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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산업의 규모 및 다양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스포츠분야의 행정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두 단체인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일은 시의적절한 작업이다. 이러

한 단체들이 사법인(私法人)에 해당하는지 혹은 공공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이나 분쟁의 처리방식 등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법체계에서 실정법이나 판례상으로 공공단체의

인정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학설상으로도 많은 논의

가 있어 왔으나 사법인과의 구별기준에 관한 다수설적 지위를 갖는 입장

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공공단체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공공단체는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그의 본질적인 목적사업으로 하여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법인과 분명하게

구별된다. 사법인은 행정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법령등에 따른 행정임무를 부여받을 뿐이고, 이

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

러나 행정의 범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립

당시에는 사법인이었던 단체 역시 그와 관련된 제반 사정이 변경되면 공

공단체에 해당하게 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실정법상 공공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 유형은 ⅰ)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ⅱ)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ⅲ) 기타 특별법상의 법인이

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중에는 민법 및 상법과 같은 일반법에 따라 설

립된 법인이기는 하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당해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거

나 혹은 사라진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다른 공공단체가 개입하

여 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공공단체성을



- ii -

지니게 되는 이른바 ‘사법(私法) 형식의 기능적 공공단체’가 다수 존재한

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중에는 민법 및 상법에 의해 설립된 뒤 공공기

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 34개 존재하는

바, 이들은 국가 혹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임무를 내

부적·간접적으로 이양 및 분배받아 이를 처리하는 것을 그의 핵심적이고

도 본질적인 목적사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법인이라는 점에서 기능적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단체는 행정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공공단체

인 법인이 개별·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정청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주어진 권한범위 내에서 행위하는 때이거나

혹은 이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법령등의 포괄적인 임무규정에 의해 일응

그 공공단체가 분명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작용을 수행하는 경우

이다. 이때 공공단체가 법령등에 의해 적법하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는 행정소송의 요건단계에서 그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를 판

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본안에서 심사되어야 마땅

하다.

한편, 체육단체 중 핵심이 되는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역시 공

공단체의 범주로 포섭되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명시적인 설립근거를 제공받으며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본질적인 존재목

적을 가진다. 또한 79개의 각 종목별 회원종목단체 역시 비록 민법에 따

라 설립된 사법(私法) 형식의 사단법인이지만, 그가 처리하는 본질적인

임무들은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공백인 상태로 전환되거나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성질의 것임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행정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 결과로 이는

공공단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단체인 체육단체는 징계권을 갖는바, 그 근거가 되는 정

관 및 기타 규정의 조항은 공법상의 규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처럼

법률유보 원칙이 지켜져야만 적법성이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조항들이

비록 적법하다 할지라도 곧바로 대외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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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징계는 스포츠분야 종사자들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만큼, 법률에 그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대한체육회 등에 위임함으로써 그 정관 등의 법규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 징계권 행사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공공단체, 행정청, 기능적 접근법,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징계권

학번: 2020 - 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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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Ⅰ. 공공단체 개념의 불명확성과 행정청

현행 행정소송법상 대표적인 두 유형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있

어 본안판단을 받을 요건 중 하나로서 대상적격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는

‘행정청’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르면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및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모두 행

정청이 주체가 된 작용 및 그로 인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행정청과 관련하여 항고소송 등의 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행위의 주체가 행정청임

은 분명하나 당해 행위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가 공법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당사자소송의 본안판단을 받을 요건의 충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가령, 대법원은 일찍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계약은 국가가 사법(私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 행위하는 것

으로서 아무리 당해 계약이 국가의 한 기관인 행정청에 의하여 체결되었

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양 당사자 간의 관계는 사법관계이므로 이에 관

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

다.1) 그리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작용의 주체가 행정청 자체에 해당하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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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가령, 2014년 대법원2)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법령상 개

별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그것의 내부규정 중 하나인 ‘공사낙찰적

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한 권한의 행사를 통해 2년 동안 원고에 대하여

낙찰적격심사에 있어 감점을 당하도록 조치한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고 하여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행정청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3)

그런데 이러한 두 번째 유형은 본안판단의 문제를 요건심리의 문제로

잘못 파악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해

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4) 즉, 공공기관과 같이 공익목적으로 존재하

는 단체가 상대방 국민에 대하여 행한 감점조치 등의 작용이 개별적인

법령상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혹은 단지 내부규정에만 따른 것인지 여부

에 대한 심사는 그 적법성을 판단하는 본안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요건단계에서 당해 단체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를 결

정하는 데에 그러한 심사를 행함으로써 행정소송 대상의 범위를 부당하

게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21년 3월부터 행정기본법이 새롭게 시행되었는바, 이는 기존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상에 존재하던 ‘행정청’ 개념을 다소 수정 및

보완하여 규정하고 있고,5) 또한 ‘법령’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새로이

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3) 박정훈, “공공기관과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행정청 자격'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극복

을 위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60호 (2020.2), 10면.
4) 이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청”,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68호 (2002.8), 185면; 박정훈, 전게 논문, 18면; 정우석, “공공단체의 개념과 성격

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4.8), 92면.
5)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

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하여 이른바 전래적 행정청만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은 공공단체와 사인이 행정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단지 ‘행정권한’을 가질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본법은 전래적 행정청뿐만

아니라 본래적 행정청까지도 규정하였고, 공공단체 및 사인의 행정청 인정요건으로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권한’을 가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중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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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고 있다.6) 그리하여 이를 계기로 위와 같은 비판을 반영하여 행정

청에 대한 해석론을 다시금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 표 1 ] 법령등의 정의 및 행정청의 구분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특히 공공단체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공공단체 및 사인과

행정청 인정요건으로서 의사결정 및 표시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2장 제3절 Ⅴ.에서 상

론하도록 한다.
6) 물론, 행정기본법상 법령의 정의 규정에 대한 비판론 역시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는

채향석·하명호,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

구』 제60호 (2021.6), 17면 참고.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법령등’이라는 용어를 행정

기본법상의 정의에 맞추어 사용하고자 한다.

법령등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가. 법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

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

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 조례 및 규칙

행정청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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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간의 관계를 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중 ‘공공단체’의

개념은 우리 법체계에서 자주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정법이나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수설의 지위를 갖는 개념정의는 아직 내려지

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하여 행정청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먼저 법문언상 그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공단체의 개

념과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Ⅱ. 스포츠행정법 정립을 위한 과제

현대사회에서 스포츠 관련 산업의 규모 및 다양성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분야에서는 운동선수들 사이의 혹은 운동선수들

에 대한 코치의 폭행, 강요, 성폭력과 같은 형사적인 사안에서부터 구단

과 구단 간 선수 이적과 관련된 계약의 해석문제나 전지훈련비의 부당이

득문제, 스포츠용품의 하자에 따른 제조물책임문제와 같은 민사적인 사

건7)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는 실정

이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

는데, 이와 관련된 일차적인 쟁점은 그러한 문제들을 민사소송과 행정소

송 중 어느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가일 것이다.8) 예를 들어, 공

7) 연기영·도중대·정승재·김혁출, 『스포츠와 법』 (2018, 형설출판사), 351면 이하.
8)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더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 민사소송으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이 민법 제103조 또는 기타 민사상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

원이 그 효력을 임의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의하면 행정의 상대방이

동의하여 행정작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작용이 법령 등의 권한범위를 벗어나

행해지는 등 각종 법규에 위반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

당결부금지의 원칙 등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면 법원이 당해 작용의 효

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대체로 원고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지

만, 행정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 행정청에게 이러한 책임이 부과된다(박정훈, 전

게 논문, 18-19면).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작용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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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중 하나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

공단’이라 함)이 스포츠 관련 사업을 하는 甲에 대하여 그가 신청한 보

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甲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길

원한다면, 그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중 무엇에 의하여야 할 것인가? 또

한 대한축구협회는 축구선수나 지도자, 심판 등에 대해서는 광범위하면

서도 일방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마치 국가

가 그 국민에 대하여 고권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이때 대한축구협회가 乙에 대한 축구코칭자격증의 발급을 거부하였다면,

그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중 어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9) 추가적

으로 또 다른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는 특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정

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당한 丙이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의 관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인 행정청10)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는바, 이는 다시 앞서 말하였던

공공단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먼저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스포츠행정을 담당하는 여러 단체들의 작용에 관

한 제도와 법리를 세우고, 그 작용과정에서 초래되는 법적인 분쟁의 처

리방식을 정하는 등의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

한체육회 등의 법인이 사법인인지 혹은 공공단체인지 여부부터 판별해내

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공공단체의 인정요건에 관한 탐구는 스포

실이 반영된 결과로서, 그만큼 민사소송에 비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분쟁해결과정에는

사익을 아울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여러 장치들

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법제도에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행정소송

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의 범위는 합리성을 지닌 최대까지 확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9) 이에 더하여, 김종보, 『행정법입문』 (2016, 피데스), 4면에서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가 되는 일은 사법적인 것인지 혹은 공법적인 것인지의 물음과 함께 국가대표 선발과

정에서 탈락한 축구선수가 자신의 권리를 소송을 통해 구제받고자 한다면 민사적으로

해야 할지, 공법적으로 해야 할지 등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10) 박정훈, 전게 논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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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행정법을 정립하는 데에 있어 기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본 논문의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목

적으로 하여 진행된다.

첫째, 공공단체의 개념요소 내지는 인정요건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단체의 상위개념인 행정주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찰한다. 뿐

만 아니라 행정주체의 핵심적인 요소인 ‘행정’과 ‘권한’의 개념에 대해서

도 자세히 다룬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사법인과 구별되는

공공단체의 인정요건을 설정한 뒤, 우리의 실정법상 어떤 법인 혹은 단

체들이 공공단체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공공단체와 행정청의 관계를 규명한다. 이에 앞서 행정청의 인

정요건으로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권한’을 규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공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먼저 살펴본다. 그리

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존 판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셋째, 체육단체의 핵심적인 두 유형인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별 회원

종목단체가 사법인인지 혹은 공공단체인지 여부를 판별한다. 대한체육회

는 각 종목별 최상급단체들을 회원으로 거느리며 이들의 제반 활동을 최

종적으로 감독하고, 각종 전국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등 스포츠분야와 관

련된 광범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회원종목단체는

각 종목에 대한 행정업무를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충분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체육진흥법과 그 하위법령상에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와

관련된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두 법인이 공공단체로서 인정되는

지 여부를 판가름한 뒤, 이들의 법적 성격에 관한 대법원과 하급심법원

의 판시내용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체육계 종사자들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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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육단체의 징계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고찰한다.



- 8 -

제 2 장 행정주체와 공공단체

제 1 절 논의의 도입

전술하였듯이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소송의 요건 중 핵심

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행정청 개념은 행정기본법 시행

이전에도 행정절차법 제2조에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

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이라고 정의된 바 있었다. 그

리고 새롭게 제정된 행정기본법상의 정의규정에 의해서도 행정청과 공공

단체는 더욱 분명하게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

나, 여전히 공공단체라는 용어는 행정기본법을 포함하여 여러 실정법에

서 자주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에도 그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례나 학설에 의해

서도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공공단체의 개념 내지 인정요건을 제시하는 작업이 행정청

에 관한 해석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

한 작업은 먼저 공공단체의 상위개념인 행정주체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장의 제2절에서는 먼저

행정주체와 행정 및 권한과 같은 행정법학의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

공단체의 인정요건을 도출하고, 그 실정법상의 유형들을 확인한 후, 공공

단체의 정관 등의 적법성과 법규성에 대해 살펴봄에 이어, 공공단체와

행정청의 관계를 규명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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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행정주체

Ⅰ. 행정주체의 개념정의와 유형

행정주체는 실정법상의 개념은 아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 역시 행정

주체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내리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렇기에 행정주체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학계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

데, 학설들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

주체에 관한 여러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념

요소를 도출해볼 수 있다.11)

1. 행정수행을 위한 권한의 보유

행정주체의 첫 번째 개념요소는 ‘행정을 수행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

이다. 이중 ‘행정’과 ‘권한’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뒤에서 자세히 전개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먼저 권한의 ‘보유’의 의미에 대

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행정의 수행권한은 대통령 또

는 각부 장관 등과 같은 행정기관이 보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

정수행권한의 보유라는 어구의 의미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파악해보면,

대통령 또는 정부는 국가의 한 기관일 뿐이므로 비록 외관상으로는 행정

권의 행사를 대통령 및 정부가 한다 하더라도 그 시원적인 권한의 보유

자는 공법상 법인의 하나인 국가12)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더해 헌법 제117조는 또 다른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수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보아서는 우리 헌법이 행

정의 수행권한을 보유하는 자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

11) 이에 관하여는 최영규, “행정주체 및 공공단체의 개념 및 범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5권 제1호 (2004.2), 339-343면을 주로 참고.
12) 최영규, 전게 논문, 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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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같은 공법인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일견 타당해 보인다.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행정수행권한을 보유한 주체를 행정청으로 본 경

우13)가 있는가 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본 경우14) 또한 존재한

다.15)

하지만 더 나아가 권한의 보유라는 구절의 의미를 이보다도 더 근원

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집단적 의미의 국민이 행정의 수행권한을 보유한

다고 볼 수도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 모든 권력은 국

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행정주체의 개념을 오직 ‘행정을 수행할 권한을 보유한 자’라

는 한 가지 요소만을 통해 정의 내리게 되면, 그 구절의 의미가 여러 가

지로 해석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당해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2.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이처럼 행정주체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첫 번째 요소만으로는 명확한

개념정립이 불가능하지만, ‘행정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

속주체’라는 두 번째 요소16)를 도출함으로써 행정주체의 개념을 보다 구

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권리의무는 법인격을 가진 전면적인 권리능력이 있는 주체에게만 귀

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격 없이 부분적인 권리능력만을 갖는 자

에게도 귀속될 수 있다.17) 가령, 사법(私法)상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 또

는 재단은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지고,18) 부동산등기에 있어서는 등

13)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
14)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15) 우미형, “행정청의 권한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6집 제3호

(2018.2), 83면.
16) 최영규, 전게 논문 (2004.2), 343면.
17) 송시강, “공법상 법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2019.2), 576-577면.
18)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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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되는19) 등 제한적으로 권리의무의 귀속주

체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이 부분적인 권리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

문이다.20)

한편,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21) 및 제38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하나

인 각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행정청에게도 항고소송의 피고

능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인격 없는 사법(私法)상의 사

단 및 재단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부분적인 권리능력을 지니고, 그에

따라 부동산등기의 권리·의무자가 되거나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에

서 소송능력을 갖는 등 제한적으로나마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전자에게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목적은 법인격이 없

다 하더라도 정관을 작성하고 하나의 독립된 유기적 실체를 갖춘22) 사

단 및 재단에게만큼은 부분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직접 그 명의로 소

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인 반면, 행정청에게 항고소송의 피

고능력을 부여한 취지는 단지 소송수행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

고23) 봄이 타당하다.

즉,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은 정관을 작성하고 하나의 독립된 유기적

실체를 구비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권리능력을 갖고, 이에 따라 소송상의 당사자능력 및 등기능력 등을 부

여받은 것인 데 반해, 행정청은 이미 하나의 독립된 유기적 실체를 갖추

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9)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

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20) 물론, 사법상으로 비법인사단 및 재단, 조합 등이 부분적인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논쟁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이홍민, “권리능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 정책』 제26권 제2호 (2020.8), 372면 이하 참고.
21)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

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2) 곽육직·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Ⅰ)』 (2018, 박영사), 166면.
23) 홍정선, 『신행정법입문』 (2021, 박영사), 4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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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법인격까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속된 한 기관에 불과

하기에 그 자체로는 어떤 권리능력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법정책

적으로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도록 규정하였

을 뿐인 것이다.

정리하면,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행정기관

은 행정의 수행권한을 보유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권리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리

하여 행정주체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4) 또한 집단적 의미의

국민 역시 그 자체로 권리능력이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법인격의 유

무에 따라 전면적 혹은 부분적인 권리능력을 가지고, 이에 더해 행정권

한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행정주체로서 인정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요컨대, 행정주체의 개념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라고 정의 내릴 수 있

는 것이다.

3. 행정주체의 유형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오늘날 우리 행정법학계에서는 행정주체의

유형을 크게 국가와 광의의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으로 구분하고, 광의

의 공공단체를 다시 지역적 자치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공공

단체이자 기능적 자치행정주체인 공법상 단체, 공재단, 영조물법인으로

나누는 방식이 통설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25)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24) 이에 반해, 행정청이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정주체성을 지닐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글로는 우미형, “공법상 행위주체로서의 행정청에 관한 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48호 (2017.2), 59면 이하 참고.
25) 정영철, “행정조직법상 행정주체로서의 공공단체의 기준과 범위”, 연세대학교 법학

연구원, 『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2016.12), 284-285면; 김남철, 『행정법강론』

(2015, 박영사), 73-75면; 김동희, 『행정법 I』 (2012, 박영사), 79-82면; 김성수,

『일반행정법』, (2014, 홍문사), 136-138면;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2, 박영

사), 88-90면;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7, 법문사), 58-60면; 홍준형, 『행정법』

(2011, 법문사), 74-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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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협의의 공공단체를 단지

‘공공단체’로 칭하도록 한다.

[ 표 2 ] 행정주체의 유형

Ⅱ. 행정의 개념

한편, 전술하였듯이 행정주체의 개념요소 중에는 ‘행정’이 있다. 무엇

이 행정에 해당하는가의 개념은 -비교적 명확한 실체를 가진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 이외의 또 다른 공법인인- 공공단체와 사법인을 구별하는

26) 일각에서는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

로 필자의 판단기준에 따를 경우에 공법상 사단법인에 해당하지만, 공법상 사단법인

이라고 해서 행정주체성이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국가사무의 위탁을

받아 행한 것인 때에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서 서게 되고 이때에는 처분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김민호, “행정주체로서의 공법상 사단법인의 존

재의의에 관한 재검토”,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74호 (2003.8), 148면. 그러나 공

법상 사단법인, 즉 공공단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인 행정주체로서

의 성질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27) 공법인은 많은 문헌에서 기능적 자치행정주체인 협의의 공공단체와 같은 의미로 쓰

이곤 한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법적으로는 공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이

와 같은 쓰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최영규, 전게 논문, 349면.

행

정

주

체
26)

공법인27)

(公法人)

국가

광의의

공공단체

지역적

자치행정주체
지방자치단체

기능적

자치행정주체

(협의의 공공단체)

공법상 단체,

공재단,

영조물법인

사인(私人) 공무수탁사인

사인(私人) 행정주체 아닌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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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즉, 공공단체는 본질적인 존재목적 자체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인 데 반해,28) 사법인은 행정과는 무관한 작용을

핵심적인 목적사업으로 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법령등에 의해 행정임무

와 그 수행권한을 부여받고, 오직 그것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

무수탁사인으로 인정되어 행정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29)

이때 공공단체는 행정의 수행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하면 족하는

것이지, ‘설립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어느

법인 혹은 단체가 반드시 처음 설립될 때부터 행정수행을 목적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공단체로 포섭될 수 있다고 하여 공공단체의 범위를 좁게 파

악하게 되면,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행정의 영역을 유연하게 조정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공공단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

다. 따라서 어떤 법인 혹은 단체가 과거 처음 조직될 당시에는 행정이

아닌 업무 내지 사업을 ‘설립목적’으로 내걸었으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

라 해당 업무가 법령의 규율을 받고, 공익추구의 성질이 인정되는 등으

로 인해 어느 시점에 와서는 행정의 범주로 포섭되어 당해 법인의 본질

적인 ‘존재목적’이 마침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러한 단체는 적어도 그 시점부터 공공단체에 해당할 가능성

을 지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30)

1. 기존의 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는 과연 행정이 무엇인지에 관한 직

접적인 설시를 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실정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28) 정형근, “공행정을 수행하는 사인의 법적 지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

학』 제45권 제2호 (2010.6), 152면.
29) 정형근, 전게 논문 (2010.6), 162면.
30) 비슷한 취지로 정우석, 전게 논문, 40면에서도 “실정법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던

단체라도, 법률이 제정되어 해당 법률의 규율을 받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공법상

단체의 범주 내로 편입되어, 행정주체로 인정되게 된다 할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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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정법학의 기초개념으로서 학계에서는 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첫째로, 행정을 형식적 행정과 실질적 행정으로 나누어, 형식적 행정

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중 행정부의 작용을 곧 행정으로

파악함에 반해, 실질적 행정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상의 기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곧 행정의 범주로 포섭하는 견해가

있다.31) 하지만 행정작용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좁은 의미의 법

률의 규정만을 구체화하는 것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하위의 시

행령이나 시행규칙, 훈령, 고시 등의 내용을 집행하는 작용들 역시 행정

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사인의 사법(私法)상 법률행위 가운데 강행규정

에 따르는 행위는 마찬가지로 일종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법상 법률행위와 구별하여 행정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

해서는 ‘법률을 집행하는 것’ 이외의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하게 된다.

둘째로, 많은 학술문헌에서 행정의 핵심적인 개념징표로서 ‘공익의 추

구’가 제시된다.32) 물론, 공익은 대표적인 불확정법개념으로서 그 실현을

위해 적합한 행정수행의 방식은 무엇인지 또는 구체적인 공익의 내용을

어떻게 확정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상당수 남

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33) 그럼에도 행정은 적어도 대부분의 사법(私法)

상 법률행위와는 달리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분하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념요소는 분명 행정의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셋째로, 행정을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작용’으로 이해하는 견해

가 있다.34) 그리고 관념적으로 이러한 개념요소는 법령등의 내용을 집행

31) 홍정선, 『신행정법입문』 (2021, 박영사), 3-4면
32) 홍정선, 『행정법특강』 (2014, 박영사), 3면; 정하중, 전게서, 6면.
33) 이와 관련하여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하여 공익의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민주주

의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하여 법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사법심사 방법론의 모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논문으로는 허성욱, “공법이론과 공공

정책 (Ⅰ) -공법이론 연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

연구』 제6권 제2호 (2009.12).
34) 이원우, 전게 논문, 190-191면; 정하중, 전게서,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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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용을 시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충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

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작용을 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관념을 심어주게 되어 일정한 규칙을 세우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행정의 개념요소

생각건대, 행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얻는 가장 간명한

방법은 ‘행정주체의 행위가 곧 행정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다.35) 하

지만 이 방식은 현재 우리의 법체계하에서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특히 공공단체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리하여 현재로서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의 개념요소를 도

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①

헌법 및 법령등의 세부적 또는 포괄적인 임무규정을 구체화하는 작용,

②공익을 추구하는 작용, ③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작용의 세 가지를

개념징표로 제시할 수 있고, 해당 요소들을 모두 충족하는 작용을 비로

소 행정으로 포섭할 수 있다.

1) 헌법 및 법령등 임무규정의 구체화

행정은 기본적으로 헌법 및 법률에서부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

회규칙, 대법원규칙, 조례 그리고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이르기까

지 행정주체에게 임무를 부과하는 일체의 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용

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법구체화작용이라 함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35) 최영규, 전게 논문, 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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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등의 제정과 같은 이

른바 행정입법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령 및 헌법, 조례 등에 규정된 내용

을 개별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일련의 작용까지도 모두 포함한

다. 또한 행정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이 무엇인가를 선

언하는 작용인 사법(司法)과 구별된다. 이때 행정심판은 법을 선언하는

성격과 동시에 집행하는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는 하지만,36) 전자보다는

후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심판 역시 행정의 범주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행정작용에는 헌법 및 법령등의 ‘세부적인 임무규정’에 대

한 구체화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임무규정’에 대한 구체화까지도 포함된

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자신의 기관을 통하여 국도를 청소

한 경우에 있어, 법령등에는 국가에게 ‘국도를 청소해야 한다’라는 식의

의무를 부과한 세부적인 규정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에는

제35조에 따른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규정이 존재

하기 때문에, 국가의 당해 청소작업은 이러한 헌법 제35조의 내용을 집

행한 작용으로서 행정의 외관을 지닌 작용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주체에게 부과된 임무규정을 구체화하는 작용이 다른 개

념징표까지도 충족하여 행정으로 포섭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의 외

관을 지닐 뿐이지, 반드시 ‘적법한 행정작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침익적 작용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상의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임무규정에 근거하여 수행된 경우에도 이는 전술하

였듯이 행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본안의 단계에서 그 작

용이 적법한 행정으로 판명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특히 위와 같은 경우

에는 당해 근거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명확성 원칙의 위반에 관한 위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혜적 작용과는 달리 침익적 작용에 있어서는

그 근거규정에 대한 명확성의 기준이 더욱 엄격하기 때문에37) 해당 근

36) 홍정선, 전게서, 605면.
37)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2016, 윌비스), 138면;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3헌바4 결정: “일반론으로는 어떤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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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규정은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행정소송의 본안에

서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 당해

작용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38)

2) 공익의 추구

공익은 본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 예컨대 효율성이나 형평성,

민주적 정당성, 전문성, 청렴성 등의 여러 가치를 포괄하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행정작용의 결과가 실제로 공익을 실현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기준이 부재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주

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 등이 수행하는 행정작용들은

예외 없이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물론, 사법(私法)상 법률행위 중에서도 공익추구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어느 사인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일정한 요

건을 충족한 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목

적하였다면, 이러한 장학금지급행위는 분명 사익보다는 공익추구의 성질

을 가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장학금 지급행위가 행정으로 포섭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헌법 및 법령등에 의해 당해 사인에게 부여된 임

무규정을 구체화하는 작용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거의 대

부분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당사자들의 의사

에 따라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인바, 이와 같은 사

적 자치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사익추구의 성질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죄형법정주

의가 지배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

용되지만,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38) 홍정선, 전게서, 274면;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일반적으로 법률

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

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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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런데 사법상 법률행위 중에는 강행규정으로 인해 그 내용이나 절차

및 형식을 정함에 있어 완전한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실체

적·절차적 권익이 조화되는 것일 뿐이지, 사법상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근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

다.39)

한편, 당사자들 간에 직접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권익조화를 이루어

사법상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공익추구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가 사인들 사이의 권익이 조화되게끔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하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법원이 아닌

제3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

되고, 절차가 간소하면서도,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 의사에 기한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또 다른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작용이

라고 할 수 있다.40)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주

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활동은 그 관련 법령상의 임무규정을 집행

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작용으로서 행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익의 조화와 공익의 추구를 동시에 하는 작용 또한 존재한다.

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의 면허기준 중 하나로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

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39) 예를 들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 그 요

구를 거절하거나(해지) 또는 받아들이는(재계약) 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 당사자들 간의 사익이 조화된 결과일 뿐이지,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40) 민사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방법(ADR)으로서 화해, 조정, 중재 역시 법원이 관여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시윤, 『신민사소송

법』 (2018, 박영사),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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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익실현의 목적과 사인들 간의 권익조화의 목적을 모두 가지

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41) 즉,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는 사

익조화와 공익추구의 효과를 모두 갖는 것이다.

3) 공동체의 질서형성

행정은 어느 객체를 대상으로 일단 이행되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성질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

단체가 개별법규정에 따라 특정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경우, 영업정지처분이라는 당해 법집행작용은 다른 음식점들로 하여금

위생관리를 더 철저히 하게 한다거나, 주류를 주문하는 자의 신분을 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는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효

과를 내는 것이다.

또한 행정이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

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미리 정해져 있는 절

차와 형식에 따라 수행된다. 즉, 사법상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그때그때

의 상황에 맞춰 자유롭고 탄력적이며 융통성 있게 그 내용과 절차 및 형

식을 정하는 것과는 달리, 행정으로서 행해지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공법

상의 규율을 받아 당사자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은 법령등의 규정을 매개로 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일정

한 규칙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질서를 형성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행정 중에는 사인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는 조언·요청·권

4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

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을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정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

자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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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같은 이른바 행정지도부터 제설작업, 재난지역의 상황전달, 도로청

소, 도서관 및 공원 등 공공용물의 설치·관리에 이르기까지 헌법 및 법

령상의 임무규정을 구체화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작용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행위 역시

도 우리 사회의 공적 기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

동체의 질서형성이라는 개념징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법상 법률행위 중에서도 강행규정에 따른 행위는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행

규정에 따른 사법상 법률행위는 본디 당해 사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작용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으로 파

악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사인의 행위와 행정의 관계

자연인과 사법인을 포함한 사인의 작용은 원칙적으로 사법(私法)상

법률행위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위 세 가지 개념징표에 모두 상응하는

경우에는 행정으로 포섭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경

찰임무를 수행하는 선장이나 기장,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사인, 공증사무

를 처리하는 공증인 등의 작용은 행정의 세 가지 개념요소에 모두 부합

하는 것들로서 행정으로 포섭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인들은 당해

행정작용을 수행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기도 하므로 법령상 주어진 권한범위 내에서 그 행

위를 할 때만큼은 행정주체의 일종인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사인이 당해 행정사무에 대해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이거

나 또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을 수행하더라

도 행정주체의 일종인 공무수탁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

른바 ‘공의무부담사인’ 중 하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이

하의 임무규정에 따라 세수의 원활한 확보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그는 의무를 부담할 뿐, 관련 법령으로

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42) 행정주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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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43)

또한 ‘행정보조인’은 행정임무의 순수한 기술적인 수행만을 담당하는

사인으로서, 행정주체를 위하여 단순한 도구의 역할을 맡는 존재라는 점

에서 권리의무가 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무수탁사인은

아니다.44) 하지만 자동차 견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 및 평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보조인은 분명 행정

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45) 즉, 행정보조인은 행정의 수행자이

기는 하나 권리의무가 그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주

체 중 하나인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Ⅲ. 권한의 개념

전술하였듯이 행정주체의 첫 번째 개념요소는 행정수행을 위한 권한

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권한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보도

록 한다.

1. 권한의 두 가지 의미

권한은 실정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

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통하여

42) 왜냐하면 권한은 기본적으로 능동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원천징수행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령상에 이미 정해진 내용 및 절차, 형식에 따

라 단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어떤 능동적인 자세로 이를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행사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권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Ⅲ. 참

고.
43) 박윤흔·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2009, 박영사), 106면.
44) 오용식, “사인에 의한 행정참여와 국가배상의 문제”, 법제처, 『월간법제』 (2006.1),

52면.
45) 정형근, 전게 논문,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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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뿐 아

니라 그렇지 않은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행사되는 것임을 알 수 있

다.46) 또한 정부조직법 제6조는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라는 제목 아

래 제1항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

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마찬가지로 권한의 개념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힘이

라는 의미만이 아닌 일반적인 사무처리에 대한 관할 내지는 자격의 뜻으

로도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47)

즉, 권한은 ‘상대방에 대한 우월한 지위에서 권리의무관계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라는 뜻으로 흔히 그 앞에 ‘고권적’이라는 수

식어가 함께 붙어 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는 ‘상대방과의 대등한 지

위에서 권리의무관계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침이 없이 능동적으로 어떤

사무를 처리할 자격’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다. 가령, 전자의 용례

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다’가 있으

며, 후자의 용례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는 에너지를 연구할 권한이

있다’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의미의 권한 역시도 그 행사자의 능동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소득세법 제127조 이하의 규정

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작용, 즉 근로자 등의 권리의무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행하

는 것이지만 그의 이러한 작용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권한을 행사

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48) 생각건대, 그러한 평가가 내려

46) 밑줄은 임의로 표시한 것이다.
47) 그런데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의 행정사무 또한 실정법의 내용과는 달리 국민

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서 어떤

행정사무이든 판단여지나 재량여지가 전혀 없는 사무는 거의 없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박해식, “한국증권업협회가 한 협회등록취소결정의 법적 성격”, 법조협회, 『법

조』 제546호 (2002.3), 73면. 하지만 판단여지나 재량여지가 있는 사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인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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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이유는 원천징수행위는 법령등에 따라 부과된 임무를 처리함에 있

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무수행방식이나 절차, 형식 등을 스스로 결정

하는 등의 능동성은 결여된 채, 단지 법령등에 이미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당해 임무를 처리하는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행위에 불과하

다는 점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

다. 결국 이와 같은 이유를 토대로 권한의 핵심적인 요소는 그 행사주체

의 능동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권한과 임무의 관계

실정법에는 특정한 법인에게 임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

이때 어떤 법인이 별도의 권한규정 내지는 수권규정 없이도 단지 임무규

정에 의하여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지 여부는 위에서 구분한 권한의 두

가지 의미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대한 일방적인 영향력’이라는 뜻의 권한

이라면 이는 임무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부여 또는 위임·위탁될 수는 없

다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찰행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권한은 첫째 의

미의 권한, 즉 고권적 권한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권한은 단지 경찰관직

무집행법 등의 임무규정에 의해서만은 보유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별도

의 개별적인 수권규정에 따라서만 주어진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에서 불법집회 및 시위가 개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소위 차벽을 세우는

것으로 서울광장의 출입을 통제한 사안에서, 경찰법 제3조49)와 경찰관직

48) 정형근, 전게 논문, 167면; 홍정선, 전게서, 58면; 정하중, 전게서, 60면.
49) 경찰법은 2020. 12.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

정되었는바, 해당 법률 제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법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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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집행법 제2조는 임무규정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찰작용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가 있

다.50)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50)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는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는 내용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는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

방·진압 및 수사 ……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내용이다. 위 규정들은 경찰의 임무 또는 경찰관의 직무 범

위를 규정한 조항들이다. 즉, 경찰법 제3조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 조직

을 두는 목적과 그에 따른 경찰 임무의 개요를 밝히는 조항이고,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에게 직무수행의무를 부과하는 전제로서 경찰관의 직

무 범위를 개괄적으로 한정하여 표시해 주는 조항이다. 이러한 성격과 내용

을 갖는 위 조항들을 이른바 ‘일반적 수권조항’이라 하여 국민의 기본권

을 구체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하는 행위의 근거조항으로 삼을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였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조직의 설치 목적,

지위, 임무 또는 직무의 범위 등을 일반적으로 밝히는 조직법적 규정을 가리

키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 또는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작용법적 조항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찰조직의 임무 또는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개괄적으로 규정한 조직법적 규정인 위 법률조항들을 가져다가,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로 삼

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조항들을 이른바 일반적 수권조항이라 하여

개별적, 구체적 기본권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찰작용에 관

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자세히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에도 어긋나는 해석이다.

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이하에서는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 각 경찰

작용의 요건과 한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러한 경찰

작용은 모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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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판시는 단지 임무를 부과하는 조항만을 통해

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52)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법률이란 개별적 또는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작용법을 뜻하기 때문에 조직법에 불과한 포괄적인 임무

규정을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보아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53)54) 다시 말해, 이는 임무규정을 통해서는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대한 일방적 영향력’이라는 첫 번째 의미의 권한이 행정청에게

부여 또는 위임·위탁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권한을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영향력과는 무관하게 ‘특정

사무의 처리에 대한 능동적 자격’이라는 두 번째 의미로 파악한다면, 이

는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혹은 훈령, 고시 등에 의하여

임무를 부과하는 조항만으로도 부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과 위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은 국가 등 행정주체에

51) 밑줄은 임의로 표시한 것이다.
52)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3) 송시강,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2017.2), 561면.
54) 다만, 학설상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를 직무규범 외에 고권적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규범의 성격도 갖는 ‘개괄적 수권조항’ 내지는 ‘일반수권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백종인·유종민,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개괄

적 수권조항에 관한 검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6집 (2012. 12),

351-358면.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임무 또는 직무의 수행을 목

적으로 하는 작용들임이 분명하므로, 일반적 수권규정과는 중복되는 규

정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이런 해석 아래에서는 심지어 개별적 수권조항

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경찰작용이 일반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한 경찰작용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될 여지도 있게 될 것이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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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에 있어서는 법률의 규정, 특히

그중에서도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임무규정이 아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작용법상의 수권조항을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지운

것이며, 그 이외에 상대방의 권리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작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한계 없이 법령등의 세부적인 수권조항뿐만 아니라 포

괄적인 임무규정 내지는 관할범위규정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전

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권한을 두 번째 의미로

이해하는 한 법령등의 포괄적인 임무규정이 곧 수권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3. 공공단체 및 공무수탁사인과 권한의 관계

후설하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어느 법인이 행정작용을

행하기 위한 본질적인 목적을 지닌 채 존재한다면 이는 더 이상 사법인

(私法人)에 해당할 여지는 없게 되며, 당해 작용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다

면 이는 공법인 중 하나인 공공단체로 포섭된다. 반면에, 행정수행을 핵

심적인 존재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연인 및 법인은 공공단체로 인정될 여

지는 없으며, 본래의 목적사업과는 별개로 행정임무에 관한 수행권한을

법령등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 차후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할 가능성만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포괄하는 공법인과 공무수

탁사인 간의 핵심적인 차이는 공법인은 어떠한 작용을 행하는 경우이든

간에 공법인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지만, 공무수탁사인은 오로지 법령등

으로부터 부과된 특정 행정임무를 능동적·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공법인은 일정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닌 반면, 공무수탁사인은 구체적인 작용을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하는 개념이다.

가령, 자연인인 비행기의 기장은 자신이 고용되어 있는 항공사와의

사이에서 계약내용을 수정한다거나, 항공기를 조종한다거나, 승무원 등

다른 직원에게 기내의 특정 장비 및 시설을 점검하라는 명령을 내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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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때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닌 단지 일반사인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이지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률’ 제7조55)에 따라 기내에서 현실로 발생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

법경찰관의 임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공무수탁사인으로

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56)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어떤 작용을 행하든지 간에 언제

나 그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어느 법인이 일단 공공단체로 포섭된 이상 그 법인

에게도 이러한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공공기관 중 하나인 한

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후설할 공공단체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일단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받는 이상, 그는 선박의 안전성을 검사

하는 등 법령등에 의하여 본래 자신에게 부과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

우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자신의 권한범위 밖에 있는 업무인- 놀이기

구의 안전성을 문제삼아 특정 놀이동산 운영업자에게 영업정지명령을 내

리는 경우 등에도 공공단체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놀

이동산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행정청으로

서의 지위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57) 그 상대방인 놀이동산 운영업자로

55) 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선장과 해원 등) ①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

한다.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

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56) 오용식, 전게 논문, 51면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사인(私人)에게 행정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당해 사인은 수탁권한의 한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행정청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

는 자는 수탁기관을 피청구인 또는 피고로 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을 하고 있다. (밑줄은 임의로 표시한 것)
57) 아래 제3절 Ⅴ.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공공단체가 행정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

령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범위 내의 작용을 하거나 혹은 그 권한범위는

다소 초과하더라도 일응 그에게 부여된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외관상 권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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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러한 영업정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1항58)에 따른 이른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당해 영업정지명령의 취소를 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다면, 특정 법인이 공공단체로 인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행정권한을 보유한다는 것의 의미와 어느 사인이 공무

수탁사인에 해당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행정권한을 보유한다는 것의 의

미는 다르게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어떤 사인이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행정권한을 보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사인이 법률, 시행령, 조례 등의

특정 임무규정 및 권한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된 임무범위 내에

서 행위한 경우만을 전제로, 바로 그 행위에 대한 권한을 법령등으로부

터 부여·위탁받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평상시

에는 전적으로 사익추구를 위해 사업을 해오던 건설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59)에 따라 자신이 추

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으면, 이때부터 해당 건설업자는 동법 및 그 하위법령등의 여러 임무

규정 혹은 권한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행정권한을 부여

받게 되고, 오직 그 권한범위 내에서 작용하는 경우에만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해 건설업자가 그 공익사업의 추

안에서만 행위하여야 한다. 당해 예시처럼 공공단체가 명백하게 자신의 외관상 권한

의 범위까지도 넘어서는 작용을 행하는 때에는 행정청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58)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59)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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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중 A라는 작용을 행하였지만 A작용에 관하여는 실제로 토지보상법

과 그 하위법령 어디에도 임무조항 및 수권조항이 없어 아무런 행정권한

을 부여받지 못하였던 것이라면, 그 A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해당 건설

업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닌 단지 일반사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행정수행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하는 특정 법인이 공공단

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행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의 의미는 그 법인이 본래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권한만을 일단 무엇이든

지 가지고 있으면 족함을 뜻하고, 그가 앞으로 행할 모든 작용에 대해

법령등에 의한 권한을 미리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가령, 공공기관 중 하나인 국가철도공단은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의 임무규정에 따라 법령등에 의해 자신의 본질적인 목적사업에 관한 권

한을 지니고 있는바, 단지 이러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공공단체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훗날 법령으로부터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가운데 자신의 내부규정에만 근거를 둔 채로 낙찰적격심사에 있어

서 감점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미

인정된 국가철도공단의 공공단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당해 감점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철도공단이 행정청에 해당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법령등의 권한범위 내의 작용이라고 하

여 반드시 적법한 작용 또는 ‘정당한 권한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다. 가령, 비행 중 기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장이 사법

경찰직무법 제7조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범죄를 진압하

였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거꾸로 비

례성을 상실한 피해를 당해 범죄행위자에게 끼쳤다면, 이는 권한범위 내

의 작용이기는 하지만 적법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Ⅳ. 소결

행정주체는 ‘행정을 수행할 권한을 보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 31 -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행정주체와 행정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는바, 행정의 개념징표로는 ⅰ) 헌법 및 법령등의 임무

규정의 구체화, ⅱ) 공익의 추구, ⅲ) 공동체의 질서형성 세 가지를 제시

할 수 있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작용이 비로소 행정에 해당하게 된다.

행정주체 중 비교적 명확한 실체를 갖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또 다른 공법인인 공공단체를 사법인과 구별함에 있어서는 ‘행정의 수행

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공단체는 행

정임무를 담당하는 것 자체를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는 데 반

해, 사법인은 행정과 무관한 행위를 핵심적인 목적사업으로 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법령등에 따라 행정사무를 부여받아 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무수탁사인, 즉 행정주체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특정 법인이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법

인의 본질적인 목적사업이 행정의 범주로 포섭되는지가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단체는 행정수행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하면

족하고, ‘설립목적’으로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정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행정에 해당하지 않

았다 하더라도, 훗날 시대가 변하여 이것이 법령의 규율을 받고 공익추

구성을 가지게 되는 등으로 인해 행정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면, 당해 법

인은 행정수행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공단체로 인정

될 수 있다.

한편, 행정주체는 법령등으로부터 행정권한을 부여 또는 위임·위탁받

아 보유하여야 하는데, 이때 권한이란 ⅰ)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를 일

방적으로 변동시키는 힘(이른바 ‘고권적 권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ⅱ) -국민의 권리의무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침이 없이- 주어진 사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자격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중 고권적 권한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적법하게 부여될 수 있지만,

후자의 권한은 단지 법령등의 임무조항 내지는 관할범위규정에 의해서도

부여될 수 있다. 그리고 둘 중 어느 권한을 가지든지 간에 행정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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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다면 이는 행정권한이 된다고 할 것이다.

제 3 절 공공단체

Ⅰ. 공공단체의 인정요건

전술하였듯이 공공단체의 개념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소송

법 등 실정법에 정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공공단체의

개념요소 내지는 인정요건을 설정하는 일은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다

고 볼 수 있다.

위 [ 표 2 ]와 같은 통설의 입장에 따라 공공단체를 행정주체의 여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행정주체의 개념요소는 공공단체의

인정요건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즉, ①행정수행을 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②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귀속된다는 행정주체의 개념징표를 공공단체의 인

정요건 중 일부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공공단체의 개념요소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60)

대법원은 현재까지 토지구획정리조합61), 토지개량조합62), 농지개량조

합63), 갱생보호회64), 농지개량조합연합회65), 한국조폐공사66), 대한주택공

60) 이에 관하여는 김용욱, “공공조합의 법적 성격 및 내부관계에 관한 고찰”, 행정법이

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44호 (2016.2), 77-82면을 주로 참고.
61) 대법원 1965. 6. 22. 선고 64누106 판결.
62)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2015 판결.
63)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022 판결.
64)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591 판결.
65)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00 판결.
66)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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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67),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68), 재개발조합69),

한국토지공사70), 재건축조합71) 등을 공공단체로 본 바가 있고, 산림조

합72), 한국증권업협회73), 한국마사회74) 등을 사법인으로 본 바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재개발조합75), 대한변호사협회76), 의료

보험조합77), 농지개량조합78), 농업기반공사79), 산림조합80) 등을 공공단체

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지역별축산업협

동조합81) 등을 사법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예가 있으며, 축산업협동조

합중앙회82)에 대해서는 공법인과 사법인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고 판

시한 바가 있다.

이러한 판례들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체적으로 공공단체로 보

기 위한 징표로서 ① 대내적 혹은 대외적인 강제처분권이 있을 것,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재원으로 삼을 것, ③ 예산 또는 업무의

집행에 있어 국가의 감독을 받을 것, ④ 설립목적과 업무의 성질 등이

공익을 추구할 것,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권한의 위탁을 받

을 것, ⑥ 구성원들의 임의탈퇴나 단체의 임의해산이 금지될 것, ⑦ 특정

대상자들에게 가입이 강제될 것, ⑧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될 것, ⑨ 행정

심판 등 행정쟁송의 구제절차를 밟도록 할 것, ⑩ 구성원이 공무원에 준

하는 지위를 가질 것 등의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83)84)

67)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68)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820 판결.
69)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70)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다50159 판결.
71)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72)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2170 판결.
73) 대법원 2004. 3. 4. 선고 2001무49 결정.
74)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75)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6헌가3·96헌바70 결정.
76)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가9 결정.
77)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78)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9헌마190 결정.
79)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122 결정.
80)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400 결정.
81)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82)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53 결정.
83) 김용욱, 전게 논문,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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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의 모든 사항들이 특정 법인의 공공단체 해당 여부를 판단

하는 데 있어서 빠짐없이 그 개념요소 내지는 인정요건으로서 기능하였

던 것은 아니며, 특히 9번 및 10번과 같은 일부 사항들은 공공단체의 인

정요건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단체가 행정작용법 및 행정조직법상의 여러 가지 근거규정을

구체화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되는 법적인 효과라고 봄이 타당하다.85) 결

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은 어떤 법인이 공공단체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일관되게 적용될 보편적 법리를 명확

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학계의 논의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법인에 비하여 보다 더 강한 통제가 가해지거

나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는 점에서,86) 양자의 구별은 현실적인 법제도

적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87) 그리하여 이에 대하여는 학설상으로

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예를 들어, ① 어느 법인이 공공단체인지 혹은 사법인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해 법인의 근거법률이지만, 대부분의 근

거법률은 그 법인의 성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법령상의 여러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공공단체적인 요소와

사법인적인 요소를 추출해낸 뒤, 전자가 후자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할

84) 전통적으로 일본에서는 사법인과 구별되는 공공단체의 법적인 특성으로서 ① 그 목

적이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 ② 공공단체의 설립이 또 다른 공법인의 의사에 의

한다는 점, ③ 그 구성원의 가입이 강제된다는 점, ④ 공공단체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해산의 자유가 없다는 점, ⑤ 일정한 범위의 공법적 권능이

부여된다는 점, ⑥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는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고 한다. 함인선,

“공법인·사법인의 구별에 대한 관견”,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제11집 (2000.12),

397-398면.
85) 김용욱, 전게 논문, 82면.
86) 강현호,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에 대한 기초적 논의”,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

32집 제1호 (2003.11), 441-442면.
87) 김재규, “공법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8.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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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면 당해 법인을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

해88), ② 민법과 상법 등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설립근거와 사무범위

를 규율하고 있는 법인들을 공공단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89) ③ 공

공단체와 사법인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공법인은 ⅰ) 민법과 상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며, ⅱ)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ⅲ)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독립행정청의 감독을 받으며, ⅳ) 공권력을

행사하고, ⅴ) 해산의 자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ⅰ)과

ⅲ)은 필수적으로 충족하는 가운데 여기에 한두 가지 정도를 더 갖추게

되면 그 법인을 공공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90), ④ 어느 법

인이 설립목적 요건과 설립방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비로소 공공단

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설립목적 요건은 당해 법인이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지니는 경우 충족되고, 설립방식 요건은 ⅰ)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공공재정이 투입되거나, 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ⅲ) 일정한

임·직원의 임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충족된다

고 하는 견해91), ⑤ 오늘날에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기준이 점점

더 모호해짐에 따라 공공단체와 사법인의 한계 역시 불명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법인을 억지로 공공단체와 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

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무의하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92) 등이 존재한

다.

3. 행정주체의 개념요소에 입각한 공공단체의 인정요건

현대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로 인해 모

88) 천종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과 그에 대한 쟁송형식: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부산판

례연구회, 『판례연구』 제22집 (2011.2), 598면.
89) 이원우, 전게 논문, 197면.
90) 이광윤,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법적 성질”,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제

32권 제7호 (2005.6), 37-38면.
91) 김용욱, 전게 논문, 82-83면.
92) 함인선, 전게 논문, 396-4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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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공적 임무93)를 국가만이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규범

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다.94)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주로 국

가에 의해 처리되던 공적 임무가 점차 지역적 자치행정주체인 지방자치

단체와 기능적 자치행정주체인 공공단체로 적지 않게 이양되어 왔는데,

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실체를 갖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공공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실정법이나 대법원 판례 및 학설에

서 뚜렷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사법인과 구별되는 공공단체의 특징적인 요소

로서 자본의 보유형식, 작용형식, 법인 구성원의 신분, 회원의 가입강제,

국가의 강한 관리·감독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공공단

체의 본질적인 요소라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95) 일반론적으로 공공단

체는 본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존과 행복을 위

해 설립·운영되는 것이다.96) 따라서 공공단체의 본질적인 요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모두 통설의 입장에 따르면

공법인이자 행정주체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앞서 도출하였던 행정주체의

개념요소가 곧 이들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무언가

의 본질적인 요소는 필연적으로 그것의 인정요건과 상응한다는 점에서,

행정주체의 개념요소는 공공단체의 인정요건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다. 게다가 공공단체는 특히 행정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설립

및 존재하는 사법인과의 구별이 매우 중요한바,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93) 독일 공법학의 전통적인 입장은 ‘공적 임무’와 ‘국가임무’를 구별한다. 공적 임무란

국가임무와 사회임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가임무는 국가에게 맡겨진 임무를

말하고, 사회임무란 국가 이외의 법주체가 담당하는 임무를 가리킨다. 이원우, “공기

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

(2017.2), 279면에서 재인용.
94) 이원우, 전게 논문 (2017.2), 279면.
95) 이에 관하여는 이원우, 전게 논문, 193-197면 참고.
96) 박정훈, 전게 논문, 19면에서는 엄밀히 ‘공공기관’을 국민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설

립·운영되는 특성을 지니는 주체로서 언급하였으나 공공단체는 공공기관의 상위범주

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특성은 공공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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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세 가지를 공공단체의 인정요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① 행정의 수행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할 것97)

② 행정권한을 법령등으로부터 부여 또는 위임·위탁받아 보유할 것

③ 행정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귀속될 것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공단체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실정법상 법인

혹은 단체의 범위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 범위 설정의 이론적 기초가 되

는 강학상 유형에 대해 먼저 다루어보도록 한다.

Ⅱ. 공공단체의 강학상 유형

통설은 공공단체의 강학상 유형을 일차적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

로 나누고, 여기에 공공단체 특유의 개념인 영조물법인이라는 개념을 도

입하여 최종적으로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98)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3

유형론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며 2유형론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바,

그 근거로는 ⅰ) -사단과 재단으로만 구분하는- 2유형론이 민법학과의

소통을 증진할 수 있고, ⅱ) 우리나라의 실정법에는 영조물이 행정조직

의 의미로 사용된 예가 없으며, ⅲ) 2유형론은 행정법학에서 영조물 개

념을 법인유형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공역무 개념과 마찬가지로 공

법적 규율이 적용되는 행정작용의 기능과 실체를 파악하는 준거틀로서

활용될 수 있게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한다.99)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2유형론과 3유형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면의 한계상 생략하도록

97) 앞서 제2절 Ⅱ.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공단체의 첫째 요건은 어느 법인이 특정 시점

에 행정의 수행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족하다는 의미인 것이지, 반

드시 시기적으로 처음 조직될 때부터 ‘설립목적’으로 하였어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98) 이원우, 전게 논문, 187면;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4, 박영사), 944면.
99) 이상덕, “영조물에 관한 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26호

(2010.4),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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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통적인 3유형론에 입각하여 각 유형의 기본적인 특성을 간략하

게 서술하도록 한다.

한편, 통설인 3유형론은 공법 형식의 공공단체, 즉 특별법이나 조례상

에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마련된 공공단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그

러나 우리의 법현실에서는 민법 및 상법과 같은 일반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법(私法) 형식을 취하면서도 공공단체의 위 세 가지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법인들 또한 이른바

‘사법 형식의 기능적 공공단체’로 파악하여 공공단체의 강학상 유형의 범

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 공법상 단체(공법상 사단, 공공조합)

공법상 단체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의 인

적 결합체에 공법상의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공법상 단체는 다른 말

로 공법상 사단 혹은 공공조합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특정 지역을 그 존립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다르다.100)

공법상 단체의 대표적인 예시는 앞서 살펴보았던 공공단체의 실정법

상 유형 중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이다. 산림조합, 정비사업

조합, 도시개발조합, 변호사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상공회의소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101) 이중 많은 경우가 강제가입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102) 이는 공법상 단체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103)

공법상 단체는 인적 결합체라는 점에서 구성원들에 의하여 그 의사가

결정되고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물적인 요소가 취약하여 대외적

인 기업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104) 그리하여 공법상 단체의 형식으로

100) 김동희, 전게서, 80면.
101) 김동희, 전게서, 80면.
102) 홍정선, 전게서, 946면.
103) 이원우, 전게 논문, 196면.
104) 이원우, 전게 논문, 286-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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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설립되는 예를 찾기는 어려우며, 부수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

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105)

2. 공재단

공법상 재단이란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

립된 공공단체를 말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106),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및 한국연구재단 등

이 있다. 이러한 공법상 재단은 사단과는 달리 구성원이 없고, 영조물법

인에 있어서의 이용자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수혜자만이 존재

하게 된다.107)

공재단은 근거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그 목적이 정해지면 오로지 그것

만을 위해 행위한다.108) 그리하여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

의 결과로 창출되는 수익만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영리추구는 금지

되며, 다시 그렇게 창출된 수익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109) 그리하여 기업성이 강한 활동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

어 기업성은 없으나 공공성이 특히 강한 급부행정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재단의 형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110)

공공단체 중 ‘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인들이 공법상 재단에 해당

한다.111)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등이 이에 속

하는바, 해당 공단들이 담당하는 사무는 기업성은 없지만 공공성이 특히

105) 이원우, 전게 논문, 287면.
106) 이를 영조물법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강현호, 전게 논문, 439면.
107) 정영철, 전게 논문, 298면.
108) 이원우, 전게 논문, 287면.
109) 홍정선, 전게서, 947면.
110) 이원우, 전게 논문, 287면.
111) 이원우, 전게 논문, 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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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급부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같이 교육

서비스까지 공급하는 법인은 제외하고- 각종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

의 공개 및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연구법인들 역시 공재단으로 포섭

된다고 할 것이다.

3. 영조물법인

통설은 영조물법인을 행정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적·물적 결합

체로 정의한다.112) 영조물법인은 공법의 특유한 개념으로서 이에 상응하

는 사법상의 법인은 존재하지 않는다.113)

하지만 이때의 인적 결합체라 함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의사를 결정

할 민법상의 사원이나 상법상의 주주와 같은 구성원114)이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며, 물적인 결합 위에 세워진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있다는

뜻에서의 인적 결합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

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은 보통 영조물법인으로 파악되지

만,115) 동법 제20조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는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가 있거나 사원총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원

등이 존재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오토 마이어가 영조물이론을 처음 주창할 당시에는 영조물 개념을 특

히 수도를 공급하는 사업 내지는 급부행정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을 고려

하면,116) 영조물법인을 관통하는 이념적 원리로서 ‘생존배려’를 제시할

수 있다.117)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업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행정임무

를 수행하는 공공단체는 영조물법인에 해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할 것이다. 가령, 한국철도공사와 같이 기업성이 있는 행정사무를 담

112) 김동희, 전게서, 80면.
113) 정우석, 전게 논문, 51-52면.
114) 공공단체의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정영철, 전게 논문, 298면.
115) 정우석, 전게 논문, 52면.
116) 이상덕, 전게 논문, 282면.
117) 정영철, 전게 논문,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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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법인 역시 영조물법인으로 포섭될 수 있다. 오히려 국민의 생존

배려를 위해 재산적 결합위에 세워진 시설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 및

확대해 나나고 이를 통해 보다 수준 높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어느 정도의 기업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요컨대, 영조물법인은 국민의 생존배려를 위한 어느 정도의 기업성

있는 행정을 물적 결합 위에 세워진 시설을 통해 수행하고, 이에 따라

그 이용자들과는 영조물이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인적 결합 역시 이루어

지는 공공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공공단체 중 ‘공사’라는 이름이 붙은 법인들이 영조물법인에 해당한

다.118) 이에 따르면 전기, 수도, 도로, 철도, 공항, 주택, 방송 등과 관련

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

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방송공사 등은 영조물법인의 범주에 포

함된다.119) 또한 교육, 병원에 있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한국학

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등도 영조물법인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

다.

4. 사법(私法) 형식의 기능적 공공단체

사법인과 구별되는 공공단체를 인정함에 있어 ‘행정수행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할 것’이라는 요건이 핵심이 된다. 그런데 특별법이나 조례

에 의해 근거를 제공받아 설립된 법인들과는 달리, 민법이나 상법과 같

은 일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은 행정과 무관한 자신의 목적사업을 별

개로 영위하는 가운데 법령등에 의해 부수적으로 행정임무를 부여받는

것이어서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될 가능성만이 있을 뿐, 행정의 수행을

근본적인 존재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로 포섭될 여지는 전무하다는 주장

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법(私法) 형식을 취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령등에 의해 임무를 부여받아 기능적인 측면에서 공행정기

118) 이원우, 전게 논문, 287면.
119) 정영철, 전게 논문,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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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수행을 그의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목적사업으로 하여 존재한다

면, 이러한 법인들 역시 –공무수탁사인이 아닌- 공공단체의 범주로 포

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반법에 의해 설립된 특정 법인이 행정기능의 수행을

핵심적인 목적사업으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국의 기능적

접근법을 참고할 만하다.

1) 영국의 기능적 접근법

종래 영국은 19세기 말 A. V. Dicey가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

칙을 내세우며, 일반법(regular law)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함에 따라 행

정에게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공법(public law) 또는 행정법

(administrative law)의 관념 자체를 부정하고는 하였다. 다만, Dicey의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법체계가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행정기관에게 특별권한을 부여하던 수많은 법률들의 실체법적인 특수성

까지도 도외시한 채 확립되어야 함을 말한 것은 아니었고, 그 법률들에

근거한 행정의 권한행사에 대해 사인이 불복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재

판은 사인 상호 간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재판관할 및 소송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둔 것이었다.120)

하지만 20세기 초중반에 심각한 경제적 불황과 실업, 양차 세계대전

등의 거대한 사회문제를 겪으면서 강력한 행정권에 의한 지도의 필요성

이 급속도로 대두됨에 따라 ‘1908년 아동법’과 ‘1911년 국민보험법’ 등 의

회의 특별입법이 증가하였고, 이로부터 여러 행정작용의 근거 및 통제에

관한 법규들을 중심으로 비로소 행정법의 관념이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

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행정

의 조직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 인해 1970년대에 접어들어 영

국의 행정법은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행정기관과 재량권, 행정입법, 행정

구제 등 행정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를 규율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

120) 허이훈, “영국법상 행정재량의 사법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

문 (2019.2),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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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1)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영국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행정소송제도에 있

어 일반행정기관의 작용에 대한 통상적 구제122)와 국왕직속기관의 법률

상 권한행사에 대한 대권적 구제123)의 이원적 구조를 취해 오던 것을

1977년과 1981년의 두 차례에 걸친 개혁을 통하여 ‘사법심사청구제

도’(Application for Judicial Review; AJR)라는 공법상 분쟁에 관한 특수

한 절차를 도입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때 사법심사청구란 특정한 법령의 집행 또는 공적 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결정 및 작위 혹은 부작위 등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의 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영국에서는 사법심사청구제도가 정립됨에 따라 보다 확

연하게 공·사법의 구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124)125)

한편, 어떤 법적인 분쟁사안이 공법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면 이에 대

해서는 오직 사법심사청구절차를 통해서만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른바 공법사건에 대한 절차적 배타성(procedural exclusivity)이

O’Reilly v. Mackman 판결126)을 통해 인정되었고, 그로 인해 영국의 법

체계에 있어 공·사법의 구별은 특히 재판관할의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가

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27)

121) 허이훈, 전게 논문, 9면.
122) 여기에는 명령판결(injunction), 선언판결(declaration) 및 손해배상청구(damages)의

방법이 있다. 안동인, 전게 논문, 117면 각주37.
123) 여기에는 취소명령(certiorari; quashing order), 금지명령(prohibition; prohibiting

order) 및 직무집행명령(mandamus; mandatory order)의 방법이 있다. 안동인, 전게

논문, 117면 각주38.
124) 안동인, 전게 논문, 118면.
125) 영국에서 사법심사청구제도의 수립 및 발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 Craig,

Administrative Law(6th edn.), Sweet&Maxwell, 2008, pp.861-865; H. W. R. Wade

/ C. F. Forsyth, Administrative Law(10th edn.), Oxford, 2009, pp.552-566; 박정훈,

『영국법』 (2010, 사법연수원), 98-111면;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박영사), 650-652면; 안동인, “영국법상의 공·사법 이원체계에 관한 연구: 사

법심사청구제도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9.2), 64-69면 참고.
126) O’Reilly v. Mackman [1983] 2 A.C. 237.
127) 안동인, 전게 논문,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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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영국에서는 National Greyhound Racing Club(NGRC) 또는 주

식인수·합병위원회(Panel on Take-overs and Mergers) 등의 –국가 내

지 정부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된 단체가 행하는 특정 작용에 있어 사

법심사청구절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판례를 통하여 확립되

어 왔는바, 이는 곧 우리 법체계에 있어서는 공공단체 또는 행정청의 인

정요건에 관한 논의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위

의 독립된 단체들이 사인에게 내린 자격정지조치나 이의제기를 기각하는

처분 등에 대하여 사법심사청구절차를 통해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에 대해 판단하는 작업은 거꾸로 말해 그들이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

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해내는 일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독립된 단체들에 대한 사법심사청구절차의 적용 여부를 판별함

에 있어서 초기에는 ‘권한의 근거’(source of power)를 핵심적인 기준으

로 삼았고, 이에 따라 권한이 계약에 근거한 것일 때에는 당해 처분 등

은 사법(私法)적인 것으로서 사법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약을 토대로 한 작용을 행정의 범위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

은 행위형식의 논리에만 매몰되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128) 그

리하여 영국에서는 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 점차 권한의 근거뿐만 아니

라 ‘권한의 성질’(nature of power)까지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이른바

기능적 접근법이 등장하게 되었다.129)

기능적 접근법은 Law v. National Greyhound Racing Club Ltd. 판

결130)과 R. v. Panel on Take-overs and Mergers ex p. Datafin Plc

판결131) 등을 통해 확립되었는데,132) 그 대표적인 내용은 해당 단체가

128) M. Freedland, “The Evolving Approach to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English Law”, The Public Law/Private Law DIvide – Une entente assez

cordiale?(La distinction du droit public et du droit privé: regards français et

britanniques), Hart, 2006, p.98.
129) 안동인, 전게 논문, 94면.
130) Law v. National Greyhound Racing Club Ltd. [1983] 1 W.L.R. 1302.
131) R. v. Panel on Take-overs and Mergers ex p. Datafin Plc [1987] Q.B. 815.
13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인, 전게 논문, 93-110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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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면 그 대신 국가 내지 정부가 개입하여 마찬가지로 분쟁의 대상이

되는 당해 행위를 똑같이 하였을 것인지 여부를 가정적으로 판단하는,

이른바 ‘만약 ···이 없었다면’의 심사(‘but for’ test)를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이외에도 기능적 접근법의 일환으로서 정부가 어떤 단체의 작용에 대

해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그 단체의 활동을 승인하거나 동기부여를 하였

는지 혹은 해당 단체를 공법상 통제의 범주 안으로 편입시켰는지의 여부

등도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기도 하였다.

사법심사청구의 대상범위를 확대한 이러한 기능적 접근법에 대하여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능적 접근법은 정부가 공적

기능을 사적 부문의 단체에게 이전시켜 법원의 감독을 회피하는 것을 방

지함으로써 결국에는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

는가 하면,133) 행정청의 개념을 실질적·기능적으로 파악하여 정부가 수

행하였어야 할 임무를 처리하는 국가 이외의 조직에 대하여도 사법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내지 국가의 구조변화에 적절히 대응

하였다는 평가134) 등이 내려지고 있다.

2) 한국의 사례

이러한 영국의 기능적 접근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보면, 사법(私法)

형식의 기능적 공공단체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민법 혹은 상법에 따라 설

립되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공

공기관 지정을 받은 법인, 체육단체 가운데 (사)대한축구협회와 같은 79

개의 회원종목단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들이 공

공단체의 위 세 가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항을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33) I. Loveland,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Human Rights: A

Critical Introduction(4th edn.), Oxford, 2006, pp.591-592.
134) C. Emery, Administrative Law: Legal Challenges to Official Action, Sweet &

Maxwell, 1999, pp.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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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단체의 실정법상 유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실정법상의 개념이다. 2021년 10월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

정된 법인135)은 총 350개로서,1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

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4조137)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공공기관으로 인정된다. 공

공기관 중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지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

지만, 민법 및 상법과 같은 일반법에 따라 설립된 뒤 지정받는 경우 또

한 존재하는바, 전자의 경우는 316개, 후자의 경우는 34개138)로 파악된

135) 공공기관의 거의 대부분은 법인이지만, 법인이 아닌 공공기관도 존재한다. 가령, 영

상물등급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법인은 아니다.
136)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 내 ‘공공기관 현황’ 참고.
1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

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

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

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

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

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

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138)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APEC기후센터, (재)건설기술교육원, (재)국악방송,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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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이중 전자의 공공기관이 공공단체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공공단체의 인정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중 먼저 행

정수행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보도록 한다.

행정의 수행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곧 행정의 세 가지 개념요소에 부

합하는 작용, 즉 ①헌법 및 법령등의 임무규정을 구체화하고, ②공익을

추구하며, ③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뒤 지정을 받은 공공기관은 예외 없이 그 법률

및 하위법령에 세부적 혹은 포괄적인 임무규정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첫 번째 개념요소에 부합하는 작용, 즉 법령에 마련

된 임무규정을 구체화하는 작용을 담당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쉽

게 인정할 수 있다.139) 다시 말해, 민법과 상법 등 법인 설립에 관한 일

반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

로써 특정 법인의 설립근거와 사무범위를 규율하고 있다면, 이는 해당

임무가 본래 사적 자치에 의해 임의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행

정사무로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자치행정주체로 하여금 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140) 그

러한 자치행정주체는 태생부터 당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존재목적을

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에너지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주)공영홈쇼핑, (주)워터웨이플러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

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에

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특허정보원, 한전

KDN, 한전KPS(주),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

내 ‘일반현황’ 참고.
139) 김재규, 전게 논문, 48-49면.
140)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2010, 홍문사), 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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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익을 추구하는 작용을 담당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1조는 동법의

제정목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

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

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

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존재목적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모든 공공기관은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작용을 행하

기 위해 존재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

기관들이 법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규정을 구체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들의 임무수행작용은 곧 법령상의

규정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연히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효과

를 낸다고 할 것이다. 즉, 공공기관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법령상의 임무

를 수행함과 더불어 이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작용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및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법령에

마련된 임무규정을 구체화하고, 공익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

하는 작용, 즉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태생적인 존재목적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법인 및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할 여지는 없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느 공공기관이 행정을 수행하

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위의 논의

는 작용형식이 아닌 조직형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특

별법에 근거한 P라는 공공기관이 사법(私法)상의 법률효과를 내는 계약

이 아니라 허가나 하명과 같은 ‘공법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그 P공공기관을 행정수

행의 존재목적을 가지는 법인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작용형식을 기준으

로 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위의 논의는 P공공기관이 ‘조직법상 주



- 49 -

어진 임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행

정수행의 존재목적을 지니는 법인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는 조직형식

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P공공기관이 공

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또한 작용형식이 아닌

조직형식을 기준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141)

다음으로, 행정의 수행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들이

그에 필요한 권한, 즉 행정권한을 법령에 의해 보유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말하였듯, 권한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힘’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특정한 사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자

격’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바, 둘 중 어떤 의미의 권한을 가지든 간에,

행정수행을 중추적인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러

한 권한은 모두 행정권한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중 고권적 권한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구체적

이고 개별적인 행위규정에 의해서만 수권을 받을 수 있지만, 능동적인

자격으로서의 권한은 특별법령의 포괄적인 임무조항 내지는 관할범위규

정에 의해서도 부여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하였듯 특별법에 따

라 설립된 공공기관들은 명시적으로 법령에 의한 임무를 부과받고 있다

는 점에서, 해당 임무의 근거규정에 따라 적어도 능동적 자격으로서의

권한을 예외 없이 지닌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그들은 본디 행정의 수행

을 위하여 존재하므로 자연히 그러한 권한은 행정권한이 된다고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행정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인지 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 이때 법인인 공공기관은 전

면적인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논란의 여지 없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가령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

은 공공기관은 전면적인 권리능력은 지닐 수 없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권

141) 이원우, 전게 논문, 197면 이하에서도 공공단체와 사법인의 구별은 작용형식이 아

닌 조직형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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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능력을 가짐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권리의무가 귀속될 수 있어야만 공

공단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私法)상의 비법인사단 및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고 하나

의 독립된 유기적 실체를 구비하고 있음142)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권리능

력을 보유하는 것과는 달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문화체육관

광부 소속으로서143) 스스로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운영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당해 위원회가 독립된 유기적 실체를 갖는다

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조직법 제5조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

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 중 하나144)로서 업무수행의 측면에

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해당 위원회

가 부동산등기에 있어 권리·의무자가 된다거나 민사소송 및 당사자소송

에서 소송능력을 지니는 등 제한적으로나마 법적인 측면에서 독립된 권

리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법인격 없는 공공기

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

속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

를 제외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들은 본래 행정의 수행을 위하

여 존재하고, 그에 필요한 권한을 법령등으로부터 부여 또는 위임·위탁

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귀속될 수 있

는 법인으로서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일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한편, 앞서 언급한 영국의 기능적 접근법의 논의를 우리나라에 확장

하여보면 일반법에 따라 설립된 34개의 공공기관들이 특별법령상에 명시

142) 곽육직·김재형, 전게서, 166면.
143) 정하중, 전게서, 909면.
144) 정하중, 전게서, 9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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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설립근거가 마련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당해 공공기관이

없었더라면 그의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기능을 국가 혹은 다른 특별법

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대신 수행하였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에 근거한 공공기관들 역시 행정의 수행을 근본적

인 존재목적으로 하는 법인, 즉 ‘사법(私法) 형식의 기능적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일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들 또한 실제로는 모두 ‘간접적 혹은 내부적으로’ 법령에 의한

각종 임무를 이양 및 분배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을 그의 본질적인 목적

사업으로 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45) 즉, 각각의 수많은

특별법에서는 특정 임무의 일차적인 수행주체로서는 국가 또는 A공공기

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국가 등은 그 임무를 직접 처리하는 대신 그들

에 의해 지분보유나 출연 및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이자,146) 일반법에

의하여 설립된 B법인에게 당해 임무의 일부를 법령의 일반적인 수권가

능조항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이양 내지 분배할 수 있다고 할 것이

고,147) 이러한 임무의 내부적 이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절

145) 그러나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일반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은 공공단체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가령, 강현호, “공법인의 환경침해에 있어서 책임의 분배와

이해의 조정”,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2호 (2018.12), 290면

은 “공법인으로서의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거는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일반법

이 아니라 특별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는가의 여부라고 할 것이다. 특별법에 의

한 설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고권적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 및 상법에 근거한 법인이라 하더

라도 국가로부터 지원, 출연, 지분보유 등을 받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상, 이는 더

이상 사적 자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 및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46) 김용욱, 전게 논문, 82-83면 또한 어느 법인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이 투입된 결과로 설립 및 존재함과 동시에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 또한 가진다면 그 법인은 공공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이때의 공공재정 투입이란 출자, 출연, 융자,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으로

공공재정의 지원을 받는 모든 행위형식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
147)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1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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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일환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B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훗날 그 B법인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면 이는 국가

혹은 A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이양 및 분배하였던 당해 임무를 더 이상

B법인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그 사무를 처리하겠다는 의사

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

의 공식사이트 내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사업수행의 근거법령으로서 관

세법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와 그 시행령 제

236조의5(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의 위탁)를 제시하고 있는데, 관세

법의 동조 제2항은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

을 뿐이어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직접적인 설립근거를 제공한다고는 볼

수 없고, 관세법이나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세청 고시인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의 어느 조항

에도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특정하여 관세법 제233조의2와 관련된 권한 및

임무를 이전한다는 명시적인 내용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해, 본래

관세청을 통해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원산지정보의 수집 및 분석과 관련

된 임무가 그 수행주체로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특별히 정한 어떠한 법

령규정도 통하지 않은 채, 관세법 제233조의2 제2항과 같은 일반적인 수

권가능조항에 의해 내부적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이양 내지 분배되었

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법령상의 개별적인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같은

일반적인 조항만을 통하여 권한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12158 판결).

한견우·최진수, 『현대행정법』 (2009, 세창출판사), 676-677면. 그리고 해당 조항은

국가의 행정기관이 또 다른 국가행정기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여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록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

하더라도 공공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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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절차로서 이를 공공기관

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 제1항 각 호는 한국전력공사가 수

행해야 할 사업의 내용들로서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發電), 송전

(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

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

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6.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

탁받은 사업"의 총 여덟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과 송전, 변

전 등을 위해 설치된 일체의 설비를 사후적으로 정비하는 업무’는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임무는 본래 한국전력공

사에게 부과된 것이었다. 하지만 1977년 8월 한국전력공사는 상법에 근

거하여 전액출자함으로써 해당 사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한전보수기공

(주)를 설립하였고,148) 그것이 여러 차례의 사명 변경을 거쳐 2007년 1월

지금의 한전KPS(주)가 되었으며, 한전KPS(주)는 2021년 10월 현재 공공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법령의 어떠한 명시적인 규정도

통하지 않은 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간접적·내부적으로 부여받은 ‘발전

설비 등의 사후적 정비’라는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2호 혹은 제6호의

포괄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최

대주주 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인바,149) 본래는 (주)중소기업

148) ‘한전KPS’ 사이트 내 ‘연혁’ 참고
149) 2021년 10월 현재 (주)공영홈쇼핑의 지분현황은 (주)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 농

협경제지주주식회사가 4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5%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

개시스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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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센터가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150) 제4호에 따라 직접 처리해야

할 임무를 별도의 개별적인 법령상 근거 없이 내부적으로 (주)공영홈쇼

핑에게 이양 및 분배하였고, (주)공영홈쇼핑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공영홈쇼

핑은 중소기업진흥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직접적·명시적으로는 (주)

중소기업유통센터에게 맡겨진 임무 중 일부를 재차 간접적·내부적으로

이양 및 분배받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이자 공공기관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국제방송교류재단, 즉 아리랑국제방송은 그의 정관 제2조

에 “방송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방송영상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ㆍ지원함으로써 방송ㆍ영상ㆍ광고 산업의 진흥

및 문화ㆍ예술의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포괄적인 임무규

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아리랑국제방송이 처음 개국한 때인 1996년 당

시 시행 중이던 한국국제교류재단법151) 제6조 제1항 제4호에152) 따라 한

국국제교류재단에게 부과된 임무 중 일부와 한국방송공사법153) 제21조

제1항154)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에게 맡겨진 임무 중 일부가 다시 내부

15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③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도매ㆍ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51) [시행 1991. 12. 14.] [법률 제4414호, 1991. 12. 14., 제정]
15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사업) 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153) [시행 1990. 9. 2.] [법률 제4264호, 1990. 8. 1., 일부개정]
154) 한국방송공사법 제21조(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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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국제방송교류재단으로 이양·분배되었기 때문에 마련된 정관상의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와 한

국방송공사법 제21조상의 임무가 내부적으로 이양 및 분배되었다는 사실

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아리랑국제방송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고 보는 것이다.155)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156)는 그 정관과 조직도 등을 살펴보면 여

러 발전방식 중에서도 특히 수력과 원자력의 발전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

고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연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인데,

이러한 임무 역시 본래는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2. 라디오방송의 실시

3. 텔레비젼방송의 실시

4. 대외방송의 실시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방송의 실시 및 지원

6. 광고방송의 실시

7. 전속단체의 운영ㆍ관리

8.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9.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155) 강남준·이현우, “아리랑 국제방송 내부구성원이 판단하는 운영 비효율성 원인 진

단”,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제69호 (2009.12), 137면은 “송종길(2007)은

2000년 개정된 통합방송법이 해외방송을 한국방송공사 기능의 일부로서 KBS의 사회

교육방송과 라디오 국제방송으로 명시하고 있어, 현행 방송법이 아니라 아리랑 TV가

수행하고 있는 텔레비전 해외위성방송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근거도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아리랑 TV가 국가홍보방송을 수행하는 법률적 근거는 문

화산업진흥기본법 제7조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에 관한 항목에서 찾을 수

있으며, 아리랑 TV는 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민법상의 재단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여 송종길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는바, 해당 의견은 본 논문과 비슷한 견해라고 할 것이다. 송종길,

“아리랑 TV 국제방송의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방송학회 2007 봄철정기학술대회 ‘아

리랑 국제방송 10년의 성과와 과제’ 발표문 (2007).
156) 박정훈, “행정법과 ‘민주’의 자각”,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53호

(2018.5), 15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들이 공공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설립근거가 다르고 공

공성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민주공동체 생활을 위한 수단

내지 장치로 설립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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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야 할 것들이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100%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내부적으로 이양 및 분배하였고, 기획재

정부장관은 그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수력 및 원자

력과 관련된 임무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57)

또한 재단법인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1993년 2월에 설립되고,

2015년 1월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당해 정관

상 그 주요사업은 “데이터 관련 각종 연구․조사․자문, 동향분석, 통계

작성·관리 및 출판사업”, “데이터 표준화”, “지식재산권 등 데이터 권리

체계 구축 지원” 등이다. 그런데 본 진흥원이 처음 설립될 당시인 1993

년에는 이와 같은 임무가 어떠한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

로 보이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당시인 2015년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제8조, 제21조, 제23조 등

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국가에게 부과되었던 데이터 관련 임무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당해 진흥원에게 내부적으로 이양 및 분배되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

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법이 아닌 민법 및 상법과 같은 일반법에 의하여 설립된

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들 역시 법령에 의하여 일차적으로는 국가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게 부과된 임무를 다시 내부적으로 이양 또는 분배

받음으로써 당해 법령상의 임무규정을 간접적인 근거로 하여 이를 구체

화하는 작용을 행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 혹은 다른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출연 및 지원하는 법인에게 내

157) 다만,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기사업법 제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2조의 정의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동 지침 제7조(업무협

력의 범위)와 제8조(해외발전사업)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수·화력, 지능

형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등에서의 첨단 핵심기술 공동개발”, “해외사업 자료수집, 모

니터링 및 성과관리 총괄”, “해외진출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의 임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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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으로 법령상의 임무를 일부분 분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당해 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현재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들이

수행하는 임무의 간접적인 근거규정들을 정리한 것이다.

공공기관 임무의 간접적인 근거규정

(사)남북교류협력지원

협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교류ㆍ

협력의 지원),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등

(재)APEC기후센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8조(기술개

발사업의 추진), 제9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등

(재)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재)국악방송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

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음악산

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등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법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등

(재)대한건설기계안전

관리원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 제14조(검사대행 등) 등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7조(지원센터) 등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예금ㆍ

보험의 증대 활동) 등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물류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

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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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우체국시설관리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등

(재)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재)한국우편사업진흥

원

우편법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우편

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등

(주)공영홈쇼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소기업제

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중소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중소기업

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등

(주)워터웨이플러스
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관광진흥법 제

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등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국민의 공간정보

복지 증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

발사업 처리규정 제9조(전문기관) 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생명윤리정책연

구센터의 지정) 등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사업), 방송법 제54

조(업무) 등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관광기본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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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

발사업단

기상법 제4조(국가의 책무),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 허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

흥원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의 확충) 등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제3조(기본원칙),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

한국문화정보원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등

한국문화진흥(주)

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 제19조(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등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국가 등의 책무),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등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

단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제19

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등

한국전력기술(주)

전력기술관리법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

업의 추진) 등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

장),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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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일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의 간접적인 임무규정

이와 같이 일반법에 근거한 공공기관들 역시 공적인 재정을 지원받음

을 계기로 법령상의 행정임무를 간접적으로 부여받아 이를 수행하고, 공

공기관운영법 제1조에 따라 공익을 추구하며, 법령상 주어진 사무를 처

리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작용, 즉 행정의 수행을 핵심적이

고도 본질적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그 공공기관

이 없어지거나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국가 혹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 설립

된 공공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당해 목적사업들을 대신 수행하였을 것으

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반법에 근거한 공공기관들 역시 사법(私法)

형식을 빌려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기관과 마찬가

지로 행정수행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법인 혹은 공무

수탁사인에 해당할 여지는 전무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들은 법령에 의해 내부적·간접적으로 행정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그에 관한 수행권한, 즉 행정권한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

등

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31

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등

한전KDN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 전력기술관리법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등

한전KPS(주)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 전기사업법 제3

조(정부 등의 책무) 등

한전MCS(주)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 전기사업법 제3

조(정부 등의 책무) 등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 진흥법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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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법인으로 설립되었기에 행정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가 된다.

요컨대, 일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들 또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

된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공단체의 인정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158)

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의 일종으로서 실정법상의 개념이

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159) 및 제53조160) 등의 일정 요

158) 구체적인 논지 전개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박정훈, 전게 논문, 11-12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수력원자력(주) 등과 같이 특별법이 아닌 상법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경우는 ‘사법상’ 법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그러한 주식회사들도 그

주주가 국가 또는 공사이고, 공공기관법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

상, 그 법률상의 요건, 즉 정부종속성과 헌법상의 근거인 공공성에 의거하여 위 조항

상의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 조항 중 마지막의

‘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청이 될 수밖에 없는데, (···) 형식은 주식

회사이지만 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들은 결코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여, 비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법 및 상법과 같은 일

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들 역시 모두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

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다.
15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60)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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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충족한 후에 ‘조례’를 통하여 이들을 설립할 수 있는데, 각 광역자

치단체와 그 아래의 기초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이들을 설립할 수 있

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한다. 가령, 광역자치단체

인 경기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이

설립되어 있고, 그 휘하의 기초자치단체들, 예컨대 수원시나 안산시 등에

서는 개별적으로 도시공사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조는 그 제정목적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

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

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방공사와 공단은 사익

보다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

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161)

또한 이들은 반드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가

령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근거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사 및 공단은 명시적인

임무를 부과받고 있으며,162) 그 결과로 이들의 임무수행작용은 자연히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효과를 낸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지

방공사 및 공단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임무규정을 구체화하고, 공익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작용, 즉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목

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은 적어도 지방공기업법과 각 조

례들의 임무조항으로부터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동적 자격이라는

의미로서의 권한을 당연히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들에게

주민에 대한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고권적 권한, 즉 상대

161) 가령,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궤도사업 등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존재한다. 최계영, “지방

공기업의 법적 쟁점과 과제: 공법적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

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2호 (2015.11), 73면.
162) 이에 관하여는 김재규, 전게 논문, 48-49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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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권리의무에 일방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라는 의미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22조163)에 따라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

아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지방공기업법 제

51조164)와 제76조165)에 따라 모두 법인격을 지니는 법인으로서 전면적인

권리능력을 갖기 때문에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제한 없이 귀속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모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행정의 수행을

근본적인 존재목적으로 하고, 그에 관한 권한을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하여 부여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제

한 없는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공공단체로 인정되어 행정주체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3. 기타 특별법상 법인

기타 특별법상 법인이라 함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바, 첫

째는 해당 특별법에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 조

항에 기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둘째는 당해 특별법에 명시적인 설립근거

는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그 특별법

의 규정에 따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인이다.

이때 첫째 유형의 사례로는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도

시개발법 제13조 이하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도시개발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이하에 근거하여 인가를 통해 설립되는

정비사업조합, 농업협동조합법상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역농업협동

163)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

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64) 지방공기업법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165) 지방공기업법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 제75조

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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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수산업현동조합법상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지역수산업협동조

합 등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유형의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사)대한축구협

회와 같은 79개의 회원종목단체를 꼽을 수 있다. 이중 둘째 유형의 사례

에 관하여는 아래 제3장 제3절 Ⅱ.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므로, 이하

에서는 첫째 유형의 법인들이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한다.

한편, 이와 같은 기타 특별법상 법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

인들마다 공공단체 인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모두 일일이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그리하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가지 법인들을 선정하고 그중 성질이 비슷한 법인들을 다시 몇 가지 범

주로 분류하여166) 각 범주들마다 공공단체의 인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

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직업단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이에 속한다. 먼

저, 이러한 직업단체들이 행정의 수행을 본래의 존재목적으로 한다고 하

기 위해서는 헌법 및 법령등에 따른 임무규정을 구체화하고, 공익을 추

구하며, 공동체의 질서형성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78조167)와 제80조168),

제84-85조 및 제64조169)와 제72170)-75조상의 포괄적인 임무를 담당하기

166) 이러한 분류에 대해서는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Ⅱ』 (2012, 박영사), 60면.
167) 변호사법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

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168) 변호사법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69) 변호사법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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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설립된 것들이고,171)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172)와 제30

조173) 및 제66조의2, 그 시행규칙 제17조174)와 제20조175) 등에 마련된 임

무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각각 변

호사 및 의사의 직업과 관련된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작용을 행하기

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

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

호사회를 둔다.
170) 변호사법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

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

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71) 이상덕, “변호사회의 법적 성질과 소송형식”,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39호 (2014.7), 46-49면.
172)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

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

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이

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73)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

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74)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

호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

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5)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

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

에 따라 설치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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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호사 및 의사의 직업단체들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본래의 존재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변호사나 의사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들이 기본적으로 생계의 수단임과 동시에 국민경

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사익과 공익을 모두 추구하는 성질이

있는 것인데, 이중 변호사와 의사의 직업단체만을 공공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176) 하지만 우리 입법자들이

특히 변호사와 의사 및 그 직업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써 직접 규

율하고, 이에 더해 해당 직업단체들의 필요적 설립을 규정하였다는 것은

그것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다른 직업들에 비하여 더 높게 평가하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자들의 의

사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177)

다음으로, 변호사 및 의사의 직업단체들은 그 각각의 근거법령으로부

터 행정의 수행에 관한 권한 역시 부여받고 있다. 권한은 임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바, 특정 사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자격이라는 의미의 권

한은 개별적인 수권조항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임무규정에 의하여도 부여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임무조항들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를 지도·감독하고, 법률구

조사업과 변호사의 연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며, 이에 따라

실제로 법률구조와 변호사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권한을 지니고 있고,

지방변호사회는 소속변호사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국선변호인제도 운영에

의 참여 등을 행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9조178)와 그 시행령 제13조179)에

176) 정우석, 전게 논문, 43-44면; 최영규, 전게 논문, 351면.
177) 정우석, 전게 논문, 44면.
178) 의료법 제29조(설립 허가 등)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②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9) 의료법 시행령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

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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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자

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

할 권한과 함께, 앞서 언급한 임무조항들에 의하여 소속의사의 취업상황

등을 신고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속의사들에 대한 보수교

육을 실시하며,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을 시 능동적으로

이를 수행할 권한을 보유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한변호사협회180) 및 대한의사협회 등의 직업단체들은 행정

의 수행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고, 법령으로부터 이에 관한

권한 역시 부여받고 있으며, 이에 더해 변호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모두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는 점에서181) 공공단체의 인정요건 세 가지를 모

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개발단체

도시개발법 제13조 이하에 근거한 도시개발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 이하에 근거한 정비사업조합 등

이 이에 속한다.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각각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이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는 다

1. 목적

2. 명칭

3. 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80)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 및 회원가입이 강제된

다는 점에서 이들을 공법상 사단 내지는 공법상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상덕, 전게 논문, 50면.
181) 변호사법 제78조 제2항 및 제64조 제2항과 의료법 제28조 제2항은 각각 대한변호

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 대한의사협회를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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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많은 공공단체들과는 차이가 있다.182)

우선, 도시개발조합 및 정비사업조합과 같은 지역개발단체가 본래 행

정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인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아야 한다. 도시개

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모두 그 근거법률로부터 직접 세부적 또는 포

괄적인 임무를 부과받고 있는데,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법 제13조183)

제1항에 따라 설립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지정될 수 있고, 이러한 지정을 받으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동법상의

여러 임무규정을 구체화하는 작용을 담당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정비사

업조합 역시 도시정비법 제26조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

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동법 제35조184)에 따라 설립되면 다른 여

러 규정들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의 임무를 책임지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두 조합들은 도시개발 및 정비와 관련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

는 작용을 행하게 된다. 즉,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자신들에 대

182) 정우석, 전게 논문, 42면.
183) 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84)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

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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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무규정을 구체화하고 그와 관련된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작용

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및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85)

그리고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는 근본적인 목적인 도

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자체는 모두 토지소유자 등의 사익을 추구하는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전자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

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며, 후자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한다는 공익적인 성질 또

한 지니는 사업들이다. 이처럼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법령등의

임무규정을 구체화하면서도 공익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공동체의 질

서를 형성하는 작용인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삼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법령의 수많은 조항들로부

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권한을 부여 또는 위임·위탁받고 있

다.186)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 및 그 하위법령들에서 각 사업을 진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행위들에 대해 규정해놓은 수권조항과 임무조

항들은 결국 두 조합에게 ‘상대방과의 권리의무관계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 내지는 ‘어떤 사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의미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는 곧 행정수행을 중추적인 존재목적

으로 하는 당해 조합들에게는 그만큼의 행정권한을 부여 또는 위임·위탁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각각 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및 도시정비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법인으로서 설립된다. 즉, 두

185)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2018, 피데스), 468면은 “정비조합은 사적인 이익을 추

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이지만,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공법인으로 승인되고 구청

에 준해 공법상의 권한과 의무를 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 조합은 처분권이 있고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다.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도 조합이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권한, 책임 등과 연동되므로 단순한 민사적 관계로 착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

고 한다.
186) 김종보, 전게서, 4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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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면

적인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조합 및 정비사업조합과 같은 지역개발단체는 공공단체의

인정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87)188)

3)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상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역농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법상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지역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지역개발과 구성원들의 이익도모를 모두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통상 중앙회와 지부라는 이원적인 체계로 조직되어 있다.189)

첫째로, 위 단체들이 법령등의 세부적 또는 포괄적 임무규정을 구체

화하고 공익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4절(사업)과 제5절(중앙회의 지도·감사)에

의해 다양한 임무를 부과받고 있고, 지역농업협동조합 역시 제2장(지역

농업협동조합) 제5절(사업)을 통해 여러 임무를 맡고 있다. 이에 더해 수

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역수산업협동조합 역시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4절(사업)과 제5절(중앙회의 지도·감사)

및 제2장(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제5절(사업)의 여러 조항들에 따라 각

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책임지고 있어, 이들은 각각 농업 및 수산업과 관

련된 임무규정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이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187) 김종보, 전게서, 497면은 “개발사업법에 등장하는 공법상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정

비조합,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조합, 주택법의 주택조합 등”이 있다고 한다.
188) 정비사업조합은 단순히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바대로 구성원의 내부관계가 형

성되는 것은 아니고 공법규정에 의해 많은 변형을 겪을 뿐만 아니라, 조합적 성격과

사단적 성격을 모두 지닌다고 한다. 그 각각의 성격이 반영된 구체적인 모습에 관한

설시로는 김종보, 전게서, 498-502면; 김종보, “재건축에서 상가단체의 법적 성질과

상가의 관리처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제51호 (2017.12), 140면 이하

참고.
189) 정우석, 전게 논문,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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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까지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조합들은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공익추구성을 띠고 있다. 전자의 제1조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

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리

고 후자의 제1조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

탕으로 (···)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

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법의 제정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결국 이러한 협

동조합들은 궁극적으로는 사익을 넘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령상의 임무규정을 구체화하고 공익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조직된 이러한 단체들은 행정

수행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여 설립 및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협동조합들은 행정수행에 관한 권한을 관련 법령으로부터 부

여 또는 위임·위탁받고 있다. 앞서 말하였듯이 어떤 단체에 대하여 임무

를 부과하는 법령상의 조항들은 당연하게도 그 단체에게 ‘사무를 능동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의미로서의 권한을 함께 부여하는 것

인바, 이는 곧 그 법령조항으로부터 해당 단체가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전술한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

산업협동조합법상 여러 임무규정의 내용들은 곧 그에 관한 행정권한을

각각 농업협동조합들과 수산업협동조합들에 부여하는 조문이라고 할 것

이다.

셋째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 지역수산업협동조합 등은 각각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다. 결국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행정

을 수행하기 위한 존재목적으로 그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그 과

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면적인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공공

단체의 인정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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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거 헌법재판소는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

본적으로 축협은 축산업의 진흥과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과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양축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이고

(축협법 제1조, 제98조), 구역 내에 거주하는 유자격자 50인 이상이 발기

인이 되어 설립하며(축협법 제14조, 제100조), 조합원의 출자로 자금을

조달하며(축협법 제103조, 제20조), 축협의 결성이나 가입이 강제되지 아

니하고, 조합원의 임의탈퇴나 해산이 허용되며(축협법 제103조, 제27조,

제74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는 등(축협법 제103조,

제41조 제3항) 그 목적이나 설립·관리 면에서 자주적인 단체로서 공법인

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법인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191)192)

하지만 자본의 보유방식이나 재원의 마련방식, 조합에의 가입을 강제

하는지 여부 등은 사법인과 구별되는 공공단체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

라고 할 것이며,193) 조합원들에 의해 조합의 결성과 해산이 자발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역시 축협을 사법인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절대적인 근거

는 아니라고 본다. 축협이 조합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된다 하더라

도, 일단 결성된 후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3장(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 따

라 행정의 개념요소에 상응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며, 법인으로 설립되어 행정수행과정에서 발생하

190)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산

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다. (생략)

라. (생략)
191)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192) 축산업협동조합법은 2000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어 현재는 축산업협동조합에 관한

내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담겨 있다.
193) 이원우, 전게 논문, 196-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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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이므로, 이는 공공단체로 포섭된다고 할 것

이다.

Ⅳ. 공공단체 정관 등의 적법성과 법규성

공법인의 세 유형 중 국가는 대내외적인 규율로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훈령, 고시 등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을, 공공단

체는 정관과 기타 규정을 제정한다.

이때 국가 차원의 규율들 간에 있어서는 상대방 국민에 대하여 일방

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고권적 권한을 행사하

는 작용에 관하여는 법률에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놓은 뒤,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할 권한을 시행령이

나 시행규칙 및 훈령, 고시 등의 제정권자에게 위임하여야만 당해 시행

령 등은 헌법 제75조194)와 제95조195)에 부합하여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담긴 시행령 등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함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만

적법하게 제정될 수 있는 것이다.196)

그러나 국가와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존재하는 지역적 자치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고권적 권한행사작용과 기능적 자치행정주체인 공공단체

의 그것에 관하여도 조례나 정관 등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법률

유보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194)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195) 대한민국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196) 정하중, 전게서,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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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의 단서에 대하여 헌법 제117조 제1항197)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가 있다. 즉,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우위

의 원칙만을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자의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규정함으로써

본래 폭넓은 지방자치를 보장하려던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

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198)과 헌법재판소199)는 모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시하면서도,200) 이에 더해 대법원201)은 주민의 권리

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이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혹

은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한, 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만이 적용될 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까지 적용되는 것

은 아니라고 보았다.202)

한편, 이러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

는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203)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직접 선

출한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것인 만큼 민주적 정당

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이 지켜지는 이상, 주민

에 대한 권리제한 등의 작용에 있어서도 이를 행할 근거규정을 법률상의

유보 없이 자체적으로 조례에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해당 판례

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204)

197)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

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9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199)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결정.
200) 김동희, 전게서, 87-88면.
20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202) 박균성, 전게서, 1003면.
203) 박균성, 전게서, 1001-1004면.
204) 김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과의 관계", 한

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2012.12), 133-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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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단체의 정관 및 기타 규정

현재에도 공공단체들은 그 정관이나 기타 규정에 의거해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의 부과, 외부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관계자에 대한

특별지위의 부여 등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권

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공공단체의 개

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의 헌법 및 법령등 어떠한 실정법에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공단체의 정관 등

을 통한 규율형성에 있어서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과연 지켜져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그 어떤 준거조항도 찾아볼 수 없

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 역

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는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공공단체가 정관 등

에 의거해 행한 특정 작용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으로서는 설령 당해 작

용의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소송의 본안단계로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그 작용이 근거하는 정관 등이 법률유보의 원칙 혹은 포괄위임금지의 원

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게 되어

국민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생각건대,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일방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공공

단체의 작용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A공공단체가 甲에 대하여 특정 작위하명을 자신의 정관 또는 기

타 규정에 근거하여 내린 사안에서, 만약 이러한 정관 등에 갖추어져 있

는 당해 작위하명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부터 어떠한 직·간접적인 수권도

없이 제정된 것이라면 이는 곧바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무효

인 조항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205) 그리고 무효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

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206)207)의 법리가

205) 김용욱, 전게 논문, 93면.
206)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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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도 유추적용되어 당해 작위하명 역시 정관 등의 무효인 규정에

근거함으로써 취소하자를 지니는 위법한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공공단체의 작용이 설령 고권적 권한행사라 하더라도, 지방자

치단체의 고유사무나 단체위임사무와 같이 높은 자치성이 담보되어야 하

는 작용이라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208)209) 비록 대다수 공공단체의 정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같이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 공

공단체는 ‘자치’행정주체라는 점에서,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

수되는 한 포괄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당 정관

등의 규정을 위법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관 등을 제·

개정함에 있어 법률로부터 수권은 받도록 하되, 일차적인 규율형성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분담하여 자체적으

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 공공단

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도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한 포괄

위임마저 입법자의 의도라는 점 역시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210).

다만,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여 제정된 적법한 공공단체의 정관

및 기타 규정이 대외적 구속력, 즉 법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ⅰ) 법률

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범력을 부여받았는지 혹은 ⅱ) 그 수범자가 당해

정관 등의 제·개정에 민주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또는 ⅲ) 법률

로부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수권을 받은 것인지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공공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의

207) 정하중, 전게서, 126면.
208) 김용욱, 전게 논문, 93면.
209) 이상덕, 전게 논문, 53면.
210) 이와 유사한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그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법률이 정관

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

다.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12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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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회칙211)에 변호사의 징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제

80조), 그러한 회칙은 총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으며(제70조 제3항, 제

87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해 당해 총회는 400인

이상 500인 이내의 선출직 대의원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바, 이러한 선

출직 대의원은 변호사의 직접투표 및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은 그 수범자인 변호사가 당해 회

칙의 제·개정에 간접적이기는 하나 민주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으로서21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설령 포괄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다거나 혹은 법률에 의

해 명시적인 규범력을 부여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공공기관 중 하나인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제정된 내부규정 중

하나로서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213)

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12조214)에 의하여 다시 수권을 받아 마련된 것으로서, 법률

유보의 원칙은 지켜진 가운데 포괄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의 정관 제5조215)에 따르면 이러한 내부

211) 이상덕, 전게 논문, 52면에서는 “변호사회의 회칙은 간접적 국가행정기관(공법상

단체)인 변호사회가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정립한 정관이므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며,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회칙준수의무를 규정함으로써(제25조) 회칙

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고 한다.
212) 이상덕, 전게 논문, 52-53면.
213)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회계원칙 등)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다.
21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

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15) 국가철도공단 정관 제5조 (규정의 제정 등) ①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중 정원의 변경과 보수규정의 제정 및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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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단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적용을 받는 수범자가 당해 제·개정에 민주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여지는 전무하다 할 것이다. 그 결과 위의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

은 대외적 구속력 내지는 법규성을 확보하지 못해 이에 근거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본안단계에 있어서 이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뿐, 실질

적인 위법성 심사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볼 것이다.216)

Ⅴ. 공공단체와 행정청의 관계

1. 행정청과 의사표시기관217)

행정청은 행정작용 및 조직을 규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개념이자,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건 중 하나이다. 그리하여 행정절차법

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사인을

나누어 행정청에 관한 정의규정218)을 마련하여 왔던 반면, 행정소송법은

제2조 제2항에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

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행정청 개념을 완전하게

정의 내리지는 않고 있다.

한편, 2021년 3월부터 새로이 시행된 행정기본법은 제2조 제2호219)에

216) 다만, 수범자의 민주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정관 및 기타 규정이라 하더라도,

법률로부터 포괄위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수권을 받아 당해 정관 등에

그 범위 내의 조항이 마련된 것이거나 혹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당해 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다시 법규성 있는 조항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217) 이에 관하여는 이원우, 전게 논문, 182-183면; 정우석, 전게 논문, 82-86면 참고.
218)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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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였고 기본적으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것을 행정청의 중요한 개념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

다. 하지만 행정청을 기존의 사법적인 의미 그대로의 의사표시를 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여 이해하게 되면 행정작용과 행정소송 및 행정조직법적

인 모든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사법의 법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의사표시는 ‘법적인 효력’

내지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220) 하지만 이러

한 사법적인 의사표시의 의미를 행정청을 이해하는 데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는 오직 권리의무의 변동을

유발하여 법적인 효과를 갖는 작용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행정청

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즉, 행정주체의 어느 한 기관이 법률효과를 발

생시키지 않는 권력적 혹은 비권력적 사실행위221)를 하는 때에는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으로서 인정될 수 없게 되는 것

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작용법은 법률행위 내지는 행정행위 이외에 사

실행위의 주체로서도 국가 등의 한 기관인 행정청을 예정해놓은 채로 그

이론체계를 구축하여 왔다는 점에서, 행정청을 사법적인 의미 그대로의

의사표시기관으로 한정하여 파악한다면 행정작용에 관한 기존의 이론체

계와 심각한 모순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행정청 개념을 해석하게 되면 소송법적인 측면에서도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충돌이 일어난다. 대법원은 이른바 처분에 관한

두 학설인 ‘실체법적 개념설’과 ‘쟁송법적 개념설’222) 중 후자를 지지하는

219)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

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

인
220) 박상기 외 12인, 『법학개론』 (2014, 박영사), 184면.
221) 박균성, 전게서, 343-345.면
222) ‘실체법적 개념설’은 쟁송상 취소를 법적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사실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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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223)으로서, 비단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

정행위만이 아니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일방적

으로 명령·강제하는 작용인 권력적 사실행위 또한 처분의 범위에 포함된

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결국 그것이 행정청의 행위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서, 궁극적으로 대법원은 오직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작용을 행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행위 등을 행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행정조직법은 행정주체 간 혹은 행정주체 내부에서 각 기관 간

에 사무와 권한의 배분을 규율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224) 그러한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는 일반처분과 처분적 법규명령 및 조례가 포함될 뿐이

라고 한다. 이에 반해, ‘쟁송법적 개념설’은 쟁송상 취소는 위법상태를 탈피시키는 것

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사실행위이더라도 위법상태를 초래

한다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하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는 일

반처분과 처분적 법규명령 및 조례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더라도 국민의 권익에 일방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말한다. 한견

우·최진수, 전게서, 1004-1005면.
223) 종래 대법원은 대체로 강학상 행정행위만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정하중,

전게서, 735면), 점차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2019년에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

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대

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

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

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

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

항 등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

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병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

다. ②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조치에는 특정인을 병역

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행정결정이 전제되어 있고, 공개

라는 사실행위는 행정결정의 집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병무청장이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사실행위를 함으로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이미 공개

되었더라도, 재판에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판결이 선고되

는 경우, 병무청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행정

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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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중에는 행정행위나 계약과 같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

위형식으로 수행되는 것도 있으나, 행정지도나 조사, 정보의 전달과 같이

사실행위의 형식으로 처리되는 것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법적인 의사표시의 의미에 매몰되어 오직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만을 행정청으로 포섭하게 되면, 이

는 그렇지 않은 행정기관까지도 행정청으로 파악해 온 전통적인 행정조

직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 개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사법(私法)적인 의사표시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이다. 대신에 행정청의 개념요소인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한다는 것의

공법적인 의미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정주

체가 법령등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어

떻게 수행하고 행사할지를 결정함과 더불어 실제로 이를 행하는 일체의

작용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행정청을 사법상 의미의 의사표시기관으로 좁게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행정작용법적으로나 소송·조직법적으로나 행정주체가 법

령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제반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의 한 기관으로 일관되게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225) 물론, 소송법적 측

면에서의 행정청은 법령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더해 외관상의 권

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상론한다.

2. 행정청과 권한

224) 김동희, 『행정법 Ⅱ』 (2012, 박영사), 3면.
225) 이원우, 전게 논문, 182-183면에서도 “따라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개념을 정의

함에 있어서도, 행정청을 의사표시기관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정임무를 독립

적으로 수행하는 조직단위“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취소소송의 대상을

행정행위로만 한정하지 않는 한, 의사기관으로서 행정청의 개념은 불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개념은 ”행정권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 행정단위를 의미하

며, 국가 또는 그밖에 다른 행정주체의 구성부분“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필자

는 이러한 광의의 행정청개념을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으로 이해한다. 공법상 권한

행사의 위탁을 받은 사인은 이러한 행정청에서 제외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82 -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 및 행정기본법 모두에서 공공단체와 사인이

행정청에 해당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으로 행정에 관한 ‘권한’을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권한은 공공단체와 사인 각각에 대

하여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공공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와 마찬가지로 행정의 수행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존재한다.226)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개의 수권조항 없이 포괄적인 조직법상

의 근거227)에 의하여 행위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행정권한을 갖는 것

으로 보아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본질을 같

이하는 공공단체 역시 법령등에 따른 명시적인 권한범위 내의 작용을 행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권한범위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포괄

적인 임무규정에 따라 일응의 외관상 권한을 지니는 작용을 수행하는 때

에도 행정청의 개념요소로서의 권한을 지닌다고 봄이 타당하다.228)229)

이와는 달리, 사인에게 있어 행정청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하는 권한이

란 법령등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된 임무범위 내의 권한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사인은 본래 행정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령등에 마련된 임무규정 및 수권조항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행정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경우에만, 즉 명

시적인 임무범위 내에서만 행정작용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청의 지위를 지

닐 수 있는 것이다.230) 그리하여 사인은 오직 법령상의 권한범위 내의

작용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주체로 인정될 수 있

고, 더 나아가 행정청의 지위에 설 수 있으며,231) 그 권한범위를 초과하

226) 정형근, 전게 논문, 152면.
22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법상 근거로는 헌법과 그 외의 수많은 법령 및 조례들

을 들 수 있다.
228) 박균성, 전게서, 692면에서는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나 내부위임만을 받은 행정

기관의 공권력 행사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상의 명시적인 권한이 없는 행정

기관의 공권력 행사이더라도 포괄적인 임무범위 내에서의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

즉 외관상의 권한이 있는 공권력 행사라면, 그것은 행정청의 작용으로서 처분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서술인 것으로 생각된다.
229) 이원우, 전게 논문, 185면.
230) 오용식, 전게 논문,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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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위하는 경우에까지 공공단체와 같이 일응의 외관상 권한을 보유한

다는 이유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32)

3. 공공단체와 행정청의 관계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공단체는 일정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며, 또한 그 어떤 작용을 행하는 경우이든 간에 항상 공공단체성을

유지한다. 가령, 한국철도공사가 한 번 공공단체로 포섭되었다면, 다시

공공단체의 인정요건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는 앞으로도

언제나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공공단체는 근본적으로

정태적인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그에 반해, 행정청은 필연적으로 특정 작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동태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위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공공단체가 법령등에 따른 권한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범위를 다소 넘어서는 작용을 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것이 당해 공공단체가 포괄적인 임무조항에 따라 당연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무라면, -설령 단지 내부규정에만 근거한 것이라 하더

라도- 이는 모두 일응의 외관상 권한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에 이때의 공공단체는 행정청의 지위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단체가 현저하게 그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에 대해서는 법령등에 따른 권한뿐만 아니라 외관상의 권한 역시 보유하

231) 에를 들어, 선박의 선장은 해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비로소 사법경찰관의 권한

을 행사할 수 있고, 오직 이 경우에만 공무수탁사인이자 행정청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권한범위 내의 작용, 즉 해선 내의 범죄에 대응하는 작용이라고 하여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만약 비례성을 상실한 채로 과도하게 당해 범죄를 진압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권한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의 선장은 국가배상법상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하게 되어 그의 위법한 범죄진압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선장 자

신이 국가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정형근, 전게 논문, 164-165면.
232) 가령, 항공기의 기장이 기내에서 아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그 권한범위를 초과하여 행위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기장은 공무수탁사인 내지는 행정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인의 지위에 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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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못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의 공공단체는 행정청에 해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233)

Ⅵ. 판례에 대한 비판

1. 대법원의 입장

①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

대상판결은 피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234)이 원고에 대해 –법령상 근

거가 아닌-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라는 자신의 내부규정에 근거

한 권한을 행사하여 공사낙찰적격심사 시 감점이 되도록 조치한 사안에

서, 이러한 감점조치를 한 경우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행정청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 감점조치의 처분성을 부인한 사례이다.235)

233) 박정훈, 전게 논문, 15면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 공공단체로 설립된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 특정한 행정권한을 부여받았

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청’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

적 결정을 하였다면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성을 충족한다”고 하여, 본 논문과 유사한

취지의 서술을 하면서도, 행정청으로의 인정요건을 보다 더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234) 현재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35) 박정훈, 전게 논문, 10면.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

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

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이하 ‘이 사건 감점조치’라 한다)의



- 85 -

②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

위와 마찬가지로, 대상판결은 피고인 한국마사회가 원고에 대해 –법

령상 근거가 아닌- ‘경마시행규정’이라는 자신의 내부규정에 근거한 권

한을 행사하여 원고의 기수면허 및 조교사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이러

한 취소행위를 한 경우의 한국마사회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236) 밑줄은 임의로 표시한 것이다.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피고의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이 사

건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인 사실, 이 사건 세부기준은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3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09. 3. 5. 기획재정부령 제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

건 감점조치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

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장차 그 대상자인 원고가 피고가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그 낙찰적격자 심사 등 계약 사무를 처리

함에 있어 피고 내부규정인 이 사건 세부기준에 의하여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하게 된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이와 같은 통지행위가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구 공기

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

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감점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감점조

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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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당해 취소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한 사례이다.

2. 검토

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8. 12. 31. 감점조치를 내릴 당시 시행 중이던

237) 밑줄은 임의로 표시한 것이다.

피고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

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법에 따르면 그 업무에 관하여 농림부장관(한국마사회법이

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인 이 사건 면허 취소 당시에는 문

화체육부장관이었다)의 감독을 받고,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규약

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이는 경마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

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규정들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 취소를 공법적 권력관계로 파악할 수

는 없고, 오히려 한국마사회법과 이에 근거한 피고 한국마사회의 경마시

행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의하더라도 피고 한국마사회가 국가로부터 행

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

한국마사회가 행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경주마의 조교 또는 기승

을 하고자 하는 자는 피고 한국마사회로부터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그 면허의 요건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일체를 피

고 한국마사회가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한국마사회

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

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의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

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

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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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법238) 제7조239)에 따라 여러 임무규정을 구체화하고,

제1조240)에 의해 기본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철도시설의 건

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철도시설분야

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존재목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7

조로 인해 당해 사업을 추진할 능동적 자격으로서의 권한을 당연히 갖는

다 할 것이며, 제3조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됨으로써 행정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전면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감점조치를 행할 당시 공공단체로 포섭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24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공단체로 인정되는 이상, 이는 법령상의 권한

을 행사할 때뿐만 아니라 외관상의 권한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에

해당하게 된다. 즉,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의 행사가 아닌

내부규정 등에 근거한 작용이라 하더라도 포괄적인 임무조항에 의해 일

응 그가 해당 권한행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그

때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행정청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

238)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3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ㆍ운영

5. 건널목입체화 등 철도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7.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240) (구)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

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241) 마찬가지로 강현호, 전게 논문, 290면 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는

각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철도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는 조직체

이므로 영조물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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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대한 공사낙찰적격심사에서 감점조치를 취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제7조의 포괄

적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분명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 작

용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이때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행정청에 해당한

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②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위 사안의 면허취소행위를 행할 당시인 1999. 12. 19.의

(구)한국마사회법242)에 의하면 이는 제3조243) 및 제14조244) 등의 임무규

정을 구체화하고, 동법 제1조에 따라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

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추구의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며, 경마 및 마사와 관련된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

하는 작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존재하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존재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법령으로부터 능동적 자격으로서의 권한뿐만 아니라 조교사 및 기수

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할 고권적 권한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제

19조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어 전면적인 권리능력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면허취소처분의 발급 당시 공공

단체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공단체인 한국마사회가 기수 및 조교사면허를 취소하는 행

위를 한 것은 법령상의 권한에 근거한 것이다. 비록 동법 제14조 제3항

242)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243) 한국마사회법 제3조(경마의 개최) 제3조 (경마의 개최) ①경마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馬事會”라 한다)가 개최한다.

②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4) 한국마사회법 제14조(조교사·기수의 면허 등) ①경주마의 조교 또는 기승을 하고

자 하는 자는 마사회로부터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경주마의 장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요건ㆍ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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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당해 면허의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일체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발급 및 취소행위 자체에 대한 권한은 동조 제1

항에 의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245)246) 그리하여 공공단체

인 한국마사회는 조교사와 기수의 면허를 취소하는 작용을 행하였던 때

에 행정청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247)

Ⅶ. 소결

공공단체는 통설의 입장에 따른 행정주체의 유형들 중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행정의 수행 자체를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존

재하는 공법인이다. 반면, 사법인은 행정과 무관한 별도의 사업을 주로

시행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행정임무를 부여받을 뿐인 조직이고, 오직

그 임무를 법령의 권한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만 공무수탁사인으로 인

245) 물론, 동조 제1항을 문리대로만 해석하면 한국마사회는 면허의 발급권한만을 당해

조항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규정에는 동시에 그 철회의 권한 역시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김동희, 전게서, 359면 참고.
246) 대법원 역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

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

시한 바가 있다.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
247) 안동인,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쟁송방법”, 행정법이론실

무학회, 『행정법연구』 제30호 (2011.8), 116-117면은 “한국마사회는 (···) 경마에 대

한 독점적 사업권을 지니고 있으며(법 제3조), 그 업무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업무감독을 받고(법 제44조),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규정하거나 그를 변경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법 제24조), 또한 예산

의 편성과 관련하여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반 규제 및 감독을

받는다(법 제37조). (···) 따라서 (···)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등에 의하여 일반

적으로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일응 공법인성을 지니게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한국마사회는 해당 조교사·기수와

의 법률관계에서 공법인으로서 일응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결론에 있어서는 본 논문과 동일하나, 그 근거에 대하여는 다소 상이한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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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단체의 인정요건으로서 ① 행정수행을 본질적인 목적

으로 하여 존재하고, ② 행정권한을 법령등으로부터 부여 또는 위임·위

탁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③ 행정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귀

속되는 주체의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범주에 속하는 실

정법상의 유형으로는 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운영법

상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공기관, ⅱ)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ⅲ) 기타 특별법상의 법인의 세 가

지를 들 수 있다.

이중에는 민법 및 상법과 같은 일반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기는 하

나 영국의 법리 중 하나인 기능적 접근법에 따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행

정기능의 수행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법인, 즉 ‘사

법(私法) 형식의 기능적 공공단체’가 다수 존재한다. 다시 말해, 당해 법

인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없어지게 되는 가정적인 상황하에서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 혹은 다른 공공단체가 개입하여 그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였

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단체

의 핵심적인 목적사업 역시 행정의 수행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기

능적 접근법에 따르면 일반법에 의해 설립된 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

개의 법인들 또한 본디 국가 혹은 다른 공공기관에게 맡겨진 법령상의

임무를 간접적·내부적으로 이양 및 분배받아 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는 점에서 기능적 공공단체에 해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중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원종목단체들 또한 이러한 기능

적 공공단체로 포섭될 여지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제3장 제3절

Ⅱ.에서 상론한다.

한편, 공공단체가 제정하는 정관 및 기타 내부규정상에 마련된 국민

의 권리의무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권한행사에 관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지

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포괄위임

까지 금지하여 반드시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한 후 일정한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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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공공단체의 정관 등에 위임한 경우에만 그 적법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기능적 자치행정주체로서 공공단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하

지 않고, 또 다른 자치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도 논리적 일관

성이 결여된다. 다만, 정관 등이 법률유보의 원칙이 지켜져 적법하다고

하여 곧바로 법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그 수범자가 정관 등의 제·

개정에 민주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거나, 법률로부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받았거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그 정관 등의 조항에 규범력을

부여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대외적 구속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

다.

끝으로, 공공단체로 포섭되는 특정 법인이 개별·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정청에 해당하여야만 그 작용의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법령으로

부터 실제로 주어진 권한범위 내의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

위는 다소 넘어서더라도 일응 그에게 분명 시행권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

는 작용, 즉 외관상 권한범위에 속하는 작용을 행하는 때에도 해당 공공

단체는 행정청의 지위에 설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외관상

권한범위마저도 초과하여 사실상 당해 공공단체의 임무와는 일절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공공단체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행정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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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체육단체의 공공단체성

제 1 절 논의의 도입

2021년 8월 10일 스포츠기본법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새롭게

제정되었고, 2022. 2. 11.부터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은 여러 조

항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임무를 정하고

있고(제4조 및 제10조-제27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이에 담아야 할 십여 가지의 구체적인 사항

들을 열거하고 있으며(제8조), 이외에도 제9조 제1항은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ㆍ점검,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

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

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포츠기본법에는 체육에 관한 각종 임무를 수행할 국

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독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또 다른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여러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산업의

규모 및 다양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체육회와 같은 스

포츠행정을 담당하는 독립된 단체들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바,

스포츠사법과 구별되는 스포츠공법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해

당 단체들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체육단체의 핵심적인 두 유형이

라고 할 수 있는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를 중심으로, 특히 그것들이

사법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공공단체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징계 관련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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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체육단체

Ⅰ. 정의 및 유형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는 체육단체를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 법인이나 단체”로 정의 내리며 그 유형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

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

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

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

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

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

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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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체육단체에는 크게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

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단

체, 태권도진흥재단, 전통무예단체, 사업자단체, 체육시설업협회, 대회조

직위원회,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등 총 13종의 유형이 속한

다고 할 수 있다. 이중 나목의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동조 제11호에서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곧, ①대

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및 ②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단체의 두 유형 중 전자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정

관 제7조는 이를 “회원종목단체”라고 칭하고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5조248)는 이를 “가맹단체”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관한 대한체육

회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249)

248)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5조(조직가맹) ①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

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는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49)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의 세부적인 관련 규정은 생략하도록 한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회원단체)

①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단체가 된다.

② 제1항의 회원단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종목단체”는 회원단체 중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회원시‧도체육회”는 회원단체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에 따라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체육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회원단체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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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경기단체의 두 유형 중 후자에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K LEAGUE),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농구연맹

(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한국배구연맹(KOVO), 한국프로골프

협회(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250)251) 총 8개의 단체가 있다고 할 수 있다.252) 그런데 여기서 한 가

지 주의할 점은 해당 프로스포츠 단체들은 각 종목의 프로리그와 관련된

사무와 행정만을 처리할 뿐이라는 점이다. 그 외에 각 종목별 국가대표

의 선발, 학생선수 및 유소년팀의 등록, 코칭 및 심판자격증의 발급 등의

업무는 후술할 여러 회원종목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체육단체의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

250)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사이트 내 ‘회원사’ 참고.
251) 그리하여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를 ‘5대 프로리그’라고

부르곤 한다.
252)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프로스포츠 단체에 정확히 어떤 단체가 해당하

는지에 관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문화제육관광부 훈령, 고시

등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생각건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에 대하여는 적어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규칙에라도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1. “정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이

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

다.

2.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가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④ 체육회는 이 정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단체의 구분을 변

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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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체육단체의 유형

한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및 단체, 즉 회원종목단체에는 2021

253) 회원단체는 대한체육회 자체를 하위개념 내지는 하위유형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와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대한체육

회에 대하여 소정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여러 단체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체

육

단

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253)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

지방체육회

(회원시‧도

체육회)

서울특별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대구광역시체

육회, 인천광역시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

시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강원도체육회, 충청북도체육회, 충청남

도체육회,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경상북도

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경기단체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단체 (회원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단체 (가맹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한국

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

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

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

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

국여자프로골프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민체

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전통무예단체,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체육시설업협회, 대회조직위원회,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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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현재 총 79개의 단체가 속해 있는바,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 표 5 ] 회원종목단체의 종류

Ⅱ. 체육단체의 사회적 특성

한편, 체육단체를 일반적인 회사 및 비영리법인과 비교해봄으로써 그

사회적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해볼 수 있다. 체육단체가 –회사 또

는 사단·재단의 형식을 취하는 공공단체를 제외하고- 상법상의 회사 혹

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들과 분명하게 차이나는 점은 ‘유일성(唯一性)’이

라고 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전문체육이란 ‘선

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이고, 그러한 전문체육을 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동조 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 내지는 회원종목단체에 등록이 되

회원종목단체 (총 79개)

정 회 원

단체

대한축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

궁도협회, 대한육상연맹, 대한사격연맹, 대한수영연맹, 대한

유도회, 대한민국배구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대한민국농

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골프협회, 대한양궁협회, 대

한보디빌딩협회, ··· (총 62개)

준 회 원

단체

대한서핑협회, 대한주짓수협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카바디

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크라쉬연맹 (총 6개)

인 정 단

체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대한요가회,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

대한치어리딩협회, 대한테크볼협회, 대한특공무술중앙회, 대

한파워보트연맹,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대한플로어볼

협회, 대한피구연맹, 한국e스포츠협회 (총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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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 종목별 전문선수가 되어 대한체육회 등이 개최

하는 전국대회에 참가하거나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해당 종목의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프로리그가 있는 종목이라면 프로팀에 입단하기 위해서도

일차적으로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선수로서 등록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스포츠분야는 각 종목마다

자체적으로 행정업무 등을 담당할 최상위조직을 단 하나만을 결성하고,

한 국가 차원에서는 여러 종목들의 회원종목단체를 거느릴 법인 또한 단

하나만을 설립한 후, 피라미드식 체계를 통해 해당 체육단체 행위에 규

범력과 구속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254) 이는 기본적으로 회

사와 비영리법인들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산업분야 내지는

활동분야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단체가 자율적으로 설립될 수 있고, 실

제 법현실에서도 과점기업의 예는 상당수 들 수 있을지 몰라도, 공공단

체가 아닌 한, 엄밀한 의미의 독점기업의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255)과도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때로는 스포츠분야의 이러한 ‘하나의 연맹’ 원칙에 따른 조직운영체계

가 행정수행에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도 있다. 하지

만 반대로 이는 법령등에 의하여 체육단체의 권한행사에 제한이 가해지

지 않는 한, 그 소속회원 등은 언제든지 체육단체의 자의적인 행위 및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마저 침해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을 내포한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하나의 연맹 원칙과 자치권을 강조하

는 체육단체에서는 전문선수의 국가대표 선발 및 훈련, 코칭자격증의 발

급, 스포츠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폐

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로 인하여 각종 비리와 인권 침해가 끊임없이 발

생하고 있는 실정이다.256)

254) 연기영·도중대·정승재·김혁출, 전게서, 39면.
255) 이준구, 『미시경제학』 (2015, 문우사), 350면.
256) 전양준·김상겸, “스포츠단체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

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4권 제2호 (2021.5),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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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체육단체와 결사의 자유

스포츠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별

회원종목단체들 중 대다수는 본디 역사 속에서 국가의 주도로 설립된 것

이 아니라 민간이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것이었다.257) 대한

체육회는 1920년 창립된 조선체육회를 모태로 발전하여 오다가 1948년

대한체육회로 개칭하였고, 1954년 3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후

다시 1982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다.258) 또

한 축구에 있어서는 1933년 9월 창립된 조선축구협회가 1942년 일제에

의해 해산된 후, 1945년 독립이 이루어지자 다시 세워졌고, 1948년 9월

그 이름을 대한축구협회로 개명한 것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그러한 모든 과정은 총독부나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가 아닌 민

간의 주도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259)

하지만 이처럼 체육단체가 민간에 의해 자체적으로 조직·운영되어 왔

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인

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후설하겠으나 이는 해당 체육단체가 사법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공공단체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설시된 결사의 자유의 내용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1. 결사의 개념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

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동조 제2항은 “언론ㆍ출

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57) 연기영·도중대·정승재·김혁출, 전게서, 216면.
258) 홍승후, “체육회의 통합과정과 정책과제”, 한국사회체육학회, 『한국사회체육학회

지』 제71호 (2018.2), 125면.
259) ‘대한축구협회’ 사이트 내 ‘연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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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우리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함과

더불어, 그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결사에 대한 허가제의 금지를 명시하

고 있다.

이때 결사란 ①다수인, ②지속성, ③자발성, ④공동의 목적 등을 개념

요소로 하는데, 이중 다수인 요건은 최소 2인 이상이면 충족되고, 지속성

요건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단체가 결성되

면 충분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260) 지속성은 일시적인 모임으로서의 집

회와 지속적인 활동으로서의 결사를 구별하는 한 가지 기준이 된다.261)

또한 자발성 요건으로 인해 공법상의 결사는 가입이 강제되는 단체라

는 점에서 결사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단체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262)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

수법인은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하므로 그 사법인성으로 인해 결사

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도 한다.263)

그러나 앞서 말하였듯, 해당 단체에의 가입강제를 규정하는 조항은

공법상 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법상 결사는 공공단체의 한 유형이고, 공공단체로 인정

260) 김유향, 전게서, 325-326면.
261) 한수웅, 전게서, 778면.
262)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

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① 단체결성의 자유, ② 단체존속의 자유, ③

단체활동의 자유, ④ 결사에의 가입·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

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바, 위에서 말하

는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

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공법상의 결

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밑줄은 임의로 표시한 것)
263) 헌법재판소 2001. 6. 1. 선고 99헌마553 결정: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에 한하는 것이고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

체가 될 수 없다. 축협중앙회는 지역별·업종별 축협과 비교할 때, 회원의 임의탈퇴나

임의해산이 불가능한 점 등 그 공법인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지만, 이로써

공법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역시 그 존립목적 및 설립형식에서의 자

주적 성격에 비추어 사법인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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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한, 이는 더 이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사만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등의 규율 및 국가 등 다른 행정주체의 –설립 허가와

같은- 공적인 의사표명 등으로 인해 타율적으로 그 존재목적이 부여되

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자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사의 자유의

향유주체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공법상 결사가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는 공법상 결사 내지는 공공단체가 실제로 그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 아무런 자유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바는 아니다. 결사

의 자유의 향유주체가 아니라 함은 법률에 의해 가해지는 제한에 대해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들어 제한의 철폐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의

미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해당 공법상 결사가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갖는지는 입법정책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어느 조직이 정치, 학문, 예술, 사교, 체육 등에 있어서

공동의 목적을 지녀야만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

다.264)

2. 개인적 자유로서 결사의 자유

개인적 자유로서 결사의 자유의 내용은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거나 해산할 자유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체에 가입할 자유, 가입하

지 아니할 자유, 잔류할 자유, 탈퇴할 자유 그리고 단체 내에서 그 구성

원으로서 활동할 자유 등을 포괄한다. 이때 결사의 설립시점과 그 목적,

법적 형태, 명칭, 정관, 소재지 등에 대한 결정권 역시 단체결성의 자유

에 포함된다.265)

헌법재판소는 축산업협동조합이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등의 이유 때

문에 사법인이라고 전제한 뒤, 기존의 조합과 구역을 같이하는 경우 신

설 조합의 설립을 제한하는 (구)축산업협동조합법266) 제99조 제2항267)에

264) 김유향, 전게서, 326면.
265) 한수웅, 전게서, 779면.
266) [시행 1993. 9. 12.] [법률 제4557호, 1993. 6. 11., 타법개정]
267) (구)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구역) ①조합의 구역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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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새로운 양축인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반면,268)

농지개량조합은 가입을 강제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법인이라고 전제한

뒤, 해당 조합이 해산됨으로써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

도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269)

중심으로 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조합의 구역 내에는 같은 업종의 조합을 2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
268)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나. (1) 결사의 자유에서 말하는 결

사란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

므로 공법상(公法上)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축산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이나 설립, 관리 면에서 자주적인

단체로서 공법인(公法人)이라고 하기 보다는 사법인(私法人)이라고 할 것이다.

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

기는 하지만 적어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은 피하여야 할 것인

바, 복수조합의 설립을 금지한 구(舊) 축산업협동조합법(1994.12.22. 법률 제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 등 기

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해하는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으

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밑줄은 임의로 표시한 것)
269) 헌법재판소 2000. 11. 30. 99헌마190 결정: 1. 농지개량조합은 농지소유자의 조합가

입이 강제되는 점,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조합재산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등이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점, 조합의 합병·분할·해산은 법정

사유로 제한되어 있는 점,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합에서 임의탈퇴

할 수 없는 점, 탈퇴되는 경우에도 조합에 대한 지분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점, 해

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은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

에 납입되는 점,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부과·징수하여 경비에 충당하나 그 징수절차

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고 이용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 조합과 그 직원과

의 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인 점, 주요사업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유지·관

리사업은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 그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수해의 방

지 및 수자원의 적정한 관리 등 일반국민들에게도 직접 그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공

익성을 띠고 있는 점 등 농지개량조합의 조직, 재산의 형성·유지 및 그 목적과 활동

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을 고려하건대, 이를 공법인이라고 봄이 상

당하므로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밑줄은 임의로 표시한 것)

2. 결사의 자유에서의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공적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결사는 이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농지개량조합을 공법인으로 보는 이상, 이는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로 볼 수 없어 조합이 해산됨으로

써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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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의 자유로서 결사의 자유

단체의 자유로서 결사의 자유의 내용은 단체의 존속과 조직체계의 형

성, 구성원의 가입 및 제명, 의사결정의 절차 등에 관한 ‘내부적 단체자

치의 자유’와 더불어, 외부적인 활동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외부적 단체활동의 자유’를 포괄한다.270)

그러나 간혹 공법상 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결사가 존재할 수 있는바,271) 이러한 단체는 구성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다소 제한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72) 물

론, 가입을 신청하는 자가 애초에 회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입은 강제되지 않고, 그 결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도 없

게 된다.273)

Ⅳ. 소결

체육단체의 유형에는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13종이 있으며, 다시

경기단체의 핵심적인 하위유형으로서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각 종목별

79개의 회원종목단체가 있다.

체육단체가 일반적인 회사나 비영리법인들과 확연히 다른 점은 유일

성(唯一性)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체육단체는 더더욱 사법(司法)적으로

나 입법적으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것이 체육단체의 자율권을 전부 혹은 대부분 박탈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은 결코 아니며, 스포츠분야의 종사자나 관계자의 권익에 일방적인 영향

다고 할 수 없다. (밑줄은 임의로 표시한 것)
270) 한수웅, 전게서, 780면.
271) 가령, 기업의 노동조합은 공익을 추구하는 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기에 공법상 결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경

우도 있을 수 있다.
272) 한수웅, 전게서, 780면.
273) 한수웅, 전게서, 7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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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작용에 있어서만큼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이 철저

히 지켜지는 가운데 그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만약 체육단체가 사법인에 해당한다면 그에게 가해지는 입법적

인 규제에 대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들어 규제완화 혹은 철폐를 요구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으나, 공법상의 결사 내지는 공공단체로 인정된

다면 결사의 자유의 향유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육단체는 단

지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바랄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제 3 절 공공단체 해당 여부

Ⅰ. 개설

체육단체가 사법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공공단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은 다음의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로, 소송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체육단체가 사법인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해서 소

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체육단체가 법령등에 의하여 위탁받은 행정권한 내

의 특정 작용을 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서게 되며,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반해, 체육단체가 공공단체로 포섭된다면, 이는 법령등에 의해

자신에게 직접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때이거나 혹은 명시적으로 부여

받은 행정권한은 아닐지라도 외관상의 권한범위 내의 작용을 행하는 경

우에는 행정청으로서 인정받게 되므로, 그 상대방은 그러한 체육단체의

행위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

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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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만약 그로 인해 형성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해 다투는 것이

라면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의 향유주체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전술하였듯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에 따르면, 만약

체육단체가 사법인에 해당한다면 이는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로

인정된다. 그리하여 법령에 의해 체육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 결

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한계를 넘거나 혹은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면에, 체육단체가 공

공단체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는

단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체육단체는 법률에 의해 가해

지는 제한에 대해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들어 제한의 철폐 등을 요

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입법정책적으로는 법령을 통해 체육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규율하여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전부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체육단체에게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체육

단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기능적 자치행정주체로서 공공단체의 존재

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육단체가 사법인

에 해당하여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이든, 공공단체로 인정

되어 결사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체이든 간에 법령등을

통해 체육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제한을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동시에 그 제한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다름이 없다.

Ⅱ. 공공단체성 검토

체육단체의 여러 유형 중 스포츠분야의 행정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두

단체는 대한체육회와 그에 가맹된 각 종목별 79개의 회원종목단체라 할

수 있다. 이중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명시적인 임무규정과

함께 직접적인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 반해, 회원종목단체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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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으로부터 임무만을 부과받고 있을 뿐, 설립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거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1.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 사법인과 구별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

는 먼저, 행정의 수행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법령등의

임무규정을 구체화하고, 공익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작

용을 수행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274)에 따른 포괄적인 임무규정을

구체화하고, 동법 제1조275)의 영향을 받아 공익을 추구하며, 체육과 관련

된 각종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스포츠분야 전반에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본질적인 목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한체육회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의 참가와 같은 포괄적인 스포츠행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

274)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

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75)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

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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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것이다.276)

다음으로,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당연히 당해

임무를 처리할 능동적 자격으로서의 행정권한 역시 보유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제33조 제3항277)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

기 때문에 스포츠행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전면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주체이다. 요컨대, 대한체육회는 공공단체의 인정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 공공단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한체육회가 시초에는 민간에 의해 조직·운영되어 왔다 하더

라도 1982년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그 설립근거와 임무규

정을 법률상에 명시적으로 마련한 이상 적어도 그때부터 대한체육회는

공공단체로 포섭되었다고 볼 수 있다.278)

2. 회원종목단체

회원종목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단체의 일종인바, 경기단체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들은 그 하위유형 중 하나인 회원종목단체에 대해서

도 그대로 적용된다.

회원종목단체가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첫째

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는- 행정수행을 본질적인 존재목적

으로 하는지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회원종목단체는 특별법에 의한 설립

근거를 제공받지 못한 채, 민법에 따라 조직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견 해

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능적 접근법

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각 종목별 회원종목단체가 없었더라면 공

공기관이자 공공단체인 대한체육회가 개입하여 당해 단체들의 기능을 대

신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의 핵심적인 목적사업은 공적인 행

정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76) 대한체육회의 정책목표에 관하여는 박주한, “통합 대한체육회의 비전과 정책목표:

비평과 과제”,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체육철학회지 제24권 제4호 (2016.12), 159면 이하

참고.
277)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278) 정우석, 전게 논문,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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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목별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회원으로 가

입함으로써 국제스포츠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행사하고, 대내외

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로 인정된다.279) 그리하여 이러

한 각 종목별 단체가 대한체육회 산하의 회원종목단체로 가맹된 이상,

해당 단체의 핵심적인 업무280)는 더 이상 민간영역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공백인 상태로 전환되거나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성질의 것임을 인

정하는 대한체육회의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거꾸로 말해

만약 당해 회원종목단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혹은 없어진다면 그에 의

해 처리되는 임무는 자연히 대한체육회에게 맡겨져 대신 수행되었을 것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원종목단체가 운영되는 실제 모습을 보건대, 그 본질

적인 목적사업은 분명 행정의 범주로 포섭되는 작용들이다. 경기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각종의 임무규

정, 예컨대 제2조281) 각 호에 의한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제반 활동과

279)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②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

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

을 대표한다.
280) 해당 종목의 경기규칙을 국제표준에 맞추어 제·개정하는 것, 국내대회를 개최하는

것,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이에 파견할 선수를 선발 및 훈련하는 것, 선수·지도자·심판

등 관련 종사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 해당 종목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28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

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

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

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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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 국제대회에 파견할 국가대표선수의 선발 및 훈련, 전문선수

의 등록과 관리, 제11조의228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4283)에 의한 체육유공자의 지정 등과 같은 법령상의

임무를 담당하며, 이를 통해 각각의 종목과 관련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한다.284) 그리고 회원종목단체의 핵심적인 작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에 따라 공익추구의 성질 역시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체육회 산하의 회원종목단체는 우리나라 각

스포츠종목분야의 행정을 수행하는 데 대한 본질적인 존재목적을 지니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회원종목단체는 법령상의 임무조항에 의하여 당연히 –사

무처리에 대한 능동적 자격으로서의- 행정권한을 지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79개의 회원종목단체는 모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어 전

면적인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스포츠행정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직접 귀속되는 주체이다. 요컨대, 회원종목단체는 공공단체의 인

정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282)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

각 지정할 수 있다.
28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4(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 ① 법 제14조의

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하는 국가대표선수나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

도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정한 사람

중에서 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사람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

대회
284) 특히 대한축구협회는 회원종목단체의 대표격인 단체라 할 수 있는바, 연령별 축구

국가대표선수의 선발과 훈련, 축구전문선수의 등록과 관리, 축구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연수 등 대한축구협회가 담당하는 축구 관련 행정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홍필기, “SPLISS 모델을 적용한 한국 축구의 엘리트스포츠 정책요소 분석”, 한양대

학교 체육학석사학위논문 (2021.8), 19면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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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회원종목단체 또한 설령 민간이 주도

적인 역할을 하여 조직되고 운영되어 온 단체라 하더라도 적어도 1993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개정한285) 국민체육진흥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규율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는 더 이상 사법인이 아닌 공공단체에 해당하

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Ⅲ. 판례에 대한 비판

1. 법원의 입장

그러나 우리의 하급심법원 판결 중에는 회원종목단체 중 하나인 대한

축구협회의 공공단체성을 명시적으로 부인한 예가 있다.

[ 특허법원 2003. 4. 25. 선고 2002허8035 판결 ]

대상판결은 대한축구협회의 상표가 등록된 날인 2002년 5월 30일 당

시에 시행 중이던 (구)상표법286) 제7조 제1항 제3호287)에 규정되어 있던

공공단체288)나 그 기관 또는 공익법인에 대한축구협회가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본 사례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85) 당해 법률개정으로 비로소 회원종목단체는 전문선수의 등록과 관리 및 각 종목에

관한 제반 활동과 사업의 시행 등과 같은 행정임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명시적

으로 부여받게 되었다.
286) [시행 2001. 7. 1.] [법률 제6414호, 2001. 2. 3., 일부개정]
287)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

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88) (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단체는 내용의 맥락상 지방자

치단체와 협의의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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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또 다른 회원종목단체인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290)이 공공단체

가 아닌 사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을 민사소

송으로 처리한 예가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08. 7. 25. 선고 2007나77165 판결 ]

대상판결은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인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이 징계와 관련된 내부규정 중에서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자

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사·의

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위배하여 징계위원을 선정한 뒤, 원고

에게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

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고 판시한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대법원이나 하급심법원이 대한체육회의 공공단

체 해당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289) 하지만 대법원이 공공단체와 사법인의 구별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만큼,

대한축구협회가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허법원의 결론도출과정에는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 부가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290) 현재는 (사)대한민국댄스스포츠경기연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로서 축구 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

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산하·가맹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축구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33. 9. 19. 설립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의 사업을 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대한축구협회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

정의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공익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한축구협회가 위 법조 소정의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공익법인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

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된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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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은 대한체육회를 공공단체가 아닌 사법인에 해

당한다고 전제한 뒤 이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8168 판결 ]

대상판결은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291)의 구성원인 갑 등이 피고 대한

체육회가 일전에 복싱연맹의 새로운 회장을 인준한 것을 취소하도록 인

준취소의 통지를 다시금 복싱연맹에게 할 것을 소로써 청구하고 제1심법

원인 서울동부지법에서 인용판결292)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사례이다.

[ 서울동부지법 2011. 1. 7. 선고 2010가합10700 판결 ]

대상판결은 선수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국가대표 펜싱코

치 갑에 대하여 대한체육회가 선수보호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내린 무기

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정당화될 수 없

는 폭력의 행사이므로 선수보호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는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으나, 무기한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수위가 과

다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이다.

2. 검토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는 공공단체

의 세 가지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그 범주로 포섭된다고 보아야 하

고, 일단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이상 특정 작용에 대해 법령상의 권한을

가질 때뿐만 아니라, 일응의 외관상 권한을 지니는 경우, 즉 실제로는 그

작용에 대한 법령상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관상으로는 당

연히 이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체육단체는 행정청의 지위

에 서게 된다고 할 것이다.

291) 현재는 대한복싱협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29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18. 선고 2009가합6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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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한체육회가 복싱연맹의 새로운 회장을 인준하는 행위가 설

령 근거법령에는 명시적인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령상의 권

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외관상의 권한범위 내에 속한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경우의 대한체육회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당해 회장인준행위는 강학상 인가로서 처분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293)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민사소송이 아

닌 취소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징계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도 대한체육회와 댄스스포츠연맹

등의 회원종목단체는 법령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징계권한을 부여받지 못

한 채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징계를 내린 것이라 하더라도 일응의 외관상

권한범위 내에 징계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경우

에도 행정청의 지위에 선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징계와 같이 상대방의 기

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공공단체의 작용은 반드

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부터 –포괄적으로든 혹은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든- 수권을 받아 제정한 그의 정관 혹은 기타 내부규정에 근거를

두어야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당해 사건들에서 대한

체육회 및 댄스스포츠연맹이 징계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단체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일절 존재하지 않았던바, 그

결과 이러한 징계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 평가

될 수 있다.294)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공공단체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특정 체육단체가

공공단체로 인정되는 때부터 일정 시점까지는 상대방에 대한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등의 작용에 대해서도 특별권력관계론에 입각해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단지 정관 등 내부규정에만 근거하였다 하더라

도 당해 작용이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게끔 행해진

것이라면 그 적법성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징계 관

293) 김동희, 전게서, 291-293면.
294) 김용욱, 전게 논문, 9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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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쟁점은 항을 나누어 보다 더 자세히 고찰해보도록 한다.

Ⅳ. 징계 관련 쟁점

징계는 단체가 자신의 구성원에 대하여 가하는 비형사적 제재를 의미

한다.295)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 등과 같은 체육단체 역시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확립하기 위하여 징계권을 갖고 있는데, 징계를 받는

팀이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징계에 따라 팀의 존

립이나 선수 등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296)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스포츠분야 관계자들에 대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체육단체의 징계와 관련된 쟁점들을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징계권과 결사의 자유

체육단체가 사법인임을 전제로, 그의 임직원 혹은 그에 소속되어 있

는 팀이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결사의 자유를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297) 이른바 사단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결사의 자유를 구

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단체의 내부적인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는 공공단체의

범주로 포섭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공공단체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

의 향유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

리하여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등과 같이 공공단체성이 인정되는 체

육단체가 징계권을 보유하는 근거는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기

295) 송호영, “소속사원에 대한 단체의 징계권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

연구』 제26권 제2호 (2009.10), 1면.
296) 송호영, “스포츠단체의 선수징계에 대한 법적 문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

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1호 (2008.2) 38면.
297) 송호영, 전게 논문,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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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어서가 아니라 현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제2항298), 제18

조의13 제3항299) 등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았

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300)

그런데 체육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징계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2020년 2월 4일의 법률개정에 의해서이다. 그

렇다면 그 이전에는 체육단체가 징계권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밝힌 법률

상의 명시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2월 4일 이전에는 공공단체인 체육단체가 오직 자신의 정관 및

기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서만 징계를 내렸던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301)

하지만 체육단체가 그 이전부터 법령등에 의해 포괄적인 행정임무를

부여받아 공공단체성을 지녔던 이상, 그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의

해 법률유보 없이 오직 자신의 정관 등의 근거만으로도 비례의 원칙 등

298)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

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

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299)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

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

운영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

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

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300) 물론, 현재에도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체육단체는 소속임직원과 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대해 징계를 행할 수 있다’와 같이 징계권을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규정은 존재

하지 않지만, 제18조의9 등과 같은 조항들은 체육단체가 징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체육단체에 징계권을 부여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301) 김용욱, 전게 논문, 9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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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에 부합하는 한 적법한 징계권 행사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징계와 같

이 상대방 국민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변동시키는 작용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많은 지지를 받는 견해인 만

큼,302) 공공단체의 징계권에 관한 최소한의 근거규정을 법률상에 마련할

필요는 있었다 할 것이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공공단체의 개념과 범

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공공단체가

법률로부터 개별적으로 징계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던 적이 있다 하더라

도, 곧바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고,

특별권력관계에 의해 적법하게 징계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303)

2. 체육단체 정관의 법적 성질

체육단체를 기본적으로 사법(私法)상 사단법인으로 보고, 이의 징계권

에 대한 법리가 체육단체의 그것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304) 이에 따르면 사법상 사단의 징계권은 정관 혹은 기타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302) 박균성, 전게서, 96면.
303) 또 다른 예로, 한국전력공사는 1980년 12월 31일의 한국전력공사법 제정을 통해 여

러 행정사무를 부과받아 그 임무규정을 구체화하고, 공익을 추구하며, 전력과 관련된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작용, 즉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존재목적을 갖는 등의 인

정요건을 충족하여 그때부터 공공단체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까지도 한국전력공사법에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일절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전

력공사는 2007년 1월 19일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된 후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

라 당시의 공공기관운영법 제11조 제1항 제9호상의 공공기관의 징계에 관한 간접적인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로부터 징계권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등과 같은 사례에 비추어보면 한국전력공

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오래 전부터 징계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는바, 당시 공공단체였던 한국전력공사가 법률유보 없이 자신의 내부규정에만 의해서

도 적법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거로서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놓여 있

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04) 송호영, 전게 논문,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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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설과 계약설이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305)

먼저, 규범설은 정관을 일종의 규범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

르면 사단은 정관작성을 통하여 자신의 조직을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규범적으로 보장받으므로, 이로 인해 사

단에 가입하는 사원은 그의 징계권에 스스로 복종하고 그 행사를 승인한

것으로서, 사단의 징계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마치 특별권력관계와 유사하게 사단과 사

원의 관계를 민사상의 특별권력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

관을 일종의 규범으로 본다면, 징계권의 행사는 마치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질서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06)

다음으로, 계약설은 정관을 일종의 계약으로 보는 입장이다. 계약설은

규범설에 대해 정관을 규범으로 파악하는 것은 단체의 자의적인 입법권

능을 인정하는 셈으로, 이에 근거한 징계행위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

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계약설은 사단에 가입하여 사원이 되

는 것은 규범에 스스로를 복종시킴으로써 단체의 징계권 행사를 승인함

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행위를 통해 징계규정을 포함한 모든 정관

상의 내용으로 사단과 사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본

다. 이처럼 정관을 일종의 계약으로 본다면, 징계권의 행사는 계약위반에

따른 효과의 귀속이며, 이는 마치 계약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307)

하지만 위의 규범설과 계약설은 사법(私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

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이를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와 같이 공공단체

로 포섭되는 사단법인의 그것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생각

건대, 특정 체육단체가 공공단체로 인정되는 이상 그의 정관을 독자적·

자발적으로 창설되는 민사상의 규범이라거나 혹은 쌍방의 합의로 체결되

는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기능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위

305) 송호영, 전게 논문, 40면.
306) 송호영, 전게 논문, 5면.
307) 송호영, 전게 논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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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법령에 따라 창설되는 공법상의 규율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등에 의해 부여되는

체육단체의 징계권은 법령상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징계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는 각 단체의 정관이나 기타 내부규

정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규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2장 제3절 Ⅳ.에서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공법상의 규율인

체육단체의 정관 및 기타 규정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일방적인 영

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겠으나, 포

괄위임금지의 원칙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체육단체가

법률로부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단지 포괄위임을 받아 정관

등에 규정을 마련한 것은 현재 무수히 많고, 또한 당해 규정에 근거한

일방적인 작용 역시 하루에도 수없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에 근거한 작용들을 일률적으

로 취소사유 있는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자치행정주체로서 공공

단체 제도를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다른 자치행정주체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사실과도 큰 괴리가 있다.

한편, 체육단체의 정관 등이 대외적 구속력, 즉 법규성을 지니는지 여

부에 대한 판단은 ⅰ)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범력을 부여받았는지

혹은 ⅱ) 그 수범자가 당해 정관 등의 제·개정에 민주적인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는지 또는 ⅲ) 법률로부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수권을 받은

것인지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거의 대다수의 체육단체 정관

및 조항들은 위의 요건들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

규성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령, 대한체육회가 어느

사인에 대하여 징계를 내린 경우,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법원은 당해 징

계의 근거가 되는 정관 혹은 기타 규정에 구속됨이 없이, 단지 이를 참

고자료로만 활용하되,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적법성을 판가름하

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차후에는 징계와 같은 고권적 권한행사는 스포

츠분야의 종사자 혹은 관계자들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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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감안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에 관

한 사항을 먼저 법률에 비교적 자세히 규정한 뒤,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체육단체의 정관 등에 위임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이 확보되도록 할 필

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3. 체육단체 징계의 법령 및 정관상 근거

전술하였듯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등과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체

육단체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정관 제43

조308)는 그 산하 체육단체 및 개인(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

위에 대한 징계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에 스포츠공정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내부규정 중 하나인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의

제5장(징계) 제22조는 다시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

어, 결국 해당 조항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는 징계사무를 담당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각각의 단체별로 하나씩 설립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한축구협회 등의 회원종목

단체 역시 별도로 ‘공정위원회규정’이라는 이름의 내부규정을 제정함으로

써 이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조309)는 당해 규정을

308) 대한체육회 정관 제43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체육회 각종 규정의 총괄 관리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포상

3.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

4.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회원시·도

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5. 제60조에 따른 분쟁의 해결
309)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2.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 120 -

적용받는 대상의 범위를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각각의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 및 그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이 포함되도록 매우 폭넓게

설정하고 있어, 그로 인해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 등이 저지른 비위행위

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를 내려야 할지 혹은

각 회원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지에 관

한 관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규정 제26조310)는 대한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각 회원종목단체의 공정위원회가 1차로 결

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징계를 최종적

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과 더불어 징계사건의 관할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이를 확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4. 체육단체 징계제도의 보완

징계는 비형사적 제재로 정의되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자체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라는 점에서 형벌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와

한다)

3. 체육회의 임원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4. 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

5.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운동부 등 단체
310)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종목

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

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시·도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

도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기관(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 시․도종목단

체, 시․군․구체육회의 경우 시도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

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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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및 기준 등의 명확성을 –범죄와 형벌만큼은 아니더라도- 점진적

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미국의 변호사 징계제도를 참고하여 대한변

호사협회의 징계제도 역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

당 주장에 따르면 첫째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다 더 세분화하

여야 한다고 강조한다.311) 현재 변호사 징계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대한

변호사협회의 회규 중 하나인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312)에 따른 여섯 가

지 징계사유 가운데 제5호의 품위손상행위로 인해 징계를 내리는 경우에

해당한다.313) 하지만 품위손상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범죄 관련 행위,

조세 관련 행위, 변호사윤리장전 관련 행위314) 등으로 매우 다양한바, 이

러한 사실에 비추어 특히 품위손상행위의 징계사유를 보다 더 세분화하

여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둘째로, 변호사 징계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말한다.315) 우리

나라는 미국과 달리 징계사유별로 혹은 같은 징계사유 안에서도 행위태

양별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할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

311) 손창완, “미국의 변호사 징계제도의 변호사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에 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6호 (2019.12), 311-316면.
312)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이 규칙에 의하여 2회 이상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3호 내지

제5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이 규칙에 의하여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313) 손창완, 전게 논문, 311면.
314) 법원 및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비방, 불성실 변론, 법무사에 대한 사건 재위임, 공

탁금 미반환, 재산의 허위양도, 사무직원 채용사실 미신고, 비변호사와의 보수분배약

정 등이 있다. 손창완 전게 논문, 312면.
315) 손창완, 전게 논문, 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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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16) 형사절차에서는 법관의 양형에 대한 판단기준을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하는 등 공평하고 예측가능한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변호사 징계절차에서도 이에 준하는 징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317)

한편, 위와 같은 변호사 징계제도의 보완사항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

로 체육단체의 징계제도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먼저, 대한체육회의 스포

츠공정위원회규정 제25조 제1항318)은 징계사유 내지는 징계대상을 총 여

덟 가지 종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는데,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의 징계

사유에 비하여는 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자는 변호사

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행위 및 조세포탈행위 등을 모두 일률적으로 동

조 제5호를 통해 의율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는 횡령, 배임, 폭력, 성폭

력, 음주운전, 불법도박, 입학비리 등의 몇 가지 범죄행위들을 별도의 항

목에 각각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직접 당해 항목으로써 의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의 제6호는 품위훼손행위를, 제8호는 제1

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에 해

당하는 행위들 또한 다시 구체적인 유형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별도의 항

목에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변호사 징계제도와 마찬가지로 체육단체의 징계제도에

316) 손창완, 전게 논문, 286-287면.
317) 손창완, 전게 논문, 316면.
318)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5조(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

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

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중),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 123 -

있어서도 그 사유별 혹은 행위태양별로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부과해

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일절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변호사 징계제

도의 보완사항을 체육단체의 그것에도 적극 반영하여 징계기준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정관이나 기타 내부규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말하였듯이, 징계사유를 보다 더 세분화하는 일과 더불어, 그 각

각의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면 체육단체의 임직원 및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수범자의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소결

체육단체가 공공단체성을 지닌다고 인정되면 ⅰ) 그와 관련된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처리되고, ⅱ) 헌법상 결사의 자유의 향유

주체가 되지 못해 그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가해지는 제한 및 그

한계는 결사의 자유가 아닌 입법정책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13종의 체육단체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은 대한체육회와 79개의

각 종목별 회원종목단체인바, 이중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명시적인 설립근거를 제공받고 있는 반면, 회원종목단체는 민법에 따라

조직된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법령상 부여되는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것

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어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

원종목단체 역시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혹은 없어진다면 상위의 공

공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의해 그 기능이 대신 수행되었을 것이라는 점뿐

만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법 및 그 하위법령으로

부터 행정임무를 부여받아 이를 담당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사업으로

하여 존재한다는 점 등에 의해 공공단체로 포섭된다.

한편, 대한체육회 등 공공단체인 체육단체는 정관 혹은 기타 규정에

근거해 징계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 고권적 권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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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관한 정관 등의 조항은 공법상의 규율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

되어야 적법한 것이 될 수 있다. 다만, 체육단체의 이러한 규율들에 대해

서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징계권의

행사는 스포츠분야 종사자들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률에 비교적 상세히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정한 후 체육단체의 정관

등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함으로써 당해 조항들이 법규성을 지니

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외에도 현재 대한체육회의 스

포츠공정위원회규정상에 징계사유를 보다 더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징계

사유 및 행위태양별로 징계기준 역시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계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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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본 논문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와 같은 스포츠계의 핵심적인

체육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즉, 체육단체들은 일반적인 회사나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해당 분야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국내 유일한 단

체라는 사회적 특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및 그 하위법

령에 의해 각종 임무와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작용에

대해 사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소송절차에 의해 다루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관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행정청이고, 행정청

은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법 등의 법문언상 공공단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먼저 판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단체의 개념과 범위는 실

정법이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설상으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다수설적 지

위를 가지는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단체는 특히 사법인과의 구별이 중요한 쟁점이다. 양자 간의 결

정적인 차이는 전자는 그 본질적인 존재목적 자체가 행정을 수행하는 것

인 데 반해, 후자는 행정과 무관한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가운데, 부수적

으로 행정임무를 부여받아 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행정주체의

일종인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된다. 이때 공공단체는 특정 시점에서 행

정수행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하면 족하는 것일 뿐, 반드시 ‘설립목

적’으로까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시기적으로 처음 설립될 당시

에는 특정 단체의 근본적인 목적사업이 행정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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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 어느 순간부터 당해 사업이 법령의 규율을 받고,

공익추구의 성질이 인정되는 등으로 인해 행정의 범주로 포섭된다면, 그

법인은 공공단체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단체의 인정요건으로서 ① 행정의 수행을 본질적인 존

재목적으로 할 것, ② 행정권한을 법령등으로부터 부여 또는 위임·위탁

받아 보유할 것, ③ 행정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귀속될 것의

총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단체의 인정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실정법상 유형으로는 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공기관, ⅱ) 지방공기업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 및 운영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ⅲ) 그 이외에

기타 특별법상 법인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중에는 비록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일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만약 당해 법인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사라진다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혹은 다른 공공단체가 개입하여 그의 주된 기능을 대신 담당하

였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의 본질적인 존재목적을 행

정의 수행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 즉 이른바 ‘기능적 접근법’에 따른 ‘사

법(私法) 형식의 기능적 공공단체’가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일반법

에 의거하여 설립된 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같은

34개의 법인들 또한 본디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이 수행하였어야 할 법령

상의 임무를 내부적·간접적으로 이양 내지 분배받고, 그러한 행정기능의

수행을 그의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

형식의 기능적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단체는 그의 정관 및 기타 내부규정을 통해 대내외적인

규율을 제정하는데, 이때 상대방 국민의 권리의무관계를 일방적으로 변

동시키는 작용에 관한 정관 등의 조항이 적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지

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까지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반드시 일정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

항에 대한 규정만이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기능적 ‘자치’행정주체로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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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체 제도를 도입한 취집에도 부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도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다.

다만, 고권적 권한행사에 관한 공공단체의 정관 등의 조항이 법률유

보의 원칙이 지켜져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법규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공공단체의 정관 등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

기 위해서는 ⅰ)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범력을 부여받았거나, ⅱ) 그

수범자가 당해 정관 등의 제·개정에 민주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거나,

ⅲ) 법률로부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수권을 받아야 하는 등의 몇 가

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변호사회의 회칙은 변호

사법으로부터 명시적인 규범력을 부여받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수범자

인 변호사들이 회칙의 제·개정에 민주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에 의해서도 법규성을 지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정법 조항에 따라 공공단체와 행정청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 개별·구체적인 사안에서 공공단체가 행정청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

은 법령등에 따라 주어진 권한범위 내의 행위를 한 때이거나 혹은 실제

로 그 범위는 다소 초과하더라도 법령등의 포괄적인 임무규정에 따라 일

응 그 공공단체가 분명 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작용을 시행한 경우

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공공단체가 일응의 외관상 권한범위마저도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때의 공공단체는 행정청의 지위에는 서지

못하게 된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단체의 유형으로서 13종이 제시되어

있고, 그중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별 79개의 회원종목단체가 스포츠분야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상에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에 따라 포괄적인 임무

를 부여받아 이를 수행하고, 동법 제1조의 영향을 받아 공익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스포츠와 관련된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작용, 즉 스포츠

분야의 행정수행을 본질적인 존재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단체에 해

당한다. 또한 각 종목별 회원종목단체 역시 이것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없어진다면 그의 주된 기능은 다른 공공단체인 대한체육회가 대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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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공공

단체로 포섭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단체인 특정 체육단체가 징계권을 행사할 때 근거하는 정

관 및 기타 규정은 앞서 말하였듯 공법상 규율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실제 국민체육진흥법상에는 징계에 관한 수권조항이 존

재하므로 해당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다만,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기타

내부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한 위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

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규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하

지만 징계권의 행사는 스포츠분야 종사자들의 권익에 중대한 결과를 초

래하는 것인 만큼, 법률에 비교적 상세히 징계사항을 규정한 후에, 구체

적인 범위를 정해 이를 체육단체에 위임함으로써 그 내부규정상의 징계

관련 조항이 법규성을 지니도록 하여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

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이외에도 징계사유를 보다 더 세

분화하고, 그러한 징계사유 및 행위태양별로 징계기준을 명확하게 마련

하는 식으로 체육단체의 징계제도를 꾸준히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 2 절 향후 연구 과제

위의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은 체육선진국의 스포

츠공법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분야의 학술적 논의

는 거의 대부분 스포츠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외국 사례 역

시 그 나라의 정책을 소개하거나 비평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포츠정책에 관한 분석은 그 근간을 이루는 법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채로는 이를 정교화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체육선진국들의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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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각국은 체육단체들

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체육단체의 정관 및 기타 내부

규정의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혹은 체육계의 징계제도는 어떻게 설

계되어 있는지 등에 관한 논의가 먼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로는, 공공단체의 강학상 유형들에 관한 연구이다. 공공단체를 공

법상 사단과 재단, 영조물법인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에 대한 해당요건

이나 적용될 법리, 관련 법령의 해석방식 등에 관한 이론을 보다 더 정

교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조물법인은 사법과 대비되는 공법의

고유한 특색이 반영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를 섣불리 폐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해당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공공단체의 임직원 및 사원(社員)의 내부관계에 관한 연구

이다. 공공단체는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행정임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인사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부적

인 유형별로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는 조직을 운영함

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에서 모든 공공단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하나의 인사제도를 적용하기보다는 공공단체를 몇 가지 범주

로 분류하여 이들 각각에 대한 임직원 및 사원의 임면, 승진, 권리·의무,

보수, 징계 등에 관한 법리와 제도를 유동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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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and

Scope of Public Entity

- Focusing on whether KSOC and Member

Organizations correspond to Public Entity -

HONG, Doo-Gi

College of Law, Administrative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size and diversity of the sports industry are expanding day

by day in modern society, it is timely to investigate the legal nature

of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KSOC) and Member

Organizations, which are two key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sports. Whether these organizations correspond to a

private corporate body or can be recognized as public entity is an

important criterion in interpreting related laws and determining how

disputes are handled.

However, our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clearly present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public entity under positive law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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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s. And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in academia, but

majority position on the criterion for distinction from a private

corporate body has not been derived yet. Thus,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concept and scope of public entity is still sufficient.

Public entity, lik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a private corporate body in that it exists as their

essential purpose to carry out administrative affairs. The main

purpose of a private corporate body is to be in charge of affairs

unrelated to administration. And it is only given administrative duties

in accordance with laws, then it could be recognized as a person

entrusted public affairs only if it handles them. However, since the

category of administration would be flexible over time, organizations

that were private corporate bodies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may

also be applicable to public entities if various related circumstances

change.

Currently, the types that can be recognized as public entities

under our positive law are ⅰ) public bodies designated under the "

The Law on Management of Public Bodies", ⅱ) local public

companies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established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nd ordinance, and ⅲ) other corporations

under the rest of the special laws. However, there are many so-called

"functional public entities in the form of private law," which are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general laws such as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but recognized that in terms of functionality if the

corporations did not exist or disappeared,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other public entities would have intervened. Representatively, there

are 34 corporations among public bod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under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and have bee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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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Act. They are functional public entities in that they are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for their core and

essential purpose of handling the duties internally or indirectly

distributed by the state or other public bodies.

And these public entities are inextricably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case where a public entity can be

regarded as having an administrative agency status in specific

matters is when it acts within the scope of authority explicitly given

by law or takes actions that the public entity can clearly do, even if

it exceeds the scope somewhat. Whether a public entity has exercised

the legitimate authority given by laws should not be used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it corresponds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at the stage of the requirement examination, and this should

be reviewed on the merits.

Meanwhile, KSOC and Member Organizations, which are the core

of sports organization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public entities. KSOC is provided with an explicit basis for

establishment under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has an

essential purpose of existence to carry out administration of sports. In

addition, the Member Organizations of 79 for each sports events were

also recognized by KSOC. It means that although they were

aggregate corporation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civil law, their

essential duties should not be turned into blanks or neglected

according to the voluntary choice of the private sector. In this

respect, this can be understood as an administrative action, and as a

result, Member Organizations has the nature of public entity.

These sports organizations, which are public entities, have the

right to discipline.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hat

stipulate the right to disciplinary action are regulations of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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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an be recognized as legitimate only when the Principle of Legal

Saving is observed like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But even

if such provisions are legitimate, they are not immediately externally

binding. However as disciplinary ac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ports workers,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of disciplinary rights by securing external binding

to stipulate disciplinary matters in the law and delegate them to

KSOC.

Keywords : Public Entity, Administrative Agency, Functional

Approach,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KSOC), Member Organizations, Disciplinar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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