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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안전의 개념은 그 자체로 불명확하고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보장하여야 할 대상 역시 확대되고 또한 상호 융합되고 있다. 안전임무 및 안전보
장임무가 국가의 중요한 임무인 것은 헌법상 분명하며 안전의 보장은 공동체의 기
본적 가치이자 토대이다. 그러나 안전을 공동선의 본질적인 기초로 본다고 할 때
국가는 안전이라는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최종적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지 배타
적이고 독점적으로 안전임무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된 안전임무수행방식
은 국가와 사회 간의 역할과 책임의 분담 및 재배열을 필요로 하게 되며, 안전임무
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사회의 문제해결능력을 도구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
다. 그 전제로 핵심임무론이나 국가유보 및 기능유보의 문제가 사안적인 한계를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어 임무론을 대신하는 책임론을 기초로
하여 안전규제를 국가감독과 연계시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통적인 국가감독이

사적 수행자는 본래 사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국가감독
의 재편 혹은 확대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보장감독의 구상이 나타난다. 보장감독의
근거는 그러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 확보되기 어렵고 기본권적 보호의무 역시
이론적 한계가 있다. 보장감독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개입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기반에는 보장국가론이 자리하고 있다. 보장감독을 새로운 국가감독의 유형으
로 혹은 감독전략으로 볼 경우 사적 수행자의 공동선 기여를 인정하게 된다.

※ 주제어 : 안전, 국가임무, 국가감독, 보장국가, 보장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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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주제의 한정

안전 및 안전규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특히 수년 사이에 발
생한 대형 참사로 인해 보다 집중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안전이 무엇이며 안전
권을 어떤 차원의 권리로서 이해할 것인지, 안전임무의 충분한 이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하여 현행법 체계에서 어떤 입법적 개선방안이 요청되며, 실제 집
행의 단계에서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은 오랜 주제인 동시에, 간단히 해결되
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안전 및 안전규제의 논의 중에서도 안전
임무의 사적 이행 가능성에 대한 법적 근거, 특히 사적으로 이행되는 안전임무에
대한 국가의 규제 혹은 감독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 문제의식과 연구의 방향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안전임무의 이행이나 안전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규제완화
불가’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동시에 규제완화나 민영화를 비판함에 있어서도
늘 언급되는 문제가 바로 안전규제이기도 하다.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안
전은 그 자체로 혹은 다른 기본권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방임 내지 회피해버
릴 사안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안전임무가 사적 영역에서 이행될 여지
를

부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안전임무를

소위

국가의

핵심임무

(Kernstaatsaufgabe), 다시 말해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
으로 볼 경우 그의 이론적인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안전임무의 적절한 수행
이나 규제의 법적 근거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설명되
어야 할 것은 전통적으로 국가임무로 여겨졌던 안전 및 안전보장이다. 이론적 차
원에서는 개방적 국가임무론과 책임론에 의해, 실제적이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소
위 포괄적 안전보장과 같은 최근의 안전보장 정책을 통해 안전의 문제가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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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국가독점적인 수행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매우 넓고
추상적인 규제의 의미를 “감독(Aufsicht)”의 개념으로 치환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본다. 광의 및 협의의 국가감독(Staatsaufsicht)과 이에 따라 국가감독의 변화양
상이 어떤 식으로 설명될 것인지의 논의는, 그 배경을 여전히 국가의 임무수행방
식 변화와 사인의 참여, 그리고 이로 인한 공사영역의 책임분할에서 찾게 된다. 이
를 보다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 감독개념을 수정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감독개념을
제시할 것인지 문제된다. 어느 방향이든 논의되어야 할 감독의 유형 혹은 전략은
이른바 보장감독(Gewä hrleistungsaufsicht)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사적 영역에서 이행되는 안전임무에 대한 규제 또는 감독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며 특히 그 근거를 어떻게 이론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집
행의 단계에서 이 문제는 실정법상의 규정을 제시하게 된다. 자치행정에 대한 국
가의 감독과 마찬가지로, 사적 임무수행자에 대한 국가의 감독 역시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감독권한의 규정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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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협력적, 분업적으로 수행될 것을 선제적으로 고려하고 입법정책을 제시하
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종전에 안전규
제의 근거로 주로 제시되어왔던 민주적 정당성이나 기본권 보호의무만을 가지고
더욱 다양화되는 민영화의 각 유형과 이행책임의 이전 및 그 감독을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는지 문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당장 안전규제의 구체적인 묘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안전
규제의 재설계를 위한 이론적인 초석을 놓는 작업으로 자평할 수 있을 것이다.2)
당장 안전규제의 문제가 시급한 당면과제인데 한가로이 현학적인 이론놀음을 하
는 것 아니냐는 비난은, 우리 사회가 안전문제를 그때그때의 미봉책으로 다뤄왔던
모습을 대변하는 것 이상이 아닐 지도 모른다. 안전규제에 있어 공사 영역의 역할
분담과 분업적 실현만큼이나 이론과 실무의 역할분담과 협업이 요구된다. 이론을

2) 이 외에도 이 글은 학술대회 발제문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당일 학술대회의 다른 발제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진 세부주제에 대해서
는 중복의 이유로 제외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득이 담론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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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했기 때문에 안전규제가 제대로 안되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전규제에 흠을
가져온 이유 중의 하나가 이론적 논의의 부족이었음을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
고자한다.

II. 공공임무로서 안전보장
1. 안전과 안전보장

가. 안전개념의 불명확성
먼저 안전 및 안전보장이 무엇인지를 매우 간략하게라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
다.3) 안전(安全; Sicherheit)은 – Humboldt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개념정의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4) 법학 인접학문에서 안전
은 “우발적이거나 또는 자연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되는 비의도적인 피해 또는 파
괴로부터 사람과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든지 “예상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해 주
의하고 대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사
고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정의되곤 한다.5) 그런데 이러한 안전 개념은
결국 개인의 집합적인 법익, 즉 생명 및 신체의 불가침, 재산, 나아가 법질서 전체
를 보호한다는 것이 되며 이러한 점에서 안전은 결국 포괄적인 법치국가원리와 같
이 내부 및 외부의 위해세력으로부터 개인의 법익을 보호한다는 표어가 된다.6)
적극적으로 안전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대신 소극적으로 안전을 정의해본다면,
안전은 위험, 위해,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이며 법익훼손의 방지라고 하게 된다.7)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안전은 자유에 연결된다. 즉, 안전은 위험이나 위해에 대한
공포의 객관적인 원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이며,8) 평화와 안위를 누릴 자
3)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홍완식,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 12.), 225면 이하; 이부하,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법학 제56권 제1호 (2015. 3); 손형섭, “위험사회에서의 헌법
이론”, 법학연구 제51집 (2013. 9) 참조.
4) W. von Humboldt, Ideen zu einem Versuch die Grenzen der Wirksamkeit des Staates zu bestimmen, 1792 IX; M. Thiel, Die
„Entgrenzung“ der Gefahrenabwehr, S. 141.
5) 안혁근/정지범/김은성, “안전한 나라 만들기 위한 안전도시 모델 개발 연구”, 한국행정학회 발제문 (2009), 3면.
6) M. Anderheiden, Gemeinwohl in Republik und Union, S. 158.
7) M. Thiel, Die „Entgrenzung“ der Gefahrenabwehr, S.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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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기도 하며, 이를 저해하는 각종 요인으로부터 개인이 해방됨으로써 인간의 존
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이면서9) 동시에 자유를 실현하는 전제
이기도 하다.10) 그렇다면 여전히 안전은 그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모든 것
이 다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 될 뿐이다. 결국 안전이
란 “끝이 없고 경계도 없으며 이행할 수 없는 이상”11)이므로 완전한, 절대적인 “안
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개념상 이미 불가능하다.

나. 개념과 대상의 확대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안전 개념은 당연히 대상에 있어서도 매우 넓은 영역을 차
지하고 있었으며 오늘날에 그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
상의 등장이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의 전 지구적 재해나 전
염병, 테러리즘, 사이버 안보 등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제는 안전보장
정책이 어느 한 분야나 국경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을 복합적으로, 나

적인 정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안전개념과 대상의 확대가 나타나기도 한다. 전자
의 예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과학기술에 대한 규제 및 시설물 안전책임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이른바 포괄적 혹은 통합적 안전보장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다. 안전의 실현원리
(1) 안전의 법적 위상
안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며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
는 가운데, 종래 포괄적인 의미의 안전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종래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왔다. 안전이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가진다면
이 안전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인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인지가 그 대표적인 예이
8) J. Isensee, HStR V, § 111, Rn. 147.
9) 관련하여 소위 헌법상 평화적 생존권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 견해에서 이를 부정하였고,
소수 견해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침략전쟁이나 테러 등의 위해를 받지 않고 평화
롭게 살아갈 권리”로 보았다. 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10) 안전권의 헌법상 의의와 위상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1) E. Denninger, in: Huster/Rudolph (Hrsg.), Vom Rechtsstaat zum Präventionsstaat, 2008, S. 85 (92); M. Thiel, Die
„Entgrenzung“ der Gefahrenabwehr, S.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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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을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 대부분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본고의 방향을 감안할 때 다시 이를 중복적으로 논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안전을 공동선(Gemeohwohl)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즉, 안전은 그것이 무엇이라
고 명확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하나의 공동체 혹은 물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관계
된 여러 공동체12)가 추구하는 지도형상 중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여러 공동선의
요소 중 본질적인 요소 혹은 기본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13) 나아가
보다 구체화된 공동선의 표현으로서, 안전을 공공임무(ö ffentliche Aufgabe),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가 이행하는 국가임무(Staatsaufgabe)로 볼 수 있는데, 안전
을 국가목표로 보는 견해나 권리로 보는 견해 역시 안전을 국가임무로 보는 근거
가 될 수 있다.14)

(2) 공동선의 기초 및 공동선 지향적 행위
안전의 법적 위상이 무엇인지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안전 및 안전보장이
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이자 토대이며 이를 위한 행위가 공동선 지향적으로 여겨
진다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다. 공동선 지향적 행위로서 안전보장이 공동체에 속
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 및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은 안전을 권리로 이
해하든 아니든 동일하게 문제시되며, 상충하는 각각의 필요나 이익을 공동선에 합
치되도록 조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국가의 임무로 이해되어왔다.15) 그렇기에 안전
의 법적 위상을 무엇으로 정하든 안전을 공동선 혹은 국가임무로 이해하거나 최소
한 배경으로 삼는 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이다. 한편, 개념상 안전의 보장은 상대
적이며 따라서 안전보장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책임 역시 한정된다. 상대적인 안
전보장의 제한된 책임이 자칫 안전보장책임의 방기가 되지 않기 위해, 공동선에
배타적으로 지향되는 국가에게는 최종적인 안전보장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과거
주권개념이나 사회계약설 등에서 이미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12) H. H. von Arnim, Gemeinwohl und Gruppeninteresse, S. 29 f.
13) H. H. von Arnim, Gemeinwohl und Gruppeninteresse, S. 28.
14) 대표적으로, M. Möstl, Die staatliche Garantie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S. 44 ff; C. Gusy,
Rechtsgüterschutz als Staatsaufgabe – Verfassungsfragen der Staatsaufgabe Sicherheit, DÖV 1996, S 573 ff.; F. Schoch,
in: Schmidt-Aßmann/ders.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2. Kap., Rn. 20.;
15) J. Isensee, Konkretisierung des Gemeinwohls in der freiheitlichen Demokratie, in: von Arnim/Sommermann (Hrsg.),
Gemeinwohlgefährdung und Gemeinwohlsicherung, S. 9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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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의 독점적인 안전의무이행?
그러나 안전을 공동선의 본질적인 토대 및 기초로 보고 안전의 보장을 공동선
지향적인 행위로 이해하며 이를 통해 최종적인 안전보장의무가 국가에 주어진다
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에게 “최종적”인 안전보장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지 모든
안전임무를 국가 스스로 직접, 그리고 독점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
니다. 자유권적인 헌법 안에서는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사회적 동력이든 국가적
힘이든 모두 공동선을 정의하고 실현하는 임무를 가지는 바, 공동선은 공동체에서
모든 행위자의 개방적이고 분업적인 절차로부터 산출되기 때문이다.16)17) 또한 최
종적인 의무를 진다는 말이 국가가 사적 수행자보다 항상 더 나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장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 역시 안
전보장에 있어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인 실현이 가능할 뿐이며 그렇기에
현재 가용한 자원과 능력을 통해 안전이라는 공동선을 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
력할 수 있을 뿐이다. 바로 이 자원이나 능력, 재정에 있어 국가가 배타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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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가가 적절한 안전보장을 보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직접 이행만이 아니라, 사
안에 따라서는 더 나은 이행을 꾀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의 지식, 정보, 재정, 인력
등을 가용하여야 함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이해되어야만 한다.
안전개념과 대상, 나아가 안전보장의 이행방식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국가가 독
점적으로 안전보장임무를 수행한다는 관념에 대해 재고를 요구하게 된다. 대표적
인 요인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안전보장의 대상이 확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안전규제를 위한 국가의 지식, 정보, 규제능력의 결손이 발생한다는 데에서 민간
영역의 안전보장 참여 및 협력이 요청된다. 특히 이 지점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
은, 과거 사인이 공무수탁사인 등의 모습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임무 이행에 참여했

16) J. Isensee, Konkretisierung des Gemeinwohls in der freiheitlichen Demokratie, in: von Arnim/Sommermann (Hrsg.),
Gemeinwohlgefährdung und Gemeinwohlsicherung, S. 95 (107).
17)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개헌안 제37조의 해석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헌안 제37조 제1항이 다소 파격적으로 명문의 규정으로
안전하게 살 권리를 규정하려 하며 개헌안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가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의무조항
을 두고 있다. 만약 제2항의 의무조항을 안전임무의 국가독점적 이행을 위한 의무로 이해할 경우 제1항의 권리성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자유권을 기초로 한 기본권의 체계 및 이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헌법국가의 기본적 구상과도 충돌하게 된다. 나아가 제1
항의 안전권의 해석에 있어서도 - 안전권의 인정여부에서 늘 논의된 –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자유와 연계되어 있는 안전을 주
장함이 도리어 자유의 침해, 나아가 자유권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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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을 넘어, 이제는 개인의 사욕추구행위를 도구화(Instrumentalisierung)하는
안전보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오늘날 안전보장은 그 대상
이나 영역의 경계를 정확히 할 수 없게 되었고 위험의 방지나 사후 제거를 위한 공
적·사적 영역의 경계도 모호한 경우가 많아졌다. 테러나 사이버 공격 등의 문제는
이제 국가의 내적·외적 안전보장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으며 각종 위험원을 관
리함에 있어 획일적인 규율을 정해두고 명령 및 금지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하는 데
에도 한계가 나타난다. 즉 무엇이 소위 국가에게 유보되어있는 안전보장임무의 이
행영역인지 명확하게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결국 안전보장임무를 국가가 이행하거나 혹은 사적 수행자에게 이전시키는 다양
한 가능성의 고려, 그리고 애초에 민간 영역이 담당했어야 할 안전책임에서부터 민
간으로 이전된 이행책임을 국가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
로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안전임무수행의 역할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된다.

라. 정리 및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안전, 안전보장의 논의를 통해 제시해볼 수 있는 문제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안전과 안전보장이 국가에 의해 이행되어야만 하는 국가임무인
가? 그 이행은 국가에 유보되어 있는가? 둘째, 민간 영역 다시 말해 사인에 의한
안전보장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에 의한 통제가 요구되는가? 기본권의무자가 아닌
기본권자로서 사인의 행위에 기본권적 구속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셋째, 사인
의 공동선실현 행위에 있어 여전히 국가에게 귀속되는 책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
가? 그리고 국가의 이행책임이 변화되는 과정 및 사후적인 개입필요를 어떻게 근
거짓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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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임무의 수행자 문제

일반적으로 국가임무란 국가가 수행자로 정해진 공공임무를 말한다.18) 실정법상
국가가 이행할 것이 입법자에 의해 명령된 경우 이는 일단 ‘실정법상’ 국가임무임
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실정법상’ 국가임무가 본래 성질상으로도 국가에 의해서
만 이행되어야 하는, 국가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임무인지는 구별된다. 국가가
어떤 임무에 있어 결코 사인의 이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행사를 절대적으로 제한한다는 논리가 될 수도 있고 국가의 개
념정의 자체에 대한 물음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문제는 단지 실정법상의 근거를
찾는 것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론적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핵심임무론과 국가
유보에서 논의된다.
법
제

가. 핵심임무로서 안전

위한 전제로 표현되곤 한다.19) 즉, 안전임무는 국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
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진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한 타당하다. 그러나 이
와 달리, 여기에서 안전을 핵심임무(Kernaufgabe)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임무라는 의미를 넘어, 실정 헌법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성질상 반
드시 국가에 의해 직접 이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20) 즉 공공임무
(ffentliche Aufgabe)가 사인에 의해 혹은 사인과 함께 이행된다 하여도 “그 어떤
것만은 반드시 국가가 직접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발상에서 서 있는 것이다.
보통 핵심임무는 자연적 또는 당위적으로 오직 국가에게만 유보되는 임무가 존

18) 국가임무를 공공임무의 부분집합 내지 차집합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I. Kay,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Gewährleistungsverwaltung, S. 62 ff.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경계가 보다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 T.
Lämmerzahl, Die Beteiligung Privater an der Erledigung öffentlicher Aufgaben, S. 43 ff.
19) P. -T. Stoll, Sicherheit als Aufgabe von Staat und Gesellscahft, S. 3 ff.; M. Möstl, Die staatliche Garantie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S. 3; G. Nolte, Das Verfassungsrecht vor den Herausforderung der Globalisierung, VVDStRL 67
(2008), S. 129 (132).
20) 핵심임무론은 과거 옐리네크가 국가목적을 범주화하였던 것을 토대로 하여 오늘날 민영화의 한계를 정하기 위해 발전된 것이며
이를 통해 개념화된 것이다. 따라서 “핵심임무”를 중요임무 등 다른 의미로 전용시킬 경우 본래 논의 차원에서 벗어나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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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는 선재적(先在的) 핵심임무설과 어떤 임무를 핵심임무라고 정할 형식적 확
정권한이 바로 국가의 핵심임무라는 형식적 확정권한설 등이 있다. 여기에서 이들
견해와 비판을 일일이 소개하기는 어렵고,21) 다만 결론만을 정리한다면 핵심임무
론은 오늘날 헌법이론상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선재(Vorhandensein: 先在)에 기
반한다는 점22), 국가가 모든 문제를 직접 확정하고 공동체가 이 확정에 전적으로
구속된다는 것은 결단주의적 관점23) 내지 입법자에 대한 과도한 신뢰라는 점, 그
리고 권한(Kompetenz)과 임무 개념의 혼돈에 따른 순환 논의라는 점 등으로 인
해, 결국 무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가임무는 단지 잠정적으로 국가에게 귀속되
는 사안이며 획일적인 범주화나 단계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이른바 ‘개방적 국가임
무 테제’가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어떤 임무가 국가에 핵심임무인지,
민영화의 절대적 한계가 무엇인지를 단정적으로 포착하려는 대신, 이행책임의 민
간으로의 이전과 이를 보장하는 국가의 보장책임이라는 책임론이 국가와 사회의
공동선 실현관계를 구조화하고 있다.24) 안전의 문제 역시 안전임무의 이행을 위한
책임이 사인에게 이전된 이후 국가에게 어떤 책임이 남아있는지, 혹은 새로 발생
하였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25)

나. 국가유보와 기능유보
국가유보(Staatsvorbehalt)는 공공임무의 이행이 국가에게 주어져 있음을 의미
하므로 한편으로는 국가임무의 개념과 유사하나, 넓게는 공공임무의 이행
(Erfü llung)을 넘어 임무의 수행(Wahrnehmung)이 국가에게 유보되어있다는 의
미이기도 하다.26) 이러한 국가유보의 개념을 통해서는 공공임무의 민영화 여부 및
한계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국가유보의 개념이 이미 매우 포괄적이므
21) 자세한 내용은, I. Kay,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Gewährleistungsverwaltung, S. 50 ff.; 계인국 외, 규제개혁과
사범심사에 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148면 이하.
22)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Rn. 482.
23) P. Häberle, Verfassungsstaatliche Staatsaufgabenlehre, AöR 111(1986), S. 595 (600).
24) 이를 통해 형성된 이행책임-보장책임-교정책임의 일반적인 책임분할은 분업적 공동선 실현이라는 핵심어를 가지는 보장국가
(Gewährleistungsstaat)의 토대가 된다.

H. Schulze-Fielitz, Staatsaufgabenentwicklung und Verfassung, in: D. Grimm (Hrsg.), Wach- sende
A. C. Thoma,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im
Ordnungsverwaltungsrecht, 58.; G. F. Schuppert, Rückzug des Staates?, DÖV (1995), S. 761 (768).

25)

Staatsaufgaben – sinkende Steuerungsfähigkeit des Rechts, S. 11 (17);

26) 임무이행과 민영화 및 국가유보의 문제에 대해서, U. Di Fabio, “Privatisierung und Staatsvorbehalt” JZ (1999), S. 585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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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요명확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민영화의 유형에 따른
한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 민영화에 있어서 이 유형이 정확하
게 나눠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대강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국
가유보의 개념만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한편 국가유보의 특수한 형태로서 독일연방기본법상 기능유보(Funktionsvorbehalt)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일단 현행 헌법상 기능유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기 때문
에 비교법상 혹은 해석상 그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내용에 있어서, 기능유
보의 기본적인 판단구조는 임무의 수행자가 공법적 혹은 사법적 조직형태인지 여
부에 따라, 다시 말해 민영화의 유형에 따른다. 즉 기능유보는 그 임무가 무엇인지
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임무의 수행자가 고권적 성격을 가지는지 아닌지, 예외적
인 허용가능성이 인정되는 지의 문제가 된다.27)
법
제

다. 안전임무의 사적 이행 확대

실제로 안전임무의 사적 이행은 이미 매우 다양하게 발견된다. 민간에 의한 안전
임무 이행의 대표적인 예로는 「경비업법」을 들 수 있는데, 이 법은 이미 1970년
대 중후반 용역경비업법의 제정 이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간경비
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계속 성장하고 있으나 이행가능한 임무는 동
법 제2조에 의거하여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의 5가지
경비업무로 한정되며 경비업을 허가사항으로 두어 제4조에 요건을 두고 있다.
한편, 공적 및 사적 안전임무의 협력적 이행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논의가 진행
된 것은 소위 민경협력(民警協力: Police-Private-Partnership)이다. 민경협력은
그 개념이 한정적이지 않으므로 이론상으로는 경찰과 사인 간에 대상 업무나 영
역, 협력 및 이전의 정도가 대단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찰임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경협력의 논의는 민영화의 문제에 있어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왔으며 그 결과 행정보조와 공무수탁사인에 집중되어왔다.28)
27) 각 민영화의 유형에 따른 검토는, C. Ernst, Die Wahrnehmung des öffentlichen Hasrechts durch private Sicherheitdienste,
NVwZ 2015, S. 333 (334 f.).
28) 관련하여, 이세정, “민경협력을 통한 국가안전임무의 수행”,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37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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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고에서 특히 대상으로 하는 주제는 이와 같은 ‘사적 동력의 국가화’, 다
시 말해 사인을 행정주체 내지 행정보조로 지위를 부여하여 공공임무를 이행하도
록 하는 방식을 넘어, 사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안전임무의 이행을
인수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이다. 즉 민경협력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고
보다 강화된 사인의 안전임무이행이 다뤄지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사인의 안전임무 이행이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 핵심
임무론과 국가유보의 문제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 어떤 구체적인 사안임무가
사인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
론적, 법도그마틱적 기준을 쉽게 정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각 사안별로 사
인의 안전보장임무 이행을 살펴보는 것은 다만 예시적인 것일 뿐이며 실제 그 임
무의 이행이 어떤 식으로 이행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헌법규정 및 입법자의 형성
여지에 놓여있다.29) 특히 재해의 예방과 복구30), 재난 구호31), 범죄 예방기술32)
등은 전형적인 국가의 책무로 여겨졌으나 분야별로 이미 오래 전부터 혹은 최근에
이르러 다양한 민간의 참여 혹은 주도로 안전임무가 이행되고 있다. 동시에 그 이
행의 적절성이나 이행수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임무가 반드시 국가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본질적인 해결책
이 될 수 없다. 핵심임무를 부정하는 이른바 개방적 국가임무의 테제는 국가의 안
전보장을 위한 책임을 형해화 시킨다거나 방임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
가가 보장책임을 통해 민간 영역으로 이전된 안전임무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도
록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만약 어떤 안전규제를 국가 핵심임무라고 하였는데
경험적인 반대사례가 등장하거나, 핵심영역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때 오히려 핵심
임무론에 근거한 안전규제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무력해지고 만다, 그렇기에 핵
심임무론을 통해 제기한 다양한 민영화의 한계가 하나씩 반박되었음에도 여전히
안전이나 공익이 국가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정치적 수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

29) 즉, 개방적 국가임무 테제가 헌법상 명문의 혹은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필수적 국가임무마저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실정헌
법에 규정되어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국가임무가 되는 것이지 이론상, 다시 말해 향후 개헌 등을 통해서도 절대적으로 국가에
게 고정되어야 하는 핵심임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30) 예를 들어 재해 사전예보기술, 민간에 의한 실시간 경보망의 운영, 대기오염측정 및 정보제공
31) 예를 들어 구호전문기술 인력 및 장비의 투입
32) 예를 들어 민간 경비시스템, 정보보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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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임무의 문제가 아니라 임무가 ‘어떻게’ 적절하
고도 충분한 (안전)수준을 이행될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다. 또한 사
후적으로 사인에 의한 안전의무 이행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
야 한다. 종전에 국가가 직접 이행하였던 안전임무가 보다 사적 수행자의 자유를
중심으로, 특히 경쟁과 같은 사적 영역의 행위이성과 영역질서에 의해 달성되지
만,

동시에

공동선

목표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도구화된

(instrumentalisiert) 자율규제33)”의 메커니즘 역시 왜곡되지 않고 작동해야 한다.34)

3. 정리

핵심임무나 국가유보를 통해 안전을 그 임무 속성상 반드시 국가에 의해 이행되
도록 하는, 다시 말해 절대적인 민영화의 한계로 보려는 시도로는 실제적인 성과

것을 요구하며,35) 이에 따라 오늘날 임무론 대신 책임론이 변화된 임무수행방식의
특징을 설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체 무엇이 국가에 유보되어있는가의 문제는
임무 그 자체가 아닌 어떤 수행자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
안전규제 역시 안전임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행위하는가
에 따라 어떤 식으로 안전“규제”가 이루어질지를 논하게 된다. 특히 이하에서 다루
게 될 점은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적 이행방식이 행정보조나 공무수탁사
인을 넘어서는 경우 이에 대한 안전규제의 이론적 근거이다.

33) 자율규제는 대개 무규제나 자발적 법준수를 요청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사적 영역에서 자치
적인 기준과 규율이 정립되고 이를 통해 통제와 제재가 이뤄지는 것을 포함한다. 자율규제는 자율성만큼이나 사적 영역의 연대성
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사적 영역의 지식이나 정보 등이 더욱 합리적으로 투입되고 이용될 수 있다. 자율규제의 연대적
성격에 대해서는, 계인국 외, 규제개혁과 사범심사에 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167면 이하.
34) M. Bäcker, Wettbewerbsfreiheit als normgeprägtes Grundrecht, S. 36.
35) R. Schröder, Verwaltungsrechtsdogmatik im Wandel, S.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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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대하기 어렵다. 임무 수행방식의 변화는 국가와 사회 간의 책임을 재배열 할

법
제

법제논단

III. 안전규제와 보장감독
1. 안전규제와 감독

지금까지 개방적 국가임무 테제를 통해 절대적이고 폐쇄적인 국가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설령 헌법 조문에 안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둔다 하여
도 국가의 완벽하고 절대적인 안전규제 독점을 의미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음이 밝
혀졌다. 나아가 안전보장을 이행하는 행위를 고권적 행위로 보아 - 현행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그 관념을 인정할 경우 - 기능유보를 통해 민간 영역의
안전규제에 한계를 두려는 시도 역시 성공하지 못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
다는 것도 나타났다. 필요한 경우 안전임무가 사인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은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귀결이 공공임무의 이행을 사인에게 이전해야 할 당위성
을 주는 것은 물론 아니거니와, 보장책임(Gewä hrleistungsverantwortung)에
의하여 공공임무의 이전 후에도 국가는 계속적인 개입가능성을 보유하게 된다. 더
나은 정보와 기술, 가용자산, 전문성 등을 위하여 안전임무의 이행이 사적 영역으
로 이전된다면 국가에게는 적어도 국가가 이를 이행했을 때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나은 수준의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이전과 같이 수직적이고 획
일적인 규제를 가할 경우 사적 동력의 이용이 오히려 저해될 것이므로 이 경우 다
양한 규제전략, 즉, 자율규제나 규제적 자율규제와 같은 전략이 활용된다.36) 반면
에 여전히 국가가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전략을 유지하기도 한다.

가. 안전“규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활동
으로 다만 공공복리의 배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안
전보장, 특히 내적 안전의 보장인 치안의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36) 자율규제나 규제적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룬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계
인국,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 공법연구 제44집 제1호 (2015. 10.), 669 이하; 계인국 외, 규제
개혁과 사범심사에 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16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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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미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이 표방하는 안전과 위험의 개념은 경제,
환경, 건축, 식품 영역에서도 발견되며 법률유보 원칙에 의거하여 행정청에게 주
어진 권한 내에서 각종 감독권이 행사된다. 대개 이러한 경우를 매우 넓은 의미에
서, 다시 말해 법적인 의미가 희석된 정치적 의미로서 “규제”라고 하며 각각의 영
역별로 경제규제, 환경규제, 건축규제, 식품규제 등으로 표현된다. 즉, 안전“규제”
는 “안전보장을 위해 국가가 사회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 행사 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이러한 광의의 규제개념에는 어떤 구체적인 처분은
물론 입법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전반적인 행위가 되며 이로서 법적 개념이
라기보다는 정책적 의미의 규제로 이해하여야 한다.37)
한편 규제임무 역시 사적 영역에서 혹은 공적 및 사적 영역간의 협력적, 분업적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다. 이 규제의 층상은 고권적 규제- 규제적 자율규제 - (사
회적) 자율규제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며 특히 안전규제에서 자율규제는 각종 안전
기준이나 행위지도 및 감시, 안전기술의 표준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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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행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법
제9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0조), 소방안전관리업
무(제20조)의 수행을 지시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업무는 법 제29조에 따른 소
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사 제도를 두어 소방시설 등의 점검업무를 관계인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6조). 이와 같은 사인에 의한 안전규
제임무의 이행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의 결여라는 이유를 넘어 민간의 전문성과
같은 임무적정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국가가 직접 이행하는 것 이상의
편익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7) 즉, 여기에서 “규제”라는 표현은 법에 근거한 국가의 사회영역으로의 개입이라는 광의 혹은 최광의의 규제개념이며 법적으로 체
계화된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정치적·정책적 의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규제의 각 의미와 법적-정치적 의미의 규제개념 구별에
대해서는, 계인국, “현행법상 규제의 의미와 입법평가 –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입법평가연구 제11호 (2017), 1
면 이하 참조;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 공법연구 제44집 제1호 (2015. 10.), 6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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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가 종종 규제실패에 직면하듯, 사적 임무수행자 역시 규제실패를 가
져올 수 있다. 사후적으로 규제실패에 대응하는 기본적 구상은, 보장책임이 이른
바 교정책임(Auffangverantwortung: 포착책임)으로 전환되어 실패한 또는 부족
한 사적 임무이행을 다시 회수하거나 다른 사적 이행자로 하여금 대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인의 안전임무 이행 또는 안전규제임무의 이행에 대한
규제가 어떤 근거에 의할 것인가를 다룬다.

나. 국가감독
국가감독(Staatsaufsicht)은 그 개념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국가가 하부기관, 특히 권리능력 있는 자치적 행정주체에 대해 각종 지시처분이나
감사, 감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좁게 이해되어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국가감
독은 국가가 하부기관과 같은 행정주체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 대
한 영향력 행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국가감독을
따르게 되면 국가감독은 동일한 주체의 하부기관이나 하부 독립기관에 대한 것이
지 사적 주체에 대한 것은 인정될 수 없고38) 따라서 사경제영역에 대한 규율인 경
제감독(Wirtschaftsaufsicht)은 국가감독과 유사하나 구별되는 유형으로 이해하
게 된다.39) 반면, 넓은 의미로 국가감독을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국가
감독을 행정주체와 사적 경제주체에 대한 감독의 상위개념으로 이해한다. 특히 경
제감독 개념을 통해 감독을 반드시 동일주체에 한정시킬 이유가 없다고 한다. 경
제감독은 사인의 기본권행사가 법률상의 요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법 체계에서 하부기관에 대한 감독인 국가감독에 대응되며 충분히 승인되는 개
념이라고 보는 것이다.40)
양자의 차이는 국가감독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을
통해 변화된 국가의 임무수행방식과 기능을 설명할 것인지로 나아간다. 동일하게
전제되는 것은, 첫째, 민영화로 표현되는 사인에 의한 공공임무의 수행이 행정주

38) W. Kahl, Staatsaufsicht, S. 363.
39) 경제행정법 영역에서 새로운 작용수단 혹은 “새로운” 경제감독의 형태로서 보장감독에 대한 논의는, 계인국, “독일 경제행정
법의 기본방향과 최근 전개양상 – 영역의 확대와 작용수단의 변화 -”, 행정법연구 제52호 (2008. 2.), 79면 (94면 이하).
40) M. Edelbluth, Gewährleistungsaufsicht, S. 1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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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아닌 사인의 지위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민주적 정당성의 통제 문제, 둘째, 공
동선의 실현을 위한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협력이 그것이다. 먼저 사인에 의한
공공임무의 수행에 있어 국가감독이 문제되는 지점을 포착해본다.

2. 국가감독의 재편 혹은 확대

가. 논의의 배경
근대 헌법국가가 국가와 행정을 비교적 엄격한 단일체로 이해하였다면, 현대 헌
법국가는 통일성과 다양성 사이의 변증법적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41) 그 안에서
국가감독의 구상은 법적인, 그리고 권력의 단일체로서 국가상과 함께 다원적인,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이익과 세계관 및 생활영역이 체화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와
서로 다른 집단들의 존재로 특징지어지는42) 국가상을 배경으로 하게 된다. 국가의
통일성이란 정치적 행위 및 결정의 통일성이며 이는 사회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며

인한 국가의 역할변경, 그리고 협력적이고 분업적인 공동선의 실현과 이를 위한
책임 배열은 이러한 현대 헌법국가의 국가상과 절연된 새로운 국가상이 아니라 오
히려 그 연장선에 있다. 즉 20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협
력적 법치국가나 협상적·협력적 행정, 서열적(hierarchisch) 관계의 해체, 탈중심
적 조종, 국가임무의 변화, 보장국가와 보장행정은 일련의 발전선 상에 놓여있는
것이지 어느 순간 출현한 것도 아니며 과거의 논의를 그대로 재론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감독의 재편 내지 확대 논의 역시 근대 헌법국가 및 20세기 초반 C.
Schmitt적 구상, 즉 이미 조직화되고 ‘주어진’ 통일체로서 국가와 행정의 구상을
극복하고 통일성과 다원성간의 긴장관계로 나아가며, 그리고 다시 협력적 감독과
보장감독의 전략으로 확대되는 방향에 놓여있다.44) 종래 자치행정에 특화된 국가

U. Scheuner, Staatstheorie und Staatsrecht, S. 135 (145).
U. Scheuner, Staatstheorie und Staatsrecht, S. 135 (145).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Rn. 5 ff.
특히, G. F. Schuppert, Zur notwendigen Neubestimmung der Staatsaufsicht im verantwortungsteilenden Verwaltung, in:
ders. (Hrsg.), Jenseits von Privatisierung und „schlankem“ Staat, S. 299 (305 ff.).

41)
42)
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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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얻어지게 된다.43) 오늘날 국가임무 수행방식의 변화와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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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한과 경제영역에서의 위험방어로 각각 전통적인 국가감독과 경제감독이 이
해되었다면, 오늘날 행정현실에서는 자치행정만이 아니라 임무의 독립과 이전이
문제되며 또한 여기에는 행정주체만이 아닌 사적 임무수행자가 매우 다양한 법적
지위를 지닌 채 등장하게 된 것이다.45)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국가감독은 민영화
의 각 유형과 관련을 맺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민영화의 유형은 크게 형식적
(formell)-기능적(funktional)-실질적(materiell) 민영화로 나누어지며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시 분화된다. 그러나 이들 각 유형은 명확히 구별되어 배타적인 영역
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제도의 설계 및 근거 법령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경계
를 가지고 있고 상호 혼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을 각각 규율하
게 되는 국가감독의 모습은 물론, 그 법적 근거도 종전과 같이 정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안전임무의 논의에 이를 접목시켜본다면, 안전임무의 이행이 다양한 형태
로 사인에게 이전되고, 특히 사인이 본래의 법적 지위를 유지한 채, 사적으로 조직
된 행정의 수행자(Verwaltungstrabanten)로 활동하는 경우를 상정하게 된다. 이
러한 활동은 공적 영역의 안전임무이행과 사적 영역의 안전임무이행이 상호 협력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하나의 안전임무이행, 예를 들어 어떤 재난구호활동에 있어
서 국가의 구호명령 이외에도 공법상 계약을 통하여 민간의 기술과 인력, 장비 등
이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나. Exkurs: 보장국가의 현행 헌법적 근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헌법국가가 바라보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소위
협력적인 관계라든지 사회 영역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책임분할의 관계에 놓여있
다는 것은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논의가 아니며 직접적인 논의내용을 놓고 보더라
도 이제는 거의 반세기의 역사를 가진 오랜 연구의 성과물이다.46)
45) G. F. Schuppert, Zur notwendigen Neubestimmung der Staatsaufsicht im verantwortungsteilenden Verwaltung, in: ders.
(Hrsg.), Jenseits von Privatisierung und „schlankem“ Staat, S. 299 (307 f.).
46) Böckenförde와 Hesse의 논쟁을 기화로 1970년대 독일 공법학은 국가와 사회의 구별문제와 관계성에 대해 격론을 계속하였고
당시에도 이미 상당한 성과를 얻어내었다. E.-W. Böckenförde, Die Bedeutung der Unterscheidung von Staat und
Gesellschaft im demokratischen Sozialstaat der Gegenwart, in: P. Möhring (Hrsg.), Neue Entwicklungen im Wettbewerbsund Warenzeichenrecht, FS Hefermehl zum 65. Geburtstag, S. 11 ff.; K. Hesse, Bemerkung zur heutigen Problematik
und Tragweite der Unterscheidung von Staat und Gesellschaft, DÖV 28 (1975), S. 437 ff.; W. Brohm, Die Dogmatik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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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오랜 논의의 연장선에서 제시된 보장국가론은 국가학적, 법이론적 관점
은 물론 법치국가의 발전단계나 기본권의 실현과 같은 헌법 이론에 근거하고 있
다. 흔히 보장국가의 근거규정이라고 인용되는 독일연방기본법 제87f조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하여 다양한 콘텍스트 하에 헌법에 편입된 표현인 ‘보장
(gewä hrleisten)’이라는 단어를 택했고 이로부터 ‘보장국가(Gew ä hrleistungsstaat)’
라는 표제가 나타난 것이지, 독일연방기본법이 어떤 특정한 국가유형을 실정 헌법
상의 규정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 애초에 이를 헌법에 정해야만 그 국가상이 헌법
상 비로소 인정될 수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급부국가나 질서국가, 경찰국
가 등 다양한 제목으로 표현된 국가유형이 실정 헌법상 어떤 국가상을 정해둔 규
정을 통해 비로소 정당성 내지 타당성을 얻은 경우를 쉽게 찾기는 어렵다. 적어도
현대 헌법국가에서 국가유형 내지 국가상이라는 것은 헌법의 제·개정 권력의 결단
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전혀 아니며 법치국가의 실질적 내용의 전개에 따라 형성
되어가는 것이다. 보장국가라는 표제 자체는 독일 연방기본법의 실정조문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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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표현으로서 차용된 것이긴 하나, 그 내용은 법치국가의 발전단계에서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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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 관련된 다양한 헌법이론에 기초한다. 그렇다면, 헌법학이 반세기 이상
에 걸쳐 전개하여 왔던 국가와 사회의 관계와 그 변화에 대한 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현행 헌법상 명문의 규정 내지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
다는 이유만으로 보장국가론을 인정하기 힘들다거나 단지 수입법학의 남발일 뿐
이라는 것은 적절한 반론이 되기 어렵다.
국내에서 보장국가론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실정 헌법적 근거 여부에서 찾을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입법자가 보장국가론을 둘러싸고 전개된 헌법적 논의와 배경이
론을 인지하여 입법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말해 법률 및 하위 입법 단
계에서 보장국가론에 입각한 실정법이 의식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여전히 발견되
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공공임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무책
임한 민영화나, 이행불능에 이르는 공적 영역의 비대의 두 선택지만이 아니라, 공
적-사적 영역간의 역할과 책임이 적절히 분담 및 배열되어야 함을 감안한다면 오
Verwaltungsrechts vor den Gegenwartsaufgabe der Verwaltung, VVDStRL 30 (1971), S. 245 (289 ff.). J. Isensee, Der
Dualismus von Staat und Gesellschaft, in: E.-W. Böckenförde (Hrsg.), Staat und Gesellschaft, S. 317 ff. 최근의 국가임무
및 책임론 역시 당시 논의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1 8.06

211

법제논단

히려 이론적인 촉구가 더욱 요청되어야 하는 것이다.47) 이론적 촉구가 요청되는
추가적인 이유는, 공동선, 공동선의 협력적·분업적 실현, 공익과 사익의 관계 등,
굳이 보장국가론이 아니더라도 국가론이나 공법일반이론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통
용되는 관념에 대해서 학계에서조차 오해나 편견 또는 불신이 팽배해있다는 점이
다. 이에 대한 논의는 수입법학의 평면적인 소개도 시기상조인 논의도 아니며 오
히려 이론의 본질적인 토대이며 따라서 필수적이고, 또한 더없이 시급한 주제인
것이다.48)

다. 전통적 국가감독의 적합성
그렇다면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감독이 이른바 보장국가의 규제 및 국가감
독과 서로 합치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먼저 국가감독의 대상을 국가 내의 하부기
관이나 자치기관으로 보는 전통적 의미에서는 보장국가의 규제에 있어 국가감독
을 연계시켜 논의하기 힘들 수도 있다. 사적 수행자가 공공임무를 이행한다고 하
여 곧장 자치권을 가진 행정주체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공공임무의 사적 수행자를
공무수탁사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국가의 감독이 아닌 추상적인 규율 및 내부적 지
시권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보장국가에서 전통적 의미의 국가감독을
논의하려면 그 형식과 내용의 재편 혹은 확대가 불가피하다. 한편 국가감독을 넓
게 이해하여 그 대상에 사적 영역의 행위자까지 포함시키는 견해에서는 보장국가
에서의 국가감독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국가감독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끝으로, 광의와 협의의 국가감독 모두에
서 문제되는 것은 국가감독의 방식이나 수단에 있어서 전래되어온 행정법상의 각
종 행위형식이나 국가감독에서의 법률관계가 나타내는 수직적 성격이 보장국가에
서의 국가감독 수단으로 적절한지이다.

47) 우리 법현실에서도 이미 국가와 사회의 관계, 규제패러다임의 변화 등이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네거티브 규제”, “샌
드박스” 등의 표제어에 가까운 규제전략은 선호하면서도 정작 충분한 이론적 토대를 갖춘 논의는 무분별한 수입법학이라고 치
부해버리는 것이 적절한 비판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4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테마가 민영화나 보장국가론을 위해 급조된 것이 아니라 공법학, 특히 법치국가 이론의 발전과정
에 놓여있음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독일이나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의 ‘다름’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논의 ‘부족’, 이로 인한
인식의 부족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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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장감독
(1) 의의
보장감독(Gewä hrleistungsaufsicht)은 전통적 의미의 국가감독은 물론 넓은
의미의 국가감독 및 경제감독에 있어서 발견되는 변화의 요청, 특히 사적 수행자
를 염두에 둔 감독이 필요하게 되면서 새롭게 혹은 확대된 의미의 감독으로 형성
된 단서개념(Schlü sselbegriff)이다.49) 전통적 의미의 국가감독이 자치행정에 대
응되고 경제감독이 경제적 자유권의 행사에 대응되는 것이라면, 보장감독은 국가
와 사회 간의 교차점에 일어나는 사인에 의한 공공임무의 이행을 특히 고려한
다.50) 그러므로 보장감독은 기본권적으로 보호되는 공공임무 관련행위 수행이 사
법상의 자연인 혹은 법인에 의하여 이뤄지는 경우에 대한 감독으로 이해되며 따라
서 경제감독보다 더 넓은 개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보장감독은 이미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책임의 단계화나 보장책임 등 보
장국가의 핵심적인 관념에 의해 구상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Schuppert는 보장

다시 말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적 수행자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그의
행위가 공동선에 지향되도록 결합시키기 위한, 보장국가의 필수적인 수단이 바로
보장감독이라는 것이다.52)

(2) 내용
보장감독은 사적 수행자의 이행실패나 부족으로 인해 회수 또는 대체수행으로
이르지 않도록 국가가 사적 수행자의 임무이행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규제감독
(Regulierungsaufsicht)과, 이행에 대한 통제가 자율적 혹은 타율적으로 이뤄지
는 것을 감시하는 감시감독(Ü berwachungsaufsicht)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
저 규제감독은 오늘날 규제법(Regulierungsrecht)상의 규제개념에 접근한다. 다
시 말해, 광범위한 내용을 지니는 정책적 의미의 규제가 법적 의미로 한정된, 보장
49) 단서개념에 대하여는, 계인국, “4차 산업혁명과 행정법의 과제”, 법제연구 제53호 (2017. 12.), 149면 (163면 이하) 참조.
50) Gröschner, Das Überwachungsrechtsverhältnis, S. 52.
51) G. F. Schuppert, Zur notwendigen Neubestimmung der Staatsaufsicht im verantwortungsteilenden Verwaltung, in: ders.
(Hrsg.), Jenseits von Privatisierung und „schlankem“ Staat, S. 299 (312),
52) M. Edelbluth, Gewährleistungsaufsicht, S. 39.

201 8.06

213

Legislation

감독을 “이행책임에서 보장책임으로서의 경과에 대한 연결점”이라고 표현한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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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서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혹은 규제감독은
(i) 공공임무가 사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ii) 대개 영역특수적인 규제
목표를 공동선 목표와 결합하여 실현하기 위해서 (iii) 공공임무의 사적 수행자에
대해 (iv) 다양한 규제전략, 즉 고권적 규제-규제적 자율규제-자율규제의 방식을
선택하고 (v) 이에 따라 다양한 행위형식들을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식으로 이뤄진
다.53) 이러한 점에서 규제를 법적 의미의 규제, 규제법상의 규제, 보장행정의 작
용형식으로서 규제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규제를 “새로운” 형식의 경제감독으로
이해하였다가54) 점차 그 범위를 새로운 유형의 국가감독 혹은 국가감독의 새로운
전략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는 것이다.55) 다음으로 감시감독의 경우,
자발적인 혹은 유도된 자율감시 및 타율감시가 가능하다. 특히 사인에 의한 감시
감독은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보유한 자에 의한 각종 안전점검 등으로 이는 현행법
상으로도 이미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보장감독을 제3의, 새로운 감독유형으로 볼 것인지, 또는 국가감독이 수
평적으로, 즉 유형에 있어 확대된 것인지, 아니면 국가감독이 수직적으로, 다시 말
해 적용대상에 있어서 확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분명한 것은 보장감독이라는 개념의 사용 자체보다도 이러한 개념이 논의되는
배경에 있어서 사적 수행자의 공공임무 이행 확대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문제의식
과 해결방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56) 그렇다면 이와 같이 확대
혹은 재편된 (보장)감독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3. 민주적 정당성에 의한 통제 가능성

공공임무가 사적 수행자에 의해 이행되는 경우, 그 적절한 이행을 통제하기 위
한 필요성과 근거로 흔히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민주적 정당성57)에 의한 통제
53)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의 의미, 영역 특수적 규제목표와 공동선 목표 간의 목표결합, 규제 전략 등은 선행연구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상론하지 않는다.
54) I. Kay,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Gewährleistungsverwaltung, S. 234 ff.
55) 경제감독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는, 계인국, “독일 경제행정법의 기본방향과 최근 전개양상 – 영역의 확대와 작용수단의 변화
- ” 행정법연구 제52호 (2018. 2.), 79면 (94면 이하) 참조.
56) 경제행정법에서 보장감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인국, “독일 경제행정법의 기본방향과 최근 전개양상 - 영역의 확대와 작용수
단의 변화 -”, 행정법연구 제52호 (2018), 79면 이하 (9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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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종래 사인의 공공임무 수행은 그의 지위가 이른바 국가화되는 방식을 취하
곤 하였다. 공공임무의 이행을 위해 조직된 사적 조직체가 공공임무를 이행하는
한 사법적으로 조직된 행정이 국가의 재산에 서 있고 이로부터 행정임무의 수행에
투입되어지고 일반 행정조직과 관련되어지며 그러므로 결국 국가에 귀속58)되므로
국가의 감독 하에 계속 놓이게 된다.59)

이 경우에는 국가감독을 좁게 보더라도

공공이무의 사적 수행자는 국가감독의 대상이 된다.
공동선 실현을 위한 국가의 수단선택의 자유로서 사인에 의한 공공임무 이행을
선택하고 사법적인 조직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어떠한 “국가감독으로부터의 도피”
로 나아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60) 그러나 사적 임무수행자의 국가화가 “의식적
으로 포기”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러한 논증은 성립되기 힘들다. 많은 경우 공공임
무의 이행이 사적 영역에서 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사회의 고유한 행
위합리성을 이용하고 공동선기여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사적 수
행자를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게 된다. 만약 사적 수행자가 국가에 귀속된다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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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공사협력 등의 특수한 장점은 사라지고 민영화의 요청은 공허해진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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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권력의 개념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어 종국에 국가와 사회의 구별 역시 사
실상으로는 포기될 것이다.61) 임무이행이 전면적으로 사회 영역에 주어지는 경우
그 기반이 되는 사실관계는 민주주의 원칙의 적용범위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물론
기본권적으로 민감한 영역에서 활동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권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62)
양자 간의 접점 역시 정확히 정하기는 어렵다. 사적 수행자가 어느 정도 국가화
혹은 이로부터 벗어나 있는가의 문제는 민영화의 단계에 따라 정해지고 다시 이로
서 민주적 정당성에 의한 감독의 필요성을 근거짓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
다. 그러나 민영화의 단계나 공사협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그 유형간의 경계
57)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재훈, “행정청의 민주적 정당성 - (독일) 통신규제청의 지시로부터의 자유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5집 제4호 (2017. 6.), 189면 이하 참조
58) Wolff/Bachof/Stober/Kluth, VerwlR II, § 104a, Rn. 34
59) W. Kahl, Staatsaufsicht, S. 381.
60) W. Kahl, Staatsaufsicht, S. 381.
61) B. Schmidt am Busch, Gewährleistungsaufsicht zur Sicherstellung Privater Aufgabenerledigung, DV 49 (2016), S. 205
(213).
62) B. Schmidt am Busch, Gewährleistungsaufsicht zur Sicherstellung Privater Aufgabenerledigung, DV 49 (2016), S. 205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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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민주적 정당성에 따른 책임이 요청된다고 하
여도 실제로 이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4. 기본권적 구속

일단 헌법은 기본권수범자가 아닌 기본권자인 사인을 헌법적인 구속 하에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사인이 공공임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
다. 이러한 경우 기본권의 보호의무를 통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국가
는 공공임무 이행책임이 사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새로운 위험상태로 파악하여, 여
기에서 잘못된 이행이나 불충분한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임무의 관계당사
자 권리의 침해에 대해 기본권의 보호의무를 발동할 수 있다. 민영화의 유형에 따
라 판단할 경우 특히 안전임무의 이전에 있어 중요한 기능적 민영화에 있어, 공공
임무의 이행에 참여하는 사인의 행위는 당사자에 대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서게
되며 중요한 법익침해에 대한 특수한 위험상태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장책임의 발현이 기본권의 보호의무를 통해 모두 설명되기는 어렵다. 기
본권의 보호의무는 보장책임의 다른 측면으로 이해하여 출발점으로 삼을 수는 있
을 것이나, 결정적으로 기본권의 보호의무만으로 보장책임을 근거짓게 될 경우 국
가의 방어권적 관계, 즉 국가와 사인간의 수직적 관계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 차이
에 이르게 된다.

5. 공동선 실현을 위한 개입과 협력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개입으로 감독을 이해하는 견해는 한편으로는 가장 전통
적인 관점, 즉 공행정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데에서 출발하나, 다른 한
편으로는 국가감독의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서게 되며 또한 사적 행위이성과 공공
의 목적간의 결합과 조화를 꾀하는 방안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안전보
장의 이행을 민간 영역에 이전시킨 공동선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감독적으로 개입
한다는 것은 보장국가의 관념 안에서 새로운 혹은 확대된 감독의 모습을 설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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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특히 공동선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감독을 이해할 경우 고권적 규제의 전
략 이외에 규제적 자율규제나 자율규제에 대한 감독,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 수행
되는 사적 감독과의 협력적 구상을 가능하게 한다.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사적 수행자의 자율규제 영역에서 실시되는 사적인
감독의 문제이다. 공공임무가 사인에 의해 이행되는 경우 국가의 감독은 마찬가지
로 공익을 위한 것이다. 반면 사인에 의해 안전임무가 이행되고 또한 자율규제로
서 감독을 시행함은 그 자체로 공익을 추구하기보다 결과로서 나타나는 공익실현
이 된다. 후자의 경우 공익 자체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공익이 결코 약화되거나 후퇴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가깝게는 민영화나
공사협력이, 좀 더 넓게 보면 자유권적 기본권의 행사와 더 나아가 자치 및 민주주
의 역시 공익만을 위하여 행위하는 개인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 및
사적 영역에서의 공동선 기여행위를 철저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영화나 공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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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및 그 외의 헌법적 가치들 역시 고유한 가치와 실익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Legislation

IV. 결 어
정리하자면, 안전은 그 개념을 정의하기 쉽지 않으나 공동선의 관점에서 국가에
게 최종적인 실현의무가 주어지는, 중요한 공동선의 전제이자 가치이다. 다만 이
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실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안전임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협력 혹은 사적 영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지식 등
을 통한 사적 이행이 필요하다. 그 한계를 사안적으로 정하려는 핵심임무론이나
국가유보, 기능유보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한편 변화된 국가의 임무수
행방식을 설명하는 책임론과 이를 전제로 하여 발전된 보장국가론은 공공임무의
협력적이고 분업적인 실현을 추구하는 바, 안전 및 안전보장에 있어서도 이는 동
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사적 이행자의 이행실패 혹은 안전규제 실패를 예방
하거나 사후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책임은 국가에게 여전히 잔존하는 바, 이를 전
통적인 국가감독에 대입시켜보면 국가감독의 재편 혹은 확대가 요구된다. 여기에
서 보장감독의 형식 혹은 전략이 나타나며, 특히 보장감독은 국가화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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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임무수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종전과 같이 민주적 정당성에
둘 수 없으며 기본권적 구속 내지 기본권적 보호의무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보장감독의 근거는 오히려 공동선의 실현방식에서 찾아야 하며 헌법이
론과 국가론이 오랜 시간 법치국가 이론의 발전을 비롯한 다양한 공법적 논의를
통해 등장한 보장국가론 즉 보장패러다임에 의해 직접적으로 근거지워지는 것이다.
오늘날 안전임무와 같은 중요한 공동선적 가치 또는 임무의 수행에 있어 중요한
것은 - 이미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 단순히 누구에 의해 수행될 것이
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수행될 것인가의 문제이며 이를 위한 감독 역시 공동
선 목표와 함께 민간 영역의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도 감독은 고전적인 의미의 감독 수단과는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감독의 의의나 범위, 대상, 수단의 재편
혹은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제시된 종전의 이론들이 부분적인 성과
를 낼 뿐이라는 점에서 보장국가론에 의한 이론적 근거는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된
다. 즉, 보장국가론은 한편으로는 안전임무의 수행을 위한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
간의 역할분담을 적절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행책임의 이전과 보장책임으로의
전환으로의 과정 및 그 이후의 규제에서 활용되는 감독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향
후 구체적인 법제에 있어서 이론적인 기반과 근거가 보다 명확하고 또한 변화되는
국가상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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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e rechtlichen Gründe für die Gewährleistungsaufsicht zur
Sicherheitsregulierung
In-Kook, Kay(Dr. jur.)
Research Fellow,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Der Begriff der Sicherheit ist unklar und schillernd. Die Gegenstände der Sicherheit
werden weitgehend ausgedehnt und wechselseitig zusammengeführt. Es ist zwar nicht
umstritten, dass Sicherheitsaufgaben als wichtigen Aufträge des Staates sind und die
Gewährleistung der Sicherheit als did grundlegenden Werte dargestellt wird. Sieht
man die Sicherheit als eine wesentliche Grundlage des Gemeinwohls an, hat der Staat
eine

Letztverantwortung

für

die

Sicherheit,

die

hier

als

eine

Verwirklichung

der

Sicherheitsaufgaben

durch

den

Staat.

Die

veränderte

Wahrnemungsmodi der Sicherheitsaufgaben erfordern sowohl die Neubestimmung der
Rollen

und

Verantwortung

Instrumentalisierung

Privater,

von

Staat
um

und

eine

Gesellschaft
angemessene

als

auch

Erfüllung

die
der

Sicherheitsaufgaben zu gewährleisten.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zunächst die
Kernstaatsaufgabenlehre, den Staatsvorbehalts und den Funktionsvorbehalt, als eine
Voraussetzung der privatisierten Aufgabenerfüllung. Danach beleuchtet hier die
Verantwortungslehre

und

den Gewährleistungsstaat

in

Verbindung mit

der

Staatsaufsicht. Während die tradierte Staatsaufsicht die Aufsicht über u. a.
verslbstständigte Verwaltungseinheiten zur Eunräumung von Autonomie bei der
Aufgabenwahrnehmung ist, darf die Gewährleistungsaufsicht, die „neue“ Form oder
Typen der Staatsaufsicht genannt ist, richtet auf die gemeinwohlverträgliche
Wahrnehmung von privaten Anbieter erfüllten öffentliche Aufgaben. Dann geht es bei
der Gewährleistungsaufsicht um ihre Gründe. Anders als die tradierte Staatsaufsicht,
spielt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hier keine ma-gebliche Rolle. Zur Gründe für
die Gewährleistungsaufsicht trägt die staatliche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b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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