보하면서 공공서비스 급부의 제공방식은 민영화한다는 특징

을 갖는다. 그러나 임무의 수행만이 사인에게 이전되고, 그 보장책임은 

이전되지 않는다. 보장국가는 기초적인 생활적 필요의 충족을 위해 헌법

에 의해 보장되는 생존배려 급부를 인정하며, 이 영역에서 급부의 제공

을 배려한다. 다만 생존배려 영역에서 국가의 급부행정 독점은 국가의 

규제를 전제로 사인의 주도와 경쟁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만이 달라진 

것이다.223) 

결론적으로 Knauff는 여전히 생존배려 개념은 보장국가에 있어서도 경

제 분야에 대한 공익적 지향을 가진 집합적 개념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공공을 위한 급부에 개인이 여전히 의존하는 경우 시대에 맞게 수용된 

생활방식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결론을 맺는다.224)

2. 필수적 공공재 이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의 임무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급

부에 대한 이행책임에서 보장책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임무이행

의 주체와 책임의 배분 구조가 변화하였다고 해서 임무의 내용이 근본적

의하면, 투입 측면에서의 조종을 포기하면 더 높은 성과가 달성되기 때문

에, 국가는 단지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를 통제하는 것으로 역할을 조정할 

것을 주문한다. 신공공관리론은 독일의 행정법학에도 도입되어, 국가의 성

격을 급부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에서 점차 유도기능을 수행하는 조종국가로 

변화했다고 보는 관점이 우세해지고 있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의 현실적 영

향력은 독일의 법적 현실에서 철도와 우편 부문의 민영화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Matthias Knauff, Der Gewahrleistungsstaat: Reform der 
Daseinvorsorge, Berlin, 2004, S.64 참조.

223) Matthias Knauff, Der Gewahrleistungsstaat: Reform der Daseinvorsorge, Berlin, 
2004, S.65-66.

224) Ebd., 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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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장국가에 있어서도 생존배

려와 관련된 국가의 임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다만 그 수행방식의 변화

가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 Gramm의 접근은 국가임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요

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Gramm은 실질적 민영화의 규범적 한계에 대한 

고찰을 매개로 하여 헌법국가에 있어서 ‘필수적 국가임무’(notwendige 

Staatsaufgabe)를 국가임무의 내용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그는 국가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과거의 추상적 국가목적

론에서 벗어나 경제학적 개념인 ‘공공재 공급이론’을 원용하여 구체적인 

국가임무의 내용을 제시하려 한다. 이는 국가임무는 항상 국가를 통한 

특정한 급부의 제공을 목표로 하며, 사실상 국가현실에서 수행되는 국가

임무는 본질적으로 공공재의 제공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제

로 하는 것이다.225)

(1) 공공재 배려를 위한 국가임무
Gramm은 헌법 및 국법학에 입각할 때 필수적 국가임무의 영역에서 국

가가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국가임무 수행의 유형과 방식을 기획함에 있어서 입법자에게는 

상당한 형성재량이 존재한다. 또한 필수적 국가임무에 해당되는 영역에 

대한 민영화 전략의 투입은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된다. 따라서 국가임무

의 민영화에 대한 판단재량은 부분적으로는 내용에 대한 헌법지침을 통

해서, 부분적으로는 임무 수행 양식에 대한 헌법지침을 통해 정해진다. 

국가임무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실질적 내용적 민영화는 제한된다. 여기

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특정한 핵심임무 및 재화의 공급에 대해 일반적

225) Christof Gramm, Privatisierung und notwendige Staatsaufgaben, Berlin, 2001, 
S.192 이하;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전력산

업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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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무를 보유하는지의 문제이다. 이 의무는 사인에 대한 국가임무 양

도의 한계를 설정한다. 핵심임무는 필수적 국가임무의 특질을 가지며, 

사회적 영역으로 이를 완전히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26) 

Gramm의 출발점은 국가임무란 언제나 국가를 통한 특정 급부의 제공

이라는 점이다. 국가임무의 수행은 실생활에서 다양하고 복잡하며 구체

적인 급부를 통해 행해진다. 따라서 국가임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일

차적 관문은 다양한 개별적 급부를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필수적 

국가임무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가기관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무

의 목적이나 국가기관이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급부의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다. 이 결과물은 공공재(öffentliche Güte) 혹은 집합재(kollektive Güte) 

개념으로 적절히 포착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급부임무의 

수행을 위해 특정 공공재의 생산 및 배려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227) 

공공재 개념은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의미의 재화로 한정되거나, 인프라 혹은 공물과 같이 실

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질서 혹은 정

신적 상품과 같은 추상적 재화도 공공재에 속하는 것이다. 법적 의미에

서의 공공재에는 예컨대 치안 및 안보, 선거제도, 교육 및 기타 문화재, 

사회적 서비스, 경제촉진 등이 포함된다.228)  

국가임무를 공공재 배려의 범주로 공식화하려는 시도의 소득은 국가임

무의 수행에 있어서 ‘결과물’로 관점을 전환시켰다는 점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급부에 있어서 ‘수요관계와 분배문제’에 주목하게 한 것

이다. 말하자면, 공급자인 국가와 소비자인 시민과의 관계가 임무내용에 

대한 고찰의 중심에 놓이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임무는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적인 조달 목적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제공하거나 

226) Christof Gramm, Privatisierung und notwendige Staatsaufgaben, Berlin, 2001, 
S.392.

227) Ebd., S.192-193;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전

력산업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63면 참조.
228) Ebd., S.193; 박재윤, 전게논문 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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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제공을 유도하는 특정 급부나 공공재의 범위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그러나 이는 국가를 대규모 급부기업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의 범주를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 전체를 ‘침해

관계’와 ‘급부관계’ 간의 전통적인 대립구조를 넘어서서 통일적으로 포착

하는 것이다.229)

전통적인 급부의무의 내용과 공공재의 범주는 여러 측면에서 일치한

다. Gramm은 필수적 국가임무론을 국가가 공적 수단을 통해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공공재에 관한 법리로서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

제 공급주체가 사인이든 국가이든 간에, 공공재 이론은 단지 국가임무를 

통해 효과적으로 배려될 수 있고 사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 양도할 수 없는 국가임무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국가의 급부임무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재와 대비되는 

국가적 재화생산의 특징을 갖는 중심적 개념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

한 것이다.230)

(2) 국가의 책임이 우선하는 섹터
Gramm은 공공재를 지위재, 질서재, 사회재, 정신재, 기간시설재, 경제

구조재, 초국가적인 구조재 등의 7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지위재(Statusgüte)는 기본권의 주체성, 국적,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과 

같은 집단이나 공동체, 특히 정치적 단체인 국가나 그 하위공동체의 소

속을 위한 전제조건을 말한다. 질서재(Ordnungsgüte)는 국가의 자기보호

와 사회적 질서구조를 말한다. 전자에는 국가조직, 공무원법, 선거 및 정

당법, 통치 및 행정절차, 조세제도, 군대를 통한 외적 안전 등이, 후자에

는 위험방지, 자연환경보호 등이 속한다. 사회재(Sozialgüte)는 광범위한 

229) Matthias Knauff, Der Gewahrleistungsstaat: Reform der Daseinvorsorge, Berlin, 
2004, S.194 참조.

230) Ebd., S.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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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적 자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인적 곤궁의 완화 및 특별한 부담

을 진 개인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는 최저생계의 보장, 육아 및 교육

지원비, 공공주거건축, 사회보험 등이 있다. 정신재(geistige Güte)는 국가

의 고유한 기구의 유지 혹은 사회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재화, 학교, 직업

훈련 등 문화국가적 목표 설정과 관련된 것을 내용으로 한다.231)

기간시설재(Infrastruktur-güte)는 도로, 항만, 통신망, 철도 등 국가임무의 

이행을 위한 물리적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경제구조재(Wirtschafts- 

strukturgüte)는 경제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화로서, 국가는 고용

주로서, 혹은 보조금이나 다른 유인을 통해 구매자 및 투자주체로서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초국가적인 구조재(internationale und supranaturale 

Güte)의 경우 구속력 있는 국제적 질서구조와 경제구조의 조성을 목적으

로 하는 재화로서, 국제법의 제정, 국제공동기구의 창설 등 국제적 차원

에서의 질서재 및 경제구조재를 말한다.232)

공공재 공급의 임무는 구체적인 입법조치를 통해 발생한다. 우선 필요

한 것은 각 공공재 유형에 상응하는 국가임무를 파악하고, 그 국가임무

의 밀도, 즉 국가의 책임이 두드러지는 부문에 따라 국가가 담당할 급부

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다.233)

이와 같이 특정한 공공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나 책임이 귀속되기 

위한 기준은 ① 전체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거나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평

가되는 공공재가 부족하거나 존립에 위험이 있을 것, ② 법적인 형성가

능성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이에 대한 국가의 공공재 공급이 민간에 의한 

공급과 대비하여 이론상 우월한 효과를 가질 것, ③ 국가가 관련 재화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정당한 규제를 할 의무가 있을 것, ④ 국가의 전체

적인 재화배려 시스템에서 재화공급의 유지, 적응 및 지속적 전개를 위

231) Christof Gramm, Privatisierung und notwendige Staatsaufgaben, Berlin, 2001, 
S.322-.333 참조.

232) Ebd., S.333-335 참조.
233) Ebd., S.321-3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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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불리한 상호관계의 조정과 불리한 전개과정에 대한 제한을 통한 국가

의 보호의무가 있을 것 등이다. 이 지침에 따라 각각의 부문에서 공공재 

공급에 대한 국가임무의 밀도가 결정된다.234)

지위재, 질서재 및 초국가적 구조재의 경우 구조적 근거에 의해 사인

의 생산에 대한 국가가 우선적 책무를 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재화들

의 배려는 원칙적으로 필수적인 국가임무로서, 실질적 민영화는 원칙적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재와 정신재는 본질적으로 사

회의 이행능력에 좌우된다. 사회재는 국가의 과세의무를 근거로 조직된 

재화의 재분배를 목표로 하며, 정신재는 청소년 보호, 학교 설립, 최소 

생존조건의 보장과 혁신 및 과학 진흥에 중요한 재화이다. 여하튼 이들

은 사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공재이다.235)

Gramm에 의하면, 경제구조재 및 기간시설재 분야에서 국가의 책무는 상

대적으로 덜 부각된다. 국가의 재화생산능력이 사인 대비 우월한 분야인 경

제재와 관련해서 자유주의 국가는 이를 활용할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자유

주의 국가에서 경제재의 공급은 법규범에 따라 일차적으로 사인에게 배치되

기 때문이다. 이는 예컨대 실업이 핵심적인 정책적 문제가 될 수 없다거나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명한 것이지만, 실업의 

퇴치를 핵심적 관심사로 제기하는 정책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에 관한 정책적 책무는 국가가 재화생산의 필수적 공공재를 배려할 책무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236) 

기간시설재의 경우에는 효과성, 효율성 내지 경제성에 대한 고찰이 필

요하다. 기간시설 없이 국가는 기타 공공재를 적절하게 생산할 수 없으

므로, 기간시설재의 경우 그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국가의 책임이 존재

234) Christof Gramm, Privatisierung und notwendige Staatsaufgaben, Berlin, 2001, 
S.337 참조.

235) Ebd., S.337.
236) Ebd., S.3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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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간시설재 생산의 주체와 법적 형식은 부차적인 역할을 하며, 결

정적인 것은 다만 필요한 수단의 이용가능성이다. 물론 이와 무관하게 

국가에게 특히 물적으로 구축된 망과 같은 기간시설재의 효과적인 공급

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범을 수립할 책무는 남아 있다.237)  

Gramm에 의하면, 공공재 공급이론만으로는 각 공공재 부문 내부에서 

개별 재화의 내용, 즉 국가임무의 내용을 엄밀하고 완결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또한 공공재 간의 우선순위는 추가적인 가정 없이는 확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특정 공공재가 최소한 확실하

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공공

재 배려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조직, 사회안전망의 보장, 학교제도, 최저

생계 보장 및 보편적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생활상 중요한 재화(수도, 

에너지 등)의 기본적인 제공 보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공재의 보장

의 최소수준은 사회의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발전상황과 관련되

어 결정된다. 사회구조가 전체적으로 복잡하면 할수록, 공공재 보장의 최

소수준도 더 높게 책정될 것이기 때문이다.238)  

공기업과 관련된 국가임무는 공공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기업의 임무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경제학적 공공재 개념을 법학적 공적 임무 개념에 획일적

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공기업의 임무는 단지 경제학의 차원으로 귀속

시킬 수 없는 규범적인 평가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Gramm

의 접근은 추상적인 국가목적론 도그마틱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공기업 

임무의 형상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237) Christof Gramm, Privatisierung und notwendige Staatsaufgaben, Berlin, 2001, 
S.334-335 참조.

238) Ebd., S.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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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 임무의 구체화

(1) 공기업 임무의 개관
국가 행정조직의 부분인 공기업의 임무는 ‘행정의 기업적 목표’에 따라 결

정된다. 따라서 공기업의 임무 역시 기본법을 통해 정당화되는 국가 경제활

동의 임무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국가의 필수적 임

무는 국가목적 실현을 위한 임무 민영화의 한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

나 공기업의 임무는 경제활동을 통한 임무 수행의 특성상 근본적으로 사인

에 의해서도 담당이 가능한 영역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공기업에 있어서 

필수적 임무의 영역은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정당화

하는 임무의 근거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도식화해서 묘사하면, 공기업의 공적 임무(öffentliche Aufgabe)는 공익

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수단의 계층구조’ 안에 놓이게 된다. 즉, 정당, 

이익단체, 시민단체, 여론주도층 등에 의해 표출된 공익(öffentliches 

Interesse)은 정치적 목표(politisches Ziel)로 구체화되고, 이는 공적 임무

(öffentliche Aufgabe)로 공식화된다. 공적 임무는 원료의 조달, 급부 생산, 

급부 교부,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같은 공기업 등 ‘기관의 목

표’(institutionelles Ziel)로 전환되고,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임무조정, 조

직구성, 직무배분 등의 활동과 조치를 취할 ‘기관의 임무’(institutionelle 

Aufgabe)가 발생하는 것이다.239) 공기업의 임무로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① 진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극’, ② 질서가 필요한 분야에 대

한 ‘규제’, ③ 보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완’ 등이다.240) 

239) 임무 개념이 실질적으로 수행할 활동영역 혹은 작용을 묘사하는 반면에 목

표는 달성할 상황 혹은 결과를 지칭한다. 목표는 말하자면 임무의 설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 München, 
1993, S.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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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Stimulierung)은 기술적․사회적 진보를 통해 국민경제를 현대화하

는 것으로서, 예컨대 전시장 운영회사, 대학부속병원 및 기타 공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대형연구시설, 과학기술단지, 급부기업 및 교통기업 등이 

담당하는 임무이다. 규제(Regulierung)는 급부 및 폐기물 처리, 통신, 교통 

및 주택경제의 분야에서 경기 성장 경쟁정책과 지역 및 섹터의 구조정책

을 시장친화적 기업정책, 생산, 가격 및 구매와 매각조건과 관련된 자기

통제 등을 통해 지원하는 임무이다. 보완(Komplettierung)은 사인이 높은 

자금 수요나 리스크 등으로 거의 수익이 나지 않지만, 공공의 수요를 충

족할 필요가 있는 영역, 예컨대 우편서비스, 대중교통 서비스, 급양, 병원 

및 문화시설 등에 대한 공기업의 임무이다.241)

Müller는 공기업의 목표를 경제정책 목표, 국고정책 목표, 법정책 및 

국가정책 목표 등으로 구분하다.242) Emmerich는 공기업의 정책적 임무를 

구조정책적 임무, 경쟁정책적 임무, 경기정책적 임무로 분류하면서도, 시

장경제질서에 있어서 공기업 임무의 정당화를 경제정책 수단의 측면에서 

찾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결론짓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국가에게

는 독립적 형식의 공기업을 설립하지 않으면 공공목적의 실현을 포기하

는 것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동체 경제의 필요 충족’과 ‘공적계획의 달성’ 등의 정당화 사유를 제

시한다.243)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정당화하는 공기업의 목표는 체계적으로 도출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공공목적(öffentlicher 

240) Sarah Dorst, Öffentliche Unternehmen: Begriff, Erscheinungsformen, Zülassigkeit, 
Aufgaben, Hausarbeit im Rahmen des Seminars “Aktuelle Probleme des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im Sommersemester 2008, S.14-16 참조.

241) Ebd., S.14-15 참조.
242)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 München, 1993, S.292.
243)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

Zürich, 1969, S.7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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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eck)이다. 예컨대 바이에른주 헌법(BayGO) 제87조 제1항 제1절 제1호

에 따르면, “게마인데는 단지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경제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공목적의 사실적 

표지는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임무와 결부되어 있다. 국민의 

생활적 요구를 민간경제가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그 수요의 충족을 위

해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이 요청될 때 이는 공공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다. 공공주체는 공공목적 추구 명령에 구속되므로, 공기업의 설립을 통해 

행정형식이 변화함으로 인해 공익적 임무를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

무를 진다.244)

그러나 공공목적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

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목적의 개념은 실정법에 의해 구체화되

어야 한다. Storr는 이를 “행정의 기업적 목표로서 정당화되는 임무”로 

정의한다. 그는 더 나아가 영리목적, 경쟁촉진, 인프라 배려, 경제정책적

구조정책적 목표, 사회정책적 환경정책적 목표 등이 공기업의 목표로서 

정당화되는지를 고찰하고, 헌법상 국가의 임무창출 권한에는 거의 제한

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국가는 규범제정자이자 공기업을 통한 

규범적용자로서, 목표를 형성하고 구체화하며 공기업을 통해 시장에 진

입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한다는 것이다.245)

결론적으로 독일에서는 공기업의 임무와 목표를 특정하기 위한 실정법

상 결정적인 기준이나 도그마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기업 임무

의 특정을 위해서는 ① 공기업 정당화 근거로서의 공공목적의 내용에 대

한 실정법상 원칙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서, ② 현실에서 형성된 전

형적이고 일반적인 목표의 범위를 설정하고, ③ 개별 급부영역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국가의 책임귀속 정도를 분석한데 기초해서 민영화 및 자유

화에 대응하는 공기업 고유의 임무 내용을 도출하는 등의 단계적 추론과

244) Ulrich Hösch, Öffentlicher Zweck und wirtschaftliche Betätigung von Kommu-
nalen, DÖV 2000, S.400 참조.

245) Steph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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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2) 공기업의 전형적인 임무

오늘날 독일에서 공공예산상의 수입획득을 추구하는 영리경제적 목적

은 공기업의 정당화 근거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지 못한다. 국가활동을 

위한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조세에 근거한다는 조세국가 원칙을 논외로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이외에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공기업의 수입은 

그 존재의 유지와 확대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은 되지 못한다. 

이에 관해 Emmerich는 현대 국가는 조종국가로서, 더 이상 그 수입을 고

유의 경제활동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중상주의적 국가는 아니라고 한

다.246)

Storr 역시 공적재산의 이용과 공공주체의 영리경제활동은 단지 공적 

임무의 수행과 관련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특히 지방공기

업의 설립 및 출자에 대해 공공목적을 요구하는 과거 구 독일 게마인데

법(DGO) 제67조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영리경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만 이윤의 획득이 직접적으로는 공

공주체의 예산에 수입을 제공하고 간접적으로는 단지 공공복리에 공하는 

목적으로 재투자 내지 사용되는 경우 순수한 이윤획득은 일종의 공공목

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하고 피상적인 이윤

획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바이에른 주 헌법(BayGO) 제87조 제1항 제2절

은 1998. 9. 1. 이전에 순수 영리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인수된 기업에 대

해서 규모를 확대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윤획득 자체만으로

는 공공목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247)

246)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
Zürich, 1969, S.71.

247) 그러나 이윤획득의 절대적인 금지는 공공주체의 임무 수행에 반드시 지장

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앙

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경우 그러하다. Storr 역시 공기업의 영리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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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기업 임무의 정당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공기업’이 적절한지의 문제가 고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 전술한대로 Emmerich가 분류한 공기업의 정책적 임무를 영역별로 살

펴보기로 한다.

공기업의 ‘구조정책적 임무’(strukturpolitische Aufgabe)는 공기업 자체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다. 중상주의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공기업이 미성

숙 분야의 산업화 혹은 상당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의 일반적 

교통망 확충에 기여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된다. 오늘날 독일 정부는 낙

후된 구 동독 지역에서의 고용창출에도 공기업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을 통한 구조정책은 조종수단의 소멸로 인한 통제의 상실

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사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련 분야

에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

정책적 임무가 단지 공기업을 통해서만 달성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

거는 분명하지 않다.248) 

보다 주목을 받는 임무는 공기업의 ‘경기정책적 임무’(konjunktur- 

politische Aufgabe)이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공기업의 

경기대응적 혹은 경기중립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

기업에 대해 기대되는 바는 공기업이 공급가격의 인상을 자제하여 적정 

이윤에 만족하고, 민간기업의 가격인상 압력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일

동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익성 

없는 임무의 수행만을 배분하는 것은 기본법 제114조의 경제성 심사명령에

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경제성 역시 독립적인 공공목적이라는 것

이다. 1968년 독일에서 개최된 경쟁법 심포지엄에서도 지방공기업이 적절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 바 있다고 한다. 또한 공기업

이 유휴잠재력을 활용하고 공공주체가 다른 영역에서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영리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은 경제성 명령의 관점에서는 정당하고 바

람직한 것으로 인정된다; Steph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122, 124-125 참조.

248)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
Zürich, 1969, S.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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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물가수준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제정책 관련 문헌에서는 공기업이 경기정책 기능의 수행에 그리 적합

하지 않다는 인식 역시 팽배하다. 일반 물가수준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

한 공기업의 역할은 독일 국민경제 전체에서 미미하다는 것이다. 공기업

이 개별적으로 가격인상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일반적인 

인플레 상황에서 경제 전체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 공기업

이 경쟁질서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한 독점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경기대응적이거나 단지 경기중립적인 투자정책도 전체 경제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이다.249)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정책적 임무 수행의 관점에서 공기업을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공기업이 경기정책에서 갖는 의의도 크지 

않다. 따라서 공기업이 ‘경쟁정책’(Wettbewerbespolitik)의 수단으로서 이용

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추가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 있어서 이 

문제는 교통시장과 에너지시장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들 시장은 자연독

점시장으로 간주되고 자연독점기업의 착취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는 국가가 해당 기업 자체에 대한 경영을 주도해야 하므로, 이 분야에서

의 공기업은 정당화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250)

그러나 교통기업 및 급부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자연독점적 성격을 근

거로 하여 사기업의 잠재적인 독점에 대응하여 국민 대중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존재한다. 오히려 독일의 법현실

에서 교통시장과 에너지시장의 독점적 구조는 입법자에 의해 허용된 시

장 카르텔화에 근거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공주체는 자신의 개입

을 정당화하는 독점적 시장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왔다. Emmerich가 제시

한 사례에 따르면, 20세기말까지 연방철도는 매우 높은 초과이윤을 얻었

는데, 이 이윤은 가격인하로 전환되지 않고, 1918년까지는 공공예산의 수

249)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
Zürich, 1969, S.72-73 참조.

250) Ebd., S.73-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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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1924년부터는 전쟁배상금으로 전용되었다. 교통기업의 초과이윤

이 적자보전으로 전용되는 경우, 이는 공동경제를 위한 요금인하 재원을 

다른 교통수단의 경쟁자에게 교부한다는 아이러니를 낳게 된다.251)    

구 독일 게마인데법(DGO)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공기업이 

카르텔화된 경제분야에서 경쟁정책에 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은 현실에서는 입증되지 않았다. 과거 독일의 공공주체는 대규모 석

탄, 칼륨, 철강 카르텔에 아무런 유보조건 없이 출자하고 때로 이를 지원

했기 때문이다. Emmerich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과점시장에서 공기

업은 시장의 과점완화와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부적합하다고 결론짓는다. 

오히려 과점시장에서 경쟁의 활성화는 단지 다른 사기업에 대한 시장개

방이나 대기업의 해체에 의해서만 기대된다는 것이다.252)

(3) 민영화의 한계로서의 공기업의 필수적 임무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이 헌법 준칙, 특히 기본권에 의해 허용되고 정

당화되는 한 공기업 임무의 창설에 대한 국가의 권한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공기업의 임무와 목표는 국가 경제활동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수립되며, 헌법의 경제정책적 중립성에 따라 공기업의 설립이 원천적으

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필요한 영역과 임무를 규범화하는 것은 

국가임무 및 공기업의 민영화 심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역사적으로도  공기업은 기업의 효율성 관점에서 무분별한 민영화의 대

상이 되어 왔으며, 이는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와 생존배려 급부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된다. 따라서 공적 임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국가임무의 영역, 그 중에서도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공

251)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
Zürich, 1969, S.74-75.

252) Ebd., 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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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무 영역의 범위를 규범화하는 것은 헌법상 요청되는 국가의 공적 

임무 수행의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전술한 대로 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공기업 임무의 정당화를 경제정책 

수단의 측면에서 찾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Emmerich는 

공기업 임무의 정당화 요건으로 우선 ‘공동체경제의 수요 충족’(gemein- 

wirtschaftliche Bedarfsdeckung)을 제시한다. 공공급부 제공의 수단으로서 

공기업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이과 관련 공

기업의 임무는 모든 시민을 위한 생활필수적 급부를 가능한 한 유리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공급가격은 공급주체가 투입한 자기자본

에 적절한 배당이 가능한 정도로 책정되어야 한다. 1938년 Forsthoff가 창

안한 생존배려 개념도 이와 유사한 표상에 근거한다. 물론 급부의 공공

경제적 성격이 공기업의 설립과 경영을 바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급부에 대한 일반적 접근가능성은 오히려 법적 계약강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적정한 가격은 국가의 보조금을 통해서도 책정 가능

하기 때문이다.253) 

다음으로 공기업은 ‘국가의 경제계획 수행’을 위해 요구된다. 국가가 

포괄적인 경제계획의 수행을 위한 강제적 수단을 만들지 않는 한 공기업

의 존재는 사실상 필수불가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경제계

획의 수행은 시장경제로부터 이탈해서 중앙관리경제적인 경제질서를 지

향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기업이 국가계획의 실현에 적합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공기업이 시장경제질서에 역행한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

다.254) 

현대 국가에게는 공적목표 실현을 추구하는 경우 효과적이고 시장친화

적 수단을 이용할 것이 요구되지만, 특정한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

기업의 설립만이 대안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255) 

253)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
Zürich, 1969, S.78 참조.

254) Ebd., S.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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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경제에 있어서  공기업의 정당성을 임무의 성격을 통해서만 

일반적으로 추론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Storr는 

Schuppert의 ‘책임단계론’(Denken im Verantwortunsstufen)에 입각해서  역

사적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공공급부 영역별로 국가책임의 정도를 고찰하

고,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필수적 임무영역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접

근을 취한다.256) 

책임단계론은 국가와 사회 간에 급부에 대한 법적 책임의 배분을 의미

한다. 조종국가론의 관점에서 국가의 급부책임은 보장책임과 이행책임으

로 단계화된다. 전형적으로 보장책임(Gewährleistungsverantwortung)은 권한

과 임무, 달성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의 확정, 활동의 전제

조건 및 요건의 규정, 효과적인 감독의 조직화 또는 실효적 감독기구의 

자발적 수행을 포괄한다. 이행책임(Erfüllungsverantwortung)은 이와 반대로 

사인 및 경쟁에 참여하는 공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급부제공

에 해당한다.257) 

두 단계의 책임 간에는 이행책임이 실패한 경우 상위의 보장책임이 이

행되고, 보장책임의 주체는 주어진 임무의 달성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상호의존성이 항상 존재한다. 책임 배분의 첫째 단계는 

보장책임을 배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책임이 개별적

으로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이행책임의 배분이 검토된다.

예컨대 보장책임이 국가의 최종적인 책임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이행책임

을 점차 민간분야로 이전시킨다면 이는 현재의 민영화 추세에 상응하는 

것이다.258) 따라서 보장책임과 이행책임이 모두 국가에게 있는 경우 적

어도 공기업의 실질적 민영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책임단계론의 틀 안에서 Storr는 주요 급부영역에서 국가의 보

255) Volker Emmerich, Das Wirtschaft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Berlin․
Zürich, 1969, S.78 참조.

256)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138 이하 참조.
257) Ebd., S.139. 
258) Ebd., 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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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책임과 이행책임의 보유 여부를 평가하고, 허용되는 민영화의 수준을 

측정하여 귀납적으로 필수적 국가임무의 영역과 수준을 고찰한다. 

우선 도로 운하 항공교통행정 분야에서의 인프라 배려는 보장책임과 

이행책임이 모두 국가에게 존재한다. 국가는 주요 공공자산의 보유자이

며, 장거리 공공교통망, 운하 및 공항의 경영자이다. 특히 공공도로망의 

유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주체의 책임이며, 도로행정은 고권적으로 수행된

다. 독일의 경우 연방의 고권적 임무에는 이 외에도 연방운하의 유지 보

수, 연방소유 항만시설의 운영 및 운송로로서의 연방운하의 신축 및 증

축이 추가된다. 항공교통행정도 공항과 항로 등 인프라의 자유로운 이용

과 항공안전행정을 통한 항공교통운영의 감독을 포함한다. 국가 인프라 

행정의 보장에는 개별 망의 공급 및 정상적 가동이 포함된다. 이는 기술

적 자문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이용에 대한 구체적 법률의 입법 의무도 

포함한다. 이러한 입법에 관한 책임은 국토정비, 건축계획 및 망에 특화

된 전문계획, 다시 말해서 인프라의 조성 및 인프라 이용관계의 구체적

인 형성을 위한 보장을 포함한다.259)

다만 인프라 배려의 이행책임은 국가가 포괄적으로 부담하긴 하지만,

국가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는 장거리도로 

건설을 위한 민자사업법 (Fernstraβenbau privatfinanzierungsgesetz)이 장거

리도로 건설에 대한 민간의 참여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고속도로 및 부

설 주유소, 휴게소 등 연방고속도로 시설의 경영은 공공복리 또는 특별

한 경영상의 이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도 

있다. 공항과 운하 역시 반드시 공공주체를 통해서만 경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60)

독일의 에너지급부 분야에서도 통상 이행책임은 민간 에너지급부회사

에게 있으며, 심지어 보장책임도 국가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다. 역사적으로 독일에서는 사인과 공공주체가 공동으로 전력공급의 책

259)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140-141.
260) Ebd., S.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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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분담해 왔다. 지방공기업은 한편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급부

를 시장에서 제공하는 데 실패한 경우 설립이 정당화 되었고, 다른 한편

으로 경제․사회․도시개발정책 목표의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도 인식되

었다(이른바 ‘도시사회주의’). 유럽연합의회의 지침에 따라 개정된 독일의 

에너지경제법(Energiewirtschaftsgesetz)은 연방정부의 보편적인 접속 및 공

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급부보장책임을 규제책임으로 한정하였

다. 급부보장책임에는 행정감독도 포함된다. 또한 독일 연방은 보편적 에

너지 보장을 위한 법률들을 공포하였으나, 전면적인 에너지 공급도, 특정 

에너지의 공급도 보장하지 않는다.261)

폐기물처리 분야는 국가 및 개인의 특수한 협업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두드러진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협력의 원리는 폐기물재생 및 처리법,

특히 폐기물포장계약(VerpackungsV)에 의해 개시된 이원적 시스템, 연방

환경보호법, 하수처리법 둥에 각인되어 있다. 책임의 배분은 폐기물재생 

및 처리법(KrWG/AbfG)의 위탁의무 및 제공의무에 의해 규정되는데, 개

인과 공공 간의 폐기물처리업무의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동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위탁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의 이행책임은 공

공주체에게 남아있다. 그러나 공공주체는 가계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제3자 및 민간 폐기물처리주체에 대한 임무위

탁을 통해 그 처리의무가 면제된다. 이 임무위탁은 공기업 혹은 공사혼

합기업에 대한 임무위탁을 포함한다.262)

철도분야에 있어서는 기본법 제87e조 및 제87f조에 연방에 대한 임무

의 배분이 규정되어 있다. 철도개혁은 독일 기본법 제87조의 개정과 제

87e조 및 제143a조에 신설을 통해 헌법상 명시되었다. 헌법 개정의 핵심

은 철도교통행정과 급부를 제공하는 철도기업을 분리하는 것이다.

우선 기능적으로는 고권적 철도교통행정과 연방철도라는 경제기업의 

활동영역 간의 분리와 구분이 이루어졌다. 철도교통행정에 관해 기본법 

261)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141-143 참조. 
262) Ebd., S.1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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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e조 제1항 제1절에는 사유화 금지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동법 제

87e조 제3항 제1절(동법 제143a조 제1항과 결합하여)은 연방철도는 사법

적 형식의 경제적 기업으로 운영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Storr는 헌법개

정자의 중점적 의도는 사법적 기업형식에 의한 연방철도의 운영이라기보

다는 상업적 경영원칙의 도입을 위한 것으로 본다.263)

연방철도가 사기업처럼 경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가 경제기업의 형

식을 통해 경쟁 및 이익추구 행위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기

업’이라는 개념에도 불구하고 연방철도는 공적 임무로부터 완전히 면제

되지 않으며, 연방은 소유자로서 항상 공공복리 보장 의무를 부담한다.

기본법 제87e조 제3항 제1절의 경제기업 개념은 국가 및 그 산하기관으

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조직체를 설립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연방소유

기업 및 철도기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여전히 연방이 수립할 권한을 갖는 

다.264)

둘째, 철도의 건설, 유지 및 경영을 포괄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연방이 소유한다(기본법 제87e조 제3항 제2절). 동조 제3절에 의거하여 

실질적 민영화가 허용되는데, 다만 이는 기업지분의 과반수를 연방이 소

유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부분적 사화 금지 때문에 연방에는 

인프라 기업에 대한 조직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방은 결정적인 조종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의사결정권한과 관련해서 항상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하여야 한다.265)

셋째, 연방에는 기본법 제87e조 제4항을 통해 인프라 보장의무가 부여

된다. 즉, 연방은 연방철도 노선망의 확장과 유지·보존 및 철도노선을 통

한 교통급부의 제공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 특히 교통수요에 대한 고려

를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철도노선의 폐지 및 양도는 헌법상 금지

되지 않는다.266)

263)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146 참조.
264) Ebd., S.147 참조.
265) Ebd., S.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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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철도와 마찬가지로 독일 우편행정법 제1조에 따라 고유의 예산 및 

회계경영체제를 갖는 연방의 특별재산이었던 연방우편도 구 독일 기본법 

제87조 1항에 따라 민간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제1차 우정개혁의 과정에

서 연방우편은 부분적 권리능력을 가진 세 개의 특별재산, 즉 우편서비

스(Postdienst), 독일연방우편(Postbank), 장거리 통신사업(Deutsche

Telecom)으로 분할되었다. 이들 세 기업은 조직적으로는 특별재산의 형

태로 남아 있다. 연방우편조직들의 기업경영권은 기업 이사회에 유보되

었다. 한편 연방우편은 제2차 우정개혁을 통해 독일 기본법 제87조가 개

정됨에 따라 연방행정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267)

두 차례에 걸친 우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독일 기본법 제87f조는 명시

적으로 인프라 보장유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연방은 우편제도 및 통신 

분야에서 연방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사경제활동으로서, 특별재

산인 독일연방우편의 후속기업 및 기타 사적 공급자를 통해 수행된다.

현재는 단지 우편제도와 장거리 통신 분야에서의 고권적 임무만이 연방

의 고유 행정으로 남아있다(기본법 제87f조 제2항 제2절).268)

마지막으로 고권적 규제 및 명령이나, 또는 예컨대 낙후된 경제 분야

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과 같은 재정적 조종과 관련해서 통신법은 특수

한 최소한의 급부를 ‘보편적 서비스’로 정의한다. 규제당국은 시장지배적 

기업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인수한데 상응하는 보상을 해당 기업에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현재 독

일 연방우편의 후속기업은 연방이 그 기업에게 과도기 동안 배타적 권리

를 부여한 한도에서 이행책임만을 부담한다.269)

266)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148 참조.
267) Ebd., S.149-150 참조.
268) Ebd., S.150 참조.
269) Ebd., S.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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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을 통한 공적 임무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공기업과 시장경제와의 양립가능

성 문제는 독일 행정법학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헌법적 고찰의 대상이 되

어 왔다.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기업은 사적 소유권을 전제로 하

는 시장경제의 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은 국가

예산의 지원 및 감독상의 우대에 의해 사기업 대비 경쟁상의 특권을 누

린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을 통해 확보되는 국가의 경제적 권력은 그 자

체로서 개인의 자유에 위험이 된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활동 및 그 발현형태로서 공기업의 활동은 국가의 

필수적 임무로서 공공목적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되지

만, 그것이 부정될 때는 민영화의 압력에 처하게 된다. 국가의 경제활동

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는 입장에서도 생존배려 

영역과 국가의 유휴잠재력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보충성 

원리 하에 경제활동이 허용된다는 데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일단 허용가능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공기업은 경제활동을 통

해 국가임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공기업의 임무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포함한 국가임무의 윤곽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목적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고전적인 국

법학은 실증주의의 영향에 의해 국가임무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

다. 실증주의적 국법학의 관점에서 국가목적론은 국가임무론으로, 국가목

적(Staatszweck)은 공공복리(Gemeinwohl) 개념으로 대체된다. 여기서 공공

복리는 개방적인 내용을 가지며, 그 구체적인 내용의 확정은 국법학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과정으로 양도된다.

그러나 Weiss에게 있어서 국가목적의 인식은 국가임무론의 필수적 전

제조건이다. 국가임무가 국가목적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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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임의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국가목적은 자유 보장과 민주주

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시대 및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가변적

으로 내용이 결정되는 공익 개념을 넘어서는 실질적 기준을 가진 국가목

적의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임무(Staatsaufgabe)는 헌법상 제약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안’이라는 의미에서의 공적 임무를 수

행하고 국가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Forsthoff에 의해 체계화된 생존배려(Daseinvorsorge) 

개념은 국가임무를 정립함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된다. Knauff

에 의하면, 생존배려는 모든 개인과 사회 전체의 생존에 필요한 서비스

와 상품의 급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보장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생존배려 급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기술적·경제

적·사회적 발전을 토대로 아직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킬 국가

의 임무는 인간다운 생활의 중요한 조건을 구성한다. 그러나 국가의 생

존배려 임무는 그에 대한 현대적 해석, 민영화의 경향 그리고 국가와 사

인 간의 역할의 조정 요청 등의 배경에 의해 그 수행방식과 임무에는 근

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생존배려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국

가의 역할은 급부주체(Leistungsträger)에서 보장주체(Gewährleister)로 변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 모델은 성과와 효율성의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지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보장국

가는 기초적 생활수요의 충족을 위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생존배려 급

부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되, 이 영역에서의 국가가 갖는 급부행정의 

독점을 국가의 규제를 전제로 하여 사인의 주도와 경쟁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요컨대, 보장국가 모델의 목표는 국가의 임무 수행 방

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보장국가는 국가의 관여 가능성을 유보하면서 공

공급부의 제공을 민영화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 경우 임무의 

이행책임만이 사인에게 이전되고 보장책임은 이전되지 않는다. 생존배려 

급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과 임무는 여전히 국가에 유보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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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임무 수행 방식의 변화, 즉 임무이행의 주체와 책임의 배분이 달라

졌을 뿐이다. 

현실에서 공공주체에 의한 생존배려 급부의 제공 주체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경제적 급부와 관련된 ‘공기업의 필수적 임무 영역’은 여전히 존

재한다. 그러나 독일 실정법상 공기업의 임무와 목표를 특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기업 임무의 특정을 위해서

는 ① 공기업 정당화 근거로서의 공공목적의 내용에 대한 실정법상 원칙

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서, ② 현실에서 형성된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목표의 범위를 설정하고, ③ 개별 급부영역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국가

의 책임귀속 정도를 분석한데 기초해서 민영화 및 자유화에 대응하는 공

기업 고유의 임무 내용을 도출하는 등의 단계적 추론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논리적 추론 과정을 통해 공기업의 설립을 정당화하는 임무

영역은 Emmerich에 의해 ‘공동체경제의 필요 충족’과 ‘국가 경제계획의 

수행’으로 공식화된다. 공동체의 생활필수적 수요의 충족을 위한 공기업

의 임무는 모든 시민을 위한 급부를 가능한 한 유리한 가격으로 제공하

는 것이다. 즉, 공급가격은 공기업이 투입한 자본 대비 적절한 배당이 가

능한 정도로 책정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의 경제계획 수행은 시장경제질

서에 부합하는 한 특정한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기업의 설립만이 대

안이 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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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기업에 대한 통제와 조종

고전적인 자유주의 이념에 의하면 경제는 단지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사회의 영역에 귀속되며, 경제의 조종은 가격 메카니즘과 사경제 주체 

간의 경쟁을 통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산업사회의 고도화로 인해 공공부문

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 강화되면서 경제생활에 대한 공적 부문의 개입과 

참여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임무 내지 역할의 재분배가 요

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즉 공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제도의 필요성이 점

증하고 있다.

허용가능성 심사를 통해 설립과 운영이 정당화된 공기업의 공공성 보

장은 곧 공기업이 수행해야 할 필수적 임무의 보장을 의미하며, 이는 공

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확보된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일차

적으로 공적 임무의 성격에 부합하는 조직형식의 통제, 공기업의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행정부에 의한 통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

통제의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독일을 중

심으로 공기업 통제의 준칙을 살펴보고, 공기업에 대한 조직형식 측면에

서의 통제와 사법통제를 포함한 행정작용법적 통제 문제를 고찰해 보기

로 한다. 

제1절  공기업 통제의 준칙

1. 공기업 통제의 개념과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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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Kontrolle)란 일반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미리 설정한 계획과 기

준에 업무실적이 일치하도록 보장하고, 계획과 실적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를 시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의 개념에 따르면, 공기업에 대한 통제란 공기업의 활동이 당해 공

기업에 부여된 임무에 부합하도록 감시하고,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결과를 시정하는 활동 일체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공기업 통제란 “행정작용으로서의 공기업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일

정한 기준에 입각해서 평가하여, 부적절한 활동(작용)을 시정하는 것”으

로 정의된다.270) 

오늘날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상반된 두 가지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 

공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한

편으로, 공기업에게 부여되어 있는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을 확립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경영진의 전문성과 자율

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방행정조직에 적용

되는 일반적 행정감독권이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271) 

공기업에 대한 통제가 일반적 행정감독과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 기제가 조종(Steuerung)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현대 국가임무의 성격 측면에서 종래 급부국

가가 보장국가로의 전환되었고, 특히 급부행정 분야에서 공공주체의 주

요 통제수단이 조종이라는 이른바 조종학(Steuerungswissenschaft)의 접근

과 맥락을 같이한다.272) 

공기업을 통한 국가의 경제활동은 민주주의 원리와 경제성 명령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조직원리 간의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Gersdorf에 따르면, 

270) 대표적으로 이원우,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2017, 290면 참조.
271) 이원우, 전게논문, 279면 참조.
272) Steph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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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의 영역은 이른바 ‘경합적 국가임무’(konkurierende Staatsaufgabe)

가 적용되는 영역으로, 국가와 사인이 동일한 생활영역에서 활동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경합적 국가임무가 기능하는 영역에서 민주주

의 원리와 경제성 원리의 충돌에 의해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즉 공기업

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적 임무의 보장이 헌법에 의해 

요구되고, 효과적인 임무의 처리가 사인에 의해서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

는 경우에만 공기업의 활동이 허용되는 것이다(보충성 원리). 이에 따라 

공공주체가 보충성 원리를 통해 설치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경합

적 국가임무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공기업의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두 

상충되는 헌법원리 중 민주주의 원리가 경제성 고려에 대해 우선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273)

이는 공기업의 민주적 정당성이 정당화 요건으로서의 ‘공공성’과 연결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은 공공복리의 실현 및 국민경제상 

필요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징표인 공공성은 

‘국가임무’의 개념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헌법상 기본권 규범 및 기타 

핵심 규범들에서 근거가 주어져야 한다. Gersdorf의 논리전개 구조에 대

입하면, 공공성은 곧 헌법에 의해 보장이 요구되는 공적 임무로 표현되

며, 공기업에 대한 공공성 통제는 곧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전제로 한

다. 

공기업의 이중적 성격은 공기업의 운영원리 문제에 반영된다. 공공복

리의 실현이라는 목적과 기업으로서의 조직형식에 따른 경제성 요청 사

이의 모순으로 인해 공기업 운영원리에 있어서 긴장관계가 발생하는 것

이다.274) 이를 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공기업의 운영은 공기업의 공공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원리와 기업적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수

익성 내지 경제성의 원리라는 상충되는 운영원리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273) Hubertus Gersdorf, Öffentliche Unternehmen im Sapnnungsfeld zwischen 
Demokratie- und Wirtschaftlichkeitsprinzip, Berlin, 2000, S.487-490 참조. 

274)  Ebd., S.5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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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으로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두 운영원리 간의 규범적 

관계와 지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공기업의 운영원리

(1) 민주주의 원리와 경제성 원리 간의 긴장관계
공기업 조직은 그 구조적 특징상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일반 행정조직의 모형을 따르지 않는다. 국가 및 지방의 직영회사

(Eigengesellschaft) 및 출자회사(Beteiligungsgesellschaft)는 효율적 급부제공

의 이익을 위해 광범위하게 기업의 활동여지를 이용한다. 따라서 계급구

조와 관료주의를 지닌 직접국가행정으로부터 공기업을 분리하는 것이 헌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공기업은 행정조직으로서 민주적 통제의 

문제와 경제적 기업으로서의 경제적 효율적 운영의 문제라는 두 가지 헌

법문제의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규범합치적인 공기업의 운영

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리와 경제성 원리 간의 긴장관계의 해소를 위한 

준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원리는 공공조직 운영원리의 하나로서, 국가 혹은 지방의 직

영회사 및 출자회사의 기능영역을 포함하여 국가권력이 행사되는 전 영

역에 대해 효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과 공공주

체간 법률관계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민주적 정당성 

원칙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결정 일체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의

사로 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체는 사법적으로 조직된 

행정조직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종 가능성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Gersdorf에 의하면, 효과적인 시장참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간주되는 기

업의 독립적 형성권한은 전통적인 민주적 정당성 모델과는 상충되는 것

이다.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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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Wirtschaftlichkeit) 원리 역시 독일 기본법 제114조 제2항 등에 

명시된 헌법원리276)로서, 이는 계층조직구조 및 관료제적 운영구조와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효율성 제고라는 이해관계에 의해 경제성 명령은 

위계적 조직구조 및 관료제적 운영구조의 완화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업무과정을 간소화하고, 결정절차를 가속화 하며, 행정수뇌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직원의 책임과 동기를 제고하라는 등의 요청이 수반된다. 기업

이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유인을 제

공할 여력 이외에도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 및 형성재량을 

가져야 한다. 임무가 위임된 공기업의 경영기관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기업정책의 수행을 위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한

다.277)

경제성 명령에 의한 ‘비용최소화 및 이윤극대화’ 원칙 역시 공기업에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고도의 융통성과 가변성의 

특징을 갖는 시장경제주체로서의 적응력을 공기업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

이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매개하는 계층구조의 원리를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인적 물적 수단의 낭비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Gersdorf는 기업에 자기책임에 기초한 자율적 영역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경제성 원리가 공기업을 위한 조직원리로 작동하기 위한 전

제조건이 된다고 한다.278)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상이한 조직원리인 민주

주의 원리와 경제성 원리 간의 모순이 나타난다. 기본법상 민주주의 원

리는 필수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매개하기 위해 공기업에 대해 공공주체

275) Hubertus Gersdorf, Öffentliche Unternehmen im Sapnnungsfeld zwischen 
Demokratie- und Wirtschaftlichkeitsprinzip, Berlin, 2000, S.477.

276) 독일 기본법 제114조 제2항은 연방회계검사원은 예산 및 재정이 경제적으

로 운영되었는지를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77) Hubertus Gersdorf, Öffentliche Unternehmen im Sapnnungsfeld zwischen 

Demokratie- und Wirtschaftlichkeitsprinzip, Berlin, 2000, S.478 참조.
278)  Ebd., S.4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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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데 반해, 경제성 명

령은 시장규범과 경쟁규범에 입각한 유연한 기업경영을 위해 행정부의 

영향력이 제거된 기업의 자율적 영역을 광범위하게 요구한다. 민주적 정

당성 원리 이외에 경제성 원리 역시 헌법적인 조직원리의 지위를 보유하

기 때문에, 헌법 차원에서의 충돌 내지 헌법적 긴장관계가 중요한 문제

로 제기되는 것이다.279)

(2) 긴장관계 해결을 위한 접근
 Gersdorf에 의하면, 공기업의 조직원리인 민주주의 원리와 경제성 원

리 간의 헌법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우선 기본법상 직접적인 조직 규범으로부터 헌법적 긴장관

계의 해소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법에서 헌법적 충돌상황

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헌법내재적인 접근을 통

한 해석에 의존해야 한다.280)

헌법적 긴장관계는 우선 구체적인 헌법상 조직규범에 의해 해소된다. 

독일 기본법은 제87e조를 통해 연방철도에 관한 철도교통행정은 연방고

유행정으로 수행하되, 그 운영은 사법적 형태의 경제적 기업으로 수행한

다고 규정한다. 한편 연방우편 역시 동법 제87f조를 통해 ‘우편 서비스’

는 사경제활동으로서 특별재산인 독일연방우편의 후속기업 및 사인을 통

해 수행하고, ‘고권적 임무’는 연방의 고유행정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에서 철도, 우편 및 통신 분야는 기본법의 지침에 

따라 관련 영역의 민영화가 완료되어, 이 기업들은 공공주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기업경영의 의사결정기관인 회사 내부 이사회의 지

배하에 놓여 있다.281) 

279) Hubertus Gersdorf, Öffentliche Unternehmen im Sapnnungsfeld zwischen 
Demokratie- und Wirtschaftlichkeitsprinzip, Berlin, 2000, S.479.

280)  Ebd.,S.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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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독일 헌법에 의하면 적어도 철도, 우편,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성 원리가 공기업 경영에 관한 헌법원리의 지위로 격상된 것이다. 

즉, 시장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목적에 따

라 이들 기업이 완전한 기업적 자율성을 누리면서 행정청과 분리됨으로

써 두 헌법원리 간의 긴장관계는 경제성 원리 우위의 헌법적 명령을 통

해 해소된 것이다.282)

문제는 헌법에 민주주의 원리와 경제성 원리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

의 갈등을 해소하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대부분의 여타 급부영역에서 

발생한다. Gersdorf는 공기업 조직원리인 민주적 정당화 원리의 일반적 

우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Issense나 Jestaedt 등과 논하는 바와 같이 “효

율성과 경제성은 법적 가치 규범에 있어서 단지 이차적인 지위를 요구할 

뿐”이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

면 경제성 원리 역시 헌법원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283) 

또한 독일 기본법 제79조 제3항의 소위 ‘기본법 개정에 관한 영속성 

보장 규정’(Ewigkeitsgarantie)284)에 의해 기본법 제20조의 민주주의 원리

가 개정 불가능한 권리로 간주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는 헌법적 보장

의 중요성 측면에서 다른 헌법원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다시 말해서, ‘헌법의 통일성 원칙’(Grundsatz der 

281) Hubertus Gersdorf, Öffentliche Unternehmen im Sapnnungsfeld zwischen 
Demokratie- und Wirtschaftlichkeitsprinzip, Berlin, 2000, S.480.

282)  Ebd., S.480.
283)  Ebd., S.482.
284) 독일 기본법 제79조 제3항은 “연방을 여러 주로 편성하고 입법작용을 함에 

있어서 주의 원칙적인 협력 또는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제 원칙에 저촉

되는 기본법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20조는 

헌법의 기본원리 및 저항권에 관한 조항으로서, 제1항은 독일연방공화국인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임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국민주권원리 및 입법·

행정·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원칙을, 제3항은 입법의 합헌성 원칙과 법치

국가 원리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79조 제3항의 ‘영속성 보장’이란 이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제정자의 원칙

적 결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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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heit der Verfassung)에 따라 민주주의 원리가 다른 헌법적 법익에 대

비해서 일반적인 우위성을 보유하고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선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기본법 제79조 제3항의 영속성 보장 

규정은 민주주의 원리가 경제성 명령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주장의 근거

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85) 

결국 헌법내재적 해석을 통해서는 경제성 원리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원리가 일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 경제성 명령 역

시 민주주의 원리와 동등한 조직원리의 가치를 지닌 명령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286)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 어느 경우에 민

주주의 원리와 경제성 원리 간 규범적 지위의 우열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규범적 고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독일 예산법의 규정도 Gersdorf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한다. 독일 연방

예산법(BHO) 제26조는 연방사업(Bundesbetrieb)에 관해 이를 국가예산안

의 수입과 지출에 따라 경영하는 것이 합목적적이지 않은 경우 자체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한도 내에서 예산법상의 자유

를 향유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연방사업은 경영에 있어서 전통적인 공

공행정을 떠나 사기업에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방

사업은 연방의 직접국가행정의 일부로 남아 있으므로, 예산법상의 특수

성을 제외하고는 공법적 규범의 구속을 받는다. 이러한 예산법의 지침은 

연방사업 및 기업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자율성의 제고를 통한 비용 절

약, 즉 경제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87) 다시 말해서, 예

산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을 공기업에게 부여함으로써 경제활동 수행에 있

어서 경제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방기업의 경제적 지향성과 경제성 제고 잠재력은 

285) Hubertus Gersdorf, Öffentliche Unternehmen im Sapnnungsfeld zwischen 
Demokratie- und Wirtschaftlichkeitsprinzip, Berlin, 2000, S.483 참조.

286)  Ebd., S.485 참조.
287)  Michael König, Ziele des Wirtschaftens in Bundes- und Landesbetrieben, DÖV 

2009,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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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이 연방 및 주의 직접행정에 귀속된다는 사실에 의해 상당한 제

약을 받는다. 실제로 독일 연방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많은 경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에 König는 연방기업들이 단

지 예산상의 자율성만 지니고 있지 법적 형식 측면에서 기업적 구조와 

절차가 도입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상

황평가가 연방기업들에 있어서 경제성 제고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

하고 민영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경험적으로도 연

방 및 주의 기업이 조직, 재무, 인사, 생산,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의 이행

능력 측면에서 사기업에 근접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된다. 따라서 직접 

국가행정의 틀 안에서 활동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경제성의 제고는 필

요하고 가능한 일이다.288)

경제성 원리와 관련해서는 공기업의 영리경제활동의 허용성 문제가 중

요한 법적 문제로 제기된다.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경제성에 대한 인식

의 제고는 경제적 이익 자체의 추구라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독일의 통설은 순수한 영리적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으며, 예외적으로 실정법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한다.289) 

König 역시 원칙적으로 연방기업이 영리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특히 규범정책적 근거에서 해당 법인의 이익만을 

위한 수입의 획득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다. 전체 국민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활동은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다. 따라서 완전고용 혹은 가격안정과 같은 경제정책목표를 위한 정당성

이 없는 경우 단순한 이윤획득 의도는 공기업 설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는 것이다. 공적 목표의 추구보다 해당 공기업의 자체적인 이익을 우선

시하는 것은 공적 임무 수행 영역에 있어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

288) Michael König, Ziele des Wirtschaftens in Bundes- und Landesbetrieben, DÖV 
2009, S.22.

289)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7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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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0)

결국 공기업 운영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원리와 경제성 원리의 긴장관계

는 공기업 목표에 대한 도그마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Ganske는 공

기업의 목표를 공공목적의 추구라는 실질적 목표(Sachziel)와 재정수입의 

획득이라는 형식적 목표(Formelziel)로 구분한다. 우선 공기업의 일차적 

목적은 반드시 국가임무의 추구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만 

공기업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목적의 

예시로는 전술한 대로 사회정책, 독점통제, 국가의 경제적 영리, 일반행

정의 보조, 경제진흥, 정책적 개입 및 계획 등을 들 수 있다.291)

다른 한편으로 공기업은 국가 재정수입의 획득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영리적 목표는 공기업을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공공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단지 이차적인 목표에 불과하다. 물론 일반적인 국

가재정의 궁핍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에서는 공기업들이 형식적 목표인 

순수한 영리경제활동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필수적

인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이윤획득이 희생되어야 하는 경우 형식

적 목표는 해당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수요의 최소화와 같은 목표로 제

한되어야 한다.292)

따라서 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리와 경제성 원리 간의 긴

장관계의 해소방안은 해당 공기업에 부여된 임무와 목표의 성격에 따라 

290) Michael König, Ziele des Wirtschaftens in Bundes- und Landesbetrieben, DÖV 
2009; 이에 대해 순수한 영리경제활동을 부인하는 독일의 주류적 견해를 우

리나라 공기업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규율력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오히려 재정목적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엄격한 법률상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영리경제활동을 통한 재정상의 이익을 공익으로 규

범화하는 것이 우리 공기업 법제상 현실적합성이 있는 접근이라는 견해에 

기반하고 있다;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781면 참조.
291) Matthias Ganske, Corporate Governance im öffentlichen Unternehmen, Frankfurt, 

2005, S.70.
292) Ebd.,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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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이원적 접근: 필수적 임무 영역에서의 민주적 통제의 보장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영역에는 허용되는 분야와 허용되지 않는 분야 

사이에 경계선이 존재한다. 국가 및 지방의 경제활동이 헌법에 의해 그 

존립이 보장되는 임무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공주체에게는 경제활동

의 전개가 완전히 금지된다. 이와는 반대로 특정 임무에 대한 헌법상 보

장의무가 존재하는데 사인이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황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주체가 이를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처럼 사인의 이행

능력이 헌법적 명령의 보장을 위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공주체에게는 

공적 임무 수행에 대한 예비적 기능이 요구되는 것이다.293)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분야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리와 

경제성 원리 간 충돌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제기되지 않는다. 공공주체는 

헌법적 충돌의 잠재성이 있는 시장영역에는 진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공공주체가 직영회사의 형상으로 나타나든지, 출자회사의 형태로 나타나

든지에 무관하게 그 경제활동은 헌법적 장애에 마주치는 것이다. 이 경

우 공공주체는 민주주의 원리와 경제성 원리 중 어느 하나를 훼손함으로

써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자제하고 이 영역을 사

회집단의 잠재력에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제활동 분야는 원

칙적으로 사회의 임무영역이다.294)

그에 반해 생존배려 영역과 국가의 유휴잠재력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

는 영역에서 공공주체는 보충성 원리 하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

다. 그러나 독일의 통설에 의하면, 공공주체의 순수한 영리경제활동은 여

기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수입의 증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임무의 수행을 

293) Hubertus Gersdorf, Öffentliche Unternehmen im Sapnnungsfeld zwischen 
Demokratie- und Wirtschaftlichkeitsprinzip, Berlin, 2000, S.492 참조.

294)  Ebd., S.4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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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재원조달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국가 및 지

방의 영리경제행위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공공주체의 영리

경제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임무와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 원

리와 경제성 원리 간의 긴장관계를 야기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

체는 순수한 영리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295) 

그러나 일단 국가에게 헌법상 필수적인 임무의 보장의무가 존재하는 

한 이제는 국가 및 그 산하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보장이 관건이 된

다. 따라서 Gersdorf는 공적 임무의 수행이 위임된 공기업에게는 “임무로

부터 면책될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매개하는 조종

수단을 임의로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296) 국가가 판단

재량에 입각해서 해당 임무 수행을 위해 특정 조직형식을 결단한 이상, 

경제활동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요청에 의해 민주주의 원리를 완전히 구

현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당 공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Gersdorf는 이 경우 공기업 운영원리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

리가 경제성 원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한다. 즉, 경제성 명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조직적 요청의 틀 안에서, 그리고 그 척도에 따라서 수행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주체가 보충성 원리를 통해 설치된 장

벽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구체적인 조종요구를 내포하는 민주주의 원리는 

경제성 고려에 대한 우위가 인정되어야 한다.297)

이런 측면에서 Gersdorf는 공사혼합기업 내지 사법적 형식의 기업에 대

한 출자는 원칙상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형식의 

기업에 대해서는 임무보장명령을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의 영향력 행사가

능성이 불충분하게 미치기 때문이다. 공공주체가 공사혼합기업에 대한 

출자지분의 제약으로 인해 기업정책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

295) Hubertus Gersdorf, Öffentliche Unternehmen im Sapnnungsfeld zwischen 
Demokratie- und Wirtschaftlichkeitsprinzip, Berlin, 2000, S.493-494 참조.

296)  Ebd., S.498.
297)  Ebd., S.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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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적 형식의 기업에 대한 공공주체의 출자에는 민주적 정당화

가 필요하다.298)

공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보장은 대의제 민주주의 현실에서는 궁

극적으로 의회통제권의 보장을 의미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의회통제권

의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효과적인 조종 및 제도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의회통제권의 핵심은 의회에 대한 정부의 책

임, 즉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보고요청 및 조사권한이다. 의회의 통제권

한은 행정기구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권을 목표로 하며, 이는 단지 

행정청의 핵심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의 말단에까지 

미친다. 더 나아가 의회의 통제권은 공기업 및 공공주체의 모든 출자지

분에까지 미친다. 독립적인 공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시로부터 보다 광범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내

각으로부터의 자유, 즉 정부의 지시로부터의 일정 수준의 자유가 행정 

자체로부터의 분리나 의회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99)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광의

의 행정상 법률관계는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행정작용법적 관계를 포함한

다. 그리고 행정작용법적 관계는 다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된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통제 문제 역시 행정조직 구성을 통한 조직법적 

통제와 행정작용법적 통제로 나누어 고찰해야 한다. 공기업 역시 광의의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규범이 적용되는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298) Hubertus Gersdorf, Öffentliche Unternehmen im Sapnnungsfeld zwischen 
Demokratie- und Wirtschaftlichkeitsprinzip, Berlin, 2000, S.499.

299)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74-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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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기업 조직형식에 대한 통제
현실에서 공기업은 조직과 활동 측면에서 다양한 발현형식으로 나타나

기 때문에, 공기업이 본질적으로 행정주체의 일부라고 규정하는 것만으

로는 실효적인 규범의 기초를 마련하기에 불충분하다.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은 다양한 조직형식을 통해 

수행된다. 사물의 내용과 형식은 항상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행정임무

의 내용과 조직형식 역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활

동 임무별로 수반되는 법률관계의 상이한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조직형식을 선택하는 것은 공적 목표 및  임무 보장을 위한 선결요건이 

된다. 

1. 조직형식 선택의 기능적 의의

공공주체는 공기업을 설립․운영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법규정을 침해

하지 않는 한 ‘조직형식 선택의 자유’(Grundsatz der freien Wahl der 

Organisationsform)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공법상 조직형식을 택할 수

도 있고 사법적인 회사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300)

독일에서는 특히 지방자치법에서 행정기업이나 직영기업 등 공법상 기

업형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갖지만, 현실에서는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이 

대세를 이룬다. 그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사법적 형식의 조직이 갖는 책

임의 제한, 예산법 및 노동법에 대한 약한 구속, 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

감독의 제약 등이 제시된다. 더 나아가 공사혼합기업의 경우처럼 공공주

체 이외의도 사인의 출자가 가능하므로, 자본 확충 및 자금조달 측면에

서도 사법적 형식이 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법적 형식의 선택은 사실상 

300) 이원우,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2017, 2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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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목적성의 문제가 된다.301)

사법적 형식을 취하는 공기업의 경우 연방예산법 제65조에 의한 출자

금 납입의무 혹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헌법 제89조와 같이 제3자

에 대한 책임은 특정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특별규정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공기업으로 선택되는 법적 형식으로는 주로 유한회사나 주식

회사와 같은 자본회사만이 고려된다.302) 그러나 사법적 조직형식의 선택

이 공기업과 관련된 법적 구속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는 지방의 생존배려시설이 민영화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게마인데는 민영화 시점 이후에도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의 이용권한을 

보장할 책무를 진다. 이러한 책무의 보장은 공기업이용관계와 관련된 계

약의 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계약을 통해 공적 임무의 계승자인 

후속기업 역시 게마인데의 임무에 포섭된다.303)

공법적 조직형식을 갖는 공기업, 특히 게마인데의 직영기업에 대해서

는 감독, 조직, 경영 및 회계제도 측면에서 특별한 형성규범이 적용된다.

직영기업의 의사결정구조는 게마인데의 기관과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

다. 그에 따라 게마인데의 수장과 각료는 직영기업에 대해 상당한 영향

력 행사 가능성을 보유한다.304)

행정임무와 행정조직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공적 임

무 주체의 법적 형식 문제는 달성해야 할 임무와 수립된 목표로부터 출

발해야 한다. 즉, 법적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는 해당 공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 내지 기능에 따라 그에 적절한 조직형식이 선택되어야 한다. 

301)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70 참조.

302) 자본회사 중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선택은 당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서 자본의 조달 및 보유방식, 의사결정권한의 배분, 법적 책임분배 등의 요

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이원우,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2017, 289면 참조.
303)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71 참조.
304) Ebd., S.170-1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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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정합적 조직형식의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어떤 조직형식이 개별 임

무와 목표의 달성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조직의 법적 

형식에 따라 행정목표의 달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야 한

다.305) 

Loeser는 “특정 임무의 처리는 그 임무에 부합하는 조직형식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306) 예컨대 임무의 공적 성격이 강해서 국가가 직

접 자신의 책임 아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기업 내지 직영기업

과 같은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진 조직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공기업은 법적으로 국가기관이므로, 해당 공기업의 행위로 인한 법적 효

과는 직접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에 소위 공적 프로그램화가 불가능한 영역은 오히려 분권화되고 

독립적인 주체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법적 형식에 의하더라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기업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감독권자로서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는 

해당 공기업의 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에 직접 구속되지는 않는다. Loeser

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지도와 일반적 감독은 행정청에 의해, 물질적 

수단의 공급은 권리능력 없는 영조물에 의해, 사회집단을 국가행정에 결

합시키는 것은 공법인 및 공법상 영조물에 의해 수행된다고 한다.307) 결

국 조직의 목적은 조직구조의 선택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다.

305)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285, 298 참조.

306) Roman Loeser, Die Bundesverwaltung in der BRD, Band 1, Speyerer 
Forschungsberichte, 1986, S.254;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
München, 1993, S.285 참조. 

307) Roman Loeser, Das Bundesorganisationsgesetz,  Nomos Verlagsges. MBH + Co, 
1. edition, 1988, S.224;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2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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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제활동 주체인 공기업의 조직형식 역시 개별 공기업에게 부

여된 임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행정조직

체계 하에서 공기업의 법적 형식은 반드시 공법상 법인과 같은 간접국가

행정조직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활동의 방식으로 수행되는 급부임무의 

성격에 따라 공기업은 행정기업이나 직영기업과 같이 법적 독립성 및 권

리능력이 없는 직접국가행정으로 설립될 수도 있고, 공법상 영조물 등 

권리능력을 가진 독립적 조직으로 설립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공기업의 법적 형식의 선택은 국가조직 형성에 있어서의 국가의 영향력 

행사, 즉 조직 측면에서의 조종(Steuerung)의 표현이다.308)

따라서 독일 공기업의 조직유형을 살펴봄에 있어서 관건은 실정법상 

혹은 법현실에서의 유형을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의 

조직형식에 대한 임무정합적 선택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주체에

게 부여된 임무와 역할에 부합하는 조직선택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Müller의 접근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적 형식 선택의 척도

(1) 법적 형식 선택의 방법론
Müller에게 있어서 조직형식의 선택은 공적 목표에 대한 조종력 확보

방안과 관련을 갖는다. 이는 조직형식에 따라 목표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밀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직접국가행정의 영역에서 목표

에 대한 통제는 지시(Weisung)를 수단으로 어려움 없이 달성되지만, 이는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에서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공적 목표에 대한 

308) Michael König, Ziele des Wirtschaftens in Bundes- und Landesbetrieben, DÖV 
2009, S.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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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공기업 분야는 공공주체의 통제권한이 효력을 가

질 수 있는 형식의 조직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조종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공기업의 임무와 목표가 국가적 목표

와 밀접하면 할수록 선택해야 할 조직형식 역시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일반 행정청이나 공공시설과 같은 직접행정의 조직

형식은 공공주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 조직형식은 엄격한 직

무 및 급부 감독의 특징을 가짐으로써 민주주의 원리 및 계층화 원리에 

의해 국가의 영향력 행사가 보장된다. 따라서 임무의 성격이 국가 고유

의 이익에 해당되어 사기업의 목표와 구별되는 경우에는 직접행정의 법

적 형식이 적합하다.309)

반면에 간접국가행정의 경우에는 공공주체와의 결합이 완화된다. 공법

상 권리능력 있는 영조물, 비영리조직 혹은 공공주체 소유 기업 등에 대

한 조종은 감사위원회, 회사계약, 정관 등 기업 내부의 기관을 통해 간접

적으로 이루어진다. 임무 수행에 대한 공공주체의 영향력 행사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조직에 대해서는 사경제적 목표가 보다 

중심에 놓이게 된다.310)

공적 임무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법적 형식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은 목표통제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

난다. Müller에 의하면, 모든 목표준칙은 그 준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

미가 없으므로, 조직형식 선택의 문제는 설정된 목표의 실현을 위한 공

적 임무주체에 대한 구속력 확보 방안으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이다.311) 

공적 임무와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법적 형식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면, 

이제 법적 형식의 결정을 위한 체계와 절차에 대한 방법론의 모색이 필

요하다. 이에 관해서 Müller는 법적 형식의 선택을 위한 절차로 ① 행정 

309) Michael König, Ziele des Wirtschaftens in Bundes- und Landesbetrieben, DÖV 
2009, S.27 참조. 

310) Ebd., S.27 참조. 
311)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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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선택(국제적 차원, 연방 차원, 주․도․군․게마인데 등 지방의 

차원의 선택), ② 섹터의 선택(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선택), ③ 구체

적인 법적 형식의 선택 등의 3단계를 제시한다.312) 

법적 형식의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행정 차원의 선택’(Wahl der 

Verwaltungsebene)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 차원은 국제적 차원, 연방 차

원, 주·도·군·게마인데 등 지방의 차원으로 분류된다. 법적 형식의 결정에 

있어 일차적으로 행정 차원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각 차원별로 기능적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방의 차원은 시민친화성, 공동결정 

및 시민 참여 등의 특징을 갖는 반면에 연방의 차원은 연방의 범위를 망

라하는 임무의 달성 및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제 해결을 보장해야 

한다.313)

이와 관련해서 Mayntz는 각 행정 차원별로 고유한 이익이 존재하며,

개별적인 국가의 임무를 어떤 차원이 관할하는지에 따라 목표의 내용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예컨대 도로의 

건설이 지방행정청의 관할에 있는 경우 지방정부는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에 도움이 되는 지방도로를 건설하여 할 것인 반면에 중앙행정청은 장거

리 고속도로를 건설하려 한다는 것이다.314)

사실 법적 형식 선택의 단계에서 행정 차원의 선택은 공공부문과 관련

해서 이미 대부분 규범화되어 있다. 연방과 주 간 임무의 배분은 기본법

의 관할권 규범을 통해 정해지며, 이에 관해서 공공주체의 자율적인 선

택은 불가능하다. 게마인데의 임무영역 역시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서 

이미 대강의 틀이 확정되어 있다.315) 다만 다음 단계인 법적 형식 선택

312)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188 이하 참조.

313) Ebd., S.189, 191.
314) Renate Mayntz, Sozialogie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Heildelberg․Karlsruhe, 

1978, S.87;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191-1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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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차에서는 개별 차원의 구체적인 권한과 임무의 배분에 관한 공공주

체의 판단재량이 존재한다.

법적 형식 결정의 두 번째 단계는 ‘섹터의 선택’(Wahl des Sektors)으로

서, 이는 개별 임무에 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 어느 섹터를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섹터 구분의 출발점에는 법학에서 통용되는 ‘공사법 

이원론’이 자리하고 있다. 공적 임무가 어느 규범 영역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법적 구속력, 법률효과, 책임의 문제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316)

섹터의 선택과 관련해서 Müller는 공사법 이원론에 입각한 권력설, 이

익설, 주체설 등 전통적인 학설이 공적 임무의 주체를 사법 혹은 공법에 

귀속시킬 수 있는 유용한 경계설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전반적으로 적합

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이 학설들은 엄격한 이원론적 규범체계만을 고집

하고, 그 사이의 회색지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분법은 변화된 

행정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적 형식 선택에 대한 공공주체의 판단재

량을 축소시키므로, 보다 세분화된 섹터 규준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317)

 Müller에 의하면,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국가의 행위형식 및 조직형

식 심사를 위한 유의미한 접근으로, 행정사법 개념 및 ‘공공’ 개념의 발

견, 제3섹터론의 전개 등을 꼽는다.318)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을 주장하는 학설은 ‘순수한 사법 대 엄

격한 공법’ 사이에 제3의 규범영역이 있다고 가정하며, 행정임무의 처리

를 위한 법적 형식보다는 행정행위의 목적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그러

나 Müller에 따르면, 행정사법론은 전통적인 이분법으로부터의 전환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법적 형식을 지닌 ‘공공기관’의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된다.319)

315)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192-193 참조.

316) Ebd., S.194 참조.
317) Ebd., S.196.
318) Ebd., S.1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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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das Öffentliche) 개념의 발견으로 인해 행정법학은 국가와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을 인정하게 되었다. 공공부문은 국가도 아니고 민

간도 아닌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Preuss는 이러한 공공부문이 정당화되는 

네 가지 영역을 ① 공익과 결합된 정치적 결정의 관철이 가능한 영역,

② 참여의 영역, ③ 배당의 영역, ④ 사회국가적 자치행정영역 등으로 공

식화하였다.320) Müller는 공공 개념의 도입을 통해 조직제도에 있어서 국

가와 사회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섹터를 연구

할 수 있고, 국가와 사회적 권력의 영향력 행사, 참여 혹은 조종을 통한 

상호간 경계설정을 위한 풍부한 접근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321)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시된 이른바 ‘제3섹터론’ 역시 그 목표는 

국가와 사회 사이의 조직형식을 포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섹터에는 

순수한 경제기업에도 속하고, 순수한 행정청에도 속하는 조직들이 존재

한다. 이러한 제3섹터의 조직유형으로는 독립적 공공시설(학교, 방송국,

극장, 박물관, 사회보험, 공공사업), 국가부속시설(연구시설, 상공회의소),

전통적 공용시설, 대안적 시설(대안기업, 자조집단) 등이 있다.322)

순수한 사법적 임무주체와 직·간접적 국가행정 이외에도 고유한 유형

을 가진 여타의 중간 영역들이 존재한다면, 이제 법적 형식의 선택과 관

련해서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Müller

는 국가 스스로가 개별 섹터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느 정도로 다

른 임무주체에게 임무를 위임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7개의 섹터를 도출

한다. 이들 섹터는 ① 계층적 구조를 가진 직접국가행정(unmittelbare 

319)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197.

320) Ulrich Preuss, Zum staatsrechtlichen Begriff des Öffentlichen, Stuttgart, 1969, 
S.146ff;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198 
참조.

321)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198 참조.

322) Ebd., S.198-2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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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archische Staatsverwaltung), ②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조직을 통한 직접

국가행정(unmittelbar Staatsverwaltung durch teilverselbständigte Einheiten), 

③ 간접국가행정(mittelbare Staatsverwaltung), ④ 사법적 형식의 국가행정

(privaterechts- förmige Staatsverwaltung), ⑤ 국가가 지원하는 사인 임무주

체(staatlich geförderte private Aufgabenträger), ⑥ 국가로부터 독립된 회사

형 조직(staatsunabhängige gesellschaftliche Organisation), ⑦ 시장조직

(Organisationen des Marktes) 등으로 구성된다.323)   

법적 형식의 마지막 결정단계는 ‘구체적인 법적 형식의 선택’(Wahl der 

Konkreten Rechtsform)이다. 섹터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법적 형식은 사실

상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공법인의 설립은 단

지 간접국가행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의 공적 임

무주체의 다양한 조직형식을 고려할 때 마지막 결정단계의 의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324) 예컨대 이를 우리나라 공기업 제도와 관련해서 적

용하면, 특정한 공익목적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단, 즉 

재단 형식의 공기업이 적절한 반면에 기업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는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사, 즉 영조물 형식의 공기업

이 적절할 수 있다.325) 

행정 차원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섹터 및 구체적인 법적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도 독일의 현실에서 실정법의 제약은 존재한다. 예컨대 독일 기본

법은 특정 행정영역에 있어서 직접연방행정을 임무주체로서 강행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개별법에서도 섹터를 규정하는 다수의 규정들이 산재되

어 있다.326)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포괄적인 조직형식 선택의 자유가 존

323)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189ff., 206-207, 
387.

324) Ebd., S.209 참조.
325) 이원우,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5집 제3

호, 2017, 289면 참조.
326)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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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며, 이는 학설의 지지 이외에도 기존 규범이 포착하지 못하는 다양

한 섹터와 형식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현실적 근거를 갖는다.

(2) 법적 형식 선택의 결정요인
섹터 선택의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섹터별 조직의 공통

적인 표지, 각 섹터의 구체적인 기능, 섹터별로 제약되는 국가성

(Staatlichkeit)의 정도, 공적 임무 수행에 대한 각 섹터의 기능적 참여 범

위 등을 고찰해야 한다.327) 

특정 섹터의 선택과 특정 임무분야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행사의 범위 

및 유형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직접국가행정에서 시작해서 시

장을 통한 임무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영향력 및 국가성의 정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직접국가행정은 일부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국가에 종속되는 반면에 간접국가행정의 경우 국가의 지배영역의 

범위는 감소하고 원칙적으로 법적 감독수단으로 제한된다.328)

국가가 임무주체로서 사법적 형식의 권리주체를 선택하는 경우 사실적 

영향력은 아직도 상당하지만, 제3자인 사인의 관점에서는 외형상 민간 

조직으로 인식된다. 공사혼합기업의 경우 국가성의 정도는 공공주체의 

출자지분의 범위로 제한된다. 국가가 주주 등 사법적 법인의 구성원이 

아니라 단지 임무처리를 위한 자금공여자가 되는 경우 국가성의 감소는 

더 강화되며, 이러한 결합조차 없는 경우 국가성의 정도는 영(0)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섹터의 결정에 있어서는 특정 임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조직이 어느 정도의 국가성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한지에 대

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329)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208 참조.
327) Ebd., S.307-310 참조.
328) Ebd., S.309 참조.
329) Ebd., S.3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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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섹터에는 구체적인 조직형식, 예컨대 직접국가행정, 제3섹터, 공

법상 단체 등의 섹터 혹은 연방출자 사기업, 다양한 민법상 인적조합 등

이 귀속된다. 따라서 각 섹터는 그와 결합된 조직형식에 의해 일련의 공

통적인 표지들을 가지며, 이를 통해 특정 임무의 성격에 맞지 않는 법적 

형식을 조기에 배제할 수 있다. 예컨대 모든 직접 국가행정기관들은 법

적으로 원칙상 독립적이지 않으며, 완전한 범위에서 장관의 지시에 복종

하고, 인사 예산 감독 수단에 의해 조종된다. 따라서 어느 임무가 완전히 

정부 부처의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 그 임무에는 독립성이 없

는 직접국가행정의 법적 형식만이 적합한 것이다.330)

법적 형식의 마지막 결정단계인 구체적인 법적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는 행정학 및 경영학의 조직이론적 통찰이 참고가 된다. 조직이론

(Organisationstheorie)은 어떠한 요소들이 어떤 종류와 방식으로 조직구조

의 효과적인 형성과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접근방법이다. 따라

서 임무에 적합한 조직형식의 선택기준과 관련해서 Müller는 다음과 같

은 ‘...할수록 더...(je.. desto)’ 형태의 테제를 제시한다.331) 

  1) 임무의 수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복잡할수록 관료제적-위계적 

조직의 합목적성은 더 약해진다.

2) 환경적 조건이 복잡하고 불안정할수록 독립적이고 협력적인 조직으로의 

개별 임무의 이전은 더 잘 나타난다.

3) 임무의 프로그램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접 국가행정 관료제 조직이 그 

임무의 처리에 보다 더 적합해진다.

4) 처리해야 할 임무가 반복적이고 전통적이며 규칙적일수록 관료제 모델이 

더 강점을 갖는다.

330)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306-307 참조.

331)  Ebd., S.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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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적 임무 처리에 있어서 사회성이 더 필요할수록 협력적 조직을 통한 

효과적인 처리의 개연성이 더 커진다.

6) 임무처리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수록 관료주의 조직에 있어서 어려움이 

배가된다.

3. 법적 형식 선택의 구체적 적용

이제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법적 형식의 선택에 관해 Müller가 제시

한 ‘차원-섹터-법적 형식’의 결정 순서에 의한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는 조직선택 결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결정요소들을 

조망하면서 각각의 섹터별 조직형식과 부합하는 임무의 예시들을 개관하

는 것이다. 

Müller는 섹터별 법적 형식으로 7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지나

치게 세분화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독일 행정조직의 기본적 분류체

계를 참고하고 공기업의 발현형식에 초점을 맞추어, 본 논문에서는 대표

적인 섹터별 법적 형식을 독립성 없는 직접국가행정조직, 독립적 직접국

가행정조직, 간접국가행정조직, 사법적 형식의 행정조직 등 4개로 선별하

여 조직별 특징에 부합하는 해당 임무의 사례집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독립성 없는 직접국가행정
‘비독립적 직접국가행정’(unmittelbare Staatsverwaltung)은 국가 및 지방

의 행정청을 통한 행정을 의미하며, 여기서 권리주체는 연방 및 지방정

부로 나타난다. 독일 연방의 직접국가행정의 일부는 강행규정332)에 의해, 

332) 기본법 제87조 제1항 제1문의 연방고유행정, 외교업무, 연방재정행정, 연방

수로행정, 항해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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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임의규정333)에 의해 규율된다.

조직적 측면에서 비독립적인 직접국가행정의 장점은 ① 공법에 대한 

엄격한 기속으로 인해 지속적인 임무의 처리를 보장하고 “공적 임무로부

터의 도피” 방지, ② 완전한 범위에서 작용 및 통제 책무의 이행, ③ 계

급구조에 따라 정치적 수뇌부의 실제 요구와 지시에 대한 강한 연계성, 

④ 개별 조직 간의 업무조정의 효율성, ⑤ 중앙집중행정의 일반적 장점 

실현 등으로 요약된다.334)

반면에 이러한 조직형식의 단점으로는 ① 직접국가행정에 제공하는 급

부의 성격상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급부성과 평가의 난점, ② 관료

주의 및 중앙집권화의 폐해, ③ 공무원제의 위험회피 기풍의 잔존과 혁

신에 대한 유인 부족, ④ 혼합행정의 금지에 의한 타 국가 및 사회 주체

와의 공동업무의 불가능성 등이 지적된다.335)

비독립적인 직접국가행정은 행정청을 통한 전향적인 국가행정으로서, 

경제 전체의 조종, 방위행정, 경찰행정, 우편행정, 철도행정, 토지행정, 

수로행정, 재정행정 등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형식이다.336)

(2) 독립적인 직접국가행정
‘부분적으로 독립된 조직단위를 통한 비독립적 직접국가행

정’(unmittelbar Staatsverwaltung durch teilverselbständigte Einheiten)에 속하

는 공기업은 ‘권리능력 없는 공법상 기업’(nichtstrechtsfähige öffentlich- 

rechtliche Unternehmen)이다. 여기에는 권리능력 없는 영조물, 행정기업, 

직영기업, 특별재산(Sondervermögen) 등이 속한다.337)

333) 기본법 제87조 제1항 제2문의 안보 및 치안 관련 행정 등.
334)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390 참조.
335) Ebd., S.391 참조.
336) Ebd., S.391-392 참조.
337) Ebd., S.4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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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업’(Regiebetrieb)은 독립적인 법적 형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조

직권한에 의해 창설되므로, 독립적인 조직을 보유하지 않는다. 행정기업

의 직원은 행정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며, 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다. 행

정기업의 수입과 지출은 지방예산으로 편성되며, 예산법상 총액예산주의

(Gesamt- deckungsprinzip)에 포섭된다. 실제로 행정기업은 지방정부의 자

체 수요를 충족시키는 보조적 기업으로 조성된다. 행정기업은 실질적으

로 지방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 행사가 포괄적으로 

보장된다.338)

반면에 구 독일 게마인데법(DGO)에 의해 도입된 이래 대표적인 지방

공기업의 법적 형식으로 정착한 ‘직영기업’(Eigenbetrieb)은 법적으로 고유

의 법인격을 보유하지는 않으나, 일반 행정조직 외부에서 조직적·경제적

으로 독립적인 특별재산을 형성한다. 직영기업은 법적인 근거를 갖는 경

영진, 경영위원회, 공장위원회, 평의회 등의 자체적인 기관을 보유하며, 

각 주의 직영기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다. 조직의 내 외부 법률관계는 

일차적으로 직영기업법 및 각 주의 조례와 이를 근거로 효력을 갖는 기

업 정관을 근거로 형성된다. 조직의 성격상 직영기업은 행정기업과 고유

의 법인격을 보유한 기업 사이의 중단단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된

다.339) 

독립적 행정조직은 계층구조의 행정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공적 임무 

주체로서, 위계적인 직접국가행정의 단점을 회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 조직의 독립성이 제공하는 장점으로는 정당정치의 영향력 차단, 대

규모 조직 혹은 공무원제도의 인적 정치적 제약이 갖는 단점의 최소화, 

외부 전문성의 획득, 일반인 소비자 이익단체 및 직능단체 대표자들과의 

조직적 결합 가능성, 경쟁력의 보장, 개별 임무의 탈정치화, 탈관료주의 

등이 거론된다.340)

338) Dirk Noll, Öffentliche Unternehmen: Optimierungsmöglichkeiten durch die Wahl 
der Rechtsform und Organisation, Hamburg, 2011, S.32.

339) Ebd.,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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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접국가행정
‘간접국가행정’(mittelbare Staatsverwaltung)은 본질적으로 다음의 두 가

지 표지를 특징으로 한다. 첫째, 여기에 속하는 조직들은 공법상 법인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으로서, 개별 행정주체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고유의 법인격이 부여되는 법인이다. 둘째, 간접국가행정 

조직은 공법상 법인과 같은 기관의 자치행정을 규율하는 행정법에 의해 

설립되며, 이에 따라 단지 법적 감독의 틀 안에서만 중앙정부의 영향력 

행사에 예속된다.341)

Becker는 이 유형의 조직을 “완전히 탈중앙화된 조직체”로 부르며, 통

상적으로 특정 임무분야의 정책적 자치행정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규정한

다. 간접국가행정조직은 법적 감독 및 전문적 감독에 의해 운영되며, 직

접국가행정에 귀속된 조직과는 다른 기능과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동

시에 Becker는 자치행정 및 고유의 법인격을 간접국가행정의 핵심적 표

지로 제시한다.342)

340)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394 참조; 독립

적 행정조직은 다양한 행정목적에 의해 계층적 관료제로부터 분리된 것이

다. 즉, 행정부에 대한 자율성(방송영조물, 고등교육기관), 정치적 관리에 

대한 기능적 독립성(회계검사원), 행정심판기능을 보유한 준사법조직의 창

설(특허청, 병역기피자 조사위원회, 망명절차상 승인위원회, 연방인사위원

회), 경제기업의 경영(연방철도, 연방우편), 대외적인 국가활동의 엄폐(독일

문화원, 발전지원 서비스, 독일 적십자사), 경제유도행정 분야에서의 이해당

사자의 결합(석탄위탁생산업자, 독일농산물총판 유한회사, 독일경제합리화 

관리국), 정책금융업무(재건금융 영조물, 부담조정은행, 독일 협동조합금고), 

문화진흥(영화진흥 영조물, 독일 연구공동체, 막스플랑크 회사), 사회영역의 

규율을 위한 조직(직능계급 재판소) 등 임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일정한 

임무주체의 독립성을 요하는 다양한 사례가 발견된다.
341) Ebd., S.399 참조.
342) Bernd Becker, Zentrale nichtministerielle Organisationseinheiten der unmittelbaren 

Bundesverwlatung, VerwArch 69(1978), S.149ff(152);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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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국가행정은 ‘자치행정’의 일종으로 자치행정의 조직원리가 적용된

다. 자치행정의 핵심적 표지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전문가들의 결합

이다. 또한 간접국가행정조직은 많은 분야에서 고권적 행위를 대신해서 

시장의 자기규제 메카니즘에 의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사회의 

자율조종능력에 의해 국가의 고권적 개입이 불필요해지고 특정 생활영역

의 자율성을 누릴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국가는 간접국가행정을 통해 

직접적인 임무 수행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343)

(4) 사법적 형식의 국가행정
‘사법적 형식의 국가행정’(pivaterechtsförmige Staatsverwaltung)에는 공적 

임무의 수행에 참여하고, 고유의 사법적 권리주체성을 보유하며, 연방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으로서 출자하는 모든 조직들이 속한다. 사법

적 형식의 행정은 현실에서 경제정책적 임무(경제진흥, 경제유도, 산업출

자, 금융기관 등) 이외에도 사회적 임무(공공교통운영, 병원 혹은 주택건

설회사를 통한 생존배려), 문화적 임무(국내외 문화행정, 과학진흥, 연구

행정), 협력적·조정적 임무(최상급 지방자치단체, 여타 공용시설) 등을 수

행한다.344) 그러나 그 임무의 내용과 무관하게 사법적 형식의 행정은 주

로 경제활동의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사법적 형식

의 공기업’(öffetliches Unternehmen in privatrechtlicher Rechtsform)과 거의 

일치한다.

사법적 형식의 기업은 크게 민법상 회사, 상사회사 등의 인적회사

(Personengesellschaft)와 협동조합,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의 단체

(Körperschaft)로 구분된다.345) 독일에서 공기업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399 참조.
343)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402 참조.
344) Ebd., S.413 참조.
345) Dirk Noll, Öffentliche Unternehmen: Optimierungsmöglichkeiten durch die Wa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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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형식의 기업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이다. 유한회사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사법상 법인으로서, 유한회사법(GmbHG)을 설립근거로 하며, 

지방정부의 책임은 기업에 대한 출자지분으로 제한된다. 

유한회사의 필수적 기관은 사원총회, 이사, 사무관리인 등이다. 감사위

원회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임의사항이다. 유한회사는 지방공기업의 형식

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사법적 조직형식인데, 이는 유한회사가 주식회

사와 달리 출자자인 지방정부에게 정관 형성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여지

를 허용하기 때문이다.346) 

주식회사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조직은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위원회로 구성된다. 그러나 주식회사법에 의해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유한회사의 이사와 달리 주주의 지시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공

공주체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심각하게 제한을 받는다. 이로 인해 지

방자치법상 지방공기업은 다른 법적 형식으로는 공공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허용된다.347)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이 갖는 핵심적인 장점으로는 우선 공법적 조직

과 달리 여타 임무주체와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공기업 영

역에서 사법적 조직형식의 공기업은 민간의 경쟁자와 외적인 법적 형식

과 조직구조 면에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으로의 통합과 사경제

적 행동양식에 대한 적응”을 촉진한다. 한편 사법적 형식의 행정은 자유

로운 인사와 예산정책의 전개가 가능하므로, 공법적 조직에 비해 대체로 

여건과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유한다. 또한 탈정치화 

기능으로 인해 경제진흥 및 대외적 문화정책 같은 분야 등에서 사법적 

조직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국가권력의 확대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된다.348)

der Rechtsform und Organisation, Hamburg, 2011, S.36 참조.
346) Ebd., S.44 참조. 
347) Ebd., S.44 참조. 
348)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409-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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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이 갖는 단점은 행정의 통일성과 투명성

을 저해할 가능성이다. 사법적 형식의 조직으로 국가임무가 이관됨으로 

인해 행정조직의 전체 구조는 더욱더 분열되고 체계적인 통제가 어렵게 

될 수 있다. 또한 형식적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공기업의 채권

자인 제3자 입장에서 기존에 국가신용등급에 준하였던 공기업의 신용등

급이 사기업 수준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 나아가 기존에 공

무원 신분을 지녔던 공기업 직원 역시 민영화에 따라 신분보장이 약화되

는 불이익이 야기된다. 형식적 민영화는 임무의 실질적 민영화에 필적하

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사인인 행정주체에 단지 추상적인 임무만이 

부여되고 구체적인 공적 목표의 준칙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직이 조만간 경제적 이익에만 집중하고 공적 목표를 완전히 망각할 위

험이 큰 것이다.349)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법적 행정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주체의 

민주적 통제의 축소, 즉 국가 및 지방을 통한 통제와 작용 측면에서의 

결함이다. 사법적 형식은 일반적으로 통제밀도를 저하시키며, 의사결정

의 간극을 야기한다. 물론 설립 정관이나 지배구조계약에 공공주체의 다

양한 권한 유보 및 승인 권한이 규정될 수 있긴 하지만, 다면적인 사법 

규범의 적용으로 인해 공공주체의 권능은 간접적 개입권으로 제한된다. 

사법적 형식의 행정은 부분적으로는 정교한 목표준칙을 회피하기 위해 

선택된다. 목표가 부정확할수록 통제 및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은 줄어들

고 덜 효과적이 된다. 따라서 사법적 형식의 행정 섹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개별 조직의 임무와 목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공식화하

는 것이다.350) 

Ehlers에 따르면, 사법에 의해 설립되는 조직의 틀은 “매우 개방적이기 

때문에” 공공주체와 완전히 분리되거나 완전히 결합되는 것이 모두 가능

349)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410-411 참조.

350) Ebd., S.412-4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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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따라서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항상 보충적으

로 공법상 규제가 필요하다.351)

제3절  공기업에 대한 행정작용법적 통제
행정작용법적 관계란 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행

정작용법적 관계는 권력관계, 관리관계, 국고관계 등으로 구분된다.352) 

공기업의 경우 국민에 대한 행정작용법적 관계는 관리관계 및 국고관계

의 사법적 관계로 조성된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관점에서 대내적인 

행정관리 측면에는 행정부의 통제가, 대외적인 이용관계의 측면에서는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적용된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통제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입법부에 

의한 통제, 행정부에 의한 행정의 자기통제, 회계검사원에 의한 감사, 사

법부에 의한 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53) 그러나 의회에 의한 통제

351) Dirk Ehlers, Verwaltung in Privatrechtsform, Berlin, S.252ff; Nikolaus Müller, 
Rechtsformenwahl bei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Institutional Choice), 
Köln․Berlin․Bonn․München, 1993, S.412-413 참조.

352) 권력관계는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 대해 

일반적으로 명령·강제하는 불대등관계로서 행정주체의 행위에 공정력·확정

력·강제력이 등 법률상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불복은 항고쟁

송의 방법에 의한다. 반면에 관리관계는 행정주체가 공물·공기업 등을 관리·

경영하는 것과 같이 공권력 주체로서가 아니라 재산 또는 사업의 관리주체

의 지위에서 국민을 대하는 것이다. 관리관계는 성질상 사인의 행위와 유사

하여 당해 관계는 사법에 의해 규율되고 그에 대한 다툼 역시 일반 민사소

송에 의한다. 마지막으로 국고관계는 행정주체가 국고의 주체(사법상 재산

권의 주체)로서 국민을 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관계는 사법관계이고 그에 

대한 공적 규제가 주어지는 특별한 경우 행정사법적 관계로 파악할 수 있

다;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8, 77-79면 참조. 
353) 이원우,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2017, 2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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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헌법상 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 실정법의 규율과 행

정부에 의한 통제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기업에 의한 통제 문

제는 크게 행정주체 내부적 관계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와 국민과의 외부

적 법률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1. 행정부에 의한 통제

(1)  개관
독일 행정법학의 국가 경제활동에 대한 도구주의 테제에 따르면, 공기

업은 공적 임무 내지 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공주체의 도구이다. 따

라서 공기업의 공적 임무는 공적 조직의 일부로서의 성격으로부터 나오

는 실질적 목표로서, 공기업의 기업적 성격에 바탕을 둔 수익성 달성이

라는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목표와는 달리 본질적 임무로 이해해야 한

다.354)

궁극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공기업의 실질적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공적 조종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행정부에 의한 통제

의 핵심은 공기업이 지니는 공적 임무의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기업에 대한 통제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려면, 공기업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목표를 수립하는 공공주

체는 조종의 도구인 해당 공기업에 대한 자신의 출자지분을 통한 통제에 

관해 정당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355)

그러나 공기업에 대한 행정주체의 통제는 공기업이 공법적 형식 이외

에 사법적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공기업이 

공법적 형식을 취하고 행정조직법상 규율을 받는 이상 행정주체는 직접

354) Je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S.1251 참조. 

355) Ebd., S.12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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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감독과 명령을 통해 공기업의 운영에 개입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

다. 그러나 공기업이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 같은 사법적 형식을 취할 

경우, 주주인 공공주체의 통제는 해당 기업의 설립법인 유한회사법이나 

주식회사법이 정하는 지배구조 규범에 구속을 받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와 마찬가지로 공사법 이원론의 규범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 불

가피한 법적 제약이다.

독일에서는 국가와 경제 사이에 위치하는 공기업의 이중적 성격에 착

목하여 이른바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내지 공법적 회사법을 입

론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행정사법론은 독일에서 Hans J. Wolf가 주장

한 이래 학설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행정주체가 공행정

작용을 사법적 형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작용은 본질상 공행정작용

이므로, 그 법률관계는 순수하게 사법에 의해서만 규율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공법규정 내지는 공법적 원리에 의해 제한·수정을 받게 된다는 

이론이다.356)

그러나 행정사법은 공기업의 대외적 활동에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사

법적 형식의 공기업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에 대해서도 공법적 원리에 의

한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

에 대한 일차적 근거 규범으로서의 각종 회사법 역시 또 다른 의미의 공

적 성격을 지닌 강행법규로서 회사 기관의 구성과 운영원칙을 공공주체

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수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은 많은 경우 위임된 임무의 수행을 위한 구체

적인 목표의 설정과 수행에 있어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갖는다. 회사법이 

적용되는 사법적 형식의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업무의 수행에 관해 지

방자치법상 공공주체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 차단될 수 없는 상당한 자율

성이 보장된다. 특히 공사혼합기업에 있어서 민간 출자자는 기업의 경제

적 성과에 부담을 주는 ‘기업의 공적 도구화’에 대한 거부권을 가질 수 

356) Wol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techt Ⅰ, 13.Aufl., 2017, §23, Rn.61-72;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8, 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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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57)

따라서 현대 국가임무의 성격의 변화 및 공기업의 다양한 법적 형상을 

고려할 때 공기업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는 이른바 권력관계를 통한 일방

적 명령과 감독이 아닌 내용적 지시와 유도를 의미하는 조종(Steurung)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른바 조종국가에서 변형된 공

기업 통제 양식을 Storr의 서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조종국가에서의 공기업 통제
Storr는 현대 국가임무의 성격이 급부국가가 보장국가로 전환되고 있음

을 고려할 때 특히 급부행정 측면에서 공공주체의 주요 통제수단은 조종

이라고 규정한다. ‘조종’(Steurung)은 지휘와 유도, 지도와 작용으로도 불

리는 기능적 개념이다. 사실 국가의 조종형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저하

게 변화하였다. Storr는 국가의 개별적 조종을 체계적 조종으로 대체하려

는 새로운 흐름에 따라 행정법학은 점차 ‘조종학’(Steuerungswissenschaft)

으로 개념이 변모하고 있다고 진단한다.358)

국가(Staatlichkeit) 및 국가권력(Staatsgewalt)의 전통적인 특징은 고권성

(Hoheitlichkeit), 상위의 지위(Überordnung), 명령과 강제(Befehl und 

Zwang) 등으로 규정되었지만, 오늘날 국가가 행정임무의 수행을 위해 조

종의 형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데에는 큰 반론이 제기되지 않는다. Storr

는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국가가 ‘하늘로부터’(vom hohen Roβ) 내려

와 일방적이고 구속력 있는 기준을 피하기 위해 사인과 같은 수준으로 

‘하강’한 것으로 묘사한다. 조종학의 관점에서 공기업에 대한 예산법과 

공무원법의 구속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조직적 경쟁

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영화의 과정을 통해 공공부

357)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252 참조. 

358)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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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제성과 경쟁력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가주의 모델이 공

공주체의 조종권한 자체를 포기하는 데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필요하고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적 임무의 수행을 위한 국가의 조종권한

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359)

지난 수십년 간 공공부문에 대해 경쟁과 효율성, 시장개방 및 세계화

를 요구하는 경향에 따라 국가조직에 관한 문제는 심지어 경제학적 관점

에서 ‘제도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주체

는 다양한 개입 규범과 인적·물적 조종수단을 통해 조종의 주체로 남아 

있게 되고, 공기업은 조종의 수단, 즉 ‘도구’(Werkzeug)로 나타난다. Storr

는 공기업을 이런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도구주의 테제’로 명명한

다.360) 전술한 대로 도구주의 테제는 법적인 표현으로는 조종 최적화 명

령 및 공기업 활동의 국가 귀속으로 나타난다.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조

종 최적화 명령은 기업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을 요구

한다. 공공주체의 조종에 의해 공공주체가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공기업 

활동 및 작용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다.361)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기업의 주체인 국가의 조종효과를 저해하는 요인

들에 노출되어 있다. 예컨대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의 경우 회사법 및 기

업조직원리에 구속을 받는다.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이사회는 주식회

사법(AktG) 제93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제3자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

기 때문에 국가는 조종능력을 상실한다. 게다가 기업결합체, 네트워크형 

구조, 상호의존성, 제3자에 대한 의존성, 개인과의 협력 등으로 인해 중

앙정부에 의한 조종의 실효성은 더욱 약화된다.362) 요컨대, 사법적 조직

형식에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감독형식이 수반된다. 따라서 공공주체가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 형식의 공기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감독권한을 

359)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54.
360) Ebd., S.60.
361) 상세한 내용은 제2장 제1절 2. (3) 공기업에 대한 도구주의 테제 부분 참조.
362)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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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려면, 사인 주주와의 주주간계약과 같은 기업지배계약 체결을 통

해 조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363)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조종 요청에 의해 도구주의 테제가 여전히 

기능하는 사안에서는 공기업은 국가와 결합된다.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조종수단은 국가의 주도적 결정으로부터 사인에 대한 공무위임에 이르기

까지 여러 단계로 발현될 수 있다. 

Loeser에 의하면, 조종은 4개의 그룹, 즉 제도적 규범적 예산법적 인적 

조종으로 분류된다. 조종수단은 목표기준의 수립, 계속적 목표통제, 예방 

및 강제적 통제, 제어, 계획, 사전 사후 보고의무, 동의유보, 공동의사결

정권, 허가유보, 기업경영에 대한 계속적 개입, 회사법상 감사권한, 외부

감사, 임원 에 대한 선임 및 소환권 등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조종수단은 

매우 다양하며 ‘수단의 발명권한’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법규범이 수많은 

조종수단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Loeser는 조종수단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단지 조종수단의 실효성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

다.364) 

공기업에 대한 조종 역시 본질상 통제이므로,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

의 원리가 준수되어야 한다. 우선 법치국가 원리는 다음의 두 가지 고려

에 의해 공적 조직에 대한 국가의 효과적인 조종을 요구한다. 첫째, 행정

은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고 그 법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국가조직의 

기능성 충족에 관한 요청이다. 각 분야의 행정에 있어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자의 의지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상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법상 단체 등 각 기관 간의 갈등과 마찰이 방지되어야 한다. 행정의 

기능성에 대한 요청은 궁극적으로 통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조종에 의해

363)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72.

364) Roman Loeser, Wahl und Bewertung von Rechtsformen für öffentliche 
Verwaltungsorganisationen, 1988, S.133;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62-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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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충족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종은 원칙적으로 계층적 관료체계를 통

해서 가능하다.365)

효과적인 조종과 조직선택 간의 상관관계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

정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을 때 여실히 드러난다. 따

라서 두 번째 고려사항은 공기업이 행정청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분리된다

고 해서 제3자의 급부청구권 또는 출자청구권을 배제하는 결과가 야기되

어서는 안 된다. 공공주체는 일부 조직을 외부의 독립적인 공기업으로 

분리시키는 경우에도 국민의 급부제공 요청을 이행해야 할 보장책임을 

지니며, 조직선택을 통해 이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366) 

이와 같은 국가의 관여 의무는 급부에 관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

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발전된다. 따라서 행정주체 내부적 관계에서 공

공주체의 임무는 개인이나 공기업에 의해 인수될 수 있지만, 국민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공공주체는 최종적인 조직의 경영주체 및 책임주체로서 

남아 있어야 하며, 국민의 급부청구권은 공기업 활동의 배후에 있는 공

공주체에까지 미친다. 이와 같은 국가의 작용 내지 영향력 행사 의무는 

행정청의 위성조직에까지 도달하는 행정의 기능성 유지 명령에 근거한

다.367)

민주주의 원리 역시 국가의 효과적인 조종을 요구하는데, 이는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국민에 의해 행사되어야하기 때

문이다.368) Dreier에 따르면, 민주주의 원리는 법률을 통한 국민의사의 충

실한  전달 및 의회의 통제력369)이라는 두 가지 근거에 의해 계층화 원

리를 전제로 한다. 효과적 조종에 대한 법치국가적 요청은 의회가 제정

한 법률과 민주적으로 형성된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365)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68 참조.
366) Ebd., S.68.
367) Ebd., S.68.
368) 독일 기본법 제20조 2항. 
369) ‘법률을 통한 국민의사의 충실한 전달’이란 행정행위의 법률유보를, ‘의회의 

통제력’은 의회주의적 법치국가의 민주적·계층적 통제체제를 의미한다.



161

행정의 기능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와 연결된다. 다시 말

해서, 조종은 공기업 활동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370)

민주적 정당화 요청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

다. Gersdorf는 공기업은 국가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정당화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의 출발점은 공기업은 항상 기본권 보

장의 의무는 있으나 기본권주체는 아니므로 국가의 영역에 속하고 그 결

과 공기업의 행위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민주적으

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71) 

Gersdorf는 내국 ‘법인’은 기본권 능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기본법 제19

조 제3항의 반대해석을 통해 기본권 능력이 없으면 모두 ‘국가권력’의 

행사로 간주된다는 역설을 제시한다. 그러나 Storr는 동 조항이 기본권 

능력과 국가권력의 이분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회의

적이다. 민주적 정당화 수준에 대한 요건은 국가권력에 대한 형식적 개

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행된 임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Gersdorf류의 이분법을 민주주의 원리에 관

한 판결의 기초로 삼고 있지 않으며, 모든 ‘공무행위’(amtliche Handeln)는 

정당화가 필요한 국가권력의 행사로 나타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372)  

Tettinger는 ‘엄격한 임무등급’(abgestufte Stringenz)에 의한 접근을 제안

한다. 민주적 정당화 요청은 공공주체의 활동이 임무단계 중 어디에 배

치되는가, 즉 정부의 고권적 임무, 단순한 고권행정, 행정사법상 생존배

려임무의 수행, 재정보조에 의한 상업적 활동 혹은 영리경제적 활동 등 

어느 차원인지에 따라 수준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의 

370) Horst Dreier, Hierarchische Verwaltung im demokratischen Staat, 1991, S.125f;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68-69 참조.

371) Hubertus Gersdorf, AfP, 1998, S.470, 473f;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69 참조.

372) 해당 판례는 BVerfGE 83, S.60, 73; 93, S.37, 68;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70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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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임무의 등급이 그 내용이 아니라 임무 수행의 유형과 방식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 행정작용이 민간기업과 

다름없이 나타나는 경우, 예컨대 사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는 공

적 임무가 아니라 재정보조에 의한 상업적 활동이라는 역설적 결론이 나

타날 수 있다. 다만 Storr는 Tettinger의 접근이 지향하는 방향은 타당하다

고 평가한다. 민주적 정당성 요건은 임무의 중요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임무는 행정청 공

무원에 의한 공적 임무의 수행을 의미하는 ‘공무위임’(Amtsauftrag; 

öffentlicher Auftrag)이다.373) 

공무위임은 항상 국민과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

며, 개별 공직종사자는 법률에 의한 지정을 통해 공무의 위임을 받기 때

문이다. 또한 공무는 원칙적으로 단지 공무원, 즉 일반 행정조직에 편입

되어 있고 국가로 분류되어 그에 따라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

주체의 구성원이나 조직만이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사법적 행위도 공무

위임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조직형식 선택 자유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공무위임이 무조건적으로 “행정에 상응하는 방식”에 의해서가 “기업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 역시 허용하기 때문이다.374) 

‘공무’(Amt) 개념은 권한과 결부된 개념이다. 국가법적 의미에서 공무

는 공직종사자가 국가를 위하여 수행하는 국가 권한의 총체를 가리킨다. 

기능적 의미에서 공무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합체에 위임된 추상적 혹은 

구체적으로 경계가 설정된 임무영역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능적 고찰은 

구체적인 행정기관의 지위에 상응한다. 민주적 정당성은 기능적 제도적

으로, 조직적 인적으로, 사실적 내용적으로 수립되는 것이다. 국가임무로

서의 지위는 관련 기관의 개별적인 임무영역에 대해 부여되며, 단지 입

373) Peter J. Tettinger, Mitbestimmung in der Sparkasse und verfassungsrechtliches 
Demokratiegebot, 1986, S.32f;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71-72 참조.

374)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72-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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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가 일정 임무를 공무로 공식화한 경우에만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

청을 포착한다.375) 

공적 임무는 경우에 따라 생존배려임무로 공식화된다. 예컨대 튀링겐

(Thüringen) 주 수도공급법(Thür-WG) 제61조는 상수도공급에 있어서 게마

인데는 해당 임무가 다른 공법상 법인에 위임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주

민, 기업 및 기타 기관에 충분한 음용수 및 산업용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폐기물재생처리업 및 폐기물처리법(KrW-/AbfG) 제15조 제3항

에 따른 가정폐기물 처리업무는 그 처리의무가 동조 제2문에 따라 제3자

에 위임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무위임에 의해 공법상 법인에게 

배분된다. 이와 반대로 공법상 여객운송 혹은 에너지공급에는 민주적 정

당화 요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급부임무가 공무위임으로서 형성

되지는 않는다. 독일 연방우체국의 임무는 아직 공무위임이지만, 민영화 

이후 사법적 형식의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무위임이 적용되지 않는

다.376)  

실효성 있는 의회통제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효과적인 조종 및 

그 제도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체계가 요구된다. 의회통제권 확보

가 갖는 도그마틱적 위상은 의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서 나타나며, 내

각의 보고의무 및 복무의무를 통해 매개된다. 의회의 통제권은 직접적으

로 정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내부의 각 행정부처는 그 관할

조직만을 지휘하며 각 부처별로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정부 구성원의 

권한은 계층화 원리에 따라 조종권한에 상응하게 주어진다. 책임은 단지 

결정권이 귀속되는 조종주체만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다.377)

375)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73-74 참조; 공무위

임이 기본법 제87e조 제3항 제2문과 같이 명시적으로 헌법으로부터 발생하

는 경우 민주적 정당화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동 조항에 따르면, 철도의 건

설, 유지·관리, 경영을 활동내용을 하는 철도경제기업은 연방의 소유 하에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및 주 은행의 임무도 공공임무로 형성된

다. 제도적으로 저축은행 임무는 공법상 지방영조물에 의해서 수행된다.
376) Ebd., S.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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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 유형별 지배구조
통제의 측면에서 조종학의 관점은 자치행정영역에 속하는 게마인데의 

영조물 혹은 법인 등과 같은 독립적인 국가조직 및 사법적으로 조직된 

기업 역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공기업의 국가성(Staatlichkeit)

은 민주주의 국가제도에 대한 기초를 이룬다.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원리는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책임

귀속의 기준을 포함한다. 어떤 조직의 행위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 그 조직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즉, 조종학

에 있어서 책임의 귀속의 판단근거는 국가와의 결합관계의 정도이다.378) 

공법적으로 구성된 조직은 원칙적으로 그 기능적 제도적 정당성에 따

라 공적 권위(öffentliche Autorität)에 근거한 명령과 결정을 통해 매개되

는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공법적 조직의 활동은 고권적 권력이 본원적으

로 내재되어 있는 경우 국가권력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데, 이는 그 활

동의 조직적 제도적 정당성이 궁극적으로 공권력 주체에 기반을 두기 때

문이다. 특히 간접국가행정 분야에서 공법상 자치행정법인은 고권적 권

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유래하는 권력을 생사한다.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 방송영조물법에 따라 독일

의 공영방송국은 공법적 조직형식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지 않

으며, 스스로를 특별한 헌법적 지위에 의해 근거가 주어진 ‘사회에 속

한’(gesellschatlich) 기업으로 규정한다.379)

요컨대, 국가의 지시를 근거로 취해진 모든 조치는 국가권력의 행사이

다. 국가권력은 직접행정보다 덜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조종을 하는 경

우에도 ‘행사’되는 것이다. 이는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업의 활동

과 상충된다. 공기업은 사법적으로 조직되고 활동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377)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74-75 참조.
378) Ebd., S.85 참조.
379) Ebd., S.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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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체의 기업’이며, 공적 성격의 정관을 보유하며, 공적 책임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이 은폐되는 것이 아니다. 공기업의 자율성은 단지 국가조

종의 수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다. 다만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기업의 

법적 형식에 따라 차별적인 내용과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

야 한다.

우선 ‘직영회사’(Eigengesellschaft)는 공공주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조종

되기 때문에 그 조치는 국가권력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직영회사는 조

직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서 근거 법령

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한 조직이다.380) (지방)직영회사의 통제는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경영위원회, 의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직영회사는 법

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1인 혹은 복수의 기관장(Betriebs- 

leitung)이 통상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직접행정조직과의 밀접

한 연관성을 갖는 직영회사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장(Hauptverwaltungs- 

beamter)은 직영회사 기관장에 대한 정보제출청구권을 가지며, 직영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상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381) 

직영회사의 특별 기관인 경영위원회(Werkausschuss)는 직영회사의 업무

를 총괄하며, 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단독으로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이 있다. 그 업무 권한으로는 지

방의회에 제출할 경영실적보고 및 경영계획안에 대한 의견 표명, 재산의 

사용, 중요한 계약에 대한 동의권 등이 있다. 위원회에는 전문지식이 있

는 시민들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임

명된다. 지방의회(Gemeinderat)는 직영회사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결

정을 한다. 지방의회에 배타적인 결정권이 유보된 사안으로는 기관장 임

명, 경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연말결산의 확정, 이익의 활용 혹은 손실 

충당 결정, 기업정관의 의결, 경영위원회 의원의 선발 등이다.382) 

380)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86 참조.
381) Dirk Noll, Öffentliche Unternehmen: Optimierungsmöglichkeiten durch die Wahl 

der Rechtsform und Organisation, Hamburg, 2010, S.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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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체가 사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공사혼합기업’ 

(gemischt-wirtschaftliches Unternehmen)의 경우 국가권력의 행사는 공공주

체의 직접적인 조종 영향력 행사로부터 지분 참여 방식의 간접행정으로 

축소된다. 공사혼합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은 기업 내부의 경영기구를 통

해 이루어지며, 거기에는 사인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 경우 공사혼합기

업에 대한 공공주체의 조종력에는 제약과 흠결이 불가피하다.383) 

공사혼합기업에서는 이사회 등 합의제기관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사가 

형성되기는 하지만, 공적 조종과 사적 조종의 양 극단 사이에 있는 공사

혼합기업의 독특한 위치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의사형성은 양측의 지배

력에 좌우된다. 공사혼합기업의 귀책 근거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진 주

체가 누구인지에 좌우된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384)이 이를 보여준

다. 

공사혼합기업의 조종권한이 공공주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업을 통

해 국가권력이 행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공공주체와 개인이 공

동으로 의사결정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행사되는 것인지

의 판단은 쉽지 않다. 이 경우 결정적인 것은 기업을 도구화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결정권한’(Sage)을 누가 갖는가이다. 공공주체가 기업이 결정

권한을 갖는 경우 기업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 반면에 공공주체가 

지배권이 없는 경우 국가의 개입은 지분 참여 방식의 간접적 행정으로 

축소되며, 국가성은 기업 차원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

의 공사혼합기업은 국가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

다.385)

382) Dirk Noll, Öffentliche Unternehmen: Optimierungsmöglichkeiten durch die Wahl 
der Rechtsform und Organisation, Hamburg, 2010, S.56-57 참조.

383)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88 참조.
384) BVerfGE 47, 253 273; 83, 60 (73); 93, 37 (68); Ebd., S.88 참조.
385)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88-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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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통제

(1) 개관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기업이 야기하는 법률문제는 공기업 이용자 내지 

고객으로서의 국민 간의 관계와 경쟁자로서의 국민 간의 관계라는 두 가

지 차원에서 발생한다.386) 전자는 공기업의 이용관계와 관련된 문제로서 

급부청구권의 문제이고, 후자는 국민의 기본권 및 경쟁 침해에 대한 보

호 문제이다.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전통적인 급부행정법의 고찰대상으로서, 사법통

제의 측면에서는 공기업이용관계 보장청구권의 문제로 나타난다. 공기업

의 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 공기업과 국민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이루어

지는 사법관계이지만, 법령에 의해 공기업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특

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법통제 수단 역시 민사소송절차 이외에도 공법적 소송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공기업과 국민 간의 공법적 법률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기업의 책무가 국가의 책무로 귀속될 수 있는지가 결정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공기업에 대한 사법통제에 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공기업

의 허용가능성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연방 및 지방의 공공주체의 경제활

동에 의한 국민의 경제적 자유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측면에 집중되

어 있다. 특히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즉 공기업 작용에 대한 행정소송의 

허용가능성, 재판관할, 소송의 당사자 적격, 쟁송수단의 선택 등이 주된 

논제이다. 공기업의 경제활동은 그와 관련된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여 허

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기업의 기본권을 침

해할 우려가 크다. 이는 국가행정의 주체로서 공기업이 본질적으로 보유

하는 경쟁상 특권에 기인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대외적 활동으로 인한 

386)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1), JA 1995, 
S.1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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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재판관할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선결문제가 된다.

독일 행정법학에서 공공주체가 경제활동으로 인해 시장경쟁에 참여하

는 경우 사인 내지는 사기업의 권리보호 문제에 관해서는 Püttner 이래 

지속적으로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이 논쟁의 핵심은 공기업의 경쟁 참

여로 인한 권리 침해 여부, 보호법익 및 그에 대한 법적구제수단이다.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은 독점기업이 아닌 한 필연적으로 사기업과 경쟁

관계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사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시장경제질서에서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사기업

의 경제활동과 달리, 공기업은 헌법 및 개별법에 의해 활동의 내용과 경

계가 설정된다. 이는 공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공공목적이 보다 결정

적인지 아니면 영리추구가 결정적인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다.387)

Selmer에 따르면,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이 사기업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심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공기업의 허용

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여부’와 관련된 공법적 심사이고, 다른 하나는 

공기업의 구체적인 활동의 ‘방식’에 대한 사법적 경쟁법적 심사이다.388)

이에 대한 독일의 심사척도는 직업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준

칙, 설립 및 활동의 허용가능성과 관련된 행정법 내지 지방자치법상 준

칙, 경쟁질서 보호와 관련된 경쟁법 준칙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다.389)

이하에서는 먼저 독일에서의 공기업이용관계의 보장을 위한 사법통제 

387) Peter Selmer,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und 
Unternehmersgrundrecht, in: Stober/ Vogel (Hrsg.),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2000, S.78 참조.

388)  Ebd., S.79.
389) Ja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목차 참조; Schneider는 국가 경제활동에 대한 적용규범으로 유

럽연합조약의 제86조 2항의 공공서비스 관련 형성 권한 및 위임 규정을 추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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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고찰한 후, 공기업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법적 통제의 문제를 대

상적격, 원고적격 및 심사척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공기업이용관계 보장을 위한 사법통제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그동안 독일에서의 학설과 판례는 공기업에 

대한 사법통제에 관해서 주로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문제 및 경쟁자 보호

의 측면에서 논의를 집중해 왔다. 이는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온 공공부분 

합리화 작업 내지 공기업 민영화 문제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시

장경제질서 하에서는 사인의 경제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은 공공목적 등에 의해 그 허용가능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였다. 이는 자유주의적

인 관점을 가진 공기업 허용불가능성 테제와 실용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조종이론 내지 도구주의 테제의 두 가지 입장 모두를 관통하는 일종의 

행정법 도그마틱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도그마틱은 반전의 계기

를 맞이한다. 공적 임무의 처리를 최대한 사인의 책임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

주되었고, 이른바 ‘민영화의 마법주문’(Zauberwort Privatisierung)은 마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Stein은 이러한 현상을 ‘私化된 임무 수행의 再私化 현

상’(Republifizierung privatisierter Aufgabenerfüllung)이라고 진단한다. 그에 

따르면, 학설상으로도 ‘큰 국가 대 작은 국가 논쟁’과 추상적이고 이론적

인 민영화 논쟁은 행정법 문헌에서 거의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

다.390)

법원 역시 종래에는 특히 지방행정의 차원에서 공공주체의 생존배려임

무 민영화 문제를 공과금법이나 조달법과 같은 민영화 후속 법률의 영역

390) Katrin Stein, Privatisierung kommunaler Aufgaben: Ansatzpunkte und Umfang 
verwaltungsrerichtlicher Kontrolle, DVBl. 2010, S.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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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다루었고, 민영화 개시결정에 대한 엄격한 척도는 공식화하지 않

았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사실상 무

제한적인 판단재량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경향은 지

방자치단체가 주관하던 성탄절 시장의 운영권한을 민간단체에 양도한 것

은 헌법위반이라고 판시한 연방행정법원의 2009. 5. 27. 판결을 통해 전

환의 계기를 맞게 된다.391)

동 판결은 지방임무 민영화 금지 선고 이유를 직접적으로는 자치행정

보장으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Stein은 민영화의 한계에 대한 원칙적인 문

제를 의식하게 하고 세부 문제에 대한 조망의 방향을 바꾸게 했다는 측

면에서 공로가 있다고 평가한다.392) 이에 따라 독일의 맥락에서도 공기

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이 수급하고 이용하는 법률관계인 

공기업이용관계에 대한 권리보장 문제를 국가의 공적 임무와 관련해서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독일에서 공기업이용관계는 지방자치법과 급부행정 관련 개별법에 규

정되어 있는 계약강제393)를 통해 보장된다. 물론 해당 급부기업이 독점

적 지위에 있는 경우 민사법 역시 접속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궁극

적으로 시민에게는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권으로부터 공기업 이용에 

대한 동등한 접근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실정법상 규정에 

기하여 공법상이용관계의 기초가 마련되는 공법상 기업과는 달리 사법상 

기업에 대한 이용권은 사법적 법률관계를 통해 보장될 수밖에 없다. 개

별 법률관계의 형성은 이용관계가 사법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사법을 표

준으로 하며, 공법적 이용관계가 구성되는 경우에도 독일 행정절차법

(VwVfG) 제62조는 적어도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는 광범위하게 민법의 

규범을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94)

391) BVerwG, DBVl 2009, S.1382ff.
392) Katrin Stein, Privatisierung kommunaler Aufgaben: Ansatzpunkte und Umfang 

verwaltungsrerichtlicher Kontrolle, DVBl. 2010, S.564.
39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헌법 제8조 제2항, 에너지경제법 제6조, 여객수송

법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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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공기업이용관계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구성하기 위

한 규범 원리로 학설상 이용관계 허가청구권, 과잉금지, 사회국가 원리,

절차규범 등이 제시된다.

‘이용관계 허가청구권’(Zulassungsanspruch)은 공기업의 계약자유에 대해 

한계를 설정하는 권리로서, 여기에는 단지 이용관계에 대한 허가뿐만 아

니라 해약통지, 유치권 설치 또는 급부거절권 등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부합계약관계의 특징을 갖는 공기업이용관계의 특성상 이용자의 부수적 

의무에 대한 ‘과잉금지 명령’(Übermaβverbot)이 제시된다. 이 원칙은 특히 

반대급부의 산정, 제품 결함 및 하자보수의무의 반대급부에 대해 적용된

다.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Sozialstaatsprinzip) 역시 공기업 계약자유의 

한계로 작용하는데, 이용자가 경미한 지급금을 체납하거나 이행불능이 

된 경우 쌍무계약관계상 책임을 완화시켜 급부의 지속과 반대급부의 유

예 등을 보장하거나 해지권이나 유치권에 대해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쟁송절차규범’(Verfahrensnorm)을 통해 인허가 조치에 있어서 

평등취급 및 공기업의 권리행사에 대한 한계 설정이 가능하다.395)

이러한 규범원리들은 개별 급부조건에서 상세하게 형성되는데, 통상 

법규명령을 통해 발효되고 해당 급부기업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이 

원리들은 독일 실정법상 전력 가스 수도 원격난방 대중교통 등 주요 생

존배려 급부의 일반조건에 적용된다. 생존배려와 같이 공기업 임무의 공

법적 성격이 강할수록 공기업은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더 밀도 높은 구

속에 지배된다. 이러한 법적 구속은 공기업과 국민 간의 사법적 계약관

계, 국가와 국민 간의 공법적 관계, 기업주체로서의 공공주체와 공기업 

간의 법률관계 등의 차원에서 공히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396)

문제는 이러한 경우 급부청구권의 행사대상, 즉 피고적격이다. 공기업

394)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2), JA 1995, 
S.257-258 참조.

395) Ebd., S.258 참조.
396) Ebd., S.2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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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계의 보장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다. 이는 공기업이 국가임

무 수행의 도구라는 도구주의 테제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으로

도 이용관계의 보장과 관련된 각종 공법상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

해서도 뒷받침된다. 국가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기업

이 공법적으로 조직되는 한 공기업이용권의 보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특히 지방의 직영기업 및 행정기업의 경우에 그러하다.

사법적 형식을 갖는 공기업의 경우 국가의 조종력은 해당 회사법, 즉 

주식회사법 및 유한회사법의 제약을 받는다. 이들 법률 자체는 국가와 

민간 주주들 간에 주주간계약과 같은 지배구조 관련 계약이 체결되지 않

은 한 국가의 지시가능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영향력 행사 

의무는 원칙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397) 따라서 국가의 영향력 행사의 제

약을 가하는 회사법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율되는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

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독일의 일부 학설은 이 경우 공기업에 대해서도 주 헌법, 예컨대 노르

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헌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법상 허가청구권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인인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과 

이용자 간에 공법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Gusy는 공기업이용관계 허

가청구권을 공법적 쟁송수단을 통해 행사하는 것은 공사법 이원론의 법

리상 불가능하지만, 청구원인의 성격에 따라 행정쟁송수단을 사인 간에

도 적용하거나 아니면 이용관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공법상 청구원인을 

민사법원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398)

다른 대안은 이 경우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을 특허권자, 즉 공법상 책

무의 수범자로서 취급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과 시민 간의 법률관계가 

민사법적 성격을 갖든 공법적 성격을 갖든 무관하다. 이 경우 행정쟁송

397)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2), JA 1995, 
S.258 참조.

398) Ebd., S.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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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은 특허권자로서 사인인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다.399)

(3) 공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소송
공기업의 행위는 사법적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므로,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상거래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행정조직법적 관점에서 공공주

체가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공기업을 행정주체로 인정한다면, 공기업의 

행위에 대한 사법통제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행위에 대한 사법통제와 동

의어가 된다. 

행정소송법적 관점에서 공공주체가 지배하는 공기업의 행위는 행정주

체의 행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공기

업이 직접국가행정이 아닌 간접국가행정 내지 공공단체로서 나타나는 경

우 이는 전통적인 행정조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공법

적 관계로 파악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적 관

계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인지는 사안별로 고찰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유일한 주주로서 유한회사와 같은 사법적 형식의 조직을 택

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인 생존배려 급부 분야 이외에 

사기업의 전형적인 사업영역400)을 사법적 형식의 기업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 이로 인해 기존 민간 사업자가 경쟁 및 기업활동의 자유가 침해되

었다면, 그에 대한 쟁송수단과 소송관할이 문제가 된다. 이 경우 핵심적

인 쟁점은 민간 사업자가 사법적 형식의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활동으로 

399)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2), JA 1995, 
S.259 참조.

400) 독일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은 기업자문, 부동산 중개, 폐기물재활용기

업, 차량번호판 제조, 도시계획 및 기술사무소, 헬스클럽 등을 망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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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경쟁침해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 공기업의 설립주체인 지방자

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있다.

 가. 대상적격: 공기업의 행정청 인정 여부

공기업의 활동을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Verwaltungsakt)로 인정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개념 징표 측면에서 ‘행정청’(Behörde) 내지 ‘행

정주체’(Verwaltungsträger)로 볼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독일 행정

소송법상 취소소송(Anfechtungsklage)의 대상은 행정행위이며, 여기서 행

정행위란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 소정의 행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

로 본다.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르면,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공법의 영역

에서 개별적 사안의 규율을 위해 내리는 모든 처분, 결정 또는 그밖에 

다른 고권적 조치로서 외부에 대한 직접적 법적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

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연방행정절차법 제1조 제4항이 의미하는 바의 행

정청으로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청에는 연방과 주의 직접국가행정기관과 자치행정단체와 같은 간접

국가행정기관은 물론 공무수탁사인까지도 포함된다. 간접국가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외에 공법상 단체, 공법상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

단 등 일반적으로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기관들이 포함됨은 물론이다.401)

일반적으로 연방통상법원(BGH)은 공기업의 경쟁관계 심사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선언한 바 있다402). 그러나 이에 대해

서는 학설과 판례에서 다수의 반론이 제기되었다. 각 주 헌법에서 공공

401) 대표적으로 Kopp/Ramsauer, Verwlatungsvrefahrensgesetz Kommentar, 16.Aufl., 
2015, §35, Rn.66; 이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의 행정

청, 저스티스 통권 제69호, 2002, 169면; 박정훈, 공공기관과 행정소송: 공공

기관의 피고적격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극복을 위해, 한국행정법학회 발표

문, 2017.3. (미공간) 참조. 
402) BGHZ 82, 37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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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보유하는 경제기업의 허용가능성 요건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서 위법이 발견된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 사

업자는 공기업의 조직형식을 불문하고 그 경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가

를 공법적으로 다투게 된다. 여기서는 공기업의 경제활동이 경제와 사인

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공기업의 허용가

능성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므로, 행정소송이 권리구제수단으로 적용되는 

것이다.403) 

공기업이 사법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쟁의 자유 

침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경쟁법을 원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만, 경우에 따라서 민간경쟁자가 공기업 배후에 있는 공공주체의 설립행

위 자체에 대한 부작위청구권 내지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

우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주체는 공기업의 설립을 공법적으로 

심사해야 하고 공기업에 대한 조종 가능성을 보유해야 하므로, 공기업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404)  

물론 이러한 판례들405)의 입장이 경쟁법 및 민사법의 관할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참여자의 개별적인 행위 유형과 방식은 일

차적으로 사법인 경쟁법이 규율한다. 그러나 공공주체의 경제활동과 관

련해서 그 활동 자체의 금지를 통해서만 경쟁법의 규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민간 사업자의 권리보호는 경쟁법적 측면으로만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주체가 공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등원칙이 적

용되는 사인과의 경쟁관계에 진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

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 근거하여 사인 경쟁자가 제기한 부작위

403) Rolf Stober,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Aufl., 
Stuttgart․Berlin․Köln, 1992, S.248 참조.

404) Peter Selmer,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und 
Unternehmersgrundrecht, in: Stober/ Vogel (Hrsg.),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2000, S.102 참조.

405) BVerwGE 39, 329; VGH München BayVBl. 1976, 628; VGH Manheim NJW 
1984, 2512; OVG Münster DÖV 1986,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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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Unterlassungsanspruch)에 대한 심사와 결정은 민사법원이 관할권

을 갖는다는 것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판례가 다룬 사

안들은 공공주체가 구사한 ‘경쟁방식’의 정당성 문제였다.406)

요컨대, 공기업의 활동에 대한 경쟁자 소송에 있어서 공법적 쟁송수단

을 활용할지, 사법적 쟁송수단을 활용할지의 문제는 소송청구권이 발생

하는 법률관계가 사법적 성격인지 아니면 공법적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

진다. 경쟁자가 지방 경제활동의 여부, 즉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설립에 

대한 허용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재판소법(VwGO)

제40조 제1항407)에 따라 행정소송수단이 이용된다. 반면에 민사소송수단

은 게마인데의 경제활동 방식만을 다투고, 경제활동의 부작위청구는 소

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용된다.408)

공기업의 행위가 행정법원의 관할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되는 소송 유

형은 청구취지에 좌우된다.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부작위청구 형태의 이

행소송(Leistungsklage)이 이용된다. 공기업의 경제활동의 허용 문제에 있

어서는 사기업에 대해 발급되고 그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행정행위는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소송(Anflechtungsklage)은 허용되지 않는다.409)

 나. 원고적격: 소익의 존재 여부

독일 행정소송의 주관소송적 성격에 의해 원고가 부작위이행청구소송 

형태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

406) Rolf Stober,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Aufl., 
Stuttgart․Berlin․Köln, 1992, S.249 참조.

407) 독일 행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공법적 쟁송의 전제조건으로 경쟁자가 

사법상 법인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의 중단을 요구(부작위청구권)할 것을 규

정한다. 
408) Sabine Schlacke, Konkurrentenklä ́gen gegen die Wirtschaftstätigkeit von 

Gemeinden, JA 2002, S.48-49 참조.
409) Rolf Stober,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Aufl., 

Stuttgart․Berlin․Köln, 1992, S.2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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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한다.410) 경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에 대해 다투기 때문에, 고권적 행위가 자신의 주관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소권을 갖는다. 통설에 따르면, 원고는 기본권의 침해가 ‘개연

성 있는 침해’(mögliche Verletzung)라는 주장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입증

하는 경우 권리침해가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다.411) 

독일 기본법상 공기업의 경쟁침해에 대한 사기업의 주관적 공권을 인

정하는 근거가 되는 기본권은 경쟁의 자유(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조 제1항) 및 평등권(기본법 제3조 제1항)이다.

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직업의 자유에 관한 통합적 기본권으로서, 경

쟁의 자유 및 사기업의 경쟁상 지위를 보호영역으로 포괄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은 원고인 경쟁자의 경쟁상 지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공권력에 의한 직업규제적 조치

가 있으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가 심사된다. 게마인데 의

회의 결의 혹은 조례의 의결도, 유한회사의 회사정관도 직업규제적인 조

치는 되지 않으며, 고권적 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창설하거나 소모적 약

탈적 경쟁을 가속화하는 경우에만 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이 인정된

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독일의 판례 역시 원고인 사기업을 파산에 이르

게 하는 과도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원고에게 주관적 공권으

로서의 방어청구권 혹은 부작위청구권을 인정한다.412) 

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 조항은 사기업의 영리적 경영과 

수입의 유지를 보호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에 의한 소모적 약탈적 경쟁

과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통해 사인 공급자의 영리기회가 침해되는 경우 

이는 재산권 보장 조항의 위반으로 인정되어 주관적 공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포괄적 기본권으로서의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적 자

410) 독일 행정재판소법 제42조 제2항.
411) Rolf Stober,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Aufl., 

Stuttgart․Berlin․Köln, 1992, S.249 참조.
412) BVerwGE 39, 329, 336f.; Sabine Schlacke, Konkurrentenklä ́gen gegen die 

Wirtschaftstätigkeit von Gemeinden, JA 2002, S.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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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에 의한 방어청구권은 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과 비교

할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취급원칙 

위반은 예컨대 지방정부 산하의 유한회사가 사기업이 누리지 못하는 보

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동 규정에 의해 입법자 및 법률 수범

자인 공공주체는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하

거나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금

지되기 때문이다.413) 

그런데 일부 판례의 경우 제3자 보호, 특히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보

호를 위한 근거규범을 개별법, 특히 고권적 행위에 권한을 부여하는 행

정법 규범으로부터 도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개별 주 헌법 중 지방자치

단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규정은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 주 헌법(NWGO) 제107조와 바이에른 주 헌법(BayGo)

제87조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기 주 헌법 규정이 단지 객관적 제도보

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개별 기업에는 반사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주

관적 이익도 보호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규정들이 제3자 보호

적 성격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쟁자 소권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

을 것이다.414)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허용가능성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근거 규

정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헌법 제107조 제1-1항에 따르면, 지방자

치단체의 경제활동은 ① 공기업의 활동이 공공목적을 촉진하는 경우, ②

그 활동이 종류와 범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능력과 적절한 비례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경제성 원리), ③ 공공목적이 여타 사기업을 통해

서는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경우(보충성 원리)에 허

용된다.

첫 번째 요건인 동법 제107조 제1-1항에 의거한 ‘공공목적’은 지방의 

413) Sabine Schlacke, Konkurrentenklä ́gen gegen die Wirtschaftstätigkeit von 
Gemeinden, JA 2002, S.52 참조.

414)  Ebd., S.49 참조.



179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데 활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공익에 의해 명

령되고 주민에 대한 배려를 목표로 하는 생존배려급부만을 제공해야 한

다. 다만 이 요건은 공공주체 내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민간경

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415)

동법 제107조 제1-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은 종류

와 범위에 따라 자신의 이행능력과 적절한 비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

청(경제성 원리)은 그 행정능력 혹은 재정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

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목적과 무관한 자원의 

이용은 공공주체를 경제활동이 수반하는 경제적 재무적 리스크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 저지되어야 한다. 이 요건으로부터도 역시 제3자 보호적 성

격은 추론되지 않는다.416)

따라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헌법 제107조가 제3자 보호적 성격

을 갖는지의 여부는 제1-1항 제3호의 보충성 원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동 조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공공목적이 다른 기업을 통해

서는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경제기업

을 운영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에너지 수도 공급, 대중교통, 통신망 운

영, 전화 서비스 등 공공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는 전형적인 급부

영역들은 이 요건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동 규정의 의미와 

목적은 능력을 벗어나는 재무적 책임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활동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

서 Schlacke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헌법 제107조 제1-1항 제3호에 

의해서도 제3자 보호적 성격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마찬가지

로 유사한 규범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바이에른 주 헌법 제87조 제1항에서

도 경쟁자를 위한 주관적 권리는 도출되지 않는다.417)

415) Sabine Schlacke, Konkurrentenklä ́gen gegen die Wirtschaftstätigkeit von 
Gemeinden, JA 2002, S.49-50 참조.

416)  Ebd., S.50 참조.
417)  Ebd., 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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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들 주 헌법의 규정은 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이 정하는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정당화하는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문 및 제2항 

제1문과 바이에른 주 헌법 제87조 제2항에 의해 ‘정당화되는 침해’는 지

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이 개별 기업의 파산을 감수할 정도로 중요한 비

중의 공공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여기서 공공목적으로 인

정되는 것은, 예컨대 게마인데가 자신의 활동에 의해 공공 인프라, 경쟁 

보장 및 직업 보장 혹은 주민에 대한 위기구호용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

는 경우이다. 단지 이윤획득에 맞추어진 활동은 공공목적에 기여하지 못

한다. 게마인데 경제활동의 공공목적이 소모적 경쟁 및 약탈적 경쟁을 

정당화 하는지는 개별적인 경우에 통상 비례성 심사에 의거하여 분석되

어야 하며 이는 단지 비상하게 중요한 공공선이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에

만 수용될 수 있다.418)

(4) 심사척도

 가. 공법상 심사규범

독일에서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공법적 심사규범은 한편으로는 

직업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준칙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의 

설립 및 활동의 허용가능성과 관련된 행정법(지방자치법) 준칙의 두 가

지 차원으로 구성된다.419)

연방 헌법에서 공기업의 작용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규범

은 기본권 조항인데, 주제별로 보면 경제적 자유권(기본법 제2조 제1항),

418) Sabine Schlacke, Konkurrentenklä ́gen gegen die Wirtschaftstätigkeit von 
Gemeinden, JA 2002, S.53 참조.

419) Ja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S.168-1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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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제12조 제1항) 및 재산권행사의 자유(제14조 제1항)이다. 또

한 일반적인 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 역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

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본권의 침해 관점에서 분류하면,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관해서는 고전적 침해의 개념이 적용되는 반면

에 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관해서는 직업규제적 경향의 침해 개념이 적

용된다.420)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기업의 경제활동이 기본법 제12조 제1

항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와 침해한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독일 헌법상 경제질서는 시장에서 공급자 및 수요자로 행위하는 기업

주체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기본원리로 포함한다. 이와 같은 경제질서의 

틀 안에서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주체의 행위는 허용되는 방식으로 작동

하는 한 기본법 제12조 제1항을 통해 보호되는 직업의 자유의 구성요소

가 된다. 따라서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이 그와 경쟁하는 사기업이 보유하

는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섭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

다.421)

그러나 공공주체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직업

의 자유권이 갖는 특별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1995년 두 개의 판결을 통해 “원칙적으로 경쟁자로서의 국가의 진출은 

다만 체계내적인 시장경제상의 경쟁압력의 격화만을 내포할 뿐이며422),

이를 통해 사인의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한 기본법 제12

조 제1항이 보호하는 바는 아니다423)”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말하자

면, 공기업의 출현이 기본법 제12조의 보호영역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

420) Pieroth/Hartmann, Grundrechtsschutz gegen wirtschaftlci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DVBL 2002, S.424 참조.

421) Peter Selmer,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und 
Unternehmersgrundrecht, in: Stober/ Vogel (Hrsg.),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2000, S.80 참조.

422)  BVerwGE 71, 183, (193).
423)  BVerwGE 39, 329 (336).



182

으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이 사인 내지 사기업의 직

업수행과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고 객관적인 ‘직업규제적 경향’이 인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공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사인의 직업수행과 

관련된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게 변화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보호법익은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424)

따라서 국가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쟁상황이 존재한다고 해서 기본법 

제12조가 보호하는 기본권 침해가 바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

해서, 독일 기본법 제12조에 의한 보호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조

종작용이 공기업의 활동을 매개로 하여 구체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

실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Schneider는 공공주체의 조종에 의한 기본권 침

해의 사례로서, 시장의 독점 및 사기업 활동의 말살과 같은 정량적 침해,

사기업의 시장출현을 막기 위해 공급망과 같은 영업상 필수적 시설을 통

제하는 것과 같은 정성적 침해, 고권적 행위에 의한 광고에 있어서의 우

대조치와 같은 특별한 편익 등을 제시한다.425)

Gusy 역시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관한 헌법 준칙의 핵심은 국가의 경쟁

참여에 대응한 사기업의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어권으로서의 기본

권이라고 인정한다. 이 기본권은 기본법에서 보장하는 경쟁의 자유를 원용하

여 이루어지는데, 경쟁의 자유는 단지 경쟁에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기업

이 갖는 왜곡되지 않는 경쟁에 관한 권리 및 국가의 경쟁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26)

기본권에 대한 Gusy의 해석은 시장에 대한 접근 및 참여 기회를 포함

하여 기존 사기업이 기본권에 의해 보호됨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법 제14조는 기존의 재산권만을 보호하고 영리의 기대는 보호하지 

않으며, 기본법 제12조도 본질적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호하긴 하지만 일

424) Ja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S.1255 참조. 

425) Ebd., S.1255-1256; 마지막의 기본권 침해 사례는 기본법 제3조의 평등권과

도 연관성을 갖는다.
426) Ebd., S.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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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수익성이나 구체적인 영리기회도 보장하지 않는다.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자유권 역시 경제적 경쟁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규범이 아니므

로, 공기업의 활동과는 상관성이 떨어진다. 요컨대, 사업 환경의 유지에 

관한 사기업의 주관적 공권과 포괄적인 영리가능성의 보장청구권은 독일 

헌법의 경제질서 규범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427)

그러나 기본법상 경쟁의 자유가 경쟁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경쟁을 

위한 자유를 보호하는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공공주체가 경쟁을 불가능

하게 하는 경우, 즉 기존 공급자의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모든 

침해는 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보호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

자가 갖는 경제생활의 형성권한은 헌법의 한계 내에서만 귀속되기 때문

에, 입법자가 경제질서의 형성에 해당하는 위헌적인 공기업의 설립 및 

행위의 근거법을 제정하는 경우 이 역시 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보호영

역을 침해하는 것이다.428)

주 헌법 역시 본질적으로 공기업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쟁 사

기업의 법적 지위를 거의 포착하지 않는다. 지방의 경제활동에 대한 허

용가능성 심사는 단지 공익 내지 제도적 보장을 위한 것이고, 제3자의 

주관적 권리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429) 현행 독일의 주 헌법상 지방공

기업의 허용가능성 요건은 구 독일 게마인데법(DGO) 제67조의 3대 제약

조건을 모체로 한다. 동 규정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관해 공공목적, 이

행능력 및 필요성 관련 심사, 민간경제에 대한 지방의 경제활동의 보충

성 고찰 등을 통한 정당화를 요구한다.430) Gusy에 따르면, 동 규정은 여

427) Ja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S.253.

428) Pieroth/Hartmann, Grundrechtsschutz gegen wirtschaftlci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DVBL 2002, S.426 참조.

429)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2), JA 1995,  
S.254 참조.

430) Ja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S.1256 참조. 



184

타 지방자치법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경제활동을 공공목적에 기속

시키지만 사인의 권리보호는 의도하지 않는다. 기업을 공공목적에 기속

시키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주관적 권리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다.431)

그러나 이에 대해 Selmer는 공기업 활동의 허용으로 인한 시장경쟁 및 

사기업의 직업활동에 대해 최소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영향력 행사는 기

본법 제12조 제1항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정당화를 필요로 하고, 과잉

금지 척도에 의해 측정되는 보호영역의 침해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공

기업의 시장참여 허용이 그 자체로서 사인의 기본권에 대한 잠재적인 위

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측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주체의 경

제활동을 구체적으로 허용함에 있어서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률유보,

경쟁침해를 정당화하는 공공목적, 공공목적의 추구에 있어서 과잉금지 

공준의 유지 등의 사항에 대한 합헌성 심사가 신중하게 요구된다.432)

Selmer의 견해에 따르면, 일단 시장진입이 허용된 공기업이 그 행위에 있

어서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공기업이 경제생활에서 

공법상 영조물과 같은 형식을 통해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

법적으로 행위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공공목적

을 추구할 임무를 갖는 주체는 협소한 생존배려 영역뿐만 아니라, 활동 전반

에 있어서 기본법 제1조 제3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기속대상인 ‘집행권력’으

로서 행위하는 것이다.433) 따라서 공기업의 배후에 있는 공공주체에게는 민

주주의 원리에 따라 공기업이 공공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도록 설립·운영할 조

종의무를 지님과 동시에, 이를 넘어서서 민간경쟁자의 기본권 역시 위축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복합적인 헌법적 요청이 제기된다.434)

431)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2), JA 1995,  
S.254.

432) Peter Selmer,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und 
Unternehmersgrundrecht, in: Stober/ Vogel (Hrsg.),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2000, S.83-85.

433)  Ebd., 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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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쟁법상 심사규범

독일 행정법학에서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이 일반 경쟁법 규범에 구속을 

받는다는 데 대한 특별한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규범의 적용범

위에 있어서 공법이 공공주체 경제활동의 ‘허용가능성’을 다루는 반면에 

경쟁법은 경제활동의 ‘방식’을 다룬다는 차이가 있다.435)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제130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동법이 공공

주체가 전부 혹은 일부를 소유하거나, 공공주체에 의해 관리되거나 경영

되는 기업, 즉 공기업에 대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

정은 기능적 의미에서 기업으로서의 공공주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

는 것으로서, 공공주체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든지 혹은 수요자로의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급부관계가 사법적 형상인지 공법적 형상인지와 

무관하게 공공주체가 시장참여자로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만이 중요하다.436)

더 나아가 경쟁제한방지법은 영리목적의 유무나 운영수단을 불문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제공되는 한 공립학교나 공공도서관 또는 공

공스포츠시설과 같은 공적 급부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행정관

청의 단순한 비품구매에서부터 정부조달업무에 이르기까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모든 수요활동도 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끝으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

사함으로써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동법의 적용 요건인 사업

자성이 인정된다.437) 다만 국가가 국민의 경제생활을 조정하기 위해 고

434) Peter Selmer,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und 
Unternehmersgrundrecht, in: Stober/ Vogel (Hrsg.),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2000, S.98-99 참조.

435) Wolfgang Schünemann, Wettbewerbsrechtliche Zulässigkeit wirtschaftlicher 
Tätigkeit der öffentlichen Hand, in: Stober/ Vogel (Hrsg.),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2000, S.44 참조.

436)  Ebd., S.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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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참여자로의 사업자성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 경쟁제한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438)

부정경쟁방지법(UWG)에는 경쟁제한방지법 제130조 제1항에 상응하는 

규범은 존재하지 않지만, 동법 제1조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체계 및 적용 

실무에 관한 기본 규범으로서 모든 경제주체를 수범자로 가진다는 논거

에서 공공주체 역시 경쟁법상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된다는 것

이 통설적 견해이다. 판례 역시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공공주체와 급부수

령자 간의 급부관계가 사법적 계약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Schünemann은 공공주

체에 대한 경쟁법의 원칙적 적용가능성은 경쟁법 외부에서의 선결문제로

서가 아니라, 경쟁법 내부의 본안문제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한다.439)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가 의미하는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상거래’에 

해당하는 공공주체의 행위는 사실상 경쟁제한방지법의 적용범위와 일치

한다. 따라서 공공주체는 경쟁법상 수요자 및 공급자로 포착되며, 공기업

을 넘어서서 행정청의 행위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경제적 공공주체, 즉 공기업이 경쟁법의 구속을 받는 한 그 법적 

지위는 여타 사기업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440)

경쟁법에 있어서도 공기업에 대한 허용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데, 다만 이는 공기업 자체의 허용 ‘여부’에 대한 공법 규범과는 달리 경

쟁행위의 ‘방식’에 대한 통제 문제이다. 공기업이 덤핑, 특별한 신뢰의 

남용, 평등취급 위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경쟁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Schünemann은 

경제적 공공주체가 그에게 지워진 공법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일차 

437)  Fritz Rittner, Der Staat als Unternehmen im Sinne des Aktienrechts, 1978, S.1; 
이봉의, 독일경쟁법: 경쟁제한방지법, 법문사, 2016, 55면 참조.

438)  이봉의, 전게서, 55면 참조.
439) Wolfgang Schünemann, Wettbewerbsrechtliche Zulässigkeit wirtschaftlicher 

Tätigkeit der öffentlichen Hand, 2000, S.47-48 참조.
440)  Ebd., S.73-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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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이 경쟁관련성을 가지면 규범의 위반은 그 자체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가 의미하는 공서양속위반이 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법상 위반행위에 의해 시장에서 공기업에게 경쟁상 부당한 특권이 주

어지는 경우에만 공서양속위반이 되는 것이다.441)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동 조항이 배타적으

로 사법적 경쟁법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혹은 사례별로 구체적인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립적 규정으로 나타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서 Schneider는 행정쟁송 절차의 틀 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는 국가

와의 경쟁관계에 대한 공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안별

로 구체적 행정법 요건과 일반적 경쟁법 요건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경제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1

조가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공법적인 경쟁보호 규범으로서의 보완

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442)

요컨대,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공법상 기본권 보호규범과 경쟁

법 규범의 영역은 상호간에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보호목적을 내용으로 

갖는다. 두 규범 영역은 경우에 따라 상호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민간

경쟁자의 주관적 방어권을 보장하며, 고유의 방식으로 법적분쟁을 해결

한다. 따라서 Selmer는 통설과는 반대로 청구권의 근거로서 기본법상 기

본권보다 경쟁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의 활동에 대한 사인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기본권의 소환

은 보충적인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개별 기본권에 ‘자체적인 방사력’ 

(Selbstwichtigen Ausstrahlungskraft)이 존재하는 경우 민사법 내지 경쟁법 

규범과의 경합적 적용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다.443)

441) Wolfgang Schünemann, Wettbewerbsrechtliche Zulässigkeit wirtschaftlicher 
Tätigkeit der öffentlichen Hand, 2000, S.74.

442) Je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S.1259.

443) Peter Selmer,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und 
Unternehmersgrundrecht, in: Stober/ Vogel (Hrsg.), Wirtschaftliche Betät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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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사척도에 대한 소결

결론적으로 독일 헌법상 기본권 보호규범은 공기업의 경쟁참여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인을 보호하는 

데 유력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단지 공기업에 의해 용인할 수 없는 

약탈적 경쟁이 이루어지거나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독점이 형성되는 

경우에만 기본권을 원용하여 권리구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독일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 규정과 

주 헌법상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내지 정당화 규정을 매개로 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경제활동, 즉 지방공기업의 활동을 공법적 문제로 포착하고 그

에 대해 행정소송을 권리구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4절  소결
공기업이 갖는 이중적 성격, 즉 ‘공적 성격’과 ‘기업적 성격’은 운영원

리에 대한 문제로 반영된다. 공공복리의 실현이라는 목적과 기업이라는 

수단 사이의 모순은 공기업 운영원리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리와 경제성 

원리라는 상충되는 헌법원리 간의 긴장관계를 야기하는 것이다. 민주주

의 원리에 의해 공공주체는 사법적으로 조직된 행정조직에 대해서도 포

괄적인 조종 가능성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주체와 그 산하 공기

업과의 결합체계는 원칙적으로 계층적 조직구조 및 관료제적 운용구조의 

모형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헌법원리인 경제성 원리는 이러한 조직 및 운영 구조

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기본법상 민주주의 원리는 민주적 정당성을 매개

하기 위해 공기업에 대한 공공주체의 충분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요구

der öffentlichen Hand, 2000, 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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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반해, 경제성 명령은 시장규범과 경쟁규범에 부합하는 융통성 

있는 기업경영을 위해 행정부의 영향력이 제거된 기업의 자율적 영역과 

재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Gersdorf는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가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리는 경제성 명령에 비해 일반적인 우위를 갖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헌법상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원리의 표현인 계층조직과 관료제적 운영원리는 기업활동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생존배려 영역과 같이 개별 공적 임무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이행능력의 부재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임

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국가의 경제활동이 허용되고, 

이 경우 민주적 정당화 원리와 경제성 명령 간의 긴장관계가 헌법적으로 

해소된다는 것이다.

헌법상 필수적인 임무의 보장의무가 국가에 존재하는 한 민주적 정당

성을 매개하는 조종력을 공기업에 대해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기업에 대한 경제성 명령은 단지 민주주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조직적 

요청의 틀 안에서만 고려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주체는 보충성 원리에 

의해 경제활동이 정당화 되는 경우 공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보유해야 한다.

공기업 운영에 관한 민주적 정당화 요청은 필연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문제로 연결된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란 공기업의 활동이 당해 

공기업에 부여된 임무에 부합하도록 감시하고,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결과를 시정하는 활동 일체를 의미하게 된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행정조직법 차원에서 임무에 적합한 조직형식을 선택하는 

문제와 행정작용법적 차원에서 공기업에 대한 조종 및 사법통제의 문제

로 구분된다.  

공공성 통제 기제로서의 민주적 정당화의 대상은 국가권력의 행사이

다. 행정주체로서의 공기업, 특히 직영회사와 공공주체가 영향력을 행사

하고 헌법상 국가임무를 지는 공사혼합기업 역시 민주적 정당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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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권력의 대상이다. 국가의 행위를 통해 설립되고 법률에 의해 임

무와 권한의 범위가 규정되는 공기업은 기본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통

제의 대상이며, 공공성 실현을 임무로 하는 행정주체에 귀속되는 것이다. 

공기업의 임무 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 

내지 기능에 적합한 조직형식이 선택되어야 한다. Müller는 행정학과 경

영학 등 인접 학문의 성과를 행정법학에 도입하여 행정의 법적 형식 선

택을 위한 체계론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을 그 임무와 역할에 따라 7개의 

섹터로 구분하고 섹터 선택의 결정요인들로 각 섹터별 조직의 공통적인 

표지, 기능, 국가성의 정도 등을 제시한다. 

특정 섹터의 선택과 특정 임무분야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행사의 범위 

및 유형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는 임무의 성

격에 따라 요구되는 조종력의 정도와 사인과의 이용관계 및 법률관계의 

실질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행정조직의 법적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규범적 준칙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기업 법률관계를 헌법합치적

으로 형성하고 공적 임무의 달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기 때

문이다. 

조직형식 선택에 대한 Müller의 방법론은 우리나라 공기업 규제에 관

해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대부분 설립근거법에

서 조직의 공적 임무와 더불어 법적 형식이 규정되어 있다. 즉, 설립근거

법의 입법 과정에서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공기업 임무의 확정, 법적 형

식의 선택 등 공기업에 대한 주요 문제들이 심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서 Müller의 방법론은 특정 공기업의 임무에 적합한 조직형식의 선택

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기업 통칙법인 공공기관운영

법의 공기업 분류체계를 부여된 본질적 임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재구성

하는 데 대한 입법론적 대안 및 실질적 기준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국민경제생활에 있어서 국가책무의 성격이 급부국가에서 보장국가로의 

전환되었다고 했을 때 공공주체의 주요 통제수단은 조종(Steuru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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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기업을 포함한 행정주체는 조종의 매개체, 즉 도구로서의 성격

을 지닌다. 조종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규범적 요건은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이다.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 행정에 있어서 입법자의 의지

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계층적 국가조직

에 의한 통일적 체계적 조종을 통해 가능하다. 행정청으로부터의 조직의 

분리와 자율적 경영이라는 경영자 모델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업에 있어

서도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 국민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공공주체는 조직

의 궁극적 경영주체로 남아있어야 하므로, 공기업의 활동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체에 대한 국민의 급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원리는 실효성 있는 의회통제권의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하

며, 이는 국가의 효과적인 조종 및 제도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조

직을 필요로 한다. 계층적 구조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행정 체계 하에서 

공기업은 ‘내각의 지시로부터의 자유’를 갖지만, 이것이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나 의회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에 대한 효과

적인 통제는 궁극적으로 사법통제를 통해 보장된다. 행정조직법적 관점

에서 공공주체가 공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공기업을 행정주체로 인정한다

면, 이에 대한 사법통제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행위에 대한 사법통제와 

동의어가 된다. 다시 말해서 행정소송법적 관점에서 공기업의 행위는 행

정주체의 행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독일에서 공기업에 대한 사법통제는 연방 및 지방의 공공주체의 경제

활동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주로 고찰되고 있다. 특히 공

공주체의 경제활동, 즉 공기업의 작용에 대한 행정소송의 허용가능성, 재

판관할, 소송의 원고적격, 쟁송수단의 선택 등이 주된 논제이다. 공기업

의 경제활동은 그와 관련된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여 허용되는 경우라 하

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는 국가행정주체로서 공기업이 본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쟁상 이점에 기

인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대외적 활동으로 인한 사인의 권리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수단과 재판관할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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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중대한 선결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의 기본권 조항 이외에도 주 헌법

상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규정을 매개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즉 지방공기업의 활동을 공법적 문제로 포착하고 그에 대해 행정소송을 

권리구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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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공기업의 공공성 보장은 곧 공기업이 갖는 공적 임무의 보장이며, 이

는 국가의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와 조종에 의해 확보된다. 독일 행

정법학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기업의 공공성 보장은 다음의 논리구조에 

의해 구성된다. 첫째, 시장경제질서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인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활동 및 그 발현형태로서 공기업의 활동은 

국가의 필수적 임무로서 공공목적과 보충성 원리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

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허용가능성 심사). 둘째, 일단 허용가능성 심사

를 통해 설립과 운영이 정당화된 공기업에게는 필수적 공적 임무를 수행

할 임무가 부여된다(공기업 임무의 확정). 셋째, 국가는 헌법상 필수적 

임무의 보장주체로서 공기업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종력을 유

지해야 한다(공법적 통제의 보장).

우리 헌법은 제119조 제1항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원칙적 

결단을 내리고 있으며, 제126조에서 사기업의 국공유화와 통제를 원칙적

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자본주의 내지 통제경제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19조 제2항에서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등의 목표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

이 국가에 부여되어 있고, 독일 헌법과 달리 생존배려기업에 대한 규정

도 없으므로,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범은 원칙적으로 헌법 원

리에 입각하여 입법자가 정할 사항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기업은 개별 설립법상 목적 조항에 의해 그 임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통칙법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공기업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공기업 현실에 

주는 시사점은 설립의 허용가능성 심사 내지 정당성 측면보다는 민영화

의 한계로서의 국가 경제활동의 필수 영역에 대한 규정과 공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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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통제 내지 조종의 측면에 보다 큰 비중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법제 및 관리정책에 대

한 검토를 전개하기로 한다.

제1절  우리나라 공기업 법제 및 관리체계

1.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법적 규율

(1) 공기업 법적 규율의 연혁
경제질서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 존재하지 않는 독일 헌법과 달리 우리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질

서에 대한 원칙적 결단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제119조 제2항에서는 균

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의 유지, 시장질서와 

경제력 남용 방지 및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

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이른바 

사회국가 내지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을 도입한다. 그러나 헌법 제126조

는 사기업의 국공유화와 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자본주의 

내지 통제경제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다. 

이와 같은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헌법적 결단은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

에 대한 제한규범으로 작용한다. 건국 헌법 제87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기타의 공공성을 가진 

생존배려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규정

은 1954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공기업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현재 헌법 사항이 아니라 입법자에게 위임되어 있

는 사항이다.444) 따라서 국가공기업 차원에서 헌법합치적 공기업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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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 원리와 법제를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공법상 문제 영역이다.

입법자에게 위임된 공기업 관련 규율의 효시는 1961년 제정된 기업예

산회계법 이다. 동법에서는 교통, 통신, 전매, 양곡 및 조달에 관한 정부

사업을 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기업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기 보다는 정부가 기업의 형식으

로 직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산업발전이 본격화되면서 정책목적에 따라 

공단 또는 공사라는 명칭으로 다수의 공기업이 개별 근거법에 따라 설립

되었다. 그로 인한 공기업 관리상의 혼돈과 문제점이 심화됨에 따라, 공

기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일련의 통칙법들이 제정되었는데, 그 시작은 

1983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이다. 동법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 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하였으며, 정부가 납

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출자한 기업체를 정부투자기관으로 정의하였으

나, 방송사와 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에도 공기

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책임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등 

공기업 관련 통한 운영법의 산재로 인한 혼돈이 지속되다가, 2007년 공

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 공기업 관련 법률들이 통합되어 공기

업의 경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종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이 통합 개편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

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

스 증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동법은 공기업을 지정

하고 유형을 구분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의 제정에 따라 

법적 요건에 기초한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공기업 개념과 유형이 정립된 

444) 同旨 김광수,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 서강법률논총 제1권 제1
호, 2012,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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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건국 이후 우리나라 국가공기업의 법제 및 관리체계 변천은 크게 6개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국가공기업 관리체계의 변천

자료: 권오성 외, 공공기관 책임성 제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8, 62-63면
에서 인용.

구 분
제1기

(1948-1962)
제2기

(1962-1984)
제3기

(1984-1999)
제4기

(1999-2003)
제5기

(2004-2007)
제6기

(2007-현재)

핵심 특징
주무부처

중심 운영

주무부처+
재정당국

중심 운영

정부통제

일부 완화

(사후평가)

자율경영+
책임경영

정부산하

기관 관리 

추가

통합 

관리체계

관련 법률

․개별 

공기업 

설립법

․정부투자

기관

예산회계법

․정부투자

기관관리

기본법

․개별

공기업 

설립법

․정부투자

기관관리

기본법

․개별 

공기업 

설립법

․정부투자

기관관리

기본법

․공기업경

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별 

공기업 

설립법

․정부투자

기관관리

기본법

․정부산하

기관관리

기본법

․개별 

공기업 

설립법

․공공기관

운영법

․정부기업

예산법

․개별 

공기업 

설립법

예산통제
주무장관
승인

주무장관
+

재정당국
+

국무회의와
대통령 

이사회 
의결

좌동 좌동 좌동

경영평가 없음 소극 활용 적극 활용

강화

(사장 해임 

건의 등)

경영평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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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 관련 실정법규
현행법상 공기업을 규율하는 법률은 국가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정부기업예산법 , 책임운

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책임운영기관법) 등이 있고, 지

방공기업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이 있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각각

의 설치근거법률에서 설립과 사업범위, 지배구조,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

고 있으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이들 공기업 전체를 포괄하여 공기업의 지

정, 지배구조, 예산회계, 경영평가와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상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이 법인격을 가지는 공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반면

에 법인격을 가지지 않고 정부부처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기업에 대해서

는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개념으로 규정하고, 정부기업의 

사업에 관해서는 특별회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의 개념 표지인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기업은 실

질적으로 일반 행정청의 고유사무를 영위하는 조직에 가깝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법상 분류체계와는 별개로 본 논문에서 고찰하는 공기업의 범주

에서는 제외하고,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

개하기로 한다.

정부기업 및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 국가공기업은 대부분 개별 특별법

에 의해서 설립된다. 다만 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 및 예산 회

계 절차와 방법이 유사한 공기업을 함께 통합하여 규율하는 통칙법에 의

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로는 전술한 공공기관운영법 및 민영

화 대상 공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

한 법률 (약칭: 공기업구조개선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공기업 중 주

식회사형 공기업은 일반법인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

된다.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특히 제3섹터형 민관합작사업은 지방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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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소속 또는 부속기구로서 그 구성원은 지방공무원이

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우리나라 공기업 현황 및 관리체계

(1) 우리나라 공기업 관리 및 통제 정책의 추이
공공기관운영법 등 공기업에 관한 통칙법의 전개과정과는 별개로 과거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른바 공기업 개혁정책을 수행해왔

다. 특히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적 경제위

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환경적 조건 하에서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개혁정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민

영화 등 구조조정을 들 수 있는데, 1998년 3월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

획 을 발표하여 11개 공기업을 지정하고 즉시 민영화가 가능한 5개 기업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

서)은 완전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여타 기업(한국전기통신공사, 담배

인삼공사 등)은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민영화 장애요소를 제거 후 단계

적 민영화를 결정했다. 이후 1998년 8월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

혁신계획 을 발표하고, 당시 기획예산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기업 민영화 추진위원회 를 설치하여 관련 제

도개선 및 추진상황 점검을 수행했다. 

국민의 정부의 민영화 조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른바 신공공관리적 

공공기관 개혁의 추진으로서, 이 조치 이후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의 모토 하에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반의 개혁

이 전개되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공공부문 개혁은 기획예산위원회

와 기획예산처라는 상설의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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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조직·인력의 운영체계 개편, 재정운영체계 개선, 대민서비스 

개선 등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행정개혁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공기업 개혁정책의 기조는 이후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졌는데, 

참여정부의 경우 경영평가 제도 등 주로 시스템 중심의 경영혁신과 공공

기관의 투명성 강화가 강조되었다. 주요 경영혁신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통합 제정을 통한 공공기관 관리범위 명확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증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예산 투명성 확보, 공기업 경영평가

의 확대 실시,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

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총 6차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을 통

해 하드웨어적 개혁 조치로 총 24개 공기업을 완전 혹은 부분 민영화하

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등 36개 기관을 통합하고 5개 기관을 

폐지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적 개혁으로 공기업 임직원의 보수체계 개

편과 노사관계 수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전 정부 대비 공공기관의 문

제를 민영화라는 등 구조중심의 개혁에 집중하여 해결하고자 했으며, 공

공기관의 공공성 유지 노력 및 사회적 공론화를 등한시했다는 평가를 받

는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의 근간은 2013. 7. 8. 발표된 공공

기관 합리화 계획 과 2013. 12월 발표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개선을 주

요 내용을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다. 특히 공공기관 합리화 계

획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자율 책임 경영체제 확립, 공공

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필요성 등이다.445)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인 관리정책은 2018년 7월 현재 제시되고 있지 않다. 단지 문재인 정부 

445) 이상 윤태범, 공기업 정상화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민주당 정책방향 토

론회 발표자료, 민주정책연구원, 2014. 2. 26, 5-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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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 임무가 제시되

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평가 

실시, 공공기관 공시 시스템 정보공개 확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고도

화,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일간지는 특집기사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에서 사회적 가치 항목이 100점 만점에 최대 35점까지 확대 반영될 것이

라는 세간의 풍문을 보도하고 있다.446)  

<표2>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의 주요 과제

446) 2017. 12. 26.자 조선일보 E3면 100대 과제 분석 특집 .

구 분 세부구분 세부요건

효율성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

- 상시적 기능점검, 시장화 테스트,
경영컨설팅 등을 통한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 

부채관리 강화

- 부채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부채관리 

대책 마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실효성 제고 및 

사업관리 강화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의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협업·융화 활성화

책임성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

실질적인 자울경영기반 

구축

- 공공기관의 경영자율권 및 인사 

자율성·전문성 확대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상기 경영모니터링·진단 시스템 구축 및 

경영평가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및 사회형평적 

인력운용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투명성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감시체제 

강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및 활용 활성화

국민 직접 감시체제 구축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개편 및 

연차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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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윤태범, 공기업 정상화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민주당 정책방향 토론

회 발표자료, 민주정책연구원, 2014. 2. 26, 19면에서 인용.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관련 정책과제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노동

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이 공기업 임무에 대한 통제 및 평가 지표로서 적

합한지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간략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 공기업 정

책의 방향이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된 신공공관리적 구조

조정에서 공기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최근

의 추세로 관찰된다.

(2) 국가공기업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크게 정부조직과 비정부조직인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제4조에서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동법 

제5조에서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

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공기관의 규모와 수익성의 차이이다. 즉, 한편으로는 

시장 내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당해 공공기관의 양적 중요성을 기준

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당해 공공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해 시장에서 얻

을 수 있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447)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조직의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설계하

기 위해서라고 한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행

정주체에 의해 경영이 관리되고 모두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

지고 있지만, 이 중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적인 성격을 많이 지니고 

447) 이원우,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2017, 29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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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재화의 생산과 판매라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반면에 ‘준정부기관’은 

직접적인 재화의 생산과 판매를 하는 공급자적 역할보다는 일반적인 공

공행정 수행 주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448)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을 다시 동법을 적용받는 ‘적용 공공기관’

과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적용 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법의 적

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① 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② 정부가 정

부의 공적업무나 독점업무를 위탁한 기관, ③ 정부 소유권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30퍼센트 이상이면서 정부가 인사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

사하는 기관, ④ 위 세가지 공공기관이 재투자한 기관 중에서 정부가 이 

법의 적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동법 제4조 제1항). 따

라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이 모두 공공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

고, 정부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 고시해야 

이 법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이 된다. 비록 위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더

라도 ① 구성원의 자치조직, ② 지방공기업, ③ 공영방송사 등에 대해서 

동법 제4조 제2항은 ‘비적용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되려면, ①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에서 열거

하고 있는 6가지 유형의 기관에 해당해야 하고(정부의 지배력행사 가능

성), ② 동법 제4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3가지 유형의 기관(자치권 

보장 기관)에 해당되어서는 안 되며, ③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공공기

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지정행위). 한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의 두 가

지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만을 공공기관으로 지

정한다(지정필요성).449) 

2018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

공기관은 2017년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한 338개이다. 이 중 공기업은 35

448) 권오성 외, 공공기관 책임성 제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8, 65면 참조.
449) 이원우,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2017, 2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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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장형 15개, 준시장형 20개), 준정부기관은 93개(기금관리형 16개, 위

탁집행형 77개), 기타공공기관은 210개이다.

<표3>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구분

자료: 천경훈, 공기업 지배구조의 법적 문제: 공공기관운영법의 법리, 현실, 문
제점 ,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2호, 2015. 11., 15면 <표1>에서 인용

전술한 바대로 공기업의 조직형식에 따라 당해 조직의 의사결정, 기능 

및 목적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성격이나 기능 내지 목적

에 비추어 적절한 조직형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독일에

서의 공기업 발현형식이 우리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과 일대일로 대

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상 시장형 공기업은 그 성질

상 시장에서 기업적 방식에 따라 활동하는 데 적합한 상법상 주식회사 

형식 혹은 공사 형식(공법상 영조물법인)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준

시장형 공기업은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운영될 수는 있지만 수익성이 상

대적으로 적은 사업이므로 공법적 통제 하에 기업활동을 하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공법상 영조물 법인의 형식에 상응한다. 

구 분 대상요건 세부구분 세부요건

공기업

직원 50인 

이상

자체수입

50퍼센트 

이상

시장형

공기업

- 자산 2조원 이상

- 자체수입액 85퍼센트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
- 공기업 중 시장형 이외

준정부기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기금관리형
-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 이외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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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공적 목적을 위해 출연한 일정한 재산을 국

가재정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조직으로서, 재단의 형식을 취하되 공법적 통제가 강화된다

는 점에서 공법상 재단형식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탁

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위탁되는 행정임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조직형식

이 가능한데, 민법상 재단처럼 사법상 단체에게 임무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450)

공기업구조개선법은 향후 민영화의 대상이 될 시장성이 강한 공기업에 

대해서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대상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완

료될 때까지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다(동법 제1조). 이 법은 대상 공기업의 조직, 주주권 및 민영화

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이 법의 적용 대상 공기업은 근

거법 폐지 법률에 의해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 및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있다(동법 제2조).

(3) 지방공기업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

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법 에서 지방공기업은 “지

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사업”으

로 정의되어 있다(동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것을 

‘직접경영’이라고 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을 ‘간접경영’이라 

한다.

자치단체의 직접경영에는 지방직영기업이 있고, 간접경영에는 지방공

450) 이원우,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2017, 294-2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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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방공사, 민관합작사업(제3섹터)인 기타 출자·출연기업이 있다. 직접

경영은 자치단체의 국 또는 과의 형태로 운영되고, 간접경영은 특별법, 

민법, 상법 또는 조례에 의한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형으로 직접 운영하는 형태

로서,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이 이에 속한다. 이는 

정부기업예산법 상 정부기업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대표적 간접경영 방식의 기업인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혹

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지하철, 

의료원, 도시개발공사 등이 포함된다.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립단체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동법 제53조). 

‘지방공단’은 지방공사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배타적으로 100퍼센

트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간접경영 방식의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자의 출자·출연은 인정되지 않는다(동법 제77조). 자

본구조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한 법적 형식과 성

격을 가진 지방공사와 달리 지방공단은 이론상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일

부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행정대행 방식의 법인으로 파악된다. 지방공단

에는 시설관리 환경 경륜 사업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3섹터형 민관출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와 공동

으로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퍼센트 미만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

로 운영하는 간접경영 방식의 기업으로 ㈜백스코, ㈜부산관광개발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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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기업의 공공성 확보
독일에서 공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임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의 

일부로 정의된다. 모든 행정조직은 공공목적을 실현할 책무를 가진다. 따

라서 행정조직의 부분으로서 공기업 역시 공공목적 실현의 책무를 가짐

은 물론이다. 국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공기업의 임무는 생존배려 급

부의 제공을 위한 국가의 임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급부의 제공은 

필연적으로 행정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해 수행되며, 그 경제활동의 주체

는 공기업인 것이다. 

공기업은 공공복리의 실현 및 국민경제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므로, 

일단 시장경제 원칙과의 합치성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허용

가능성 심사를 통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기업은 공공성 실현을 위한 의

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공적 요소’는 공기업이 국가기관에 

귀속되고 국가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공공목적 실현

과 공공성 확보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의 공공

성은 공기업이 지니는 공적 임무의 확정과 보장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

다. 

이하에서는 공기업 임무에 대한 독일의 논의를 정리한 데 기초하여, 

공적 임무의 보장과 공기업 직원의 신분 규정이 갖는 의의에 대한 독일 

행정법학의 시사점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공기업 임무의 확정과 보장
독일 행정법학의 도그마틱에 따르면, 국가임무(Staatsaufgabe)는 헌법상 

제약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안’이라는 의미에서의 공적 임

무를 수행하고 국가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안으

로서의 생존배려(Daseinvorsorge) 개념은 공기업의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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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는다. 공기업은 급부행정의 주체이고, 급부행정의 핵심은 국민의 

생활적 수요의 충족을 위한 생존배려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

다.451) 

이러한 의미에서 Forsthoff에 의해 체계화된 생존배려 개념은 국가임무

를 정립함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된다. Knauff에 의하면 생존배

려는 모든 개인과 사회 전체의 생존에 필요한 서비스와 상품의 급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보장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

다. 생존배려 급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기술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을 

토대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킬 국가의 임무는 인간다운 

생활의 중요한 조건을 구성한다. 다만 국가의 생존배려 임무는 그에 대

한 현대적 해석, 민영화의 경향 그리고 국가와 사인 간의 역할의 조정 

요청 등의 배경에 의해 그 수행방식과 임무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존배려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급부주체

(Leistungsträger)에서 보장주체(Gewährleister)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 모델은 성과와 효율성의 제고를 내용으

로 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지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이러한 보장국가화 경향이 생존배려를 포함한 국가임무의 면제나 포

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장국가화 경향은 국가 및 공공부문의 비

중 및 영향력 축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내지 신공공관리론의 이념적 

영향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조세국가의 본질상 공공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가 무한정 적자재정을 운영할 수는 없다. 행정운영

에 있어서 자원절약 및 비용절감을 추구해야 하는 경제성 명령 역시 전

체 행정기관을 관통하는 헌법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급부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성과를 극

대화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보장국가는 기초적 생

451) 본 논문 제2장 2절 1.국가임무의 현대적 내용 (1) 국가임무론의 전개과정 부

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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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수요의 충족을 위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생존배려 급부를 국가의 책

임으로 인정하되, 이 영역에서의 국가가 갖는 급부행정의 독점을 국가의 

규제를 전제로 하여 사인의 주도와 경쟁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인정한

다. 보장국가 모델의 목표는 국가의 임무 수행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보장국가는 국가의 관여 가능성을 유보하면서 공공급부의 제공을 민영화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 경우 임무의 이행책임만이 사인에게 

이전되고, 보장책임은 이전되지 않는다. 생존배려 급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과 임무는 여전히 국가에 유보되어 있으며, 다만 임무 수행방식의 

변화, 즉 임무이행의 주체와 책임의 배분이 달라졌을 뿐이다.452) 

그러나 공기업을 통한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임무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도 불구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공기업과 시장경제와의 양립

가능성 문제는 독일 행정법학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헌법적 고찰의 대상

이 되어 왔다.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기업은 사적 소유권을 전제

로 하는 시장경제의 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은 

국가예산의 지원 및 감독상의 우대에 의해 사기업 대비 경쟁상의 특권을 

누린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을 통해 확보되는 국가의 경제적 권력은 그 

자체로서 개인의 자유에 위험이 된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활동 및 그 발현형태로서 공기업의 활동은 국가의 

필수적 임무로서 공공목적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

다. 만약 허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설립 자체가 불가하거나 기존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원칙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Weiss 역시 국가의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정

당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생존배려 영역과 국가의 유휴잠재력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보충성 원리 하에 경제활동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한다.453) 

452) 이상 본 논문 제2장 제2절 1.국가임무의 현대적 내용 (3) 보장국가 모델 부

분 참조.
453) 본 논문 제2장 제1절 1.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당화 (2) 공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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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보장국가의 경향에 의해 국가와 공기업 임무의 배분과 수

행방식이 변화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보충성 원리를 중심으로 한 허용가

능성 심사를 통해 설립과 운영이 정당화된 공기업에게는 당연히 공공성

이 확보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필수적 공적 임무를 수행할 임무가 주어지

는 것이다. 또한 헌법상 필수적 임무의 보장의무가 국가에 존재하는 한 

국가는 민주적 정당성을 매개하는 조종력을 공기업에 대해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조종력이란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통해 매개되는 것이

다. 즉, 공기업의 공공성은 설립근거가 되는 실정법, 해당 공기업에 대한 

소관부처의 지시와 조종, 그리고 사법통제를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요컨

대, 공기업의 경제활동과 이를 통한 행정작용이 정당화 되는 경우 국가

는 공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보유해야 

한다.

2. 공기업 임무의 법적 근거와 허용가능성

(1) 우리나라 공기업 임무의 법적 근거
공기업을 통한 국가의 경제활동 임무가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국가기관과 해당 공기업을 구속한다. 우리 헌법은 제119

조 제1항에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원칙적 결단을 제시하고, 제126

조에서 사기업의 국공유화와 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공기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전술한 대로 건국헌법 제87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기타의 공공성을 가진 생존배려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주체의 필수적 경제활동 

임무와 민영화에 대한 한계를 헌법에서 명확히 제시하였다.

원칙적 허용불가능성 테제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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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규정이 1954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삭제됨에 따라 공기업 임

무의 내용과 방식은 입법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 따라서 실정법

상 근거에 따라 국가는 공기업 임무 수행에 있어 하부기관에 의해 스스

로 수행하거나, 사인에게 임무를 위임하거나, 별도로 공법 또는 사법의 

형식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454) 

특히 입법자는 경제질서와 경제활동과 관련된 국가임무의 수행방식에 대

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행정부는 공기업의 조직형식에 대

하여 원칙적으로 형식선택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법률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임무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는 국

가공기업의 경우에는 개별 근거법률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지방공

기업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공기업에 대해서는 통

칙적 법률인 공공기관운영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기업의 분류, 공기업

의 지정 절차 및 신설 심사 요건, 운영위원회 운영방법, 경영공시,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와 감독 등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공기업 관리체계에서 있어서 특이한 점은 주요 생존배려 

급부 영역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은 공공복리의 실현을 설립 목적으로 명

시한 개별 근거법률에 의해 설립 운영됨과 동시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

정행위에 의해 공공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공

공기관운영법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 대상기관

을 결정하는 데 대한 실질적 객관적 요건을 두고 있는 한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제1조(목적)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동법의 제정 목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454) 이상 우리나라 공기업 관련 헌법 제정 및 개정 연혁은 김형섭, 공기업의 국

가임무 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토지공법

연구 제54집, 2011, 4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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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공공성 보장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내용은 개별 

공기업의 설립근거법에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한다. 

공공기관운영법과는 달리 지방공기업에 관한 통칙법인 지방공기업법은 

공기업 설립 및 운영의 정당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동법은 제2조 제2

항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을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

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

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정의하

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해당 공기업의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치국가 원리와 행정주체의 재량 한계를 설정

한다. 

또한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은 기업의 경제성

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한다”고 규정하여 공기업 임무의 준칙을 

제시하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

할 때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

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상 

공기업 활동의 한계와 허용가능성에 대한 원칙을 입법을 통해 구체화하

고 있다.

(2) 공기업 임무 보장을 위한 입법론적 평가와 제안 
전술한 대로 독일 행정법 이론상 공기업의 공공성 보장은 다음의 논리

구성을 통해 확보된다. 첫째, 시장경제질서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사인

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활동 및 그 발현형태로서 공기업의 활동은 국

가의 필수적 임무로서 공공목적과 보충성 원리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

는 한도에서 허용된다(허용가능성 심사). 둘째, 일단 허용가능성 심사를 

통해 설립과 운영이 정당화된 공기업에게는 필수적 공적 임무를 수행할 

임무가 부여된다(공기업 임무의 확정). 셋째, 국가는 헌법상 필수적 임무

의 보장주체로서 공기업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종력을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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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공법적 통제의 보장).

이러한 독일의 논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공기업 법제를 비교평가해 

보기로 한다. 우선 공기업에 대한 허용가능성 심사는 구 헌법 제87조의 

폐지에 의해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

공기업의 경우 개별 설립법상 목적 조항에 의해 공적 임무가 정의되고 

법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허용가능성 심사는 일차적으로 국회에서 이

루어지며, 다만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일부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에 대

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적 심사에 의한 지정권한이 있을 뿐이다. 

둘째, 공기업의 공적 임무는 해당 설립근거법의 목적 조항에 의해 확

정적으로 보장된다. 주요 생존배려 급부 기업의 설립근거법에는 목적 조

항에서 사실상 공공목적과 공적 임무가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생존배려 급부기업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한국전력공사법 은 제1조 목

적 조항에서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

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필수적 생존배려 급부 기업으로서의 임무와 공공복리 기여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년전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에도 근

거법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은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

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

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항공 운송급부의 원활한 제공

과 이를 통한 경제진흥이라는 공공목적을 제시한다. 

셋째, 공공기관운영법 및 지방공기업법은 그 자체로서 공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내지 공공성 통제를 위한 법률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은 행정부에 의한 높은 강도의 통제를 받는

다. 즉, 지정 공공기관들은 경영공시의무, 임원 및 이사회 등 지배구조, 

예산회계, 경영평가와 감독 등 포괄적인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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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공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운영법은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수단이다.

요컨대, 경제생활에 있어서 공기업이 예외적인 경제주체로 인식되고 

그에 대한 허용가능성과 공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

민의 권리보호가 논의의 중심인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논의는 통제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

영법에 근거하여 중앙 정부에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에 대한 통제’와 ‘행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공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통제’로 구성된다. 전자의 경우 설립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 허용가능

성 심사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공적 임무 보

장과 민주적 통제는 입법 및 행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 중 별도의 공법상 설립근거법 없이 사기업의 형태

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법상의 통제가 주어지는 경우이다.455) 여기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 사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통제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기업들이 

입법자의 허용가능성 심사 없이, 다시 말해서 공기업의 설립을 정당화하

는 공공목적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 없이 ‘실질적 공기업’으로 활동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1998년 설립된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도

개발공사 등 공공부문 주주가 51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

업이다. 동사는 회사 정관 제2조의 설립목적 조항에서 “석탄산업의 사양

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455)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도에 지정한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 7개, 준시장형 공기업 5개, 기타 공공기관 

15개이다. 또한 민법상 재단 형태의 공기업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타 공공기관 1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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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회사가 영위하는 구체

적인 사업으로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비

록 행정법상 근거 없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설립 배경, 주

주구성, 정관의 설립목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에서의 공사혼합기업 

형식의 지방공기업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동사는 실질적 공기업임에

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에도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

으나, 2017년에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에 의한 관리와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8년 최초로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시장형 공기

업으로 지정되었다.  

어느 기업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비록 행정부의 재량행위

에 의한 것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의 지원과 

배려가 존재한다는데 대한 강력한 추정근거가 된다. 강원랜드의 경우 폐

광지역의 경제 진흥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우리나라

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유일한 카지노 업체이다. 물론 사행산업이 

규범적·윤리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한된 수의 외국인 고객들만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여

타 카지노 업체들 입장에서 강원랜드는 특권이 부여된 공기업의 전형적

인 경쟁침해 사례이다. 따라서 강원랜드는 비록 정관의 설립목적에 일정

한 공공성이 반영되었지만, 해당 회사가 대외적으로 미치는 경쟁침해적 

요소를 고려할 때 사법적 형식의 행정에 관한 보충적인 공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설립 당시에 근거법 혹은 규제법의 입법과정을 통한 

허용가능성 심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이 미리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공기업의 공적 임무의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

기업 관리체계는 공적 임무의 부여를 통해 정당화되는 공기업과 통제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의 범위를 일치시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서, 통칙법인 공공기관운영법은 행정부의 공법적 통제 기능 이외에도 실

정법적 정당화 근거가 결여된 ‘실질적 공기업’에 대한 공적 임무 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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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근거 규범으로서의 기능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기업 임무보장을 위한 임직원의 신분

(1) 공기업의 인적 정당화 기초인 임직원 신분
공기업의 공공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이 요구되는 공적 임무로 표현되

며, 공기업에 대한 공공성 통제는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일차적 수단

으로 한다.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맥락 자체가 이미 헌법상 공적 임

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내지 조종 가능성의 보

장은 헌법상 공적 임무가 인정되고 국가의 경제활동이 허용되는 것을 전

제로 하는 문제영역이며, 공적 임무로 구체화된 공공성 실현 내지 통제

의 실질적 발현형태인 것이다.

Gersdorf에 의하면, 민주적 정당성은 제도적 기능적 정당성, 인적 정당

성, 사실적 내용적 정당성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도적 정당성

(institutionelle Legitimation)은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2항의 입법 행정 사

법 권력에 대한 조직 규정에 의해 해당 국가기관들에게 부여된다. 기능

적 정당성(funktionelle Legitimation)은 국가기관은 국가 기능의 수행을 위

해 창설된다는 의미에서 제도적 정당성의 표현이다. 이처럼 기본법 제20

조 제2항에서 명문화된 세 가지 권력의 제도적 기능적 정당성에 의해 헌

법이 부여한 권력은 기본법의 민주주의 명령으로부터 포괄적인 의회유보 

및 법률유보의 형태를 갖는 권력일원론을 도출하고 행정권한에 대한 제

약을 방지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456)

그러나 제도적 기능적 정당성은 해당 국가권력 영역 내부의 구체적인 

공무담당자와 공무집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화 기초를 제공하지 않는

456) 이하 Hubertus Gersdorf, Öffentliche Unternehmen im Sapnnungsfeld zwischen 
Demokratie- und Wirtschaftlichkeitsprinzip, Berlin, 2000, S.29-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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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2문은 이 두 가지 측면, 즉 인적 정당성과 사

실적 내용적 정당성 역시 기본법상 민주적 정당성 개념의 필수적 구성요

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국민은 세 가지 권력의 개별 기관

을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별 기관, 즉 공무담당자

를 민주적 정당화 명령에 기속시킨다. 한편 “행사한다”라는 표현은 단지 

공무담당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활동영역도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그런 이유에서 기본법의 민주적 정당화 모델은 인적 정당

성 및 사실적 내용적 정당성 역시 포함하는 것이다.

인적 정당성(personelle Legitimation)은 국민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임무

의 수행이 위임된 공무담당자에까지 연결되는 ‘정당성의 사슬’을 요구한

다. 인적 정당성 요청은 모든 개별 공무원에게 미치는 것으로, 제도적 정

당성과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절차만으로는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개별 

공무담당자는 이들이 국민 스스로에 의해 선출되거나 아니면, 이미 인적 

정당성이 확보된 공무원에 의해 임명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지니는 것

이다.

개별 공무원 임용의 준칙은 인적 요소 이외에도 조직법적 요소를 보유

한다. 개별 공무담당자가 국민에게 귀속되는 정당화 연계를 지니게 되면, 

그가 속한 국가기관도 정당화되는 것이다. 조직적 정당성은 개인적 정당

성의 실현에 좌우되므로, 제도적 기능적 정당성은 인적 정당성과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다. 공무담당자로 구성된 행정주체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공무담당자나 정당성이 없는 자의 처분에 맡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기업의 임직원의 지위와 신분도 이와 같은 행정주체에 대한 인적 정

당화의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 실정법상 공공기관운영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서는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에 

책임운영기관법의 경우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책임운영기관의 공무담당

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책임운용

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해서는 제18조(임용권자)에 의해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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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지되, 그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직영기업의 경우에는 제10조의2(기업직원)

에서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이라는 문언을 통해 그 임직원이 공무

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제83

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를 통해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공공기관운영법상 국가공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영기업

을 제외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실정법

이 일반 행정청으로부터 공기업이 조직적으로 분리되는 경우 그 구성원

에 대해 모두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함의를 반영한

다. 물론 법인의 구성원이 공무원인 경우 이는 당해 법인이 공법인이라

는 징표일 수는 있으나, 구성원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은 행정주체성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 공공주체의 구성원은 공무원일 수도 있고 사법상

의 근로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기관의 구성원도 반드

시 모두 공무원이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은 없다. 독일의 경우 공역무에 

종사하는 행정기관의 구성원은 공무원(Beamte)과 직원(Arbeitnehmer)으로 

구분된다. 전자에 대해서는 공법상의 근무관계가 성립하지만, 후자에 대

해서는 사법상 근로관계에 의한 노동법관계가 발생한다.457) 

공기업 임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우리나라 

공기업 현실에서 공공성과 기능적 자율성의 측면 중 어느 것이 보다 중

요한 의의를 갖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는 공기업에게 부여된 

457) Richard Weith, Organisation und Kapitalausstattung eines Eigenbetriebs, 
Hamburg, 1999, S.12-15; Deutsches Bundestag,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bei 
einer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Wissenschaftliche Dienste, Sachstand 
WD3-3000-047/17, 2017. 9. 3, S.3.; 이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

요소로서의 행정청, 저스티스 통권 제69호, 2002, 1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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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통칙법

에서 일률적으로 공기업 임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규정할 

때 공기업의 임무 수행과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한계와 문제점이 나

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2) 공기업의 공무책임
공기업 임직원의 지위의 문제는 행정상 손해배상에 있어서 이른바 ‘공

무책임’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국가 등 행

정주체의 위법한 활동에 의해 개인에게 가해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

도이다. 행정상 손해배상도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

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공통성이 있다. 그러

나 행정상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배상책임은 공행정작용 및 기타의 공권

력행사에 기인하는 것이고 배상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민사책임과는 달리 취급된다.458) 

독일 행정법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공무원 혹은 여타의 공무담당자

의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공무책임’ 

(Amtshaftung) 모델에 의해 구성된다. 위법 유책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공무원 자신에게 생기지만, 그 책임은 국가가 보증하는 것

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책임의 양수’(Haftungsübernahme)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서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공무원의 실수를 직접 책임지고 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국가책임’(Staatshaftung) 모델과는 달리, 직접적이

고 원천적인 국가책임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파생적인 국가책임이다.459)  

독일 기본법 제34조는 고권적 행정의 분야에서 자기 공무원에 대한 국

45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8, 552면 참조.
459) Maurer/Waldhoff,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 Aufl., München, 2017, 

S.7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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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책임을 간접적인 공무책임의 형태로 보장하는 헌법 규정이다. 기본

법 제정 당시 국가에 의한 책임양수는 침해당한 국민이 국가 구조 내에

서 이행능력 있는 채무자를 확보하고, 행정의 기능성의 관점에서 피해자

에 대한 무제한적 개인책임의 위험성에 의해 공무원의 업무의욕과 직무

준비 자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청에 의해 실행된 것이

다. 

그러나 Maurer는 국가책임의 대한 본질적인 근거를 법치국가 원리에서 

찾는다. 기본법 제34조의 국가책임은 동법 제20조 제3항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제19조 제4항의 권리보호 보장을 보충한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을 

통한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이 권리침해가 법원에 의한 권리보호를 통하

여 더 이상 방어될 수 없으면, 침해된 권리는 손해배상을 통해 다시 보

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감독하는 국가가 손

해를 야기한 임무에 대한 고권적 권한을 공무담당자에게 부여한 경우 더 

중요성을 갖는다. 법체계론적 관점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간주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점에 대해 반론은 존재

하지 않는다. 기본법 제34조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국민에 대한 손해

배상의무는 공무담당자가 아니라 국가에게 있는 것이다.460) 

이러한 공무책임은 ① 공무의 수행, ② 제3자에 대한 공무의무의 침해, 

③ 유책성, ④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⑤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 등의 

실체법적 요건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공무’(öffentliches Amt)는 기능적

으로 고권적 공법적 활동분야로 해석된다. 공무책임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행위에 연결된다. 공무책임법상 공무행위의 주체는 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담당하는 임직원(Angestellte)이나 근로자도 될 

수 있다 또한 공법상의 직무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장관, 자치단체의회

(Gemeinderat)의 의원, 국회의원, 또한 단 한번이라도 특정한 고권적 업무

의 처리를 담당한 개인도 이에 속한다. 법률을 근거로 특정한 국가업무

460) Maurer/Waldhoff,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 Aufl., München, 2017, 
S.7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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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권적 수행을 위임받는 공무수탁사인에게도 적용되고, 심지어 다소

간의 국가업무의 집행에 참여한 행정보조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리고 인

정된 업무장소에서 근무 중인 민간 공익근무자도 이에 속한다고 한

다.461)

고권적 업무를 위임받은 사인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고권적 특성이 강

하게 전면에 부각될수록, 위임된 행위와 행정청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고권적 업무 사이의 결속이 밀접할수록, 그리고 사업자의 판단여지가 제

한될수록, 사인은 더욱더 책임법적 의미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것이

다. 독일 행정법학의 통설은 기본법 제34조의 직무의무 위반 주체는 책

임법적 의미에서의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국법 또는 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구별한다. 따라서 공무원 개념은 공법상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

미에서의 ‘기능적 관점의 공무원’과 공무원법에 상응하는 공법상 법적 

지위를 의미하는 ‘신분법 관점의 공무원’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462)

이러한 접근은 우리 행정법상 국가책임의 구조와 합치한다. 국가책임

배상제도는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

다”라는 규정을 통해 헌법적 근거를 갖는다. 이에 따라 우리 국가책임배

상제도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공무책임(Amtshaftung) 모델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

다”고 하고, 제2항에서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

책임을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으로 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공무원

461) Maurer/Waldhoff,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 Aufl., München, 2017, 
S.712 참조.

462) Ebd., S.7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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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광의로 파악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는 것

이 학설과 판례 모두의 입장이다.463) 국가책임 내지 공무책임과 관련해

서 공무원의 지위에 대한 이와 같은 이원론적 접근은 독일의 공무책임론

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지는 주체에 관

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함

으로써 일응 동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단체, 즉 공기업의 배

상책임은 민사법에 맡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64) 그러나 국가배상

책임제도의 기본 취지가 국가의 고권적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효과적 

배상에 있는 것이라면, 공기업이용관계에 있어서도 고권적 침해가 발생

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국

가배상법 제2조 1항의 ‘국가’를 널리 공공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

석하든지, 아니면 공기업의 고권적 행위로 인한 침해에 대해서도 공기업

의 관할 주체인 국가의 후견자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공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공무원이 되어야 할 필요

는 없지만, 공기업의 공공성 제고와 국가배상책임의 전제조건의 확보 차

원에서 적어도 공무원의 지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통칙법의 규

정은 완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 제7

조에서는 ‘공무원’을 규정하면서 그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에서 공기업의 주요 임직원을 

별도의 공무원 직렬로 규정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465)는 타당성이 있다

고 판단된다.

463) 대법원 2001. 1. 15. 선고 98다39060 판결; 김동희, 행정법Ⅰ, 2018, 560-561
면 참조.

464) 김동희, 행정법Ⅰ, 2018, 576면 참조. 
465) 박정훈, 한국의 공기업의 이론과 실제: 공기업의 개념과 공기업에 대한 공

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18회 정기학술발표회 자료

집,  2013. 12. (미공간), 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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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기업의 임무 보장을 위한 통제와 조종

1. 공기업의 통제 원리
통제(Kontrolle)란 목표달성을 위해 미리 설정한 계획과 기준에 업무실

적이 일치하도록 보장하고, 계획과 실적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그 원

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를 시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통제란 공기업의 활동이 당해 공기업에 부여된 임무에 부합하도록 

감시하고,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결과를 시정하는 

활동 일체, 즉 공기업의 임무 보장을 위한 국가의 활동이다. 

오늘날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상반된 두 가지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상적 업무에서 공기업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정부가 중

요한 정책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최종 결정권을 유보할 것인가의 문제이

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고유의 공공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자가 공

기업 운영원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라면, 후자는 경제성 원리 실

현의 문제이다. 

공기업 조직은 그 구조적 특징상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일반 행정조직의 모형을 따르지 않는다. 공기업은 효율적 급부제공을 위

해 광범위하게 기업이 갖는 활동여지를 이용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행정

조직으로서 민주적 통제의 문제와 경제적 기업으로서 경제적 효율적 운

영의 문제 간의 법적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민주주의 원리는 공기업

에 대해 공공주체의 충분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요구하는 데 반해, 경

제성 명령은 시장규범과 경쟁규범에 지향된 융통성 있는 기업경영을 위

해 행정부의 영향력이 제거된 기업의 자율적 영역을 광범위하게 요구한

다.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공주체가 통제의 고삐를 강화하면 공

기업의 자율경영 침해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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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면 국가 통제권의 약화로 인한 공기업 임무 보장의 약화 현상

이 나타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466) 

따라서 규범합치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각각 헌법적 원리의 위

상을 갖는 민주주의 원리와 경제성 원리 간의 긴장관계의 해소를 위한 

준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독일 행정법

학에서 제시된 준칙이 이른바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도구주의 테제’

이다. 이 테제에 따르면, 공기업은 공적 임무 내지 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공주체의 도구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공적 임무는 공적 조직의 

일부로서의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실질적 목표로서, 공기업의 기업적 성

격에 바탕을 둔 수익성 달성이라는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목표와는 달리 

본질적 임무로 이해된다.467)

궁극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공기업의 실질적 목표인 공적 임무

를 달성시키기 위한 공적조종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행정부

에 의한 통제의 핵심은 공기업이 지니는 공적 임무의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기업에 대한 통제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려면, 공기업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목표를 수립

하는 공공주체는 정보 및 조종의 도구인 해당 기업의 자기 출자지분을 

통제하는 데 대한 정당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468)

도구주의 테제는 급부행정을 위한 국가 경제활동의 도구인 공기업에 

대한 주요 통제수단을 조종(Steuerung)으로 정의한다. 조종은 현대 국가임

무의 성격이 급부국가가 보장국가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한 지휘, 유도, 

지도로도 불리는 기능적 개념이며, 종래 국가권력의 고권적 명령과 강제

와 구별되는 통제 개념이다. 따라서 조종이론은 공기업에 대한 예산법과 

공무원법의 구속을 일정 부분 완화시켜 해당 기업의 조직적 경쟁력과 경

466) 이상 제3장 제1절 1. 공기업 통제의 개념과 척도 부분 참조.
467) Jens-Peter Schneider,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Steuerungsakteur, 

DVBl., 2000, S.1251 참조. 
468) Ebd., S.12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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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 제고를 추구한다.469)  

물론 조종이론은 공공주체의 민주적 통제 권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고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적 임무의 수행을 위한 

국가의 조종권한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470) 결국 결정적인 문제

는 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민주적 정당성 수준의 문제이다. 민주

적 정당화 요청은 공공주체의 활동이 임무의 등급별로 어디에 배치되는

가, 다시 말해서 공공주체의 활동이 정부의 고권적 임무, 단순한 고권행

정, 행정사법상 생존배려임무의 수행, 재정보조에 의한 상업적 활동 혹은 

영리경제적 활동 중 어느 차원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그 수준이 좌우된

다.471)

이러한 임무유형별 민주적 정당화 수준에 따라 행정조직 통제의 측면

에서는 그에 적합한 조직의 법적 형식이 결정될 것이며, 행정작용 통제

의 측면, 특히 공기업 경영평가 측면에서는 공공성과 효율성 간 평가 비

중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2. 행정부에 의한 통제

(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① 공기업 조직 및 인사에 대한 감독과 

통제, ② 공기업의 사무범위 규정 등을 포함한 공기업 활동에 대한 통제, 

③ 공기업 예산 및 재정의 통제 등으로 구성된다.472) 한편 통제권을 행

사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감사원에 의한 감사, 국회에 의한 국정감

469) Stefan Storr, Der Staat als Unternehmer, Tübingen, 2001, S.53 참조.
470) Ebd., S.54 참조.
471) Ebd., S.71-72 참조.
472) 김광수,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 서강법률논총 제1권 제1호, 

2012, 40-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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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행정부에 의한 자기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행정부에 대한 통제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공기관 통제이다. 

오늘날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권한남용에 대

한 엄격한 통제를 한 축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 책임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공기업 경영진의 전문성과 자율성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

를 반영하여,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

립하면서도 경영효율성의 향상과 공공서비스의 증진 등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473) 

우선 공공기관운영법 제51조는 공기업 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대해 

규정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의 일반적인 행정감독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상 기획재정

부 장관의 감독권은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제51조 제2항), 주무기관 장의 감독권도 제51조 제3항에서 ① 법

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②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으

로 한정하고 있다. 개별 공기업 설립법에서도 설립목적에 따른 감독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기관운영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개별법에 의한 감독도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

여 감독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감독권의 남용은 상당 부분 제한이 가능하

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공공기관운

영법 제48조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

난 수십년 간 공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및 경쟁원리 작동 등

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핵심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평가

473) 이하 이원우,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2017, 296-2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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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효시는 1968년 주무부 장관이 경영목표

를 각 투자기관에 시달하고 각 투자기관은 익년도에 경영실적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때부터 시작

되었다. 경영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

본법에 따라 1984년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이

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때부터이다. 이후 구 정

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의 제정으로 평가기관이 확대되었으며, 공공기

관운영법의 제정으로 현재의 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확립되었다. 

경영평가에서는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 이행실적 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도 함께 시행하는데, 특히 그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기관장 인사조치와 예산상 조치를 

연계함으로써,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통제수단으로 기능한다.

(2)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장 제5절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46조와 제47조에서는 기관장의 경영목표 수립 및 

경영실적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8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의 

구체적인 범위와 운영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서는 경영실적 평가의 운영을 위한 편람 작성을, 제28조에서는 평가 실

행을 위한 경영평가단의 권고 및 운영방식이 명시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평가유형을 구분하여 평

가한다. 다만 준정부기관 중의 일부는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평

가유형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강소형 기관(동법 제5조 제4항의 기타 공

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474)

474) 박홍엽·나유성,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운영현황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7. 
3. 13, 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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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경영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공공

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구성한다. 여기서 ‘경영관리 지표’의 주요 평가내

용은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업무효율,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 재

무예산 관리 및 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등이다. 그리고 ‘주요사업 

지표’는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별 계획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상기 두 개의 평가지표는 다시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

한다. 다만 주요사업 지표는 각 공기업의 주요 사업단위로 구분하여 비

계량 또는 계량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주요사업의 계획, 활동, 성과

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475)

공기업의 임무 통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주요사업 지

표에 대한 비계량 평가이다. ‘주요사업’이란 각 공기업별로 대부분 설립

목적과 중장기 전략을 반영하여 매년 제시된다. 주요사업에 대한 비계량 

평가는 ①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② 추진계획 집행의 적절성, ③

비계량적 성과수준, ④ 환류활동의 적절성 평가, ⑤ 주요사업 범주 계량

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의 적정성 등의 지표를 사업별로 통합하여 평가

한다.476)

예컨대 한국주택공사의 경우 2016년도 주요사업은 ① 주거복지사업, 

② 공공주택사업, ③ 경제기반조성사업, ④ 도시환경조성사업 등 한국주

택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 목적 및 개별 사업에 준하여 설정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

가보고서 는 이 사업 중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대주

택 94.5만호를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한 것은 긍

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당 택지가 교통여건이 취약한 곳에 입지함에 

475) 박홍엽·나유성,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운영현황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7. 
3. 13, 8-9면 참조.

476)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공기업·준정

부기관 경영평가단, 2017. 8., 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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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애초의 취지 달성에는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히다

는 총평을 내리고 있다. 주요 사업에 대한 비계량 평가 결과 한국주택공

사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는 B+(가중점수 6점), 공공주택사업에서는 

B0(가중점수 5점), 경제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B+(가중점수 3점), 도시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는 B+(가중점수 4점)를 획득하여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에 대한 총 배점 18점 중 18점의 평가를 받았다.477)

이처럼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평가 중 공기업의 공공성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계량 비계량 평가의 배점은 총 100점 중 50점이고, 경

제성 및 효율성과 관련된 경영관리 항목은 50점으로 주어져 있다.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한 배점의 비중 및 계량 비계량 평가 배점 간의 비중의 

적정성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른

바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내지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 

우선 간략히 평가하고자 한다.  

본래 ‘사회적 책임’이란 주로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칭하는 것으로서, 사회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책

임성 강화, 기업활동의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의사결

정 등 기업이 사회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종래 주로 민간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해 논의되었던 주제이다. 기업의 사

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확대, 중

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드라이브, 지속가능경영 강화 등 일련의 경제

민주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책임’은 운용상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영관리 지표상 세부 평가항목으로서, 윤리경영시스템, 사

회공헌활동,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와 입찰계약 체계 개선, 공공부문 일자

리 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평가비중을 기존의 5점에서 35점으로 확대한다면, 경영

477)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공기업·준정

부기관 경영평가단, 2017. 8., 68-69면, 60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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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지표의 배점이 현행 50점에서 80점으로 늘어나는 대신 공기업의 공

적 임무와 관련 있는 주요사업 배점은 50점에서 20점으로 축소된다.

<표4>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구성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및 국회예산정책처

범주 평가지표
중장기 제출 비제출 기관

비계량 계량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2 2

- 기관의 경영혁신 3 3

- 국민평가 2 2

- 정부 3.0 1 1.5

- 경영정보공시 점검 1 1.5

- 정부권장정책 5 5

2. 업무효율 8 8

3.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2 3

4.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재무예산 관리 2 3

- 자구노력 이행성과 4

- 재무예산 성과 6 6

(부채감축달성도) (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

- 계량 관리 업무비 2 3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보수 및 복리후생 6 6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절성) (2) (2)

- 총인건비 인상률 3 3

- 노사관리 3 3

소   계 22 28 20 30

주요사업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 종합평가 18 32 20 30

합  계 40 60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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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공기업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

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 요소는 근거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기업 임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배점 비중 상향에는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기업의 공적 임무를 아예 재정의

해서 주요사업 지표의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우리

나라에서 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공기업 본연의 생존배려 급부 제공임무

의 보장을 위한 핵심적 통제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자칫 정치적 상황에 따

라 ‘공기업의 공적 책무 내지 공공성’ 개념의 혼란에 의한 공기업 본연

의 임무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독일로 눈을 돌려보면, 사기업와 공기업

을 막론하고 기업의 성과(Unternehmenserfolg)와 효과성(Unternehmens- 

zielen)은 기업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고찰대상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론

의 핵심적 주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Ganske는 기업의 성과는 항상 기업

의 목표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에, 공기업에 경우에는 실질적 목표인 공

공목적과 경제적 성과라는 형식적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즉, 공기업은 그 성격상 공공목적이나 재무제표 중 어느 하나에만 주목

하는 것은 성과평과와 관련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불충분하

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공공목적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더라도 적자기업 내지 결손기업

(Defizitunternehmen)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공목적 수행의 임

무를 지니는 공기업이 이윤추구에만 주목할 경우 실질적 목표의 달성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478) 

공기업의 핵심적 문제는 많은 경우에 상이한 기업목표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데 있다. 공기업은 공공목적을 통해 정당화되어야 하므로 반드

시 하나 이상의 실질적 목표를 수행해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이윤 달성이라는 형식적 목표가 주어지면 경제성 척도에 의해서도 성과

478) Matthias Ganske, Corporate Governance im öffentlichen Unternehmen, Frankfurt, 
2005, S.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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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본질상 이윤획득의 기회를 얻기가 어려

운 상당수 생존배려급부 영역에서 두 가지 성과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예컨대 동일한 생존배려급부 영역이라 하더라

도 문화, 사회적 서비스, 여객수송 등과 같은 분야는 전형적으로 적자가 

나는 영역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통상 에너지 분야 및 산업분야는 이윤

이 날 수 있는 분야이다.479) 

따라서 성과평가의 기준이 목표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공기업의 경우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등 이른바 형식적 목표에 대

한 평가항목이 포함된 경영관리 지표와 공공목적이라는 실질적 목표가 

포함된 주요사업 지표 간의 비중을 일률적으로 설정하여 평가의 기준으

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임무의 특성상 공공목적

을 달성하는 데 주안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 목표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자실현이 불가피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적실성 있는 평가가 

어렵게 된다는 점이 현행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한계이다.

상기 한국주택공사의 사례에 있어서도 경영관리 지표 중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항목의 경우 전체 50점의 배점 중 비계량 6점, 계량 8점 증 총 

14점의 항목이 배치되어 있다. 만일 특정 시기에 실질적 목표로서, 예컨

대 국민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임무로 주어지고 그 임무 실현을 위해서

는 일정 기간 재무적 성과가 부실하게 나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현 경

영평가 제도 하에서는 해당 공기업과 기관장의 공적 임무의 달성 의지는 

불가피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공기업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한 기초는 무엇

보다도 공기업의 공적 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단지 이를 

통해서만 일관성 있는 목표체계와 성과평가를 위한 출발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480) 따라서 각 공기업의 설립 근거법의 제1조 목적의 항에서 

479) Matthias Ganske, Corporate Governance im öffentlichen Unternehmen, Frankfurt, 
2005, S.72-73 참조.

480) Ebd., S.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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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기업의 임무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기업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초는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

면, 이제 향후의 과제는 해당 공기업에 배치된 임무의 성격상 공공목적

이라는 실질적 목표와 경제적 이윤의 달성이라는 형식적 목표 중 어디에 

보다 중점이 주어지는가에 따라 성과평가지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법적 관점에서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지표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기업을 설

립하게 된 본연의 공공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하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기업에 대한 사법통제

(1) 공기업 사법통제의 의의와 범주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는 궁극적으로 사법통제 가능성을 통해 

보장된다.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기업이 야기하는 법률문제는 공기업이용

자 내지 고객으로서의 국민 간의 관계와 경쟁자로서의 국민 간의 관계라

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한다. 전자는 공기업의 이용관계와 관련된 문

제로서 급부청구권의 문제이고, 후자는 국민의 기본권 및 경쟁 침해에 

대한 보호 문제이다. 

그러나 공기업에 대한 사법통제에 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공기업

의 허용가능성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연방 및 지방의 공공주체의 경제활

동에 의한 국민의 경제적 자유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측면에 집중되

어 왔다. 특히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즉 공기업 작용에 대한 행정소송의 

허용가능성, 재판관할, 소송의 당사자적격, 쟁송수단의 선택 등이 주된 

논제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시장경제질서 하에서는 사인의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은 공공목적 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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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허용가능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일

종의 행정법 도그마틱이 자리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제활동은 그와 관련된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여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

려가 크다. 이는 국가행정주체로서 공기업이 본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쟁

상 특권에 기인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대외적 활동으로 인한 사인의 권

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재판관할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

로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선결문제가 된다.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이 사기

업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 하나는 공기업의 허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여부’와 관련된 공법

적 심사이고, 다른 하나는 공기업의 구체적인 활동의 ‘방식’에 대한 사법

적 경쟁법적 심사이다. 이에 대한 독일의 심사규범으로는 직업의 자유권

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규범, 설립 및 활동의 허용가능성과 관련된 행정

법, 특히 주 헌법의 준칙, 경쟁질서 보호와 관련된 경쟁법 준칙 등 세 가

지 차원이 형성된다.481)

과거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심사에 집중해왔던 독일 판례의 경향에도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종래 독일에서는 국가의 생존배려 임무의 

민영화에 대해 사실상 무제한적인 판단재량이 국가에 주어졌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연방행정법원의 2009. 5. 27. 판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민영화에 대한 헌법위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민영화의 한계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를 의식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도 공기업이용관계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장 문제 역시 국가의 공적 임무

와 관련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에서 공기업과 관련된 법률문제의 두 가지 측면, 즉 

공기업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사와 공기업에 대한 급부청

구권의 문제를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행정소송의 적

용 가능성 문제와 연결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481) 본 논문 제3장 제3절 2. 사법통제 (1) 개관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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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통제
공기업의 사법통제에 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 있어서 논의의 핵심

은 공기업의 경쟁 참여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에 대한 효

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있다. 이에 따라 공기

업의 경쟁관계 심사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민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민간경쟁자가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자체에서 위법

을 발견하는 경우 공기업의 조직형식을 불문하고 공기업 활동이 허용되

는가라는 공법적 문제가 핵심이 되는 사안에서는 행정소송을 권리구제수

단으로 인정하는 다수의 판례들이 발견된다. 

공기업의 경쟁침해적 활동이 문제되는 경우 경쟁법 및 민사법의 관할

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법의 준수조차 공공주체 활동 

자체의 금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법적 쟁송수단

이 사법통제의 수단으로 투입된다. 이는 독일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 

규범을 전제로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의 허용가능성 문제가 확고한 행정

법 도그마틱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방통상법원(BGH)은 공기업의 경쟁관계 심사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선언한 바 있다482). 그러나 각 주의 

헌법에서는 공공주체가 보유하는 경제기업의 허용 요건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서 위법이 발견된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 사업자는 공기업의 조직형식을 불문하고 그 경영이 일반적으로 허

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선결문제로 다투게 되므로, 행정소송이 권리구

제수단으로 적용된다.483) 

또한 공기업이 사법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쟁의 

자유 침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경쟁법을 원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482) BGHZ 82, 375ff.
483) Rolf Stober,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Aufl., 

Stuttgart․Berlin․Köln, 1992, S.2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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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민간경쟁자가 공기업 배후에 있는 공공주체의 설

립행위 자체에 대한 부작위청구권 내지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주체는 공기업의 설립을 공법적으

로 심사해야 하고 공기업에 대한 조종 가능성을 보유해야 하므로, 공기

업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484)  

요컨대, 공기업의 활동에 대한 경쟁자 소송에 있어서 공법적 쟁송수단

을 활용할지 아니면 사법적 쟁송수단을 활용할지의 문제는 소송청구권이 

발생하는 법률관계가 사법적 성격인지 아니면 공법적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경쟁자가 지방 경제활동의 여부, 즉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설

립에 대한 ‘허용가능성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

재판소법(VwGO) 제40조 1항485)에 따라 행정소송수단이 이용된다. 반면

에 경쟁법 등을 근거로 하는 민사소송수단은 게마인데의 경제활동 ‘방

식’을 다투는 경우에 적용되고 경제활동의 부작위청구가 그 자체로서 소

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용된다.486)

원고적격과 관련해서 독일 행정소송의 주관소송적 성격에 따라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공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한다.487)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주체의 경제활

동에 대한 주 헌법의 규정이 단지 객관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는지 주관

적 이익도 보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원고인 

사인은 기업과 관련된 기본권의 ‘개연성 있는 침해’(mögliche Verletzung)

를 원용함으로써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통상적으로 원고

484) Peter Selmer,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und 
Unternehmersgrundrecht, in: Stober/ Vogel (Hrsg.),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2000, S.102 참조.

485) 독일 행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공법적 쟁송의 전제조건으로 경쟁자가 

사법상 법인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의 중단을 요구(부작위청구)할 것을 규정

한다. 
486) Sabine Schlacke, Konkurrentenklä ́gen gegen die Wirtschaftstätigkeit von 

Gemeinden, JA 2002, S.48-49 참조.
487) 독일 행정재판소법 제4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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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독일 연방헌법상 기본권은 공기업의 경쟁참여에 의해 권리

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인을 보호하는 데 

유력한 근거가 되지는 못하지만, 주 헌법상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규정을 

매개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즉 지방공기업의 활동을 공법적 

문제로 포착하고 그에 대해 행정소송을 권리구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여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상당수의 판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

다.488)  

이상과 같은 독일의 법현실로부터 우리나라 공기업의 사법통제에 관한 

직접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에서 공기업 관련 법적 분쟁의 대상은 입찰자격제한 등과 같은 처분적 

제재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에 따라 행정법학의 

논의도 공기업의 행위에 행정쟁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말하자면, 공기업의 활동을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로 인정하기 위해 공기업이 개념 징표 측면에서 행정청 내지 행

정주체로 볼 수 있는가가 논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489)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공기업에 의한 사인의 직업의 자유 내지 경쟁

의 자유의 침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경쟁심사와 관련해서 선결문제, 

혹은 경우에 따라 본안문제로서 공기업 활동에 대한 부작위청구를 위한 

행정소송의 이용가능성 문제에 중심이 두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독일에서의 주된 법적 문제로 논의되는 공기업의 

488) 본 논문 제4장 제3절 3. 공기업에 대한 사법통제 부분 참조. 
489) 이에 관한 우리나라 행정법학의 대표적인 논의로는 이원우, 공기업의 의의

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2017; 이원우, 항고소

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의 행정청, 저스티스통권 제69호, 2002; 박
정훈, 한국의 공기업의 이론과 실제: 공기업의 개념과 공기업에 대한 공법

적 통제를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18회 정기학술발표회 자료집, 
2013. 12. (미공간); 박정훈, 공공기관과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피고적격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극복을 위해, 한국행정법학회 발표문, 2017. 3. (미공간) 
등이 있다.  



237

경쟁침해 사건은 물론 공기업의 ‘처분적 행위’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

해서도 독일의 행정법 이론 및 사법제도의 접근에 기해 행정소송 방식에 

의한 사인 내지 사기업의 권리구제방안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전술한 대로 공기업의 활동을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 

(Verwaltungsakt)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개념 징표 측면에서 ‘행

정청’(Behörde) 내지 ‘행정주체’(Verwaltungsträger)로 볼 수 있는지가 결정

되어야 한다. 독일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Anfechtungsklage)의 대상은 행

정행위이며, 여기서 행정행위란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 소정의 행

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490)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2014년 12월 판결은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의해 설립되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법령이 아닌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적격심사 감점조치를 한 

경우에, 그 감점조치는 법령에 의해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권한에 의

거한 것은 아니므로, 위 공단은 그 조치에 관해서는 행정청이 될 수 없

고, 따라서 그 조치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491)

또한 동일한 취지로 대법원 2010년 11월 결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

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권한이 없

기 때문에, 실제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도 행정청에 해당

하지 않고, 따라서 위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

라 단지 상대방을 당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

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492)

일반 사업자 입장에서 공기업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는 공

490) 본 논문 제3장 제3절 2. 사법통제 (3) 공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소송 

가. 대상적격 부분 참조.
49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492) 대법원 2010. 11. 26. 2010무13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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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의 규모와 수량, 거래 이력을 통한 업계 평판 등의 측면에서 단순

한 상거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당해 공기업에 대한 입

찰봉쇄만으로도 해당 사업자에게는 극도의 제재처분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민간 원청업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중대한 입찰장애로 

작용한다. 또한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을 근거로 설립

한 행정주체로서, 법률에 의해 특정한 행정권한을 부여되어 있는지와 무

관하게 광의의 ‘행정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기업 입장에서 상기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과 같은 조치는 단지 도급계약과 관련된 민사적 의사표

시행위로 인식되더라도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의

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처분적 행위’의 성격

을 갖는 실질적 권력행위로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처분성이 인

정되어야 한다.493)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기업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소송 

방법은 경우를 나누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공기업의 경쟁침해 행

위와 관련해서, 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독일

과 같이 공기업 활동의 금지를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부작위청구 형태의 

이행소송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설립행위 자체를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한 원인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이행소송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당사자소송을 이용하여 해당 공기업 활동의 금지 혹은 제한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기업이 처분적 행위

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해석되고 그 행위에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리 행정소송법상 취소소

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기업에 대한 사법통제가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의 공적 임무

의 보장, 다시 말해서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면, 행정주체인 공기업의 행위에 대한 공법적 통제 

493) 박정훈, 행정법과 ‘민주’의 자각: 한국 행정법학의 미래, 행정법연구 제53호, 
2018. 5., 14-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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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배려하는 것은 공기업 통제의 준칙인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

기 위한 국가의 우선적 책무가 되어야 한다.

(3) 공기업이용관계 보장을 위한 사법통제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사법적 형식의 공기업이 주종을 이루는 독일

의 경우 공기업이용관계 역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로서, 그에 대한 쟁송

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법령이 공기업의 공

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공법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494)

공기업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로서, 그에 대해 사법과 사법원

리가 적용되고 그에 대한 쟁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된다. 그러나 

법령이 공기업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공법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공법적 관계성이 인정되는 경

우에도 그 이용관계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만 공법관계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공사법 혼합관계), 이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다. 예컨대 

국민주택임차관계에 있어서 주택건설업자인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공기

업과 임차인과의 일반적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지만, 시장임대료 대비 

할인되어 적용되는 차임에 관한 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며, 차임의 체

납이 있는 때에선 조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국가가 강제징수 할 수 있

는 것이다.495) 특히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공기업과 이용자 사이의 자유

로운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 이용관계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공법적 고찰대상이 된

다.

공기업이용관계의 보장은 국가 및 공기업의 공적 임무의 실현과 관련

494) 본 논문 제4장 제3절 3. 공기업에 대한 사법통제 (2) 공기업이용관계 보장을 

위한 사법통제 부분 참조. 
495) 주택법 제89조;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8, 3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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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공기업의 공적 임무는 행정주체 스스로 이용

관계를 보장할 법적의무의 수행과 더불어 그에 대한 이용자인 국민의 공

기업이용권의 부여와 권리보장수단의 마련을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 공

기업의 이용관계에 있어서는 내용적으로 이용조건이 법령 조례 또는 공

기업 규칙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이용자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합계약관계인 것이 보통이다. 또한 공기업의 

공익성에 비추어 법령이 사법상의 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규율496)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국민의 공기업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공기업이용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관적 공권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독일에서 공기업이용관계는 주 헌법과 개별 급부행정 관련 법령에 규

정되어 있는 계약강제를 통해 보장된다. 해당 급부기업이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경우 민사법 역시 접속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

민에게는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권으로부터 공기업 이용에 대한 동

등한 접근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실정법상 이용법규를 근

거로  공법상 이용관계의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는 공법상 기업과는 달

리 사법상 기업에 대한 이용권은 사법적 법률관계를 통해 보장될 수밖에 

없다. 개별 법률관계의 형성은 이용관계가 사법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사

법을 표준으로 하며, 공법적 이용관계가 구성되는 경우에도 독일 행정절

차법 제62조는 적어도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는 광범위하게 민법의 규범

을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97)

독일에서는 공기업이용관계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구성하기 위

해 학설상 이용관계 허가청구권, 과잉금지, 사회국가 원리, 절차규범 등

496) 이러한 특수한 규율로는 공급의무, 기업주체의 배상책임의 제한, 수수료의 

강제징수 등을 들 수 있다;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8, 312-322면 참조.
497) Christoph Gusy,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s Staates (Teil 2), JA 1995, 

S.257-258; 독일 행정절차법 제62조는 “동법 제54조 내지 제61조의 공법상 

계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동법의 기타 조항이 적용된다. 민법전의 규정도 

그에 상응하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41

의 규범 원리 들이 제시된다.498) 이러한 규범원리들은 통상 법규명령을 

통해 전력 가스 수도 원격난방 대중교통 등 주요 생존배려 급부에 관한 

일반적 이용조건에 적용된다. 일반적 조건을 통한 이용관계에 관한 공기

업의 법적 구속은 공기업과 국민 간의 사법적 계약관계, 국가와 국민 간

의 공법적 관계, 기업주체로서의 공공주체와 공기업 간의 법률관계 등의 

차원에서 공히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499)

공기업이용관계의 보장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 실정법상

으로도 공기업이용관계의 보장과 관련된 각종 공법상 규정이 존재한

다.500) 그러나 2013년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조치를 둘러싼 이후의 

경과와 법원의 판결결과는 국민에 대한 생존배려 급부의 보장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우선 상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 판결의 진

행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01)

1910년에 설립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높은 공공의료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진주의료원은 주민의 접근이 어려운 열악한 입지조건과 

교통여건, 경영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만성적 적자로 인해 문제가 되어

오다 2013. 2. 26. 경상남도 도지사의 폐업방침 발표 이후 휴업 및 직원 

해고 등 일련의 조치를 거쳐 2013. 5. 29. 최종 폐업되었다. 그러나 그 과

정은 조례상의 법적 근거 없이 도지사의 일방적인 폐업방침 발표를 근거

로 진행되었으며,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조례안은 오히려 폐업행위 

이후인 2013. 6. 11. 의결되었고 2013. 7. 1. 공포되었다.

그에 대해 일부 지역주민들은 도지사의 폐업처분 취소, 폐업 조례안의 

498) 상세 내용은 본 논문 제4장 제3절 3. 공기업에 대한 사법통제 (2) 공기업이

용관계 보장을 위한 사법통제 부분 참조.
499) 본 논문 제4장 제3절 3. 공기업에 대한 사법통제 (2) 공기업이용관계 보장을 

위한 사법통제 부분 참조. 
500) 예컨대 공기업과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합의이용의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우편법 등에서는 공기업이 그 이용조건을 갖춘자에 대해 

이용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01) 이하 김중권,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행정법적 문제점: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법조 최신판례분석 제719권, 2016. 10. 참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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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퇴원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

배상 등을 청구취지로 하는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 9. 26. 제1심 재판부는 폐업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에 대해서는 각

하판결을, 조례의 무효확인청구 및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내렸다.502) 이후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역시 2015. 12. 2 선고에서 조례 

무효확인청구 및 국가배상청구에는 제1심 판단을 인용하였다. 다만 원심

에서 처분성이 없는 것으로 각하 사유로 본 도지사의 폐업방침 발표를 

하명처분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폐업명령의 관점에서 다루었

으나, 결론적으로는 이를 정책방향에 대한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으로 보

아 역시 그 처분성을 부인하였다.503)

2016. 8. 30.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과는 달리 도지사의 폐업방

침 발표는 ‘폐업결정’이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즉 ‘처분’으로서 입원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폐업결정 이후 진주의료원 해산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고 의료원을 폐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폐업결정의 취소는 폐업결정의 위법을 확인하

는 의미밖에 없고 원고의 국가배상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

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504)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은 일차적으로 의료원 폐쇄가 조례의 형식으로 

행해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폐

쇄결정을 내린 다음 후속조치를 취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 및 권한 규

정에 대한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점이 문제이다.505) 그러나 보다 근본적

502)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985 판결 참조.
503) 부산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2014누11529 판결 참조.
504)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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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점은 설령 폐쇄결정을 처분으로 보아 그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한다 하더라도, 공공의료기관 폐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다투고 이

를 원상회복할 방법은 정치적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의료원법 제4조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으로 규정하고, 그 설립 통합 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래 지방의료원은 설립 및 폐지의 근거가 지방공기업법

에 유보되어 있었으나, 현행 법제 하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폐지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의한 정치적 결정사항

이다.

진주의료원 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는 청구원인 중의 하나로 “헌법 제

36조 제3항의 보건권은 선언적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서 보

건의료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3조, 의료법 제15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 제3조 등 법률506)로써 그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는 공공의료 수급권을 침해하여 위헌 또는 위법함”을 들고 있다. 물

론 제1심에서 이 청구원인은 해당 규범에 의해서는 원고의 주관적 공권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행정소송 판결의 접근에 따라 인용되지 

않았다. 결국 상기 진주의료원 사건의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우리

나라 행정소송제도 하에서는 공기업의 이용관계 보장을 위한 사법통제는 

소송법적 접근을 통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실체법상 이용관계의 보장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

하여 국민의 주관적 공권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1980년 제1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의해 지방공기업으로 포함되면서 

505) 김중권,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행정법적 문제점: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법조 최신판례분석 제719권, 2016. 10., 479면 참조.  
506)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는 국민의 건강권, 제11조는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

리, 제12조는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제13조는 비밀 보장에 관

한 규정이다. 한편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민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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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운용하던 지방의료원은 1982년부터 간접운영 방식의 지방공

사형 의료원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2005년 7월부터는 의료사업이 지방

공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의료원은 특수법인으로 법적 형식이 변경되

었고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지방의료원법은 여전

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및 해산 권한, 운영책임자의 임면권과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속성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

다.507)

수익자 부담이 적용될 수 있고 경쟁으로부터 보호되는 속성을 가지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발휘될 여지가 있는 일반적인 지방공기업과 달리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공기업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공익성과 수익성

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508) 따라서 지방의료원과 같이 기

업적 목표로서 공공목적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공공기관 내지 공기업

의 경우에는 국민의 보건권 제고의 측면에서 성과평가 기준의 공공성 제

고와 존치와 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부실공기업의 

해산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동법

이 규정하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

기업의 장에게 해산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물며 공

공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행정

행위에 의해 폐지하고 그 원상회복도 정치적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은 국민의 사회적 급부청구권 측면에서 심각한 입법 및 사법제도의 흠결

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507) 허순임,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제약과 정부의 책임성, 한국사회정책 제22집 

제2호, 2015, 316면 참조.
508) 허순임, 전게논문, 317-3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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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국가는 공기업의 경영을 통해 국민경제생활에 참여하며, 이에 따라 사

인들과 경쟁관계에 진입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인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다양한 경제정책적 목적에 의해 경제

활동을 전개한다. 국가의 경제활동은 국민경제생활에 대한 공공주체의 

광범위한 영향력 행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나 독일에서도 여전히 국민

총생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주체의 비중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실질적 중요성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과 시

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압도적인 수의 기업 및 사

업은 민간의 소유이다. 이 점에 있어서 경제활동을 매개로 하는 국가의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경제활동 분야에 따라 민간 경제주체와의 갈등과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공기업은 공공주체 경제활동의 전형적인 발현형태이다. 독일 행정법에

서 통설적인 공기업 도그마틱을 관통하는 핵심적 법리는 “공기업은 경제

행정의 주체”라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기능적 이해를 기초로 할 때 공

기업은 행정의 발현형식이자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을 위한 도구로 파악된

다. 공기업의 성격을 이와 같이 파악하는 경우 공기업의 기업적 요소는 

반드시 이윤획득 내지 수익달성의 규범적 기초가 되지 않는다. 공기업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경제활동의 발현형식일 뿐이므로, ‘기업

적 측면’은 ‘공적 측면’보다 부차적인 요소가 된다. 다만 기업 역시 행정

주체이므로, 비용절약적 운영을 위한 ‘경제성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그

러나 경제성 원리는 행정주체 운영 전체를 관통하는 헌법적 규범으로서, 

공기업이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기속

을 받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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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상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시장참여자로 활동하는 사법적 주체로

서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는 공기업은 공법적 문제와 사법적 문제가 교차

하는 지점에 위치함에 따라 독특한 법률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공법적 

관점에서 공기업의 활동은 국가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헌법상 시장경제질

서와 사인의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둘째, 공기업이 일

단 필수적 국가임무 실현의 의무를 갖는 행정주체로서 정당화된 이상 내

부적으로는 행정주체에 대한 운영 및 조직과 관련된 공법적 규범의 적용

을 받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공기업은 시장참여자로서 외부적 경제활동

에 대해서는 사법과 경쟁법의 규율대상이기도 하다.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을 통한 공적 임무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공기업과 시장경제와의 양립가능

성 문제는 독일 행정법학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법적 고찰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기업은 사적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의 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은 국가예

산의 지원 및 감독상의 우대에 의해 사기업 대비 경쟁상의 특권을 누린

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을 통해 확보되는 국가의 경제적 권력은 그 자체

로서 개인의 자유에 위험이 된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활동 및 그 발현형

태로서 공기업의 활동은 국가의 필수적 임무로서 공공목적에 의해 정당

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되지만, 그것이 부정될 때는 민영화의 압력

에 처하게 된다. 

일단 허용가능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공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임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공기업의 임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포함한 국가임무의 윤곽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Forsthoff에 의해 체계화된 생존배려(Daseinvorsorge) 개

념은 국가임무 정립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된다. 생존배려는 모

든 개인과 사회 전체의 생존에 필요한 서비스와 상품의 급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보장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생존배

려 급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토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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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킬 국가의 임무는 인간다운 생

활의 중요한 전제조건을 구성한다. 그러나 국가의 생존배려 임무는 그에 

대한 현대적 해석, 민영화의 경향 그리고 국가와 사인 간의 역할의 조정 

요청 등의 배경에 의해 그 수행방식과 임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

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존배려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급

부주체(Leistungsträger)에서 보장주체(Gewährleister)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다. 

보장국가는 기초적 생활수요의 충족을 위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생

존배려 급부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되, 이 영역에서의 국가가 갖는 

급부행정의 독점을 국가의 규제를 전제로 하여 사인의 주도와 경쟁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요컨대, 보장국가 모델의 목표는 국가의 임

무 수행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보장국가는 국가의 관여 가능성을 유

보하면서 공공급부의 제공을 민영화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 경

우 임무의 이행책임만이 사인에게 이전되고 보장책임은 이전되지 않는

다. 생존배려 급부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과 임무는 여전히 국가에 유보

되어 있으며, 단지 임무 수행 방식의 변화, 다시 말해서 임무이행의 주체

와 책임의 배분이 달라졌을 뿐이다. 

현실에서 공공주체에 의한 생존배려 급부의 제공 주체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경제적 급부와 관련된 공기업의 필수적 임무 영역은 여전히 존재

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실정법상 공기업의 임무와 목표를 특정하기 위

한 결정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공기업의 임무 확정

을 위해서는 ① 공기업 정당화 근거로서의 공공목적의 내용에 대한 실정

법상 원칙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서, ② 현실에서 형성된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목표의 범위를 설정하고, ③ 개별 급부영역별 특성에 따라 상

이한 국가의 책임귀속 정도를 분석한데 기초해서 민영화 및 자유화에 대

응하는 공기업 고유의 임무 내용을 도출하는 등의 단계적 추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논리적 추론 과정을 통해 공기업의 설립을 정당화하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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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공동체경제의 필요 충족’과 ‘국가 경제계획의 수행’으로 공식화

된다. 공동체의 생활필수적 수요의 충족을 위한 공기업의 임무는 모든 

시민을 위한 급부를 가능한 한 유리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의 경제계획의 수행은 시장경제적 질서에 부합하는 한 특정한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기업의 설립만이 대안이 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 필수적인 임무의 보장의무가 국가에 존재하는 한 민주적 정당

성을 매개하는 조종력을 공기업에 대해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주체는 보충성 원리에 의해 경제활동이 정당화 되는 경우 공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보유해야 한다. 공기업에 대한 영향

력 행사는 공기업에 대한 통제와 조종을 의미한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

란 공기업의 활동이 그에 부여된 임무에 부합하도록 감시하고, 불합치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결과를 시정하는 활동 일체를 말한다. 

공기업은 두 개의 대립되는 요소인 ‘공적 요소’와 ‘기업적 요소’로 구

성되므로, ① 기업과 그 관리주체, 즉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문

제, ② 기업과 그 경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문제, ③ 기업과 그 

고객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문제 등을 야기한다. 공기업에 대한 통

제와 조종 문제 역시 이러한 공기업이 야기하는 법률문제와 연관시켜 고

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설립근거와 조직 운영에 

대한 행정조직법적 통제, 공기업의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행정부의 통

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통제의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

다.

우선 공기업의 임무 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 내지 기능에 적합한 조직형식이 선택되어야 한다. 특정 섹터의 선

택과 특정 임무분야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행사의 범위 및 유형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는 임무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

는 조종력의 정도와 사인과의 이용관계 및 법률관계의 실질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행정조직의 법적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규범적 준칙을 보



249

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기업 법률관계를 헌법합치적으로 형성하고 공

적 임무의 달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생활에 있어서 국가책무의 성격이 급부국가에서 보장국가로의 

전환된다고 할 때 공공주체의 주요 통제수단은 조종(Steurung)이다. 여기

서 공기업을 포함한 행정주체는 조종의 매개체, 즉 도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조종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규범적 요건은 법치국가 원리와 민

주주의 원리이다.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 행정에 있어 입법자의 의지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계층적 국가조직에 

의한 통일적 체계적 조종을 통해 가능하다. 행정청으로부터의 조직의 분

리와 자율적 경영이라는 경영자 모델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업에 있어서

도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 국민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공공주체는 조직의 

궁극적 경영주체로 남아있어야 하며, 공기업의 활동의 근거가 되는 공공

주체에 대한 국민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는 궁극적으로 사법통제를 통해 보장된

다. 행정조직법적 관점에서 공공주체가 공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공기업

을 행정주체로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사법통제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행

위에 대한 사법통제와 동의어가 된다. 다시 말해서 행정소송법적 관점에

서 공기업의 행위는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의 기본권 조

항 이외에도 주 헌법상 공기업의 허용가능성 규정을 매개로 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경제활동, 즉 지방공기업의 활동을 공법적 문제로 포착하고 그

에 대해 행정소송을 권리구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보장국가의 경향에 의해 국가와 공기업 임무의 배분과 수

행방식이 변화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허용가능성 심사를 통해 설립과 운

영이 정당화된 공기업에게는 당연히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해당되

는 필수적 공적 임무를 수행할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헌법상 필

수적 임무의 보장의무가 국가에 존재하는 한 국가는 민주적 정당성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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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는 조종력을 공기업에 대해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조종력이란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통해 매개되는 것이므로, 공기업의 공공성은 설

립근거가 되는 실정법, 해당 공기업에 대한 소관부처의 지시와 조종, 그

리고 사법통제를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요컨대, 공기업의 경제활동과 이

를 통한 행정작용이 정당화 되는 경우 국가는 공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보유해야 한다.

제2절  결어
공기업의 공공성 보장은 곧 공기업이 갖는 공적 임무의 보장이며, 이

는 국가의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와 조종에 의해 확보된다. 독일 행

정법학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기업의 공공성 보장은 다음의 논리구조에 

의해 구성된다. 첫째, 시장경제질서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인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활동 및 그 발현형태로서 공기업의 활동은 

국가의 필수적 임무로서 공공목적과 보충성 원리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

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허용가능성 심사). 둘째, 일단 허용가능성 심사

를 통해 설립과 운영이 정당화된 공기업에게는 필수적 공적 임무를 수행

할 임무가 부여된다(공기업 임무의 확정). 셋째, 국가는 헌법상 필수적 

임무의 보장주체로서 공기업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종력을 유

지해야 한다(공법적 통제의 보장).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기업은 개별 설립법상 목적 조항에 의해 그 임

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통칙법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공기업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공기업 현실에 주는 시사점은 설립의 

허용가능성 심사 내지 정당성 측면보다는 민영화의 한계로서의 국가 경

제활동의 필수 영역에 대한 규정과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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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의 측면에 보다 큰 비중이 두어지게 된다. 

공기업의 임무 보장을 위한 통제는 크게 행정부에 의한 통제와 공기업

에 대한 사법통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공

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기업에 배치된 임무의 성격이 공공목적이라는 실질적 목표와 경제적 

이윤의 달성이라는 형식적 목표 중 어디에 보다 중점이 주어지는가에 따

라 성과평가지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공법적 

관점에서 규범적 논의를 통해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는 궁극적으로 사법통제 가능성을 통해 

보장된다.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기업이 야기하는 법률문제는 공기업의 

이용관계와 관련된 문제로서의 급부청구권의 문제와 경쟁침해에 대한 국

민의 기본권 보호 문제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 공기업의 사법

통제에 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 있어서 논의의 핵심은 공기업의 경쟁 

참여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경쟁관계 심

사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민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서도, 민간경쟁자가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자체에서 위법을 발견하는 경

우 공기업의 조직형식을 불문하고 공기업 활동이 허용가능성이라는 공법

적 문제가 핵심이 되는 사안에서는 행정소송을 권리구제수단으로 인정하

는 다수의 판례들이 발견된다.

 물론 이상과 같은 독일의 법현실로부터 우리나라 공기업의 사법통제

에 관한 직접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 있어서도 독일에서의 주된 법적 문제로 논의되는 공기업의 경쟁침해 

사건과 더불어 공기업의 ‘처분적 행위’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독일의 행정법 이론 및 사법제도의 접근방법에 기해 행정소송 방식에 의

한 사인 내지 사기업의 권리구제방안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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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 Studie über öffentlichen Unternehmen im 

deutschen Verwaltungsrecht

- Rechtliche Grundlagen auf die Sicherstellung der Öffentlichkeit

Ryu Sang-h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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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e Sicherstellung der öffentlichen Zwecke von öffentlichen Unternehmen 

heisst gleich die Gewährleistung der öffentlichen Aufgaben, die durch eine 

demokratsiche  und wirksame Kontrolle sowie Regulierung des Staates errichtet 

werden. Fasst man die Diskussione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wissenschaftes zusammen, besteht die Sicherstellung auf Öffentlichkei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aus den folgenden Logik-Strukturen. 

 Erstens, im Prinzip ist die Private das Subjekt der wirtschaftlichen Tätigkeit 
in der Marktwirtschaftsordnung. Daher sind die Betätigung öffentlicher 
Unternehmen als eine Form der Staatswirtschaftstätigkeit und ihre 

Manifestation soweit zulässig, solange sie nach dem Prinzip des öffentlichen 
Zwecks und der Subsidiarität als eine wesentliche Pflicht des Staates legitimiert 

sind (Zulässigkeitsprüfung über öffentlichen Unternehmen).

Zweitens, öffentliche Unternehmen, deren Errichtung und Betrieb einmal 

durch die Zulässigkeitsprüfung gerechtfertigt, sind werden mit der 

Wahrnehmung wesentlicher öffentlicher Aufgaben betraut (Festlegung der 

Aufgaben des öffentlichen Unterneh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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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ttens, der Staat ist ein Garant für wesentliche Pflicht eninder Verfassung 
und verpflichtet sich die Kontrolle über öffentliche Unternehmen demokratisch 

auf recht zu erhalten (Gewährleistung der rechtlichen Kontrolle).
Die meisten öffentlichen Körperschaften in Korea sind gesetzlich durch die 

Zweckklausel des einzelnen Gründungsrechtes bestimmt und werden in 

integrierter Weise durch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und „Recht der kommunalen öffentliche Unternehmen‟ 
verwaltet. Die Folgen der Diskussion über die öffentlichen Unternehmen in 

Deutschland in Bezug auf desselben Realität in Korea sollte sich daher eher 
auf die Einschränkung der Privatisierung oder die Regulierung wesentlicher 

Bereich der nationalen Wirtschaftstätigkeite und der effektiven Kontrolle 

öffentlicher Unternehmen als die Zulässigkeitsprüfung oder Legitimität der 

Errichtung konzentrieren. 

Die Festlegung der Aufgaben des öffentlichen Unternehmens wird 

weitgehend auf die Kontrolle über das öffentliche Unternehmen durch die 

Verwaltung und die Gericht eingeordnet. 

Das Bewertungssystem der Leistung von öffentlichen Unternehmen durch das 

koreanische Staatsverwaltungsgesetz wird als wirksames und mächtiges Mittel 

zur Kontrolle der Verwaltung öffentlicher Unternehmen bewertet. Um die 

Angemessenheit zuv erbessern, ist es jedoch notwendig, eine Differenzierung 

des Leistungs bewertungs index nach der Ar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zugewiesenen Aufgaben zu erwägen, welches sich nach der Betonung zum 

wesentlichen Zweck „Gemeinwohl‟ oder dem formalen Ziel „wirtschaftlichen 
Gewinn‟ richtet. Davon besteht die Notwendigkeit aus Sicht des öffentlichen 
Rechtes den Managementevaluierungsindex zu diskutieren und den Indikator zu 

rekonstruieren.

Eine wirksame Kontrolle über öffentliche Unternehmen wird letztlich durch 

die Möglichkeit der gerichtlichen Kontrolle gewährleistet. Die rechtlichen 

Probleme, die von der öffentlichen Hand in ihren Beziehungen z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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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atsbürger verursacht werden, erscheinen in zwei Dimensionen: das Problem 

des Anspruchs auf Leistungen und Schutz auf die Grundrechte der Bürger und 
der Wettbewerbsverstöße. 

In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und gerichtlichen Überprüfung der 

gerichtlichen Kontrolle öffentlicher Unternehmen geht es in erster Linie um 

die Frage, wie wirksame Rechtsbehelfe für die Verletzung der Rechte der 

Öffentlichkeit durch den Wettbewerb öffentlicher Unternehmen geschaffen 

werden können. Folglich liegt der Grundsatz der Zuständigkeit für die 

Wettbewerbsfähigkeit öffentlicher Unternehmen bei den Zivilgerichten, aber 

wenn der private Wettbewerber das Gesetz für die Wirtschaftstätigkeit der 
öffentlichen Einrichtung als illegal ansieht, gibt es eine Reihe von 

Präzedenzfällen, die Verwaltungsstreitigkeiten als Rechtsbehelf anerkennen. 
Es ist schwierig, direkte Konsequenzen für die gerichtliche Kontrolle von 

Koreas öffentlichen Unternehmen aus der oben erwähnten deutschen 

Rechtswirklichkeit zu ziehen. Im Fall von Korea ist jedoch nicht nur der 

Wettbewerbsverstoß des öffentlichen Unternehmens, der in Deutschland als 

das wichtigste Rechtsproblem diskutiert wird, sondern auch der 

„Verwaltungsakt‟ des öffentlichen Unternehmens mit der Grundlage der 

deutsch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en und dem Justizsystem verbindbar 

um den Rechtsanspruch der privat Personen oder der privat Unternehmen zu 

betrachten. 

Stichwort: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Zulässigkeit öffentlicher Unternehmen, öffentliche Aufgabe,          
Sicherstellung der Öffentlichkeit von öffentlichen Unternehmen, 

Steuerungswissenschaft, gerichtliche Kontrolle über öffentlichen 
Unterne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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