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한국 뇌물법 현황 
	제1절 국내뇌물죄 
	1. 공적영역의 뇌물 
	2. 사적영역의 뇌물 

	제2절 해외뇌물죄 
	1. 외국공무원등 
	2.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3. 형량과 양벌규정 
	4. 예외의 유무 

	제3절 부정청탁금지법 
	제4절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 
	1. 벌금형 
	2. 형법상 몰수 
	3. 특별법상 몰수 
	4. 기업에 귀속된 이익의 경우 


	제3장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미국 
	1. 개관 
	2. 국내뇌물죄 
	가. 18 U.S.C. 201 
	나. 18 U.S.C. 666 

	3. 해외뇌물죄 - FCPA 
	가. 연혁 
	나. 뇌물방지규정 
	다. 회계규정 
	라. 벌칙 
	마. 최근 집행 동향 

	4. 기업형사책임 
	가. 연혁 
	나. 1980년대 일련의 개혁 입법들 
	다. US Sentencing Guidelines 
	라.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 단계 
	마. 특징 


	제2절 영국 
	1. 뇌물죄 개관 
	2. 기업형사책임  
	가. 개요 
	나. 뇌물방지실패죄 
	다. 기업면책사유로서 적절한 조치 
	라. 영국 DPA 


	제3절 프랑스 
	1. 뇌물죄 개관 
	가. 국내뇌물죄 
	나. 해외뇌물죄 

	2. 기업형사책임 
	3. 최근 동향 - SapinⅡ 
	가. 컴플라이언스 수립 의무화 
	나. CJIP  프랑스식 DPA 


	제4절 스위스  
	1. 뇌물죄 개관 
	가. 국내뇌물죄 
	나. 해외뇌물죄 

	2. 기업형사책임 

	제5절 독일 
	1. 뇌물죄 개관 
	가. 국내뇌물죄 
	나. 해외뇌물죄 

	2. 질서위반법 
	3. 최근 동향 - 단체형법안  


	제4장 형법상 뇌물공여죄의 문제점 
	제1절 비교법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1. 기업형사책임의 부재 
	2.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의 부재 

	제2절 뇌물공여죄 고유의 독자성 간과 
	1. 기존 학설의 문제점 
	2. 뇌물공여죄의 독자성 인정이 필요한 이유 

	제3절 기업형사책임의 부재 
	1. 기업형사책임 부재가 초래하는 현실적 문제점 
	2. 기업형사책임에 대한 국내 논의 
	3. 기업형사책임에 대한 외국 논의 
	4. 기업 뇌물의 주체는 기업 
	5. 형사정책상 문제점 

	제4절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의 부재 
	1. 뇌물공여로 얻은 이익 박탈의 필요성 
	2. 형사법적 수단 미비의 문제점 
	가. 현행법상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은 몰수의 대상인가 
	나. 지나치게 낮은 벌금형 
	다. 양형 단계에서의 철저한 간과 

	3. 과징금 등 행정제재 수단 부재 
	4. 민사적 수단을 통한 박탈의 어려움 


	제5장 개선방안 
	제1절 기업형사책임의 도입 
	1. 형법에 도입하는 방식 
	가. 양벌규정의 문제점 
	나. 현행 형법의 개정 방식 

	2. 기존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식 
	3. 독립된 뇌물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식 

	제2절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 도입 
	1. 뇌물공여죄의 벌금형 개선 
	가. 벌금형 개선의 필요성 
	나.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개념 도입 
	다. 기본 벌금형 상향 
	라. 뇌물 가액을 보충적 기준으로 활용 
	마. 소결 

	2.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몰수 추진 
	가. 벌금형 외에 몰수까지 필요한가 
	나. 해석론적 방법 
	다. 입법론적 방법 


	제3절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도입 
	1. 도입의 필요성 
	2. 현행 양벌규정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 
	3.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의 내용 

	제4절 자발적 신고 및 협상 시스템 
	1. 선순환구조 정착 
	2. 법인의 자수감면 
	3. 조건부 기소유예 


	제6장 결론 
	參 考 文 獻 
	ABSTRACT 


<startpage>16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제2장 한국 뇌물법 현황  13
 제1절 국내뇌물죄  14
  1. 공적영역의 뇌물  14
  2. 사적영역의 뇌물  17
 제2절 해외뇌물죄  21
  1. 외국공무원등  22
  2.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24
  3. 형량과 양벌규정  26
  4. 예외의 유무  33
 제3절 부정청탁금지법  35
 제4절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  37
  1. 벌금형  37
  2. 형법상 몰수  37
  3. 특별법상 몰수  38
  4. 기업에 귀속된 이익의 경우  43
제3장 비교법적 고찰  46
 제1절 미국  46
  1. 개관  46
  2. 국내뇌물죄  50
   가. 18 U.S.C. 201  51
   나. 18 U.S.C. 666  54
  3. 해외뇌물죄 - FCPA  56
   가. 연혁  56
   나. 뇌물방지규정  60
   다. 회계규정  67
   라. 벌칙  71
   마. 최근 집행 동향  80
  4. 기업형사책임  85
   가. 연혁  85
   나. 1980년대 일련의 개혁 입법들  90
   다. US Sentencing Guidelines  94
   라.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 단계  101
   마. 특징  106
 제2절 영국  108
  1. 뇌물죄 개관  108
  2. 기업형사책임   112
   가. 개요  112
   나. 뇌물방지실패죄  115
   다. 기업면책사유로서 적절한 조치  117
   라. 영국 DPA  120
 제3절 프랑스  123
  1. 뇌물죄 개관  123
   가. 국내뇌물죄  123
   나. 해외뇌물죄  125
  2. 기업형사책임  127
  3. 최근 동향 - SapinⅡ  132
   가. 컴플라이언스 수립 의무화  133
   나. CJIP  프랑스식 DPA  134
 제4절 스위스   135
  1. 뇌물죄 개관  135
   가. 국내뇌물죄  135
   나. 해외뇌물죄  137
  2. 기업형사책임  138
 제5절 독일  140
  1. 뇌물죄 개관  140
   가. 국내뇌물죄  140
   나. 해외뇌물죄  145
  2. 질서위반법  146
  3. 최근 동향 - 단체형법안   155
제4장 형법상 뇌물공여죄의 문제점  160
 제1절 비교법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160
  1. 기업형사책임의 부재  160
  2.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의 부재  163
 제2절 뇌물공여죄 고유의 독자성 간과  166
  1. 기존 학설의 문제점  166
  2. 뇌물공여죄의 독자성 인정이 필요한 이유  171
 제3절 기업형사책임의 부재  175
  1. 기업형사책임 부재가 초래하는 현실적 문제점  175
  2. 기업형사책임에 대한 국내 논의  182
  3. 기업형사책임에 대한 외국 논의  188
  4. 기업 뇌물의 주체는 기업  199
  5. 형사정책상 문제점  206
 제4절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의 부재  212
  1. 뇌물공여로 얻은 이익 박탈의 필요성  212
  2. 형사법적 수단 미비의 문제점  217
   가. 현행법상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은 몰수의 대상인가  217
   나. 지나치게 낮은 벌금형  223
   다. 양형 단계에서의 철저한 간과  228
  3. 과징금 등 행정제재 수단 부재  230
  4. 민사적 수단을 통한 박탈의 어려움  233
제5장 개선방안  237
 제1절 기업형사책임의 도입  237
  1. 형법에 도입하는 방식  238
   가. 양벌규정의 문제점  238
   나. 현행 형법의 개정 방식  244
  2. 기존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식  246
  3. 독립된 뇌물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식  249
 제2절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 도입  252
  1. 뇌물공여죄의 벌금형 개선  253
   가. 벌금형 개선의 필요성  253
   나.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개념 도입  255
   다. 기본 벌금형 상향  258
   라. 뇌물 가액을 보충적 기준으로 활용  263
   마. 소결  269
  2.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몰수 추진  273
   가. 벌금형 외에 몰수까지 필요한가  273
   나. 해석론적 방법  276
   다. 입법론적 방법  280
 제3절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도입  284
  1. 도입의 필요성  284
  2. 현행 양벌규정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  287
  3.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의 내용  290
 제4절 자발적 신고 및 협상 시스템  296
  1. 선순환구조 정착  296
  2. 법인의 자수감면  299
  3. 조건부 기소유예  302
제6장 결론  307
參 考 文 獻  314
ABSTRACT  33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