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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경쟁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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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모든 국가는 국민경제의 번 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적 과제의 

수행이 재정조달가능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어느 범위에서 경

제적 과정에 향을 미쳐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법률적 구성에 따라서― 

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경제학에서뿐만 아니라 법학에서도 치열한 논의의 대

상이다. 독일에서는 이 테마의 한 부분 역, 즉 공기업의 권리가 법률가 대회에

서 다시금 포괄적으로 논의되었다.1) 여기서 전체적으로 많은 것이 다루어졌으며, 

법학적 논의도 역시 경제정책적인 사전이해와 다양한 사회정책적인 관점에 의하

여 강한 향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시장경제질서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역과 경제의 

역을 분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후자의 역에서는 기업의 자유와 경쟁의 원

칙이 적용되는데 반하여 국가에게는 경제력의 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규율을 마

* 이 논문은 2002년 10월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
되었던 서울법대와 프라이부르크법대 간의 공동심포지움(Symposium zwischen den 
juristischen Fakultaten der Uni. Freiburg und Seoul)에서 발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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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明知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이에 관해서는 Dirk Ehlers의 포괄적인 평가서, “공무와 경쟁의 충돌 역에서 공적 사

업자의 권리를 국내법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법적으로 새롭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in: Verhandlungen des 64 Deutschen Juristentages Berlin 2002, Band I, 
Gutachten, 2002, Tei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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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하에서도 국가가 이러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에서 경제과정에 개입할 수 있으며 또 개입해야 하는

지, 그리고 특히 국가가 경쟁규율을 형성함에 있어서 경쟁외적인 목표도 추구할 

수 있는지가 항상 쟁점이 되어 왔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특히 경쟁을 어

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여기서 질서자유주의적 관점의 경제학에

서는, 경쟁은 “국가적 제도” 내지 “국가적 과제”2)이기 때문에, 경쟁은 가치 그 

자체로서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적 규제목표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반면에 예컨대 Friedrich August v. 

Hayek, Erich Hoppmann과 Viktor Vanberg(이들은 모두 Freiburg 대학의 교수임)

는 경쟁은 개별적인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이며 진화론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을 증명하 다.3) 국가는 경쟁의 창설자가 아니라, 오로지 그것이 기능할 수 있

는 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경제학에서는 아직 논쟁이 있지만 본

질적으로는 이 견해가 관철되었다.

경쟁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경제관의 표현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든 역을 경쟁에 맡겨 놓을 수는 없다. 특정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시

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조건 하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스스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시장참가자나 공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시장에 국

가가 감독과 조정의 형태로 高權的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그 예

로서 금융서비스에 관하여 연방차원에서 광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은행과 보

험에 관한 금융서비스감독, 군사적 장비나 폭발성이 있는 물질의 거래에 대한 국

가적 통제 또는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업감독 등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소비

자보호, 청소년보호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규율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가 스스로 경제과정에 참여하거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또는 바람직한지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그러한지에 대한 문제는 한 국가의 지배

2) 즉 Leonhard Miksch, Wettbewerb als Aufgabe, 1937, S. 11; 또한 Franz Böhm, 
Wettbewerb und Monopolkampf, 1933, S. 136 참조; 나아가 Ludwig Raiser, 
“Rechtsschutz und Institutionenschutz im Privatrecht,” in: Summen Ius ― Summa iniuria, 
1963, S. 145 (157).

3) Friedrich August v. Hayek, “Arten der Ordnung”, ORDO Bd. 14 (1963), S. 3 ff.; 
Erich Hoppmann, Preiskontrolle und Als-Ob-Wettbewerb, 1974, S. 6; Viktor Vanberg, 
“Ordnungspolitik und die Unvermeidbarkeit des Wettbewerbs,” in: Francke (Hrsg.), 
Ökonomischer Individualismus und freiheitlicher Verfassung, 1995, S. 187 (191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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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제정책적 지향에 달려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중상주의와 결별했고 케인즈(Keynes) 사상에 대한 지지도 줄어들었다. 오히려 현

재 유럽의 경제정책은 상품과 서비스시장의 자유화와 종래 국가독점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던 경제 역의 규제완화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우리가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는 개별 주체의 경쟁에 맡기고 국가는 단지 경

쟁에 있어서 공정성과 경제정책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를 한다는 식의 원

칙적인 이원론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유럽과 독일의 법도 국가적 행정과 경제적 

경쟁의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역이 존재하게 

된다. 우선 국가가 스스로 시장거래의 참여자, 즉 시장에게 규율을 부여하고 그 

유지를 감독하는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4) 여기에서 국가가 단지 고객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국가적 기

업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다. 더욱이 유럽에서도 균등하고 편리한 공

급(Versorgung)을 위하여 시장의 자유로운 힘에 맡기지 않고 규제와 의도적인 경

쟁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역이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는 그러한 구

조가 특히 물과 에너지 공급 및 교통과 통신 역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제

역은 생존배려(Daseinsvorsorge)의 표지 하에 통합된다.5) 그러나 여기서 유럽연합

의 민 화노력은 법적인 평가에 있어서 ―아직 완결되지 않은― 다른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명백히 국가의 역에 가까운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러한 경쟁의 한계 역에

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이 자세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 자

신의 필요를 위한 국가적 수요가 문제된다. 그리고 국  기업 또는 국가의 기업

참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소위 생존배려기업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먼저 이들 세 역이 다음과 같이 서로 교차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 국  기업도 국가 자신에 의하여 형성된 규율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6)

4) 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Jürgen Schwarz, “Der Staat als Adressat des europäischen 
Wettbewerbsrechts,” EuZW 2000, S. 613-627.

5) 이에 관해서는 실제적 논의로서 단지 Jürgen Basedow, “Altmodisch und ideologisch 
aufgeraden ― die Diskussion um die ‘öffentliche Daseinvorsorge’ wirkt 
anachronistisch,” In: Handelsblatt Nr. 200 (2000), S. 53 참조.

6) 이것이 예외 없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사례로서,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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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배려”는 자주 국가 사업자에 의하여 위되고 있다는 점

- 그리고 끝으로 사기업도 다양한 특별규율에 의하여 생존배려의 부담을 진다

는 점7)

Ⅱ. 국가적 수요

1. 발현형태

국가적 수요는 사적인 수요와 마찬가지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에 의하

여 발생한다. 공적인 행정은 그 업무의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생산을 할 수 없거

나 하고자 하지 않는 수많은 재화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만약 모든 관청의 표준

적인 설비에 건물, 동산 그리고 정보처리설비 등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

해 보면, 전통적인 독일 행정법학이 이러한 업무를 “재정적 보조업무”로서8) 좀더 

면 한 고찰이 요구되는 가치를 두지 않음으로써, 그 업무의 크기와 중요성을 얼

마나 과소 평가하 는지가 분명해진다. 국가적 수요의 규모는 도로건설과 같은 

많은 “공적인 과제”가 업무위탁(Auftragsvergabe)의 형식으로 완전히 사적인 기업

에게 위임되는 것을 통하여 더욱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독일의 대규모 조달계획의 

예로서는 새로운 베를린 공항의 건설과 유로화의 발행을 위한 동전의 제조 등을 

들 수 있다.

업무위탁은 주로 경제적인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업무를 특별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만 위탁하거나 그러한 기업을 우선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정책

적 목적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시도는 “부차적 목적(Sekundärzweck)”으

로 설명된다:9) 조세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 행위규제에 기여하는 경우도 가

끔 있는 것처럼(예: 석유세!),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 수요나 공급행위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미국의 사례는 국가적 조달이 부차적 목적의 추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Nr. 2, Nr. 4, 2 Alt. GWB 참조.
7) § 98 Nr. 4, 1. Alt. GWB.
8) 개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Bodo Pieroth/Bernhard Schlink, Grundrechte ― 

Staatsrecht II, 15. Auflage, Heidelberg 2000, Rn. 170 ff. 참조.
9) Christoph Benedict, Sekundärzwecke im Vergabeverfahren: Öffentliches Auftragswesen, 

seine teilweise Harmonisierung im EG/EU-Binnenmarkt und die Instrumentalisierung 
von Vergaberecht durch vergabefremde Aspekte, Berlin/Heidelberg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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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대에 “Buy-American-입법”은 국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가의 거래상대방에게 특히 사적 노동시장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조치를 계약상의 부수적 약정에 포함시킬 의무를 부과하 다.10) 즉 여

기서는 사적인 행위를 고권적인 법형성을 통하여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반대급부로서 특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국가의 측면에서 그러한 행동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이다. 하나는 매우 온건한 개입 방법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적인 기업이 국가의 정책적 목적에 위반하지 않을 경우에만 업무

를 위탁하고 또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적인 후원도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당연히 따른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는 

매우 다투어지고 있다.11) 독일에서도 국가의 계약상대방에게 상응하는 향을 미

치려는 시도가 있었다. 최근의 예로서는 수행될 업무에 관하여 임금의 지불을 미

리 규정한 임금성실약관(Berlin), 여성지원약관(Nordrhein-Westfahlen) 또는 사이언

톨러지 교회의(Scientology-Church) 기업에게 업무위탁을 금지한 약관(Bayern) 등

이 있다.

기술된 사례들이 조달시장으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쉽게 파

악된다. 이것은 특히 국제 거래에서 적용된다. 과거에 모든 서구 산업국가들은 

업무위탁을 함에 있어서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하 다. 

명시적으로 공급자의 준거지와 관련되지 않는 그러한 부차적인 목적의 추구도 

역시 외국인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독일 수준의 

임금지불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 해당된다.12)

2. 법적인 제한

따라서 국가적인 조달시장의 개방에 대한 중요한 자극은 국제적 조직 또는 유

럽공동체로부터 나왔으며, 또 나오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업무위탁지침은 공적인 

10) 이러한 구성에 관해서는 Jost Pietzcker, Der Staatsauftrag als Instrument des 
Verwaltungshandelns: Recht und Praxis der Beschaffungsverträge in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Tübingen 1978, S. 155 ff.

11) 부차적 목적의 추구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예로써, Fritz Rittner, “Die ‘sozialen 
Belang’ i. S. der EG-Kommission und das inländische Vergaberecht,” in: Jürgen 
Schwarz (Hrsg.), Die Vergabe öffentlicher Aufträge im Lichte des europäischen 
Wirtschaftsrechts, Baden-Baden 2000, S. 87-96.

12) 이에 관해서는 BGH, Beschluß v. 18. 1. 2000, Az. KVR 23/98 (Tariftreuerklärungen), 
WuW 2000, 327 = WuW/E Verg. 297 참조.



洪 明 秀 譯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1호 : ?∼?148

업무위탁자에게 매우 광범위하게 공개성, 투명성 그리고 정식의 업무위탁절차 의

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개방과 공급자의 동등한 대우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

다.13) 국가기관의 업무위탁계획을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은 공급자들

에게 위탁업무에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전제요건을 형성하는 것이

다; 업무위탁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형화된 절차는 위탁업무를 합리적인 관점에서 

배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외국의 공급자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한다. 그

러나 이러한 노력은, 그 지침이 상세한 법적보호규율에 의하여 보충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14) 나아가 이후 공급자들은 그 규정

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지침들이 초기에는 ―행정측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으로

부터― 격심한 반대에 부딪친 이후에 그대로 관철되었고15) 전면적으로 그 효력

을 발휘하고 있다. 베를린 공항의 경 에 관한 업무의 위탁과 인가에 있어서 규

칙불합치성으로 인하여 Brandenburg 고등법원은 그 절차를 중지시켰다;16) 몇 주

전에야 비로소 모든 참가기업들과 집중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새로운 합의에 도

달하 다. 유로 동전판의 구매에 있어서 연방카르텔청은 국가적인 위탁자에게 광

범위한 정보제공과 투명성의 의무를 부과하 다.17) 그밖에 독일법에서는 특정한 

시장력을 가진 국가적인 위탁자가 경제적 활동의 결여로 인하여 문언적 의미에

서는 “사업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카르텔법상의 사업자로서 차별

금지(§ 20 GWB)의 적용을 받는 특수성이 인정된다.18) 카르텔법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해석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유럽적 차원에서는 이

것과 비교할만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 수요자로서의 국가는 EGV 제

13) Baukoordinierungsrichtlinie 93/37/EWG v. 14. 6. 1993, ABIEG Nr. L 199/54;
Lieferkoordinierungsrichtlinie 93/36/EWG v. 14. 6. 1993, ABIEG Nr. L 199/1;
Dienstleistungsrichtlinie 92/50/EWG v. 18. 6. 1992, ABIEG Nr. L 209/1;
Sektorenrichtlinie 93/38/EWG v. 14. 6. 1993, ABIEG Nr. L 199/84;

14) Rechtsmittelrichtlinie 89/665/EWG v. 21. 12. 1989, ABIEG Nr. L 395/33 und 
Rechtsmittelsektorenrichtlinie 92/13/EWG v. 25. 2. 1992, ABIEG Nr. L 76/14.

15) Vergaberechtsänderungsgesetz v. 26. 8. 1998, BGBI. I S. 2512, S. 2546.
16) OLG Brandenburg, Beschluß v. 3. 8. 1999, Az. 6 Verg 1/99, WuW 1999, 929 = 

WuW/E Verg, 231 = NVwZ 1999, 1142.
17) BKartA, Beschluß v. 29. 4. 1999, Az. VK 1 - 7/99 (Euro-Münzplättchen II), NJW 

2000, 151 = WuW 1999, 660 = WuW/E Verg, 218.
18) Rainer Bechtold, Kartellgesetz, 2. Auflage, München 1999, § 130 Rn. 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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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 이하의 경쟁규범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9)

유럽공동체의 모델에 따라서 WTO는 조달시장의 개방을 목표로서 추구하기 

시작하 다. WTO 협정인 “정부조달약정”은 상응하는 유럽공동체의 지침과 매우 

유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0) 그렇지만 이 협정의 약점은 그것이 소수의 

WTO 회원국들에 의해서만 서명되었고 오로지 이 국가들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이

다. 그러나 미국, 일본 및 전체 유럽연합의 중요한 조달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Ⅲ. 국 기업과 국가의 기업참여

1. 발현형태

두 번째 역은 국가의 기업적 활동이다. 이것은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적 

수요처럼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독일 기업계를 

개관하면 많은 국가적 또는 半국가적 경제참여자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종

래의 국가독점기업인 철도와 우편을 들 수 있다. 독일철도는 분명히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식 전부가 아직도 공적인 주체의 소유로 되어 

있다. 그에 반하여 독일 연방우편의 후속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 화가 실

현되었으나, 최근 Deutsche Telecom AG의 새로운 이사회 구성에서 나타난 것처

럼, 연방은 대량의 주식보유를 통하여 여전히 상당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21) 

끝으로 각 주들은 예를 들어 기초단체들과 함께 주은행과 저축금고의 보유자로

써 독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장악하고 있다.22) 그밖에 구 시대의 잔재로서 여

전히 주 소유로 되어 있는 몇몇 생산기업들이 존재한다. 헤센 주의 국가포도농장 

또는 바덴-뷔텐베르크 주의 국가양조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Volkswagen AG

에 대한 니더작센 주의 소수자참여(Sperrminorität)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기초단체도 에너지, 물 그리고 근거리교통의 지역시장에서 중요한 시장점유율을 

19) EGV 제86조는 단지 공적 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련되고, 국가 자신에 관련되지는 않는다.
20) 이에 관해서는 Gerhard Kunnert, WTO-Vergaberecht, Baden-Baden 1998. GPA의 텍스
트는 http://www.wto.org/english/tratop_e/gproc_e/gproc_e.htm#transparency 주소의 인터
넷 상에 있다.

21) 국가 독점사업자의 민 화와 탈규제된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규제들에 대한 자세한 

것은, Uwe Blaurock (Hrsg.), Grenzen des Wettbewerbs auf deregulierten Märkten, 
1999 참조.

22) Carsten Peter Clausen, Bank- und Börsenrecht. 2. Auflage, München 2000, S. 2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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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운송업자들은 초지역적 차원에서도 종종 다소간에 국가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예로서 이미 언급한 철도 이외에 (이미 부분적 민 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루프트한자(Lufthansa)나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을 들 수 있다.

국 기업의 법적 형태는 사적 기업자의 형태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주체는 한편으로는 그들의 기업적 활동에 있어서 사적 회사법의 

다양한 법적 형태의 모든 스펙트럼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

한 사적 형태 이외에도 국 기업이 공법상의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가적 과제에 대한 국가기관의 단순한 위임에서부터 공

법상 법인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공법적인 형성에 의하여 다양한 수준의 독립성

을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유한 법인격이 없는 자치단체의 “공 업체

(Regiebetriebe)”들은 독립성이 없지만 많은 공법상의 기관(저축금고, 학생조합)과 

단체들은 법인격을 가진다.

공법적인 법적 형태와는 반대로 일반적인 회사법상의 형태들은 공사혼합기업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주식회사들은 국 기업에 대한 사적 출자자의 참여에 있어 

상대적으로 간편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에 대한 종속성이 주식 배

분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이른바 “혼합경제적 기업

(gemischtwirtschaftlicher Unternehmen)”23)이 등장하게 된다. 바로 통신과 우편에 

있어서는 국가의 지분이 점점 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 스스로 전술한 방식에 따라 기업가적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

가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윤의 추구라고 하는 사적 경쟁참여자들의 동기가 사적 

기업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우선 세금과 공과금의 

징수 및 기채 등에 의하여 재정적 수단에 대한 그의 필요를 충당한다. 따라서 많

은 국 기업들은 그의 존재를 주로 “공공의 이익”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오로

지 그러한 급부를 제공하거나 혹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

다는 이유에서 설립되었다. 여기서는 우선 에너지공급이나 운송업의 역에서처

럼 기업가적인 형태로 실현하게 될 국가적인 하부구조형성의 책임(Infrastruktur-

verantwortung)24)이 문제가 된다. 그밖에 저축금고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들은 시

23) 개념에 대해서는 참고로써, Walter Krebs in Ingo von Münch/Philip Kunig, Grundgesetz- 
Kommentar Band 1, 5. Auflage, München 2000, Art. 19 Rn. 45.

24) 이에 관하여 Michael Fehling, “Mitbenutzungsrechte Dritter bei Schienenwegen, 
Energieversorgungs- und Telekommunikationsleitungen vor dem Hintergrund staatlicher 
Infrastrukturverantwortung,” AöR 121 (1996), S. 59 (80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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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에게 그들의 돈을 단순하고 안정적이며 수익성이 높게 투자하고 신용을 얻

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국 기업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지는 대단히 의심

스럽다. 상응하는 현상으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공기업은 거의 없고, 오히려 기존

의 공기업들이 민 화되고 있다. 다소 다른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 자

선단체처럼 처음부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기업가적인 

활동으로 고려되지 않던 역에서만 발견된다.

2. 법률상 제한

국 기업에 대한 법적인 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확정할 수 있다: 

독일법은 물론이고 유럽법도25) 국 기업의 설립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

법의 관점에서는 국 기업이 역내 시장에서 경쟁의 제한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국 기업의 취급이나 국 기업의 담당자 및 지분보유자의 자유의 관점

에서 몇 가지의 특수성이 도출된다.

기업 그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그들은 당연히 유럽공동체 조약의 기업관련적 

경쟁규범을 준수해야 한다.26) 많은 국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

는데, 이것은 EC조약 제82조에 따르면 그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특

히 중요하다. EC조약 제86조 제1항은 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기

업들에게 기본적인 자유 또는 다른 조약상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조치

를 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회원국들에게 부과하고 있다.27) 국가가 그 기업에게 

지배적인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공적”이다; 예를 들어 사적 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국가가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공적인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28)

25) 이에 관해서는 Ingo Brinker in Jürgen Schwarze (Hrsg.), EU-Kommentar, München 
2000, Art. 295, und Friedrich von Burchard, aaO, Art. 86.

26) Schwarz, EuZW 2000, 614.
27) 이에 관해서는 Ingfried F. Hochbaum, in: Hans von der Groeben, / Jochen Thiesing u. 

a. (Hrsg.), Kommentar zum EU-/EG-Vertrag, 5. Auflage, Baden-Baden 1999, Art. 90 
<a. F.> Rn. 8 ff.

28) Art. 2 der Transparenzrichtlinie 80/723/EWG v. 25. 6. 1980, ABI. EG L 198/35, 
geändert am 24. 6. 1985 (ABI. EG L 229/20) und 30. 9. 1993 (ABI. EG L 254/16)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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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는 기업담당자로서 모든 국가관련규정, 특히 EC조약 제87조의 국가

보조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이것은 국가가 ―사적 투자자와는 달리―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긴급상태를 극복하기 위

한 또는 그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

서 국가의 자기 기업을 위한 증자, 대부 또는 보증은 개별 사례에서 금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들은 국가에게 지나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럽위원

회에 의하여 실용화된 “사적투자 테스트”에 의하면, 어떤 보조는 그 조치가 사적 

투자자에 의해서는 수익성의 결여로 인하여 실현될 수 없을 경우에만 비로소 승

인되기 때문이다.29)

그러나 국가보조의 금지는,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급부를 유효한 시

장가격 이하로 공급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 기업의 존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특수한 규율

이 적용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나중에 “생존배려”의 표제 하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독일법은 국 기업을 취급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일관성있는 태도를 유

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기업으로서 활동할 경우에 국가에 대한 기본권

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연방공화국의 성립 이래로 다투

어지고 있다.30) 기초단체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각 주의 자치법규의 규정들은31) 

행정법원에 의하여 여러 차례 제3자 보호효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

며,32) 따라서 이 규범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사적 경쟁자의 청구는, 그것이 비록 

사실상의 이유를 갖춘 경우에도 인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히 경쟁법은 국 기

업에게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오늘날 경쟁제한방지법(GWB)과33) 부정경

29) 이에 관하여 다룬 것으로써, Christian Koenig/Andreas Bartosch, “E. C. State Aid 
Law Reviewing Equity Capital Injections and Loan Grants by the Public Sector: A 
Comparative Analysis,” In: ECLR 2000, S. 377-387; Karl Soukup, “Die 
Mittelzuführungen an öffentliche Unternehmen im Rahmen der Beihilfeaufsicht der EU 
-Kommission,” In: ZögU 18 (1995), S. 16-41 (22 ff.); Meinrad Dreher, “Die Staatliche 
Eigenkapitalzufuhr an Gesellschaften als Beihilfe im Sinne des EG-Vertrags,” in: 
Wolfgang Schön (Hrsg.), Gedächtnisschrift für Brigitte Knobbe-Keuk. Köln 1997, S. 
583-606 (587 ff.).

30) Ingo von Münch, in: ders./Kunig (o. Fn. 23), Vorb. Art. 1-19, Rn. 34 ff.
31) 예를 들어 §§ 102 ff. der Gemeindeordnung Baden-Wüttemberg.
32) VGH Mannheim, Urteil v. 21. 7. 1982, Az. 1 S 746/82, NJW 1984, 251; BVerwG, 

Urteil v. 22. 2. 1972, Az. I C 24.69, BVerwGE 39,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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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방지법(UWG)은34) 국  기업에 대하여 그 법적 형태와 상관없이 폭넓게 적용

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정된 한계의 침

해가 UWG 제1조의 의미의 선량한 풍속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사적 경쟁

자가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바로 공법학자들과 사법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주제이다.35) 이것은 사적 조경업자들과 경쟁

을 하고 있는 시  조경업자의 활동 혹은 사적 버스업자와 시  운수업의 관계

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자치단체 기업의 우월한 경제력이 사적 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제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자치단체들의 재정적 곤란과 관련하여 최근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내

무부는 자치단체의 기업가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례의 

변경에 관한 초안을 제출하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는 경제계가 강력한 항

의를 하고 있다: 국가는 사적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장차 시 운수업자

가 민간차량을 수선하거나, 녹지담당관청이 식물을 판매하거나 또는 병원이 헬

스클럽을 운 하는 것 등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36)

한편, 회사법은 국가가 ―사적인 지분소유자와는 달리― 지배적인 사업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참가를 하는 경우에, 혼합경제적 기업의 사적 주주들을 보호한다.37)

Ⅳ. 생존배려

1. 발현형태

이미 기존의 국 기업에 대한 개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자주 공익상의 

33) Bechtold (o. Fn. 18) aaO.
34) Helmut Schricker, Wirtschaftliche Tätigkeit der öffentlichen Hand und unlauterer 

Wettbewerb, München/Köln/Berlin 1964.
35)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Andreas Fuchs, “Zivilrechtliche Sanktionen gegen 

gesetzwidrigen Wettbewerb durch die öffentliche Hand?”, in: Der Wandel des Staates 
vor den Herausforderungen der Gegenwart, Festschrift für Winfried Brohm zum 70. 
Geburtstag, 2002, S. 275 ff. sowie Thomas Mann, “Öffentliche Unternehmen im 
Spannungsfeld von öffentlichem Auftrag und Wettbewerb,” JZ 2002, S. 819 (824).

36) “Der Blumenladen des Gartenamts,” Badische Zeitung vom 6. 9. 02 S. 6.
37) BGH, Urteil v. 13. 10. 1977, Az. II ZR 123/76 (Gelsenberg/VEBA), BGHZ 69, 334.



洪 明 秀 譯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1호 : ?∼?154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오늘날에는 수요자가 일정한 

이윤을 포함한 공급자의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

에서 실제로 수요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

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많은 수요자들을 위한 어떤 중요한 공급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혹은 시장의 힘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가격형성으로 

인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편업을 예로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편지의 송달을 위한 시장에 

있어서 자유로운 경쟁은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그 가격을 비용에 상

응하게 설정하도록 할 것이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없이도 우리는 편지

의 취합 및 송달이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는 인구조 지역에서는 시골이나 인구

가 희박한 지역에서보다 비용적으로 유리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공급자가 처음부터 대도시간의 우편거래로만 제한하

거나 시골지역에서의 편지운송에 대하여는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더 적은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개는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독일에서는 우편의 예에서 볼 때 실제로도 

그러하다. 여기에 평등하고 비용적으로 유리한 배려, 소위 보편적 서비스

(Universaldienstleistungen)에 대한 바람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사업자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

는 적자가 보상되어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 기본모델을 상정할 수 있는데, 하나

는 국가의 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사보조금의 지급

(Quersubventionierung)이다. 후자는 당해 사업자를 위하여 경쟁이 그 시장의 특

정부분에서 제한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우편의 경우에서 예를 찾자면, 

독일우편 주식회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단독으로 일반적인 이익을 위하여 

우편운송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38) 그것은 다

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독일우편 주식회사는 서로 다른 수요 때문에 시골 지

역에서의 편지 송달이 대도시의 경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전 

연방에 동일한 가격으로 편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그 보상으로 독일우편 주식회

사는 특정한 우편물의 송달에 대하여 독점을 갖는다;39) 독점이 계속되는한, 독일 

우편 주식회사는 경쟁으로부터 보호되고 따라서 그가 경쟁에서 받을 수 있는 것

38) §§ 52, 13 PostG.
39) § 51 Pos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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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높은 가격을 수요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독일우편 주식회사

는 우편송달에 관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도시의 이용자들은 경쟁상황보다 

더 많이 지불하고 반대로 인구희박지역의 이용자들은 경쟁상황보다 더 적게 지

불하게 할 수 있다.

2. 법률상 제한

우편의 예는 생존배려가 경쟁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

히 밝히고 있다. 특정한 보편적 서비스는 아주 바람직한 것일 수 있지만, 생존배

려의 조치들은 시장구조에는 아주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특별한 권

리의 부여를 통한 경쟁의 배제는 의도한 유사보조금의 지급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효율성에 대한 중요한 유인을 제거한다.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지

급된 가격은 실제로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쉽게 올라간다. 비효율적인 경제에 대

한 혐의는 그 후에 독일통신의 경우에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통화의 비용은 경쟁

을 도입한 후에 매우 인상적으로 하락하 다.

경쟁자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역이 없이 매력적인 서비스를 더 좋은 조

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 보조금에 대한 근거가 결여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이 회피되어야 한다는 논거는 설득력이 없다.40) 바로 여기에 평가

의 문제가 있다. 나는 어떠한 이유로 유사보조금이 매력적이지 않은 서비스의 인

수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의 보상이라고 하는 보다 나은 시스템보다 선호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생존배려의 역을 지배하는 법원칙은 무엇인가? 여기서도 결정적인 동인은 

유럽법에서 나온다. 비록 독일 기본법상의 기본권이 소유권과 직업의 자유를 통

하여 경제적 이해를 일관하여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독일에서 국가적 또는 국

가에 의하여 부여된 독점권은 생존배려를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반면 유럽공동체법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다양한 형태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적 수단

에 의하여 실현된다면, 그 기업의 입증가능한 반대급부가 그 지불을 능가하는 한

도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초과보상은 국가보조의 금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지는 “무차별원칙”, 즉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40) Thomas Mann, JZ 2002, S. 819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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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는 기업에 대하여 계산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지불에 대하여 반대하게 

된다. 그 밖의 제한이 이미 상정되었다: 어떤 기업이 국가로부터 보편적 서비스

에 대한 지불을 받자마자, 공적인 조달의 구성요건이 갖추어지게 된다. 결국 공

식적인 조달절차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위탁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우편의 사례에서와 같이 유럽법이 독점권의 수여 그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규제의 단서는 오히려 초과보상과 불필요한 시장방해의 

회피에 있다. “배타적이고 특별한 권리”가 EC조약 제8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

여 부여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에 의하여 의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41) 그것은 우선 국가에게 어떤 

기업의 공적인 과제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것을 요구하고, 둘째

로 이익을 받은 기업에게 투명한 계산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연방의 주들은 

저축금고와 주은행에 대한 보조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국가적 보증의 허

용성에 관한 다툼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신용기관들의 “생존배려를 위한 공적 

업무”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그 저축금고가 급부를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시장

이 감당할 수 없는 조건으로 공급한다는 입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

축금고의 그러한 급부와 국가에 의한 이익제공이 서로 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입

증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유럽법원은 독점권을 가진 기업들을 결과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

용의 금지에 구속시키고 있다(EC조약 제82조). 어쨌든 독일 연방노동기관의 노동

중개의 독점은 부분적으로 그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기관은 관

리자의 중개 역에서 그 과제가 입증될 만큼 성장하지 못하 기 때문이었다. 그

러나 그 독점에 의하여 다른 기업에 의한 그 과제의 수행은 봉쇄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남용의 요건을 충족하 다.42)

41) 이에 관하여는 Thomas Kapp, in: Helmut Glassen, Helmuth von Hahn et al., 
Frankfurter Kommentar zum Kartellrecht, Köln (Loseblatt), Art. 86 EGV, insbes. Rn. 
103, 65.

42) EuGH, Urteil v. 23. 4. 1991, Rs. C-41/90 (Höfner), Slg. 1991, I-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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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국가적인 행정행위와 경제적 활동이 중첩되는 약간의 사례에 대한 대략적인 

개관을 통하여 몇 가지의 결론이 도출된다.

시장경제체제에서도 국가는 경제생활에 다양하게 참여한다. 시장에서 국가적 

수요는 불가피한 것이고, 국 기업과 국가의 기업참여는 역사적으로 전래되어온 

것이며 대체로 관행적이다. 국가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는 법적으로 의문

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수요에서는 물론이고 국가의 기업적 활동

에서도 남용의 위험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국가가 그의 특별한 재정적 그리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비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계속적인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경제사는 국가에 의하여 주도된 경제가 시장경제에 비하여 열등하 으

며 현저할 정도로 자원분배상의 오류를 초래하 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경제를 지지한다. 한편 고권적인 성격을 

갖거나 사회적 복지를 위한 특정한 역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경쟁이 배제된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에서도 국가적인 조정과 규제조치는 불가

피하다. 그러나 이들은 오로지 실제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또 항상 자유로운 경쟁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적 수요의 역에서는 공식적이고, 투명하고 차

별적이지 않은 조달절차가 보장되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의 확보를 위하여 유

지되어야 하고 따라서 대량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시도는 배제되어야 한다. WTO

의 노력에 의한 조달시장의 국제적 개방도 올바른 방향으로 일보 전진한 것이다.

국 기업은 일반적인 경쟁법의 강력한 적용과 해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

격한 적용과 해석에 의하여 충분하게 통제될 수 있다. 탈법을 막기 위하여, 국가 

소유의 기업을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관련된 규정(기본적 자유, 공법상의 원

칙, 특히 규율된 업무위탁에 대한 의무)에 구속되게 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도 “생존배려”의 급부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한다. 생존

배려는 국가적 보상에 의하여 ―이 경우에는 일반국민이 비용을 부담한다― 또

는 독점권의 보장에 의한 유사 보조금에 의하여 ―이 경우에는 전체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재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 유사 보조금에 비하여 국가적 

보상에 의한 재정적 지원은 투명성의 측면에서 우월하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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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계속적인 통제를 통하여 예산 또는 독점권의 형식의 보상이 증명할 수 있

는 필요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조달사업의 공개입찰과 공적

예산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생존배려 급부의 실현은 경쟁중립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