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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법인에 적용되는 양벌규정의 해석론과 그 개선방안을 다루
고 있다.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이
후 최근까지 약 500개의 양벌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개정된 
내용은 대부분 통일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실무
에서는 개정된 양벌규정의 위헌 여지에 대한 비판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 학계에서도 개정된 양벌규정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개정된 양벌규정이 법인의 처벌근거에 
대한 ‘무과실책임설’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선언한 것 이외에 해석론
상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법인의 양벌규정이 본문과 단서로 규정되어 있어 단서에 정해진 내용
은 불법요건인지 면책규정인지 여부, 단서에 규정된 ‘상당한 주의를 게을
리한 경우’는 형법상 과실로 보이는데,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는 ‘상당한 
주의’와 어떤 관계인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떠한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대하여서만 법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
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이외에도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과실추정설, 일반과실책임설, 부작위책임설은 법인 양
벌규정에서 어떤 점을 설명하고 있고, 어떤 점에 대한 해명이 부족한 것
인지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법인 처벌의 툴’로서 대위책
임 이론, 동일시 이론, 조직체 모델 등 3가지 툴을 검토해야 한다. 종래에
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었고, 법인 양벌규정
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설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법인을 형사
처벌하는데 필요한 도구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법인 처벌의 툴
은 법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도구 개념인데, 법인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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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형벌인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의나 양벌규정에서 법인 처벌의 근거로 
논의되는 일반과실책임설 등의 논의 뿐 아니라 법인을 처벌하는 툴에 대
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위책임 이론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
로, 법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꼴이어서, 
현행 양벌규정의 해석론에서는 취하기 어렵다. 조직체 모델은 법인 내 자
연인을 매개하지 않고 법인 자체의 잘못을 평가한다는 것인데, 통상 조직
체 모델은 법인의 과실을 설명하는데 장점이 있을 뿐, 법인의 고의를 설
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조직체 모델은 법인 내 자연인을 매개하지 
않는다고 하나 대표기관 등 법인 내 자연인을 배제하고 법인 그 자체의 
행위 등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 또한 현행 양벌규정은 법인만 
처벌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연인의 처벌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문
언상으로도 조직체 모델을 취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남는 툴은 동일시 이
론 밖에 없게 된다.

   동일시 이론은 원래 법인 내 자연인의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자연인의 
범죄가 있으면 법인이 형사처벌되는 대위책임 이론을 따를 때 법인의 처
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기관 등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자연인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
토록 하는 이론이었다. 그러나, 대표기관 등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된
다고 파악하면서, 법인의 범죄를 대표기관을 통하여 파악하게 되었고, 자
연인을 전제로 한 형법 체계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장점이 있었다. 즉, 법
인의 대표기관이 스스로 행한 범죄는 곧 법인의 범죄가 되는 것이고, 대
표기관이 종업원 등에게 지시를 하거나 종업원의 범죄를 용인하는 등의 
경우에도 대표기관을 매개로 하여 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
이다. 이러한 동일시 이론은 특히 미국의 모범형법전 §2.07에 나타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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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프랑스 신형법이나 오스트리아 단체책임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 우
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대표자의 고의는 법인의 고의’라고 표현하
거나, ‘대표자의 범죄’와 ‘종업원의 범죄’를 나누어 판단하는 것은 결국 동
일시 이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우리 법인 양벌규정에서도 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그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는데, 비록 우리 법인 양벌규정이 명문으로 대표자와 종업원 등을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해석론으로는 양자를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 따
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범죄를 범하면 법인이 형사처벌되고, 법인의 대표
자가 종업원 등에게 범죄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매개로 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양벌규정에는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도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른바 ‘감독
과실’의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범한 범죄를 법인의 대표자가 인지하지 못
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인에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감독’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자연인인 감독자와 피감독자를 상정해야 
그 이해가 쉽다는 점에서 보면, 결국 우리 양벌규정을 동일시 이론에 의
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동일시 이론을 취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
며, 대표기관의 행위와 법인의 행위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사실 이중처벌
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전히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남게 된다. 

   이중처벌의 문제는 동일시 이론만의 문제라기 보다 양벌규정을 채택하
는 순간 발생되는 문제이고, 특히 동일시 이론에 의할 때 그 문제점이 더 
부각되는 것이다. 물론, 동일시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대표기관이 자연인
으로서 범한 범죄의 요건과 대표기관이 ‘업무에 관하여’ 범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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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처벌되는 요건은 다른 요건이고, 대표기관과 법인은 별개의 주체
이므로 법적인 이중처벌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소규모 회사나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불이익한 형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드시 양형에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책임주의 원칙의 문제에 대하여는, 동일시 이론을 가지고 양벌
규정을 해석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거나, 아니면 법인은 책임
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처벌규정에서는 책임주의 문제를 빼
고 검토해야 한다거나, 책임은 원래 개별적인 것인데 동일시 이론에 의하
면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동일시 이론에 의할 때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게 되고,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면책될 여지가 없으므로 책임주의 문제가 더욱 부각되
고, 책임주의는 헌법상 원칙이므로 그 기준에 의하여 법인 처벌규정은 어
떤 형태가 되더라도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우리 양벌규정은 이미 약 60년 가량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계
속 그 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 양벌규정을 모두 위헌이라고 선언하
였을 때 발생될 실무상 혼란 등을 고려하고, 대표기관의 행위라고 하더라
도 ‘업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을 통하여 법인의 형사책임 여부가 바뀔 수 
있는 점 등을 본다면 법인 자체를 책임주의의 기준으로 보면서 위헌이라
고 하는 것 보다는 법인 처벌의 툴이 있으므로 책임주의 문제를 해명한 
것이라고 ‘간주’하거나, 법인은 원래 ‘책임’ 문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으
므로 법인 처벌규정에 대하여는 책임주의 원칙을 자연인만큼 강조할 수는 
없다는 등으로 해석론을 ‘봉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에
서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때, 종업원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법
인이 그대로 형사 처벌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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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 원칙 측면에서 위헌결정을 한 부분을 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본
다면, 종업원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법인
과 동일시되는 ‘대표자’인 자연인과 ‘종업원 등’의 자연인 사이의 문제였
던 것이며, 결국 책임주의라는 잣대를 위헌의 기준으로 쓴 것은 자연인에 
대하여만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그대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엄밀
히 말하자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정도의 의미일 뿐, ‘책임주의’에 
정면으로 합치된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하 국제뇌물방
지법)에서 증뢰죄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몰수 규정에서
는 ‘범인’에 ‘법인’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종래의 양벌규정 논의
에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행정범’이 아닌 ‘형법범’에 법인 처벌규
정을 두었다는 점이나, 법인 처벌규정을 ‘양벌규정’ 형태로 하였다는 점, 
벌금형을 매우 높게 정하면서 범죄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벌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가능성도 열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위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서 손쉽게 ‘위헌’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런
데, 범죄와 형벌의 비례라는 측면에서 보면 형법상 증뢰죄보다 중한 벌금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은 인정되어야 하
고 더 나아가 법인에 대하여 ‘고의범’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이 감독과실로써만 처벌받는 정도로는 위 형벌을 합헌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뇌물방지법의 해석으로도 동일시 이론을 채택하
여 법인의 대표기관을 매개로 하여 법인이 고의범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형법범’에도 법인 처벌규정이 등장
했다는 점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고, 몰수 규정의 ‘범인’에 ‘법인’을 포함
하는 명문규정을 두었다는 점도 역시 관심을 두어야 한다. 향후 법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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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규정의 논의가 확대될 경우에는 국제뇌물방지법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석론 및 단기 입법론으로서는, 현행 법인 양벌규정이 통일적인 
모습을 띄고 있고 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하므로, 형법 제8조
의2 규정을 두어 법인 양벌규정을 총론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형법 제8조의2 아래의 양벌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각 본
조에서 정한다. 제0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0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대표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법인을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게 
제00조의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 명령, 요구, 승인, 부주의하게 용인하
거나,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과 감독을 게을리한 경
우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인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법인
을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석론상으로는 법인 양벌규정에 대하여 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을 형사처벌하는데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의 기준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오래된 논란도, 조직체 모델의 등장 배경
도 역시 이러한 책임주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 지점은 자연인을 전
제로 한 형법이론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갖는 ‘단체형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난제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국에 법인의 형사책임 문제에 대하여 수도 없이 많은 논문과 연구가 있었
던 것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형법이론을 가지고 법인의 형사책임 문제
를 해명하려는 시도에도 매번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가 한다. 대위책임으로 법인 처벌을 시도하면 법인이 자기책임을 지지 않
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조직체 모델을 따르면 다시금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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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매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동일시 이론에 의하더라도 
책임주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나름
대로 각국의 사정에 맞게 법인의 형사책임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순전히 도그마틱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해석론과 단기 입법론은 ‘책임주의 원칙’ 문제 때문에 ‘뫼비
우스의 띠’,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는 도돌이표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덜 위헌적인 방법으로 법
인의 형사책임 문제에 대응하면서 실무를 운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위헌 
요소가 전혀 없는 새로운 차원의 ‘단체형법’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양벌규정, 법인의 범죄능력, 동일시 이론, 조직체 모델, 대위책
임, 컴플라이언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
물방지법

학 번 : 2007-3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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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서 설

 제 1 장  연구의 목적

   회사가 중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
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의 청해진 해운을 비롯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건, 3조원대 사기 대출을 한 모뉴엘 사건까지 국내에서
도 많은 사건이 있었다. 외국에서는 독일 회사인 지멘스가 전세계 각국에
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권을 따내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미
국 월가의 엔론, 월드컴 사태 등 사회․경제 전반을 뒤흔든 사건들도 있었
다. 이와 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회사의 임원 등 자연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회사 자체에 중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청이 더욱 
거세지는 것이고, 형사처벌의 필요성 자체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공감대
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백 개의 양벌규정 조문에서 법인에 대한 벌
금형을 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 자체를 정면으로 처벌하
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벌규정은 대개 이른바 ‘행정범’이라고 불리
는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우
리나라의 대응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법인 양벌규정을 찾아보아도, 그 양벌규정 조문은 형사처벌의 근
거가 되는 조문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측면에서 조차 의문이 있다. 명확성의 문제를 애
써 무시하고 양벌규정 조문을 들여다 보아도 어떤 경우를 처벌한다는 것
인지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법인의 양벌규정이 본문과 단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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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어 단서에 정해진 내용은 불법요건인지 면책규정인지 여부도 
알 수 없고, 단서에 규정된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는 형법상 과실
로 보이는데,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는 ‘상당한 주의’와 어떤 관계인 것인
지, 그 내용은 어떠한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대하여
서만 법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한 경우’ 이외에도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등의 
의문이 생겨 현행 법인 양벌규정은 친절한 조문이라고 볼 수 없다. 더 나
아가 형법총론 교과서를 읽어보아도 과실추정설, 일반과실책임설, 부작위
책임설 등이 설명되어 있기는 하나 법인 양벌규정 문언을 설명한 학설로
서는 이해되기는 하나 위 학설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해주지는 못한다. 
   더 나아가 최근의 논문을 읽어보면 ‘귀속모델’이라고 하여 동일시 이론
과 조직체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종래에는 왜 그런 설명이 없
었던 것인지, 최근에 그 설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실추정설, 
일반과실책임설, 부작위책임설 등의 학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설명은 찾기 어려웠다. 한편 ‘단체형법’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많았는데, ‘단체형법’과 조직체 모델은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
지,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단체형법’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은 
왜 발생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실무를 하면서 여러 건의 법인 양벌규정 사건을 접하게 되
었다. 1인 회사의 업주가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그 업주가 자연인인 자신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에 대한 벌금형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대표에게 벌
금 500만원이, 법인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발령되었다가 정식재판에서 
각 벌금 200만원으로 감경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인 1인 회사 
업주는 ‘이중처벌’이 아닌가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연인과 법인 
중 하나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의하기도 하였다. 과적차량에 
대한 도로법위반 사건은 한 때 매 선고기일마다 10건 이상의 무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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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던 사건인데, 그 도로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중 한명은, 도대체 왜 처
음에는 유죄라고 하면서 벌금을 납부하라고 하고 게다가 자연인 및 법인
에 2중으로 납부토록 하였다가, 벌금을 모두 납부한 지금에 와서는 왜 무
죄라고 하느냐며 사법당국이 하는 일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
하기도 하였다. 어떤 사건은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가 거의 되어 있
지 않고 종업원인 자연인에 대한 수사로 법인에 대한 수사에 갈음하거나, 
그 자연인인 종업원 자신도 피고인이 될 처지임에도 법인을 대리하여 조
사를 받기도 하여, 법정에서 비로소 종업원과 법인의 이해관계 대립을 이
유로 별도의 변호인이 필요하게 된 사건도 있었다. 법인 양벌규정이 위헌
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리상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법인 양벌규
정의 입법취지나, 우리의 양벌규정은 60년 가량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제외하고
는 법인 양벌규정을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법인에 
대하여 형법과는 다른 취급을 하였던 사정도 아울러 고민해야 한다는 점
을 인식하게 되었고, 최소한 법인 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
정되는 것이고, 법인이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에 대한 수사와 재판, 특히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 등에 대한 부분
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고민해 보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법인의 양벌규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의 양벌규정이 일본의 양벌규정을 도입한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
이고, 일본에서도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우
리와 같은 동일한 규정을 마련한 법인 양벌규정에 대하여는 ‘과실추정설’
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과실추정설’이 무죄추정의 원칙 및 거
증책임의 측면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일본은 왜 ‘과
실추정설’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일본의 법
인 양벌규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의문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일본에서의 논의 진행 과정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었다. 반면, 
법인은 당연히 범죄능력이 있다고 하는 미국법도 아울러 연구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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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어떤 방법으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인지, 법인에 대
한 수사와 재판, 양형은 각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우리의 
법인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최소한 
법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미국법의 상황이 큰 참고가 될 것
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에서도 최근까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
정하는 추세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유럽 
각국의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우리의 양벌규정은 법인을 처벌하
는 규정이면서도 자연인 처벌을 정하고 있어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상황과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다른 나라의 상황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공부 토대 위에서 우리의 양벌규정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이래 최근까
지 양벌규정 조문이 개정되어 현재 약 500개의 양벌규정 조문이 비슷한 
문언으로 통일되었다. 이러한 상황 덕분에 법인 양벌규정을 형법총론에서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고, 본 논문에서도 형법 제8조의2에 
총론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한편, 각 양벌규정에 산재
된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보이는 조문 내용과 미국 모범형법전의 태도
를 참고하여 하나의 조문으로 제시해 보았다. 한편, 국제뇌물방지법이라
고 불리는 법률에서는, 증뢰죄에 대하여 법인 양벌규정을 두고, 형법상 
몰수 규정이 아닌 별도의 몰수 규정을 두면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인 
소유의 물건’ 규정의 ‘범인’에 ‘법인’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명문을 두었고, 
벌금형을 큰 폭으로 상향하면서, 범죄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의 2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뇌물방지법에 정한 법
인 양벌규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상을 통하여 법인 양벌규
정의 해석론과 그 개선방안을 담은 단기 입법론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실
무상 사용할 수 있는 틀은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근본적
인 문제는 남게 되었다. 법인은 범죄를 범할 수 있는가, 법인에 대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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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처벌에서 ‘책임주의 원칙’의 문제는 해소된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인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한 문제는 ‘단체형법’이라
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는 장기 연구과제로 주소를 찾게 되었
고, 종래의 과실추정설, 일반과실책임설, 부작위책임설 등의 학설과 동일
시 이론, 조직체 모델, 대위책임 등의 법인 처벌의 툴을 논의하는 지점이 
아니라, 자연인을 전제로 한 형법 이론과는 다른 이론체계를 정립해야 한
다는 의미에서의 ‘장기’ 연구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
무를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법인에 대한 양형 기준, 특히 1인 회
사의 경우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양형에서 반드시 고려하는 방향을 제안
하였으나, 이 문제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단체
형법’에 대한 장기 입법론을 연구함에 있어서 법인 양형의 문제도 아울러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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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개관하고, 양벌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법인 처벌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입법론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해
석법학적 방법으로 양벌규정에 접근하고자 하며, 특히 비교법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의 양벌규정은 일본의 양벌규정으로부터 절
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 규정 내용도 같다. 따라서 일본의 법인 양벌규
정의 도입 배경부터 최근의 논의 상황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법
인의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법의 태도에 대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주로 양국의 상황을 연구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유럽 
각국의 내용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법적인 연구가 우리 양벌
규정을 해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
다. 따라서 비교법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논의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외 유럽 각국 등 우리 형사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외국의 논의 
상황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 양벌규정의 해석론, 입법론을 검토
하도록 한다. 
   제2편에서는 일본의 상황과 미국의 논의 상황을 제1장 일본과 제2장 
미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제2편 제1장 일본의 논의에서는 ‘과실추정
설’이 정착하기 전 양벌규정의 도입과 그에 대한 학설의 전개과정을, ‘과
실추정설’이 정착한 후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연구하였다. 제2편 제2장 미
국의 논의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New York Central 사건 
전후의 논의 상황, 미국 연방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법리, 
모범형법전의 기준 등을 검토하고, 법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 양형에 대
한 논의를 연구하였다. 
   제3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법인 처벌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양벌규정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였고, 양벌규정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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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검토하였다. 특히, 법인 처벌의 툴로써 대위
책임, 동일시 이론, 조직체 모델 등을 연구하고, 그 툴이 필요한 이유와 
각 툴에 따른 해석론을 살펴보았다. 그 중 동일시 이론에 기초하여 현행 
법인 양벌규정을 해석하고 동일시 이론의 문제점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특히 양벌규정 단서에 규정된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대한 분석을 시
도하였고, 법인 양벌규정을 전제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문제되는 절차법적 
쟁점에 대하여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국제뇌물방지법이 도입된 배
경 및 위 법의 특수한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법인 처벌규정이 도입되면 
국제뇌물방지법의 태도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4편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연구
를 시작할 때 가졌던 스스로의 의문점에 대한 답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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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용어의 정리

   법인이라고 하면 우선 회사를 생각할 수 있고, 본 논문에서 ‘법인’이라
고 칭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회사’ 나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법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형
법상 ‘자연인’만 처벌되고 있는 점과 명확한 대조를 위하여, 즉 ‘자연인’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며, 특별히 회사 이
외의 다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곳에서는, 그 개념을 사용하도록 한
다. 따라서 일단 ‘법인 처벌’이라는 용어를 주된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  compliance’에 대하여는, ‘컴플라이언스’라고 한글로 쓰는 문헌도 많
고, ‘compliance’라고 영어로 된 용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상
법 제634의3에 명시된 ‘준법통제기준’이라는 용어를 compliance program
의 번역 용어로, ‘준법감시인’이라는 용어를 준법통제기준을 시행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칭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준법감
시인’과 ‘준법통제기준’이라는 용어로 통일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조직체모델’, ‘조직모델’, ‘독립모델’ 등에 대하여는 ‘조직체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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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외국의 법인 처벌 상황

 제 1 장  문제의 제기

   우리 형사특별법은 ‘양벌규정’을 두면서 법인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위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이 우리 형법 도그마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우선 중요하
고,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행 양벌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 해석론상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입법자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양벌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형법전 도입 이전에 법인 처벌규정을 두었고, 그 
후 형법전을 제정하면서 법인의 범죄능력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
라서 형법전 이전부터 시행한 법인 처벌규정의 해석론이 그 시작부터 어
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일본에서 법인 처벌규정을 두었던 당시에는 영미
권을 제외하고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 입법례가 없었기 때문
에 법인 처벌규정에 대한 해석론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처벌규정을 계속 확대하면서 
양벌규정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그 양벌규정이 도입되면서 일본
의 양벌규정 조문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 양벌규정
을 연구함에 있어서 일본의 양벌규정 논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편, 우리 형법 도그마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법의 태도 역시 우
리의 양벌규정 해석을 위하여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비록 독일에서 법인
에 대한 형사처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 주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일부 州에서는 법인 처벌규정을 도입하려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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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있고, 유럽 전체적으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긍정하고 있는 
추세도 독일에서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독
일의 논의 내용도 필요한 부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미권 특히 미
국법의 태도에 대하여는 법인을 전면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의 근거, 역사 등을 검토하고, 법인 처벌에 따른 실무 운용 부분
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법인을 어떤 툴로써 처벌하고 있는가, 그 툴과 
형법이론이 상호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충돌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
고 있는가,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는 어떤 것을 채택하고 있는가, 법인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다만, 우리 양벌규정에 직접 영향을 준 일본, 법인처벌
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영국, 
독일 기타 유럽 국가의 상황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우
리 형사법 시스템에서 어떤 유용한 관점을 끄집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
는 문제도 고민해 보고, 아울러 법인에 대한 국제적 형사 분쟁에 대한 참
고자료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11 -

제 2 장  일 본

Ⅰ. 서설

   일본의 입법자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긍정한 것이 이미 100년 이
상 지났고, 양벌규정의 형식을 취한 것도 벌써 80년 가량 경과하였다. 따
라서, 양벌 규정의 본질이 무엇인가, 형법과 양벌규정은 상호 조화될 수 
있는가, 양벌규정이 형법상 범죄능력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인가, 법인
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가 등에 관한 논의도 100년 가
량 진행되어 왔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은 일본의 양벌규
정을 가져온 것이고, 일본에서 진행된 양벌규정에 대한 논의 역시 우리 
양벌규정에 대한 논의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나라 대법원이 종래 취
한 바 있는 ‘무과실책임설’이나 ‘과실추정설’ 등의 견해 역시 일본의 판례 
내용을 상당히 참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에서 양벌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우리 양벌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상당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Ⅱ. 법인 처벌 규정의 등장

   일본의 刑法典은 1907년에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행정목적
달성의 필요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였
고,1) 이는 법인에 대한 행정벌이 아니라 형사처벌이며, 다만 법인의 범죄
능력 유무에 대한 논의와 상관없이 법인이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해
석하고 있었다.2) 독일 형법학의 영향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1) 川崎友巳, 企業の刑事責任, 成文堂, 2004, 16頁.
2) 山口 厚, 刑法總論｢第2版｣, 有斐閣, 2007, 3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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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취함으로써 刑法典에 법인 처벌 규정이 도입되지는 못했으나, 기
업에 대한 행정단속의 필요성 때문에 특별법에 법인 처벌 규정을 도입하
게 되었다.3)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법인 처
벌을 반대하기도 하였으나, 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형벌을 과하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이
득의 귀속주체인 법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를 채
택하게 되었다.4)
   일본에서 최초로 법인 처벌을 규정한 것은, 1900년에 제정된 【법인
에 있어서의 조세 및 연초전매사범에 관한 법률】이었다. 위 법 제5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고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 
및 엽연초 전매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 법규에 정한 벌칙을 
법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5) 위 규정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종업원은 처벌되지 않고 사
업주만이 처벌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를 대벌규정 또는 전가벌규정
이라고 불렀다.6) 
   그 후 ‘법인’ 대벌 규정은 사라지고 ‘대표자’ 대벌 형식이 등장하였는
데, 이는 아마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판례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
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7) 즉,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형법 이
론에 의하면,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수용되기 어렵다는 평가
를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법인의 대
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932년에 이르러 【자본도피방지법】에 최초로 양벌규정이 
3) 김성룡 · 권창국, “기업 ·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46호, 2015. 3.)』, 대검찰청, 117면.
4) 川崎友巳, 앞의 책, 26頁.
5) 樋口亮介, 法人處罰と刑法理論, 東京大學出版會, 2009, 3頁.
6) 川崎友巳, 앞의 책, 25頁.
7) 川崎友巳, 앞의 책, 2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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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고, 행위자와 함께 법인인 업무주도 처벌받게 되었다.8) 위 【자
본도피방지법】에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기타 종업자(종업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
하여도 전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에 개인인 업무주와 
법인인 업무주를 별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방식을 한꺼번에 묶어 처벌하
기에 이르렀다.9)
   이 점에 대하여는, 프랑스법, 영국법과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양벌규
정을 도입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10) 일본의 최초 양벌규정이 제정될 
당시인 1932년 무렵에는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법인 처벌규정을 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법인을 처벌하면서 법인 내 자연
인은 각 본조에 의하여 처벌되고 법인 처벌로 인하여 자연인 처벌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위 
평가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프랑스법’의 영향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제정된 【주책건물취인업법(1952)】 등에서 양벌규정의 기본 
규정에 단서를 추가하여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의 종업자(종업원)이 당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
여 상당한 주의 내지 감독을 다하였다는 것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 법
인 또는 개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미 사업주가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이 증명되면 형사책임을 면한다는 취
지의 최고재판소 판례도 있었기 때문에 판례를 확인하는 내용의 입법에 
불과하였고, 최근의 법률에 있어서는 이러한 단서를 두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11) 즉, 양벌규정에 ‘단서’를 두지 않더라도 위 ‘단서’의 내용처럼 해
8) 樋口亮介, 앞의 책, 3頁.
9) 김용섭,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제17호(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201면.
10) Ibid.
1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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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및 적용을 하는 것이므로, ‘단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양벌규정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실제 양벌규정 조문은 ‘단서’를 둔 조문과 ‘단서’를 두
지 않은 조문이 병존하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명확하
게 인식하지 못한 채 ‘단서’를 둔 양벌규정 조문과 ‘단서’를 두지 않은 양
벌규정 조문을 그대로 우리나라 양벌규정에 차용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서 양벌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마치 ‘단서’가 있는 법률과 ‘단서’가 없는 
법률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있
다. 2007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는 ‘단서’ 규정을 둔 
경우와 ‘단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그 후 양벌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작업에 따라 현재 거의 대부분의 양벌규정에는 동일한 내
용의 ‘단서’가 명시되었고, ‘단서’를 두지 않은 양벌규정에 대하여도 ‘단서’
를 둔 양벌규정의 해석과 마찬가지의 해석을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우리
나라의 양벌규정은 ‘단서’ 규정을 둔 양벌규정으로 통일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양벌규정에 대한 검토를 진
행하면서 자세히 검토하도록 한다. 
   한편, 양벌규정은 일본 형법 제8조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있
다.12)

Ⅲ.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의

   법인의 범죄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설이 통설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
었고, 법인은 육체도 정신도 갖고 있지 않은데 형법은 육체적 거동과 심
리적 요소를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법인의 성질과 형법의 처
벌요건이 모순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13) 즉, 자연인과 달리 신체와 
의사가 없는 법인은 범죄의 주체에서 배제되었다.14) 이러한 점은 독일법

12) 山口 厚, 앞의 책, 40頁.
13) 樋口亮介, 앞의 책, 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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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15)
   다만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통설의 설명 방식에 의하면 이미 존
재하고 있는 업무주 처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되는 것을 어떻게 설
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겼는데, 타인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업무주인 자
연인과 법인에게 ‘대위책임’에 의하여 업무주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는 형
법의 자기책임원칙에 예외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16) 이 점은 우리
나라의 법인 양벌규정에 대하여 종래의 ‘무과실책임설’의 입장과 같은 입
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의 ‘무과실책임설’은 자기책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을 뿐, ‘대위책임’이라는 설명 방식을 명시적으로 보
여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검토를 하도록 한다.
   자연인인 업무주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면 양벌규정이 정해진 법률에 
규정된 벌칙 규정 본조의 공범으로 처리되고,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자연인 업무주에 대한 
양벌규정은 ‘수명적(受皿17)的) 구성요건 설정 기능’을 갖는 반면, 법인인 
업무주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것이라는 점
에서 ‘법인 처벌규정 창설 기능’을 가지므로, 자연인과 법인 업무주에 대
한 양벌규정의 기능이 다른 측면이 있음에도, ‘대위책임’이라는 공통점(형
법의 자기책임 원칙의 예외)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같은 조문에서 규정
할 수 있었다고 한다.18)
   그러나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하여, 법인의 본질론과 연동하여 파악하
여 법인의제설을 취하면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만,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은 대표기관을 매개로 하여 육체와 정신을 
14) 川崎友巳, 앞의 책, 13頁.
15) 樋口亮介, 앞의 책, 2頁.
16) 樋口亮介, 앞의 책, 4頁.
17) ‘받침접시(うけざら)’라는 의미로, 처벌의 흠결을 방지하기 위한 보충적인 구성요건이라는 의미

로 파악된다. 
18) 樋口亮介, 앞의 책, 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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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법인도 처벌될 수 있고 다만 刑法典의 해
석상으로는 법인을 처벌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을 뿐
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 현재의 동일시 
이론과 연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19) 

Ⅳ. ‘과실추정설’의 채택

1. 과실추정설의 등장 배경

   이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생기게 되었는데, 특히 법
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20) 수형능력을 인정하여 법인을 처벌한다는 
무과실책임론21)에 대한 비판론이 생기게 되었다. 
   美濃部達吉은 【행정형법개론(1939)】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
다.22) 「형사범은 반도덕성, 죄악성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 시비를 분별할 
정신능력을 가지는 자가 범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반하여, 행정범은 ‘법률
상 부과된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것으로, 법인은 육체와 정신을 가지지 
않으나 육체적 거동과 심리적 요소를 요구하지 않는 범죄도 가능한 것이
고 그것이 행정범이므로, 법인도 행정범을 범할 수 있다」고 하였다.23) 
이 견해는 ‘행정범’에 대하여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할 수 있고, 따라
서 ‘행정범’에 대한 양벌규정은 문제점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며, 
여전히 대위책임(무과실전가책임)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위 견해에는 행정범에 관하여 ‘자연인(대표, 고용인, 종업원 등)을 매개로 
19) 樋口亮介, 앞의 책, 3頁.
20) 大判 昭和 10 · 11 · 25 刑集 14卷 1217頁.(芝原邦爾, 西田典之, 佐伯仁志, 橋爪 隆, ケ-ス

ブック 經濟刑法(第3版), 有斐閣, 2010, 6頁에서 재인용)
21) 大判 昭和 17 · 9 · 16 刑集 21卷 417頁.
22) 樋口亮介, 앞의 책, 7頁.
23) 樋口亮介, 앞의 책, 7-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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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연인의 위반행위를 법인의 위반행위로 본다’고 하였는데, 법인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의 종업원의 행위까지 
법인의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24)
   美濃部達吉는 【경제형법의 기초이론(1944)】에서, 판례가 업무주의 
처벌에 관하여 대위책임에 의하여 파악하고 있는 점을 책임주의 측면에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연인 업주’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범칙행위에 대하
여는 감독의무위반에서 영업주의 처벌 근거를 구하고, 다만 종업원의 범
칙행위가 있으면 그 감독의무위반이 추정된다고 하는 ‘과실추정설’을 주
장하였다.25) 이러한 자연인 업무주에 대한 견해를 ‘법인’에 적용하면서, 
종래 “자연인 종업원의 범칙행위 = 법인의 의무위반”이라는 공식이 아니
라 법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감독의무이므로 “기관의 감독의무위반 
= 법인의 감독의무위반”이라고 보았고, 이를 통하여 법인의 면책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26) 
   이 견해는 결국 ‘감독주체’와 ‘감독대상자’를 구분하여, 법인에서 감독
의무를 담당하는 자(기관)와 감독대상자(종업원)를 나눈 후 감독대상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독주체가 감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으
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1939년의 견해에서는 법
인의 법령상 의무위반을 초래하는 주체는 ‘종업원’이라고 했다가, 1944년
의 견해에서는 그 주체를 기관에 한정하였다. 다만, 위 견해가 새롭게 발
굴한 ‘감독의무’라는 개념에 대하여, 이러한 개념을 법인에 적용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보는 바람에 법인처벌의 범위에 왜곡이 생기게 되었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27)
   美濃部達吉이 1944년에 주장한 이론은 일본 학계 및 실무에 큰 파장
을 가져왔고, 특히 위 주장에서 비롯된 ‘책임주의의 관철’이라는 명제가 

24) 樋口亮介, 앞의 책, 8頁. 다만 위 견해가 조직모델에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25) 樋口亮介, 앞의 책, 9頁.
26) 樋口亮介, 앞의 책, 10頁.
27) 樋口亮介, 앞의 책, 1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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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종래에는 ‘행정목적 달성’이라는 목표
만 가지고 있었던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의 관철’이라는 개념으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과실추정설이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학계의 
흐름에 대하여 판례28)에서도 과실추정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29)

2. 과실추정설의 내용

   판례는 자연인 업무주에 대한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그 처벌 근거를 무
과실 전가책임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그 후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의 과실책임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으로 변경하였고30), 법인 업
무주에 대한 양벌규정과 관련하여서도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그 대리
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의 존재를 추정하고, 사업주가 그에 관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사업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
다는 법리는, 사업주가 법인이고 행위자가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인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고 하여 같은 입장을 보였다.31) 
   통설도 이러한 과실추정설이 책임주의의 원칙과 행정목적달성이라는 
양벌규정의 목표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과실책임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했고, 결국 과실책임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 되었다.32) 
   과실추정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과실추정설은 결국 법인 대표자의 행위와 법인의 행위를 동일시하는 입장
을 전제로 한 동일시 이론33)을 취한 것으로, 대표자의 위반행위는 곧바

28) 最判 昭和 32 · 11 · 27 刑集 11卷 12号 3113頁.
29) 樋口亮介, 앞의 책, 11頁.
30) 山口 厚, 앞의 책, 40頁.
31) 最判 昭和 40 · 3 · 26 刑集 19卷 2号 83頁.
32) 山口 厚, 앞의 책, 41頁. 한편, 最高裁 昭和 32·11·27 刑集 11卷 12号 3113頁에서는, 양벌규정

이 고의·과실도 없는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39조에 위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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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인에 귀속되어 법인은 면책 가능성이 없고 직접 행위책임을 부담한
다는 것이다.34) 즉, 법인의 대표기관이 스스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곧바로 법인도 처벌되고, 위 대표기관이 종업원의 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감독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법인
이 처벌된다고 해석하였고, 전자를 행위책임, 후자를 감독책임이라고 설
명하였는데, 다만 동일시 이론을 취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단지 민법과 사
회통념에 의한다는 근거 외에 다른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35)
   한편, 위 분석과 다른 분석도 있다. 통설과 판례가 양벌규정에 대하여
는 과실추정설을 취하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하여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과실책임설이 범죄능력 긍정설
이나 부정설 양쪽에서 모두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범죄능
력긍정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이 기관을 통해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다는 것
을 근거로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의 감독상 과실이 법인 자신의 
감독상 과실이라고 이해하였고, 범죄능력 부정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은 의
사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법인 자신의 과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법인에 무과실전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인과 기관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 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
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36),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대표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를 특정하고 대표자의 고의, 과실을 법인에 
전가하거나(범죄능력 부정설), 대표자의 고의, 과실을 법인의 고의, 과실
과 동일시하여(범죄능력 긍정설), 대표자의 행위책임과 법인의 무과실전
33) 동일시 이론은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육체도 정신도 가진다는 논리에 입각한 영미법상 이

론으로, 민법의 ‘법인과 기관’의 개념을 형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는 것으로, 기관의 
행위는 특별한 제한없이 법인의 행위가 되는 것이며, 종업원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법인 내부
에서 감독주체와 감독대상을 나누고 감독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이는 곧 감독주체인 기관의 과
실이 되고, 기관의 과실은 다시 법인의 과실과 동일시된다는 취지의 이론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원래의 동일시 이론은 ‘기관=법인’의 공식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4) 山口 厚, 앞의 책, 40-41頁.
35) 樋口亮介, 앞의 책, 14頁.
36) 川崎友巳, 앞의 책, 3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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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책임(범죄능력 부정설) 또는, 법인의 행위책임(범죄능력 긍정설)을 과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37),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을 특정하고, 그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
무를 가진 대표자를 특정한 후 대표자의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인정
하고, 대표자의 과실을 법인에 전가하거나(범죄능력 부정설), 대표자의 
과실을 법인의 과실과 동일시 하고(범죄능력 긍정설), 종업원의 행위책임
과 법인의 무과실전가책임을 부과하거나(범죄능력 부정설), 법인의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부과한다(범죄능력 긍정설).38) 따라서 대표자의 책임을 
법인의 책임으로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전가책임을 인정하는가 하는 차이
만 이을 뿐 실제 양벌규정의 운용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39) 
   이러한 분석은 양벌규정의 ‘수명적 구성요건’이라는 기능에서 상당한 
아이디어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양벌규정의 해석론 또는 명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구성
요건과는 다른 ‘수명적’ 구성요건인데, 그 ‘수명적’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
론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인 구성요건까지 고려하는 설명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수명적’ 구성요건이 말하고자 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점에 한정하여 양벌규정을 본다면 법인이 그러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적극적인 관점보다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규범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소극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족하다고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인이 ‘주의와 감독’을 
하는가의 측면이 아니라, 법인 처벌이 ‘무과실책임’에 따른 예외규정은 아
니라고 ‘선언’하는 정도로 법인 양벌규정을 ‘합헌’이라고 설명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위 견해들은 ‘수명적’ 구성요건의 
해석 뿐 아니라 ‘수명적’ 구성요건의 전제가 된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의 필요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설명이 동

37) 川崎友巳, 앞의 책, 43-44頁
38) 川崎友巳, 앞의 책, 43-44頁.
39) 川崎友巳, 앞의 책, 45-4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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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론이던 조직체 모델이던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일 뿐이고, 법인 
양벌규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의 양벌규정 논의에서도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종래의 논의 상황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분석과는 달리 통설과 판례가 취하는 ‘과실추정설’ 입장 때문에 
양벌규정을 통하여 법인의 범죄능력 논의를 촉발하고 법인 처벌의 툴에 
대한 논의까지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통설과 판례의 논의가 전개되지 않
고, ‘봉합설’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과실추정설’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Ⅴ. ‘과실추정설’에 대한 일본의 비판론

1. 이론상 비판

   과실추정설에 대하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측
면과 책임주의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40) 
한편 판례는 무과실이었음이 인정되어 법인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대표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구체적인 위반행위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
데,41)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면책이 어렵게 된 것으로42), 과실의
40) 山口 厚, 앞의 책, 41頁.
41) 大判 昭和 3 ․ 3 ․ 20 刑集 7卷 186頁(누에를 키우면서 필요한 위생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일반적, 추상적인 주의․감독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선을 엄격하게 하고, 준수사항을 게시하며, 강습회를 열고, 계고
를 하였으나, 이 정도로는 추상적인 주의․감독 정도로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東京高
判 昭和 48 · 2 · 19 判タ 302号 310頁(18세 미만의 연소자를 심야에 일하도록 하였다는 내용
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연소자의 심야업무 금지와 관련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주의를 주는 정
도로는 부족하고 금기와 관련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노력
해야 한다고 하였다) ; 福岡高判 昭和 45 ․ 2 ․ 13 判例時報 605号 99頁(발파작업에 종사할 자
격이 없는 사람에게 야간에 인접광구와 동시에 발파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보안규정이 있고 보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조명이나 구명 밧줄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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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과 비슷한 실무 운용이 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43)

2. 순과실설의 등장

   이러한 과실추정설을 비판하면서, ‘순과실설’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일
본의 판례가 ‘과실’을 일반적․추상적인 주의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이고 구
체적인 위반행위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확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을 염두에 둔다면, 위 순과실설에 의하더라도 감독과실의 내용이 문제된

고, 인접 광구와 상호 발파협정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채광 노동자의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
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보안규정에 야간 발파나 동시 발파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기존 규정
도 준수되지 않았으며, 필요한 시간대에는 조명이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면책을 인정하
지 않았다).

42) 山口 厚, 앞의 책, 41頁.
43) 다만 예외적으로 몇몇 사안에서 무과실 면책을 긍정한 바 있으나, 몇몇 사안을 제외하고는 무

과실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大阪地判 昭和 24 ․ 7 ․ 15 勞刑集 4号 511頁(18세 미만의 연소
자에게 시간외 노동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노동기준법 시행 전에 전국의 
공장에 노동기준법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반행위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었고, 전국의 공장
장과 인사과장을 모아 동법의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동법 시행 후 사장 명의의 회람문서를 전
국의 공장에 시달하여 보급하고, 공장에서는 각 부서의 대표를 모아 지도교육을 하였고, 종업원
의 숙소나 휴식장소에 요약문을 게시하여 보급하고, 월 2회 과장회의에서 인사과장에게 동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위반행위 방지조치가 실시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 
大阪地判 昭和 24 ․ 8 ․ 2 刑事裁判資料 55号 511頁(취업 최저 연령인 15세 미만의 사람을 고
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업주가 기소된 사건에서, 사업주는 주로 대외적 사업을 담당하고 노무관
계는 공장장의 책임 하에 전적으로 노무주임에게 위임되어 있었고, 부서 구성원 가운데 가장 학
력이 높고 노무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노무주임에 배치하였으며, 사업주가 노무
주임 등에게 법규를 주시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과거 동종 사건에서 사태 파악 즉시 
제한연령 미만의 노동자를 즉시 해고한 적도 있고, 공장장 등에게 재차 방지, 시정 조치에 대한 
주의를 주어 공장장으로부터 위반행위를 완전히 제거하였다는 대답을 얻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
다고 하면서 사업주에 대하여 면책을 긍정하였다) ; 高松高判 昭和 46 ․ 11 ․ 9 判タ 275号 291
頁(공사현장에서 철골 조립 작업 중 크레인 차의 조작을 잘못하여 현장의 고압전선을 건드려 종
업원이 감전으로 사망하고 화상을 입게 된 사고에 대하여 공사의 하청을 맡은 철공업자 법인을 
위해방지조치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위해방지조치를 전력회사에 의뢰함으로써 원청에 강하
게 의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원청 상호간에 방호조치는 원청의 책임 하에 강구하는 것이 관례
였으며, 원청으로부터 방호조치를 강구하는 확약을 얻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반행위 방지
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점을 긍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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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면서, 대표자에게 실제로 인정되는 예견가능성은 일반적, 추상적
인 예견가능성에 불과한 것인데, 판례와 같이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을 긍
정하는 것은 고도로 분업화된 기업 조직의 실태에 비추어 어려운 일이고, 
이로 인하여 면책가능성 없이 법인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법
인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비판이 있다.44) 
   ‘순과실설’에 대하여 과실책임설 중 과실추정설이 아닌 일반과실책임
설과 같은 지위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순
과실설’이 장기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평가45)나 ‘과실’의 개
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위 비판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우리나라의 
일반과실책임설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거증책
임을 법인이 부담하는가 검사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에 한정되는 견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과실설’이 뒤에서 살펴보게 될 조직체 모델
이 전제하는 법인 자체의 과실을 말하는 것인지, ‘단체형법’이 고민하게 
될 법인 자체의 불법 또는 책임의 근거를 말하는 것인지 사실 명확하지는 
않다. 일본의 순과실설에 대하여는 조직체 모델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
는 평가46)가 있으나  위 조직체 모델이 언급하는 ‘과실’은 대부분 일반적
인 과실을 말하는 것이어서, 순과실설이 상정하는 과실과는 그 포착 지점
이 약간 다른 점이 있다. 따라서 순과실설은 조직체 모델과 단체형법의 
논의에 모두 필요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견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주의의무의 실질화를 주장하는 견해

   판례가 법인에게 요구하는 주의의무가 평균적인 일반인이 준수 가능한 
주의의무를 전제로 하는 형법상 통상의 과실과는 성질이 다르게 법인에게

44) 山口 厚, 앞의 책, 41頁.
45) 山口 厚, 앞의 책, 41頁.
46) 山口 厚, 앞의 책, 4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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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주
의의무의 내용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법인이 면
책받기 위한 주의의무를 평균적인 대표자가 준수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한편 그러한 주의의무를 대표자가 직접 이행할 필요 없이 제도나 조직을 
통해 실행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반행위를 
방지 감독하기 위한 제도상, 조직상의 조치의무와 그 조치가 유효하게 기
능하도록 주시 감독하는 조치의무에 있다고 주장한다.47) 위와 같이 주의
의무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는 견해가 한계가 있으므로 법인 고유의 과실책임을 주장하는 견해(조
직체 모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견해48)도 있다. 

Ⅵ. 입법론 논의

1. 벌금액의 상향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두되
기 시작하였고, 한편 양벌규정이 기업처벌과 관련하여 충분한 효과를 거
두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인식하고,49) 법인 형사처벌의 실효성 확보 차원
에서 벌금액의 상향 조정을 하였다.50) 그 외에 법인 중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부 법률에서 벌금액의 상한이 수억 엔이 되도록 하는 등(종전 
천만엔) 벌금액을 상향시킨 경우가 생겼는데51), 이는 특히 경제법 분야
47) 川崎友巳, 앞의 책, 42頁.
48) 山口 厚, 앞의 책, 41頁.
49) 川崎友巳, 앞의 책, 13頁
50) 임정호, “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대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 – 자연인 행

위의 총합과 책임주의 원칙간 간극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제44권(2015. 2.), 강원대학교 비
교법학연구소, 625면.

51) 川崎友巳, “兩罰規定の多元的機能とその限界”, 同志社法學 Vol.64 No.3(第356号), 2012., 420
頁에 의하면, 1992년 구증권거래법에서 양벌규정의 법인 업무주·자연인 업무주·위반행위자의 법
정형 연동을 폐지하면서 1억엔 이상의 벌금액의 상한을 정한 개정법이 증가하였으며,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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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외국의 벌금액과 비교하여 일본의 벌금액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이를 상향조정한 것이었고, 처음에 경제법의 영역에 주로 적용되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52) 법인에 대한 벌금을 중과하는 것에 
대하여 그 배경을 동일시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하는 견해53)가 있
는데, 아마도 동일시 이론에 의하면 법인에 ‘고의범’의 성립이 가능하게 
되므로, 법인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하는데 있어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고, 범죄외 형벌 사이의 균형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점 때문
에 이러한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2. 기업조직체 책임론

   기업조직체 책임론은 조직모델, 조직체 모델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독
자적인 법인의 형사책임을 구성하려는 이론으로, 동일시 이론과는 그 배
경이나 이론 구성이 상이하다. 법위반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각 담
당자의 객관적 행위 전체를 법인의 행위로 파악하고, 법인의 행위로 귀속
되는 자연인 행위자를 대표기관에 한정하지 않으며, 조직 활동에서 담당
자의 교체 등으로 고의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조직활
동 실태에 입각하여 법인의 가벌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대표
자의 주의의무와는 별개로 법인의 성질을 고려한 법인 고유의 주의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법인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과 대표자
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을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54)도 이러한 기조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기업 
내 자연인 특히 대표기관과 분리하여 법인 자체의 행위를 파악한다는 것
이 어렵고, 현행 양벌규정이 자연인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거래법 제207조에서 7억엔의 상한을 둔 것이 최고액이라고 하였다.
52) 김용섭, 앞의 글, 200-201면.
53) 이상천, “일본의 양벌규정론에 대한 비교법론적 고찰”, 법학논총 제27권 제2호(2014), 332면.
54) 川崎友巳, 앞의 책, 47-4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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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벌규정의 해석론에서 따르기에는 난점이 존재한다. 다만, 향후 단
체형법의 틀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귀중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이론 내용의 당부를 떠나 경청할 필요가 있는 이론이라고 보인다.  

Ⅶ. 우리법에의 시사점

   일본의 법인처벌규정은 1900년에 도입된 후 전가벌규정 형식에서 대
표자대벌 형식, 그리고 1932년 양벌규정 형식으로 변천을 거쳐왔으며, 양
벌규정 형식이 도입된 후 현재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형법전이 시행되기 전부터 법인처벌규정을 두었는데, 전가벌 
규정에서 대표자 대벌 형식으로 갔다가 다시 전가벌 규정을 취하지 않고 
양벌규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양벌규정 역시 무과실대위책임
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일본 형법의 이론에 의하면 무과실 대위
책임을 부담하는 형사책임이라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럼에도 양벌규정
을 위헌이라거나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책임주의의 요청
이라는 이름으로 양벌규정을 ‘과실책임설’에 의하여 해석하였고, 과실책임
설의 핵심은 ‘감독주체와 감독객체’를 나누어 법인의 대표는 감독주체로, 
종업원은 감독객체로 분리한 후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그 ‘감독의무위
반’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과실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양벌규정이 법인 사업주와 자연인 사업주 모두 하나의 조문에
서 규정하였던 것은, 그 양자의 이론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대위책임’에 의한 무과실 형사책임의 부과라는 측면이 동일했을 뿐이었
기 때문에, 만약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관철하려고 하였다면 법인 사업
주와 자연인 사업주를 나누어 규정한 후, 자연인 사업주는 공범규정이 적
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자연인 사업주를 처벌하려는 규정인 반면, 법인 
사업주는 대표와 종업원 사이에 공범규정이 적용될 정도의 ‘고의’ 또는 
‘공모’와 같은 측면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한 후, 법인 사업
주 규정은 자연인 사업주 규정과 달리 해석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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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 감독주체와 감독객체로 나누는 것은 법인 내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일부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대부분 법인에 의한 법위반
형태는 대표가 종업원에게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형태이므로 이러
한 점을 전제로 하여 법인 사업주 규정을 해석했어야 한다. 즉, 법인 사
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의 논의는, ‘과실추정설’이라는 이름으로 해결할 문
제가 아니었다. 
   ‘과실추정설’에 의하더라도 그 ‘과실’의 의미가 형법상 과실과 같은 것
인지, 그 ‘과실’이 있으면 책임주의 관철요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이
를 통해 법인의 범죄능력도 인정되는 것인지,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양
형을 정할 기준이 생기는지, ‘고의’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아무
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과실추정설’은 형법상 과실과 다른 
형태의 이론 구성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라는 것
은, 법인 입장에서 어느 범죄군에서나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파악될 수 있
어, 법인은 어떤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선임, 감독상의 과
실’로 평가될 뿐이므로, 과연 해당 범죄에 대한 불법 측면이나 책임 측면
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종업원의 행위를 그대로 법인의 행위로 보아 처벌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와 법인을 동일시하는 영미법의 
사고를 차용하고, 한편으로는 자연인 양벌규정의 선임․감독에서 아이디어
를 얻어 감독자와 피감독자의 구분 이론이 나오게 되었고, 그 점 때문에 
법인에서 ‘감독 과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내고, 이 ‘감독 과실’을 법인 사
업주 양벌규정을 해석하는 유일한 잣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연결
고리로 ‘대표기관’을 발굴한 것은 상당한 발견이라고 할 것이나, 대표의 
행위를 감독에만 한정한 것 같은 견해를 취하게 되면서, 법인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논의를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상황에서 우리 양벌규정은 일본의 조문과 논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오
게 되었고, 일본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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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감독의무가 있고, 그 감독의무위반이 추정되며, 실제로는 그 추정
이 깨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법인은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양벌규정이 법인과 행위자 모두를 처벌한다는 점, 그 이론 구
조는 대표자인 자연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의 행
위와 동일시한다는 점, 대표자를 포함한 법인 내 자연인의 행위를 먼저 
고려하여 처벌하고 법인의 처벌이 그에 따르는 형태라는 점 이외에 우리
가 일본의 양벌규정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 ‘책임주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
고 그에 따라 조문과 해석론이 변화되는 상황인 반면, 일본은 여전히 과
실추정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점, 우리 양벌규정은 거의 대부분 단서 
규정이 명시되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점 등도 일
본과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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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 국

Ⅰ.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미국법의 전개 과정

1. 커먼로 

   미국에서는 커먼로(common law) 상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 강
도, 절도 등과 같은 전통적 범죄와 관련하여, ‘법인은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법인을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없고, 범죄에 필요한 정신상태를 가
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하였다. 이러한 커먼로 상의 범죄에 대
한 법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관념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현재에도 법인
의 형사처벌에 관하여 회의적인 견해들도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55)

2. 공공복리침해범(public welfare offense)

   산업혁명 이후 법인의 수가 급증하고 사회에서 법인이 담당하는 역할
이 증대되었고,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청도 아울
러 커지고 있었다. 특히 개인보다 규모가 큰 법인에 대하여 법인이 담당
해 주기를 바라는 대규모 공사나 공중의 보호 등에 대한 기대나, 법인으
로 인한 공중의 피해가 막대하고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하여 
환경, 보건 등과 같이 공공복리침해범(public welfare offense)으로 불려
지는 영역에 대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55) Elizabeth K. Ainslie, "Indicting Corporations Revisited : Lessons of the Arthur Andersen 

Prosecution",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Vol. 43, Issue 1, Winter 2006, p.110에서는 
‘법인은 비난받을 만한 정신상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없으며, 형사처
벌로서 낙인을 찍는 것은 범죄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법인은 부끄러워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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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복리침해범(public welfare offense)의 특징은 무과실책임을 규정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결과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인데, 위 범죄는 
mens rea를 입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추상적인 단체에 정신적 상태
를 전가 ․ 귀속시키는 개념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커먼로 상
으로 ‘법인은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는 법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공공복리침해범 영역에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었
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오염된 강 유역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례56), 
도로를 충분하게 유지 내지 보수하지 못했다는 사례57), 다리를 전혀 관
리하지 않은 사례58), 도축장으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줄이지 못했다는 사
례59) 등이 있었다. 
   위 사례는 법인의 작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nonfeasance)
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경미하다는 점과, 법인에 의무를 부과하고 법인이 의무를 이행하
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론 구성을 할 수 있어서 ‘법인이 행위를 할 수 있
는가, 법인에게 범죄적 정신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하
여 비교적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공공복
리침해범(public welfare offense)에 대하여 법인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
다는 생각이 개념상 큰 어려움 없이 수용되었다.
   종업원 등이 범한 공공복리침해 사건에서는,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수용하였다. 여관 주인이 미
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 
주인은 직원인 바텐더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안된다’고 지시하였
고,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그 시점에 그 주인은 다른 州에 

56) People v. Corporation, 11 Wend. 539(N. Y. Sup. Ct. 1834).
57) Commonwealth v. Hancock Free Bridge Corp., 68 Mass. 58(1854).
58) State v. Morris Canal & Banking Co., 22 N.J.L. 537(1850).
59) State v. Corporation of  Shelbyville, 36 Tenn. 176(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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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사건이었다.60) 법원은, 비록 고의가 없는 범죄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 일반적인 법의 원리이기는 하나 수많은 예외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관 주인인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결하였다. 
   한편, 우유회사의 매니저(사장)는 봉인된 우유병 내의 우유가 희석되
어 있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종업원 등에게 항상 법규를 준수하도
록 지시해 왔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당해 법률은 공중
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
하게 벌을 과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유죄로 판결한 사건도 있었다.61)
   이와 같이 직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대위책임을 지는 것은, 이
론적인 이유보다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정당화되고, 공공복리를 증진한다
는 목표가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입법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
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62) 특히 만약 피고인에게 비난받을 
만한 mens rea가 있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이를 요구하면,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연인인 책임자(사장)의 형사상 대위책임은 불가능하고, 같은 이
유로 법인의 형사책임 역시 불가능였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63) 다만, 
당시 미국에서 민사, 형사, 행정이 상호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고, 법인의 무과실책임 내지 대위책임이 형사
법과 매치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64) 
60) State v. Constatine, 43 Wash. 102(1906).
61) State v. Burnam, 71 Wash. 199, 219(1912).
62) James M. Anderson, Ivan Waggoner, 『The Changing Role of Criminal Law in Controlling 

Corporate Behavior』, Rand Corporation(Santa Monica, California), 2014, p.28.
63) James M. Anderson, Ivan Waggoner, 앞의 책, p.29. 한편 법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확대하는 

이러한 19세기의 현상에 대하여, Oliver Wendell Holmes는 ‘형사 사건에서의 고의(intent)란 항
상 필요한 것이 아니며, 이는 형법의 목적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규제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Oliver Wendell Holmes, Jr., "The Common 
Law", Boston, Mass.(1881), p. 40, 45, 50, 75.].

64) 한편, James T. O'reilly, James Patrick Hanlon, Ralph F. Hall, Steven L. Jackson, Erin 
Reilly Lewis, 『Punishing Corporate Crime - Legal Penalties for Criminal and Regulatory 
Vio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61에서는, ‘due process’에 따르면 형사법은 입

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는데, 법인에 대위책임으로 무과실 형사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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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위에도 적용

   그 후 ‘부작위’ 뿐 아니라 ‘작위’에 대하여도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그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다. 당시로서는, 공중의 건강, 안전 등과 
같은 영역은 개인보다는 법인이 그 수범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입법목적 내지 입법취지상 mens rea
를 요구하지 않는 모든 작위, 부작위 범죄에 대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었다. 당시, 의무를 해태한 부작위는 형사 처벌하면서, 직접 법을 
위반한 작위를 형사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작
위와 부작위의 구별을 거부하고 작위, 부작위 모두 처벌한 판결도 있었
다.65)

4.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입법의 등장

   한편, 20세기 전후하여 법인격을 남용하는(corporate abuses) 것을 억
제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 시스템을 의회가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생기
게 되었다. 제정법인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 1890)이 법인의 형
사책임을 입법하였고, 그 후 다른 법률이 법인의 형사책임을 명문으로 도
입하게 되었다.

5. 고의(intent)를 요하는 범죄에도 적용

   위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승인되지 
부담토록 하는 형태에 대하여도 같은 비판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법의 법인 처벌 모습에 

대하여 이를 당연히 수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65) State v. Morris & E. R. Co. 23 N.J.L. 360(1852) - 또한 위 판결에서는 법인과 개인 중 누

가 처벌되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범(principal)은 법인이며, 법인이 행위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므로, 지시자와 업무 수행자 중 지시자가 처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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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작위에도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게 되었
으나, 여전히 고의(intent)를 요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법인이 처벌받지 않
고 있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66) 당시 
중범죄는 사형이나 신체형(disemberment)을 정하고 있었는데, 회사는 이
러한 형벌을 받을 수 없었고, 또한 고의를 요하는 범죄를 범한다는 것은, 
당초 회사가 목적한 정상적인 법률관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를 대리 법
리(principal-agent law)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회사는 영혼이 
없으므로 악독한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에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기소되고 그 개인에 대
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자연인인 피고인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주
장을 하였다.67) 자신들은 회사를 위하여 행동한 것이고(on behalf of), 
단지 회사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므로, 자신들이 아닌 주범(법인)을 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다. 
   그 후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결68)이 나왔고 그러한 
배경 하에 아래와 같은 결정적인 사안이 있었는데, New York Central 사
건으로 불리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그것이다.69) 
   철도회사인 New York Central & Hudson River Co.70)의 직원인 운수
과장과 설탕정제업체 사장들은, 위 철도회사가 설탕정제업체에 이미 공표
된 요금보다 적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66) James M. Anderson, Ivan Waggoner, 앞의 책, p.20.
67) Milbrath v. State, 138 Wis. 354(1909) 등.
68) Santa Clara County v. Southern Pacific Railroad Co., 118 U.S. 394(1886)에서는,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equal protection 규정을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최초로 
판결하였다.

69) Dominik Brodowski, Manuel Espinoza de los Monteros de la Parra, Klaus Tiedemann, 
Joachim Vogel,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2014, p.2에서는 위 
Santa Clara County 판결에서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New York Central 사건에서 위 판결의 내용을 발전시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는 평가하고 있
다.

70) New York Central & Hudson River Co. v. United States, 212 U.S. 48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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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하였는데, 이는 설탕정제업체로 하여금 수상 운송수단이 아닌 철
도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당시 Elkins Act에서는, 
이와 같은 리베이트 제공을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 법에는 법인의 임원, 대리인, 
종업원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는 그 개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성하는 동시에 법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간주된
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철도회사인 New York Central & Hudson River Co.는 위 
Elkins Act에 따라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위 철도회
사는 두 가지 이유에서 Elkins Act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5조의 due 
process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첫째로, 아무런 잘못도 없
는 주주를 벌하는 부적절한 것이며 두 번째로, 회사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불법행위를 승인(authorize)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
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상고심에서도 위 철
도회사는, Elkins Act가 개인의 행동을 회사에 전가하도록 대위책임을 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회나 주주들 입장에서 불법행위를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Elkins Act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와 같이 
대위책임을 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위 Elkins Act
는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71)
   연방대법원은 전원일치로 위 철도회사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법인의 
형사책임을 긍정하였다. 위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경제 상황에서 
회사가 차지하는 압도적인 역할에 주목하여, 회사는 범죄를 범할 수 없다
는 ‘낡고 이미 폐기된 원칙’ 때문에 회사에게 모든 처벌을 면제한다는 것
은 문제된 Elkins Act를 통하여 법인을 통제하고 법인격 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날려버리는 셈이라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위 판
결에서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 원칙(the tort doctrine of respondeat 

71) James T. O'reilly, James Patrick Hanlon, Ralph F. Hall, Steven L. Jackson, Erin Reilly 
Lewis, 앞의 책,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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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ior)을 형사 사건에 명시적으로 적용하였고, 위 원칙에 의하여 회사 
대리인(agent)의 행위는 회사로 전가되었다(imputed). 따라서, 법인의 대
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법인을 위하여 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
상이 되는 경우, 법인은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
고, 따라서 위 법이 법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위헌이 아
니라고 하였다. 
   특히, 법인은 거래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체이고, 임원이나 대리인
을 통하여서만 행위할 수 있는데, 임원이나 대리인의 인식, 의도가 법인
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어떠한 법 이론적 ․ 정책적 근거도 존
재하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거래가 법인에 의해 행해질 뿐 아니라, 州 
사이의 거래는 대부분 법인이 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보면, ‘법인은 범죄
를 범할 수 없다’는 낡고 이미 폐기된 원칙을 근거로 법인에게 면책을 부
여하는 것은 위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유일한 
수단을 빼앗는 것이라면서, 위 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72)

6. 위 New York Central 판결 이후의 상황 

   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고의(intent)를 포함하여 mens rea가 있어
야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범죄능력이 있고, 형벌(벌금)을 받
을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에는 법
이 정비가 되어, 법률 자체에서 회사를 처벌한다고 특별히 밝히고 있는 
경우도 있고(해당 법률의 개념 정의 규정에서 ‘person’에는 법인이 포함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처벌규정에서만 법인의 처벌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무과실책임 법리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검사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토록 한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되

72) Elizabeth K. Ainslie, 앞의 글, p. 109에서는, 1909년 당시 형벌을 제외한 제재 수단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위 연방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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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 공중의 건강과 안전은 무과실 민사 책임, 엄격한 자격 요건 
요구, 강력한 조사 규정 등으로 해결해야지 무과실 형사책임으로 접근해
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있다.73) 특히 이 견해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악행을 선택한데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형사법의 
원칙인데,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그 용어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하였
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하여, 연방대법관인 Robert H. Jackson
은 Morrissette 사건74)에서 공공복리침해범(public welfare offenses)이
라고 불리는 영역은 산업혁명 이후 사회가 계속 복잡해지면서 발생한 것
이고,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정당화되었지만, 고의
(specific intent)가 필요한 전통적 범죄와 그렇지 않은 공공복리침해범
(public welfare offenses)은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며, 이는 ‘입법 이전부
터 범죄로 여겨진 매우 심각한 범죄’와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화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통적 범죄나 매우 심각한 범죄로 입법 이전부
터 범죄로 인식된 경우(절도, 강도 등)는 법률에 고의의 입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유죄판결을 위해서는 고의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이후의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도 나타난
다.75) 
   또한 미국법학원(American Law Institute)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 이하 MPC)에서 위와 같이 Jackson의 견해를 채택하여 
mens rea를 요하지 않는 공공복리침해범(public welfare offenses)과 전
73) James J. Hippard, Sr., "The Unconstitutionality of Crimanal Liability Without Fault : An 

Argument for a Constitutional Doctrine of Mens Rea", Houston Law Review, Vol. 10, No. 5, 
July 1973, p. 1057.

74) Morrissette v. United States, 342 U. S. 246(1952).
75) Staples v. Unites States, 511 U.S. 600(1994)에서는 자동화기인 머신건을 소유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고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자신의 무기가 완전한 자동화기인
지 여부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나, mens rea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면서 법률에 mens rea를 요구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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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범죄를 구분하였는데, 구금형이 선고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제재
만 부과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mens rea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Ⅱ. 법인의 형사책임의 기준

1. 서설

   위 New York Central 사건 이후, 법인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은 일반적으로 수용되었으나, 그 기준 내지 요건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위 연방대법원 판결과 같이 ① 사용자책
임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② 미국 MPC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관할에 따라 연방법, 각 州의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나
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는 기준이 대체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다만 그 형태는, 일반법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정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특정 행위와 관련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나 다른 조직체까지 포함하는 ‘사람(person)' 규정을 두는 경
우, case law로 해결하는 경우 등이 있다.76) 
   이하에서는 사용자책임 법리에 따라 법인의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입장
과 MPC의 기준을 상세히 검토하도록 한다.

2. 사용자책임 법리

 가. 적용되는 경우

   연방법원과, MPC를 채택하지 않은 州의 州법원에서, 민사상 사용자책
임 법리를 형사법 영역에 적용하면서 법인의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76) Elizabeth K. Ainslie, 앞의 글,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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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기준은 해당 법률에서 ‘당해 법률은 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적용된다.

 나. 요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① 법인의 임원, 대리인, 또는 종업
원은 범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요건(mens rea, actus reus)을 갖추고 있
을 것, ② 법인의 임원, 대리인, 종업원의 그러한 행위는 자신의 직무 범
위 내에서 행해진 것일 것, ③ 법인의 임원, 대리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
을 위하여 행위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위 ②의 ‘직무범위’ 요건
은 행위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면 족한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으
나, 나머지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자주 다투어진다. 
   우선,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회사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개인은, 직
원이나 독립된 계약자, 가장 낮은 책임만 부담하는 대리인(agent)까지 포
함한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MPC의 기준과는 달리 행위자가 고위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이 특색이다. 따라서 판매원, 운수회사
의 운전기사 등의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법인의 임원, 대리인, 종업원 등 개인의 범죄성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mens rea를 요하는 범죄에서 그 행위자인 개인도 위 요건에 
따른 mens rea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비록 한명의 임원, 대리
인, 종업원에게는 mens rea가 없으나 다른 임원, 대리인, 종업원은 mens 
rea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이들을 결합한 총합으로서의 인식을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를 집단적 인식(collective 
knowledge) 이론77)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집단적 인식 이론에 따라, 당

77) 뒤에서 다시 살펴볼 예정이나, 집단적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Bank of New England 판결
[United States v. Bank of New England, 821 F.2d 844(1987)]이 있다. 은행의 고객이 만불이 
넘지 않는 수표 여러 장을 이용하여 만불이 초과되는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당시 통화거래보고
법(Currency Transaction Report Act)은 한 고객이 하루에 만불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이 감독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고, 고의로(willfully) 위 의무를 위반하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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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행위를 담당한 개인의 mens rea 등이 없었다고 해도 법인이 형사책임
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회사 책임의 전제가 되는 대리인(agent)
이 mens rea가 아닌 다른 이유로 무죄가 되는 경우에도 회사에 책임이 
부과된다.
   법인의 임원, 대리인, 종업원의 행위는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
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직무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권한(actual authority) 뿐 아니라 겉으로 표시되는 권한(apparent 
authority)도 고려된다.
   법인의 임원, 대리인, 종업원은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였여야 
한다. 여기서 법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미에 대하여는, 주된 목적이 법
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필요는 없고, 부분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위한 행
동이면 충분하며, 법인이 현실적인 이익을 얻었을 필요도 없다고 한다.78)

 다. 지시를 어긴 직원의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법리를 법인의 형사책임에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유명한 Hilton Hotel 사건79)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 Oregon 州 
Portland 市의 호텔 운영자, 식당 운영자, 호텔 및 식당에 비품을 공급하
는 업자 등이 협회를 조직하고 그 협회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었다. 호
텔운영자들은 위 협회에 기부금을 기부하는 비품공급업자들에게 우호적인 

행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 은행은 한 번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집단적 인식 이론’을 수용하면서, 위 은행의 어느 한 직원도 보고서 제출의무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했지만 몇몇 직원들이 알고 있었던 바를 합쳐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법인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특정 업무를 여러 부서에 나누어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제출의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무죄를 주
장할 수는 없고, 법인은 모든 직원이 자신들이 직무 범위 내에서 획득한 정보의 총합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78) United States v. Singh, 518 F.3d 236, 249-250(4th Cir. 2008).
79) United States v. Hilton Hotel Corp., 467 F.2d 1000(9th Cir.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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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급업자로부터의 구입을 줄이
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셔먼법(Sherman Act)를 위반하는 것인데, Hilton 
Hotel의 내부 지침에 의하면, 비품의 구매는 오로지 가격, 품질, 서비스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 Hilton Hotel Portland의 상
급관리자는 두 번이나 그 담당자에게 위 합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
였으나, 그 관리자는 ‘비품공급업자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호텔 관리
자의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Hilton Hotel은 위 담당자의 행동이 호텔의 지침이나 상
급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담당자의 위 행동에 대하여는 호텔
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인의 대리인
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법인의 
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80) 법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렇게 해석해야 셔먼법(Sherman Act)의 입법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법인이 compliance program을 시행하고 있거나, 법인의 상급 관
리자가 직원에게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교육, 요구,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직무 범위 내의 
행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그러한 경우에는 ‘법
인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원은 위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
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위 Hilton Hotel 사건과 같이 해석을 하게 된다면, ‘담합’과 같
은 불법 영역에 대하여는 면책의 여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 법인은 종업원의 불법행
위에 대하여 무조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실무

80) United States v. Potter, 463 F.3d 9, 26(1st Cir. 2006) ; United States v. Ionia 
Management S. A., 555 F.3d 303(2d Cir. 200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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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검찰과의 플리바기닝을 통하여 해결하는 수밖에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
이 없어 보인다.

 라. 인수회사의 책임과 없어진 회사의 책임

   회사가 합병되어 인수한 회사와 없어진 회사 사이에 어느 회사가 책임
을 부담해야 하는가(liability of successor and non-existent 
corporations)에 대하여, 법원은 선행 회사의 대리인이 행한 행동에 대하
여 후생 회사가 책임질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더 나아가,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죽은’ 회사라고 하여도 기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81) 
위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Central National Bank 사건82)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Alamo Bank가 Central National Bank와 합병하여 Central National 
Bank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Central National Bank의 대리
인(agent)에 의하여 행해진 외환거래보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두 은행 모
두 기소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Central 
National Bank는 죽은 회사이므로 책임을 부담할 수 없고, (2) Alamo 
Bank는 Central National Bank에 의하여 행해진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
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첫째로, Central National Bank
와 관련해서는, 텍사스 州법에 의하면 합병된 은행과 회사는 새로운 육신
(incarnation)에서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로, Alamo Bank와 관련해서는, 후행 회사가 선행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도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후행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인수자인 후행회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가, 고용을 승계하였는
가, 동일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가, 임원진과 주주가 동일한가, 선행회사

81) Melrose Distillers, Inc. v. United States, 359 U.S. 271, 272-73(1959).
82) United States v. Central National Bank 705 F. Supp. 336, 337-39(S.D. Tex.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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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계자로 행세하였는가 등의 요소를 검토하여 후행회사인 인수자가 형
사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83) 그 외에, 모회사가 
자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의 책임이 모회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다.84) 
   이러한 내용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인 법
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규정의 해석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특히 우리 판례는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합병에 의하여 없어
진 회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85), 글로벌 
기업의 경우 미국법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긍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 법
에서는 이를 부정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형사 분쟁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합병에 따른 회사의 형사책임 문제에 대하여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한다.

3. MPC의 기준

 가. MPC 기준의 등장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은 20세기  초
까지 연방법 영역에서 발달되어 왔으나 이러한 견해가 州에서도 받아들여
지는가는 별개의 문제였다. 1962년 미국법학원(American Law Institute)
에서 완성된 MPC 초안은, §2.07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규정하
여, 작위와 부작위, 진정한 범죄와 규제적 범죄(regulatory offense), 회
사의 손에 해당하는 실무자와 회사의 정신(mind)을 구성하는 정책결정자
(policy maker)를 구분하였다.86)

83) James T. O'reilly, James Patrick Hanlon, Ralph F. Hall, Steven L. Jackson, Erin Reilly 
Lewis, 앞의 책, p. 25.

84) United States v. Nynex Corp., 788 F. Supp. 16, 18(D.D.C. 1992).
85) 뒤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한다.
86)  Kathleen F. Brickey, 『Corporate and White Collar Crime(Fifth Edition)』, Wo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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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MPC가 그 자체로 法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각 州 의회에
서 채택하여 이를 刑法典에 편입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각 州 刑法
典 사이의 차이를 좁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고, 특히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그 귀속 법리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러한 목적에 의하여 완성된 것이므로, MPC는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며, 실제로 많은 주에서 위 MPC §2.07을 
채택하고 있다. MPC에서는 사용자책임 요건보다 법인의 형사책임의 범위
를 더 제한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나. MPC의 세가지 유형

   MPC §2.07(1)에 의하면,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될 때 법
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가능하다. 『(a) 법위반행위(offense)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회사의 특정 대리인(agent)이 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
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 법률을 따라야 하고, 그 외 법위반행위(offense)
가 범죄(crime)를 구성하지 않는 질서위반(violation)에 해당하거나, 법위
반행위(offense)가 형법전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법률에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시킨다는 입법목적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
으며,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법인을 위하여 행동하는 회사의 대리인
(agent)에 의한 것인 경우, (b) 법위반행위(offense)가 법에 의하여 회사
에 특별히 부과한 적극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하는 
경우, (c)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서 회사를 위하여 행동하는 상급관리자
(high managerial agent) 또는 이사회가 법위반행위를 승인, 요구, 명령, 
수행 또는 부주의하게 용인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더 나아가, MPC § 2.07(5)에 의하여 § 2.07(1)(a)에 따라 무과실책
임이 아닌 모든 경우 상당한 주의의 항변(due diligence defense)을 허용
하고 있다. 해당 문제에 관하여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상급관리자가 결

Kluwer, 2011,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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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우월한 증거로 피고
인이 입증하면 위 항변은 허용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당해 州에서는 
그러한 항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하에서 각 유형별로 검토하도록 한다. 

 다. 첫번째 유형(행정범) - MPC §2.07(1)(a) 

   ① 법위반행위(offense)를 정하고 있는 법에서 특정 대리인의 행위에 
한하여 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된다. 
   ② 법위반행위(offense)가 질서위반(violation)에 불과한 경우에는 회
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데, 질서위반(violation)이 범죄(crime)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형법에서 질서위반(violation)도 같이 언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87) 질서위반(violation)은 MPC §1.04(5)
에 따라, 벌금이나 벌금 및 몰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으로 법에 특별
히 범죄(crime)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
이고, 역사상 mens rea가 필요하지 않는 법위반행위로 보아왔던 무과실
책임 범죄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영역에 대하여는 
법인의 형사책임도 무리없이 수긍할 수 있다.88) 
87) 우리나라의 ‘행정벌’과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행정법규에서 행정형벌과 행정벌을 정

하고, 그 중 행정형벌 부분을 형사법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미국은 반대로 우선 형사법에서 범죄
와 질서위반을 커버하는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형사법의 개념과 사고방식으로 질서위반
(violation)에 대한 법인의 형사책임을 바라볼 수 있어서, 위 규정 형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88) 만약 우리 형사법도 mens rea가 필요하지 않은 (경)범죄가 가능하다고 파악할 수 있다면, 법
인의 형사책임도 그 영역에 한해서는 큰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형사법은 그러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미국법과는 
그 출발점이 달랐다. 즉,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해당 범죄 자체가 mens rea를 요하지 않는 
것(이른바 strict liability)과 더불어 법인은 자연인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을 진다고 하기 때문에 법인의 형사책임은 큰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박강우, “영미형법상 엄격책임의 이해”,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2007), 248면]에서는, ‘영미형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사상의 불법행위법의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도 엄격책임 및 대위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결과책임의 혐의를 면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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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위반행위가 이 법이 아닌(따라서 형법전이 아닌) 특별법에 규정
되어 있고, 그 법률에 의하면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는 입법취지
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그러한 법위반행위가 자신의 직무범위 내
에서 법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대리인(agent)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④ 위 ‘agent’의 의미는 위 법 규정에 나타나 있는 ‘office 또는 
employment'의 문구를 보면, 대리인이나 종업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규정은 앞에서 살펴본 사용자책임 법리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MPC §2.07(5)에서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 §2.07(1)(a)가 규정하고 있는 법위
반행위로 기소하는 경우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법인의 고위 관리자가 
위와 같은 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
는 경우에 이는 법인을 위한 항변이 된다’고 규정하여 ‘상당한 주의의 항
변(due diligence defense)’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앞에서 
검토한 사용자책임 법리에 따른 판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라. 두번째 유형(부작위) - MPC §2.07(1)(b)

   부작위(omission)의 경우 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에 의
하여 ‘법인’에 의무를 부과한 경우여야 하며, 따라서 ‘법인’은 자기에게 부
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기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89)

운 엄격책임과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대위책임은 영미형법에서 예외적인 
원리이기는 하지만, 책임없는 자의 처벌을 인정하는 법리로서 현대의 책임주의 및 개인책임의 
원칙의 관점에서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미의 각종 행정단속법규
의 영역에서 법인 및 자연인을 포함한 사업주처벌을 기초 지우는데 이들 법리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위 지적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법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89) 지유미,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미국법제의 검토”,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233면에서는, ‘법
인의 대리인의 행위를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법인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하였고, [Elizabeth K. Ainslie, Indicting Corporate Revisited ;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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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세번째 유형(형사범) - MPC §2.07(1)(c) 

   ①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서 회사를 위하여 행동하는 상급관리자(high 
managerial agent) 또는 이사회가 법위반행위를 승인, 요구, 명령, 수행 
또는 부주의하게 용인하는 경우에 회사가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
런데, 위 (a)의 규정이 형법전이 아닌 특별법에 규정된 법위반행위를 커
버하고 있다면, 위 (c) 규정은 해석상 형법전의 범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 등에서 법
인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우리 법체계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
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② 위 규정의 상급관리자란 법인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될 정
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임원이나 대리인을 말하는 것으로90) 사용자책임 
법리와는 달리 [종업원의 행위 - 법인에 귀속] 이라는 흐름의 중간에, 
상급관리자의 역할이 매개가 되어 형사책임을 결정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고 본다. mens rea를 법인에게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법리라고 보인다. 법인의 대표와 
같은 자연인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법인 시스
템의 축인데 이러한 개념은 유지하되 형사법 특유의 ‘비난 가능성’ 내지
는 ‘처벌의 정당성’ 측면에서 추가 요건을 둔 것이라고 보인다. 
   ③ 한편, MPC § 2.07(1)(c)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범죄가 이사회나 
상급 관리자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요청된 것이거나, 지시를 받은 것이거
나, 수행되거나, 부주의하게 용인된 것인 경우로서 이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2.07(4)(c)에서 상급관리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회사나 비

of the Arthur Anderson Prosecution, 43 Am Crim. L. Review(2006), 121]을 인용하였다. 위 
인용된 글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법이 직접 법인에게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리인의 행위’와 ‘법인’을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점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를 ‘무과
실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90) MPC §2.07(4)(c)에서 상급관리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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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단(unincorporated association)에서 책임자(officer)이거나, 동업인 
경우에는 동업자이거나, 회사나 조합의 정책을 드러낼 수 있는 대리인
(agent)일 것을 요한다고 한다. 
   ④ 그러나, 상급관리자에 대한 위 정의 규정만으로 항상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판매점의 총지배인(general 
manager)에 대하여 상급관리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91)가 있는 반면, 중간
관리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업무를 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고 한 사례92)도 있으며, 합동법률사무소의 한 파트너 변호사의 불법행위
에 대하여 합동법률사무소 자체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93)도 
있었다. 
   우리의 양벌규정의 해석에서도 위 규정의 적용 문제가 중요한데, 특히 
우리는 상법에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규정94)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91) State v. Chapman Dodge Center 428 So. 2d 413(La. 1983). 자동차판매점(회사)의 총지배인
이 자동차면허 수수료를 편취해 온 사건에서, 그 자동차판매점의 1인 주주이자 경영자는 해당 
州에 거주하지 않았고, 총지배인의 범죄를 알 수 없었다고 하면서 회사의 형사책임을 부정했다. 
다만, 위 판결의 반대의견은 자동차판매점에서 매일매일 업무를 수행하는 총지배인에 의한 행동
이므로 MPC § 2.07(1)(c)에 의하여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92) State v. Christy Pontiac-GMC, Inc. 354 N.W.2d 17(Minn. 1984).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차
량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할인금 혜택을 자동차판매점의 판매직원이 서류를 위조하면서 취득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된 자동차판매점에서는 회사에서 승인되거나 용인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
였으나, 그 담당 직원이 할인 서류 작성 권한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회사의 상급담당자가 
그 위조된 서류에 싸인을 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결국 판매회사인 피고인이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93) People v. Lessof & Berger 608 N.Y.S.2d 54(N.Y. Sup. Ct. 1994).
94)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

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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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책임과 MPC 양 기준에서 검토할 부분

 가. 기본적인 차이점

   MPC § 2.07은 사용자책임보다 더 제한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① 
첫째, § 2.07(1)(a)의 경우 당해 법률에서 ‘회사에 형사 책임을 지운다’는 
입법 목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입법목적은 사용자
책임의 요건은 아니다. ② 둘째, § 2.07(1)(C)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종
업원 등의 행위는 상급관리자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부주의하게 용인된 것
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책임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필요없다. ③ 
MPC에서는 상당한 주의의 항변을 허용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상과 같이 MPC는 사용자책임에 비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
는 범위를 좁히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이유로 MPC
를 적용하지 않는 법원도 있다. 
   회사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州에서는, 법원이 
사용자책임과 MPC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95) 피
고인은 소규모 대부업체로, 피고인 회사의 직원(agent)은 회사가 최대 이
자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1심 재판
부는 배심원들에게 사용자책임 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는
데, 항소심에서 피고인 회사는 MPC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들에 의하면 ‘상급관리자에 의한 승인이 있거나 부주의하게 용인되
었어야 한다는 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배심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1심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메사추세츠 州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
장을 배척하면서, MPC 기준에 따른 승인 등의 증거는 감추기가 매우 쉽
기 때문에 결국 MPC의 기준은 매우 관대한 것이며, 상급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낮은 직급
의 직원에게 위임한다거나 관리자의 역할을 숨기려고 하게 될 수 있다고 

95) Commonwealth v. Beneficial Finance 275 N.E.2d 33(Mas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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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나. 준법통제기준이 있는 경우 

   MPC를 따르는 법원에서는 준법통제기준(compliance program)을 ‘상
당한 주의의 항변’ 판단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책임을 따르는 법원에 의하면, 행위자가 회사의 명시적 지침과 반대로 행
동하는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회사가 책임을 지
게 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회사의 직원 등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준
법통제기준(compliance program)을 채택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
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방 법원은 MPC의 상당한 주의의 항변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96), 배에서 호놀루루 항구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직원의 행
동에 대하여, 회사는 직원들에게 그러한 쓰레기 투기를 금하고 있다고 고
지하였고, 배의 선장도 그러한 투기 행위를 알지 못했고, 쓰레기 투기 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는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죄로 판결한 경우도 있었다. 

 다. 회사의 지침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사용자책임 법리를 따르는 법원에서는 자연인 행위자의 행동이 회사의 
지침에 반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형사책임을 진다고 하였다.97) 그러나, 
MPC를 따르게 된다면, 상급관리자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부주의하게 용인
된 경우 등이 아니면 회사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우리의 헌법재판소가 ‘책임주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였던 취지를 보더라도 법인 내 종업원이 대표나 감독자의 

96) Dollar Steamship Co. v. United States, 101 F.2d 638(9th Cir. 1939).
97) 앞서 본 [United States v. Hilton Hotels Corp., 467 F.2d 1000(9th Cir. 1972)]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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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위반하면서까지 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 법인이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위 Hilton Hotel 사건이 ‘담합’과 같은 
행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부과하려는 입법의도가 있
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는 그와 같은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부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설시
하는 내용 중에서 ‘종업원의 법위반행위’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
과 종업원 사이의 연관(책임주의 요청)이 부정된다고 평가되는 사건에서
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해야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위 Hilton 
Hotel 사건의 결론을 우리 법에 그대로 참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라.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닌 경우

   사용자책임을 적용하는 많은 법원에서, 직원의 행동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직원이 부분적으로라도 회사
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가 있었으면 충족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행동으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직원의 의도와 같은 것이 있었
어도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실제 이익이 발생
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를 위하여 ‘범죄’
를 범한 경우에도 그 점에 대하여 회사가 형사책임을 부담한다.98) 
   다만, 직원의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회사가 형사책
임을 부담한다고 결정한 사건도 있었고,99) 직원의 행동이 회사를 위한 

98) United States v. Automated Medical Laboratories, 770 F.2d 399, 406-07(4th Cir. 1985). 
위 사건은 피고인 회사와 그 자회사, 그리고 3명의 직원이 기소된 사건으로, 반복적인 연방규정 
위반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공모하였다는 내용인데,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99) Steere Tank Lines v. United States, 330 F.2d 719(5th Cir. 1964). 위 사건에서는 트럭 운
전사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기록을 위조한 경우 회사도 유죄라고 하였다. 회사에서 운전
사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회사의 매니저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회사의 고의
(intent)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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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100)도 있었
다. MPC에서도 회사를 위한다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대하여는 양 기준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마. 회사의 mens rea 관련

   미국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은 무과실책임 영역에서 기원한 것이고, 그
러한 이유로 mens rea를 입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사
용자책임 법리를 채택하면서 고의(intent)의 입증을 요구하는 범죄에까지 
회사의 책임을 확장하였다. 회사의 mens rea는 해당 불법행위를 한 직원 
등의 mens rea를 전제한다. 따라서 사용자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할 때, 유
일하게 필요한 것은 그 개인의 mens rea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경영진(management)이 어떤 mens rea를 가지고 있
는지 여부를 검찰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사용자책임 
원칙을 따르면서도 특히, 기소된 범죄가 고의(knowledge 또는 
willfulness)를 요구하는 경우, 몇몇 연방법원은 실행행위자의 mens rea 
이외의 증거를 요구하기도 한다. 즉, 회사의 경영진이 직원의 법위반행위
를 알았거나, 이를 묵인하였다는 증거를 요구한다. 아마도, 직원의 고의에
만 의존하여 회사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걱정을 하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경영진이 직원의 법위반행위
를 알았거나 묵인하였다는 점이 쟁점이 된다면, 이는 결국 MPC 요건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사의 mens rea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은 집단 
인식(collective knowledge)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원칙 하에
서, 개인 직원의 고의는 한데 모아지는 것이고, 그 후 조직으로 귀속
100) Standard Oil Company v. United States, 307 F.2d 120(5th Cir. 1962). 위 사건에서는, 직

원이 회사의 원유를 절취하고 회사가 수령하지도 않은 원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하였기 때
문에 직원의 행동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의 행위를 회사에 전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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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되는 것이다. 위 원칙은 개인 직원이 범죄 성립에 필요한 
mens rea를 갖고 있지 않을 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리딩케이스는 앞서 본 [United States v. Bank of New 
England, 821 F.2d 844(1st Cir.)] 사건이다. 위 은행은 현금거래내역 보
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위 법은 각 고객당 만불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모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 고
객이 각기 다른 계좌로부터 수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은행에 31회 방문하
였다. 그는 그 후 5천불에서 9천불 사이의 금액으로 현금화하여 결국 총 
만불 이상을 거래하게 되었다. 그 고객의 당일 거래 금액이 만불 이상이
었으므로 은행이 보고를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1심 재판에서, 은행이 알고도(knowingly) 그리고 의도적으로
(willfully) 위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했다. 고의
(knowledge) 요건과 관련해서는, 판사가 배심원에게 집단 인식 개념에 
관하여 고지하였다. ‘은행을 조직체(institution)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은
행의 고의는 모든 직원들의 고의의 합계이고, 직원들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알게 된 모든 것의 합이므로, A라는 직원이 현금 보고가 필요하
다는 한 측면을 알고 있으면, B는 다른 측면, C는 다른 측면, 은행은 모
든 측면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배심원에게 고지하였다. 
   은행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도 집단 인식 개념을 배
심원에게 고지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각 부
서에 나누어 어느 개인 직원도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회
사가 면책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시하면서, 선임 창구 직원은 고
객의 거래 내역과 보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고, 매니저는 하루에 거래
된 현금의 양이 보고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법인인 은
행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집단적 인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용자책임 법리에 
따라 직원 등의 mens rea가 회사의 형사책임과 직결되는 때로 보이는데, 
MPC 기준에 의하더라도 집단적 인식을 요구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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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입장은 알 수 없다. 다만, ‘승인, 요구, 명령, 부주의하게 용인’ 등이 
MPC에 나타난 행위태양이므로, 집단적 인식을 요구하는 것과 위 행위태
양 요건이 양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한, 판례 중에는 위 결론과 
다른 입장101)을 취하는 것도 있어 위 이론이 확립된 견해라고 할 수 있
을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바. 회사 내 개인 불법행위자의 책임

   미국에서도 최초에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연인을 처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의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 
후 법인의 형사책임이 받아들여지면서 실행행위자가 회사를 위하여 한 행
동에 대하여 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대리 
법리(agency law principle)에 따라 법인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102) 
   연방대법원은 위 문제에 대하여 법인 내의 자연인의 행위가 법인에 전
가되어 법인의 행위가 되는 경우라도 그 자연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명시
적인 입법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 자연인도 처벌된다고 하였다103). 
그에 따라 연방법을 적용하는 법원들은 회사의 임원, 직원 등 자연인도 
그들의 행동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개
인이 단지 회사를 대표하여 행동하였을 때에도 그러하고, 피고인이 단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항변이 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유명한 사례가 있다. J. P. Morgan의 
Bruno Iksil(일명 London Whale)이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면서 파

101) United States v. Philip Morris USA, Inc., 566 F.3d 1122(집단인식이론이 법리적으로 정당
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고 하였다) ; Saba v. Compagnie Nationale Air France, 78 
F.3d 664,670(D.C. Cir 1996)에서는 특정 사실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개인들의 인식으로부터 모
아질 수 있을지 모르나, 문제된 고의(willfulness)는 특정 종업원에 달려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102) Kathleen F. Brickey, 앞의 책, p. 39.
103) United States v. Wise, 370 U.S. 405(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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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상품에 투자하여 위 은행에 2조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
는데, 위 은행의 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은행은 9억 2천만 불
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작 위 London Whale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 사례에 대하여, 은행이 직원에 대한 감독을 해태하였다는 이
유로 처벌을 받았으나 그 감독자인 자연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104)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
이라기 보다는, 그 은행의 직원과 대표인 London Whale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수사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MPC에 따라 
대표와 직원 사이의 ‘승인, 요구, 명령, 부주의하게 용인’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대표와 직원 사이의 
위와 같은 관련성을 찾아야 하고, 따라서 그 관련성을 찾기 위하여 상당
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수사를 통하여 대표를 포함한 관련 실
행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책임 법리를 따르게 되면 수사의 장기화, 회사 범죄의 
복잡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행위자인 종업원의 범죄가 밝혀지면 법인
에 대한 중한 벌금형도 가능하므로 더 이상 법인의 대표 등에 대한 임원
진 수사를 진행할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방법원에서 사
용자책임 법리를 채택하여 법인의 형사처벌은 종업원의 법위반행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게 되면 실제 사업주인 자연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이유로 아래와 같은 판결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사. 하급자의 행동에 대한 경영진의 무과실책임

   형법의 기본 원칙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형벌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

104) Avital Mentovich and Moral Cerf, "A Psycholgical Perspective on Punishment Corporate 
Entities",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2014,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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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절대 다수의 형사 사건에서 위 원칙이 적용되나, 어떤 제한적인 영
역에서는 mens rea가 없이 개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러한 범죄는 무과실책임 범죄인데, 회사 경영진의 책임과 관련하여 연
방 대법원은 Dotterweich 사건에서 이를 승인한 바 있다.105) 
   Dotterweich는 제약회사의 사장이자 총지배인이었고, 그 제약회사는 
가짜 제품(부정표시 의약품)을 다른 州에까지 판매한 사건에 개입되어 있
었다. Dotterwich와 회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그는 연방법(Food, Drug, 
Cosmetic Act)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
심은 오로지 회사만이 기소 대상인 person에 해당하고, Dotterwich는 개
인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위 판결
을 파기하였다. 첫째, 그가 위 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person에 해
당하며, 둘째, 그가 불법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수 있는데, ‘책임질 지위에 있는 임원 이론
(responsible corporate officer doctrine)'106)에 의하여 위 유죄는 유지될 
것이라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위협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불법행위
에 관하여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입증 없이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회가 법률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정당화된다고 하였다.107) 
   그 후 1975년에 연방대법원은 Park 사건에서 다시 한 번 무과실책임
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108) Park는 국내 음식 소매 체인의 사장이자 최
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였다. 연방법(Food, Drug, 
105) United States v. Dotterweich, 320 U.S. 277(1943).
106) James T. O'reilly, James Patrick Hanlon, Ralph F. Hall, Steven L. Jackson, Erin Reilly 

Lewis, 앞의 책, p. 61에 의하면, 이는 무과실책임 법리를 회사대표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법위반을 방지하거나 바로잡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법리라고 
한다. 

107) 위 판결에서 4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면서, 그러한 무과실책임은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명백히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확립된 캐넌 형법(canons of criminal law)과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108) United States v. Park, 421 U.S. 658(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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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etic Act) 상의 가짜 제품 판매를 이유로 개인과 회사가 모두 기소
되었고, 연방대법원은 입법목적이 명확한 경우 공공복리침해범의 영역에
서 무과실 책임이 허용되며, 그러한 책임과 관련하여 개인 피고인이 그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점만 입증이 되면 된다고 하였다.109) 
   위와 같이 ‘책임을 지는 회사의 임원’으로 언제 평가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의 재정
을 통제하고 있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
는 그 자연인도 직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
다.110)    
   다만 연방대법원은 Meyer 사건에서, 무과실책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는 이상 ‘개인’ 피고인인 대표자에 대한 대위책임은 인정
되지 않고, ‘회사’가 사용자책임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뿐이라고 하
였다.111) 
   이러한 문제는 예컨대 조직체 모델에 따라 법인의 형사책임을 긍정하
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조직체 모델이 법인 내 자연인 행위
자와 분리하여 법인 자체의 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동일시 이론을 따랐
을 때의 처벌 흠결을 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나, 전면적으로 
조직체 모델을 따를 경우에는 법인 내 자연인은 전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대표자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그 또한 타당
하지 않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 ‘책임질 지위에 있는 임원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 사용자책임 법리인 대위책임을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9) 위 판결에서 3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최소한 과실(negligence)의 입증을 요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110) United States v. Ming Hong, 242 F.3d 528(4th Cir. 2001). 위 사안은 Hong이라는 피고인

이 오수를 처리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공식적으로는(표면적으로는) 회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회사의 재정을 통제하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고 하면서 연방법을 위반하여 오수가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연방환경법위
반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111) Meyer v. Holley, 537 U.S. 28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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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우선시 하면 법인 내 종업원인 실행행위자만 특
정하려고 하고, 그 종업원의 범죄를 바탕으로 법인에 대한 형벌을 부과함
으로써 그 사건을 종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인도 형사처
벌을 받는데 ‘감독자’인 자연인 대표자가 아무런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
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주식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주주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에도 아무런 선
행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게 될 가능성이 있고, 당해 형사 사건의 실체진
실 측면에서도 대표자에게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실체진실에 부합
하는 것인지, 형사정책적으로도 타당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 있다. 
   따라서 무리하게 자연인인 임원에게 무과실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이
론보다는 그 임원을 매개로 하는 법인 처벌법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연방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사용자책
임 법리 및 그에 부수된 책임질 지위에 있는 임원 이론 보다는 MPC 기
준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 벌금을 법인에서 대납할 수 있는가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인인 대표 등이 직원의 법위반행위 때
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이 점에 대하여 연방
시스템에서는, 몇몇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배상(indemnification)을 부정하
고 있다. 예를 들어, Foreign Corrupt Practice Act(FCPA)는 명시적으로 
법인의 대표, 임직원 등에게 부과된 벌금을 보전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
다.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역시 위와 같은 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 1984)에 의하면, 법인이 
대표나 직원에게 배상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州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
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州법 중 하나가 델라웨
어 회사법이다.112) 델라웨어의 회사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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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113) 직원이 선의
로 행위하였다고 이사회가 결정한 경우,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
하는 것은 아닌 경우, 그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경우 등이다. 

 자. 공범 문제

   회사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회사에 대한 공범 성립이 가능
한가에 관하여, 미국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114)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여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법인에 대한 공범 성
립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로 공범 성립이 문제될 경우에는 
법인 내 자연인에 대한 교사행위, 방조행위, 또는 공동정범의 요건 성립 
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법인 그 자체에 대한 교
사나 방조, 공동가공의 의사 등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에
서도 법인에 대한 공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데, 뒤에서 검토하도록 한
다.

Ⅲ. 최근의 경향

1. 실무 운용의 모습

 가. 준법통제기준(compliance program)

   회사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준법통제기준(compliance 
program)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MPC에 규정된 ‘상당한 주

112) Kathleen F. Brickey, 앞의 책, p. 58.
113) Del. Code Ann. tit. 8, §145 (a), (c) (2009).
114) United States v. Sain, 141 F.3d 463(3rd Ci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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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항변’의 내용이 된다. 
   즉, 직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혹은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인의 형사
책임’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데, 회사는 우선 회사 내에 준법통제기준
(compliance program)이 있고, 그것이 양형기준과 같은 법적인 요구 조
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형사책임을 면
하게 되는데, 검사가 준법통제기준(compliance program)을 포함한 정보
나 증거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115)
   우선 피의자인 회사와 검사가 DPA(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소추유예의 합의, 이하 DPA) 또는 NPA(non prosecution agreement, 불
기소의 합의, 이하 NPA) 협상을 하고, 피의자인 회사는 불기소처분을 받
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검사에게 정보 · 자료를 넘기고, 그 후 검사는 기
소하더라도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반면 피
의자인 회사에서 검사의 조사에 불응하기로 하면 검사는 대배심(grand 
jury)을 소집하고 거기서 명령을 내리게 되며,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
면 법정모독 (contemt of court)으로 기소된다. 따라서 검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의자인 회사에 대한 자료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유
명한 Arthur Andersen 사건에서도 검사가 이상과 같은 절차로 엄청난 양
의 증거를 확보하였던 것이다.116) 
   직원이 회사를 이롭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
해서 직원의 행동과 회사의 지침을 비교하는데, 이는 직원이 그 프로그램 
상의 회사 방침을 위반하여 행동하였는가, 회사가 교육 등을 시행하였는
가 여부 등 준법통제기준(compliance program)을 체크하게 된다. 법원에
서는, 직원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더라도 직접 · 간
접적으로 회사를 위해 노력했다면 회사를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따
라서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과 위 준법통제
115) Jordi Gimeno Bevía, "Compliance Programs as Evidence in Criminal Cases",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2014, p. 229.
116) Jordi Gimeno Bevía, 앞의 글, pp. 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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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compliance program)에 나타난 회사의 방침에 따라 행동하였는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회사를 이롭게 할 의도는 직원의 부주의
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117)
   따라서 고위직에서 범한 범죄의 경우에 회사가 면책되는 경우는 드물
고118), 그 자가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사욕을 위하여 행동하였음을 회사
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면책된다. 
   그러나 직원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준법통제기준(compliance 
program)이 MPC에 규정된 ‘권한 초월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준법통제기준(compliance program)을 분석한 결과 범행 시점에 그 
직원에게 배당된 업무를 확인하고 그 분장된 업무가 단순 업무이고, 그 
program이 잘 작동한 경우라면 그 직원의 행위는 ‘권한 초월’이고 따라서 
법인이 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한편, 위 
program으로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선택한 업무수행 방법이 회
사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119)

 나. 기소 전 단계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여전히 법인 내의 자연인이 형
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관념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고, 따
라서 법인이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120) 
117) Jordi Gimeno Bevía, 앞의 글, pp. 231-232.
118) 이 점은 준법통제기준이 사용자책임 법리를 따르는 연방법원에서는 ‘감경’ 요소에 불과할 뿐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개 준법통제기준이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MPC의 경
우이다. 그런데, MPC는 대위책임 법리가 아닌 동일시 이론을 취하고 있고(물론 대표자의 법위
반행위에 대하여는 양자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따라서 대표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인이 준법통제기준으로는 면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동일시 이론의 귀결이 된다. 우리의 양벌
규정에 정해진 ‘업무에 관하여’ 요건과 같이 MPC의 ‘회사를 위하여’ 요건에서나 법인이 형사책
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119) Jordi Gimeno Bevía, 앞의 글,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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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법인과 관계된 개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개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였거나, 본범인 실행행위자를 교사, 방조하였거나, 아
니면 ‘책임질 지위에 있는 임원 이론(responsible corporate officer 
doctrine)'에 의하여 실행행위자의 범죄를 막지 못한데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는 등 3가지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121) 법인 범죄에 대하여 개인도 
처벌한다는 위와 같은 입장은 미국 연방검사 매뉴얼(U. S. Attorneys' 
Manual)122)에도 나타나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는 
회사의 범죄와 관련하여 개인보다는 회사 자체를 기소하는 것에 더 관심
을 두고 있었고,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 회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
고된 사건의 1/3에서는 개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았고, 회사에 대한 제재
는 비교적 경미하게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과 비슷했기 때문에(당시, 연방
법원에서 회사에 부과한 벌금의 60%는 만불이었고, 벌금의 평균은 
45,790불이었다) 위하력이 미약하였다.123) 이러한 경향 때문에 폐쇄회사
(closely held corporation)에는 상당한 위하력을 보인 반면, 대규모의 주
식회사(publicly held corporation)에는 그 효과가 약했다. 이러한 분석도 
법인 내부의 개인을 기소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90년대 후반 NPA(Non-Prosecution Agreement)가 확대되었
다. 연방 법무부 차관인 Eric Holder는 1999년에 “Bringing Criminal 
Charge Against Corporations"라고 불리는 지침을 발령했다(이른바 

120) James T. O'reilly, James Patrick Hanlon, Ralph F. Hall, Steven L. Jackson, Erin Reilly 
Lewis, 앞의 책, p. 41.

121) James T. O'reilly, James Patrick Hanlon, Ralph F. Hall, Steven L. Jackson, Erin Reilly 
Lewis, 앞의 책, p. 42.

122) 
http://www.justice.gov/usam/usam-9-28000-principles-federal-prosecution-business-orga
nizations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2015. 12. 5. 최종검색).

123) Mark A. Cohen, "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 An Update on Sentencing Practice in 
the Federal Courts, 1988-1990",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71, No. 2, March 
1991, p. 268,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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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er memorandum). 이에 의하면, 부과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회
사에 대하여는 기소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이 지침에 의하
면 여전히 재량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그 후 2001년에 Enron 사태와 Worldcom 사태를 겪으면서 화이트칼
라 범죄에 대하여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Larry 
Thomson은 Holder Memorandum을 대체하는 Thomson Memorandum을 
발령하였다. 여기에서는 재판 전 다이버전을 강조했는데, DPA와 NPA가 
회사 내부를 개혁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를 재판 전 다이
버전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그러나, Arthur Andersen 사태124) 이후 회사
의 경영자들은 연방검사와의 플리바기닝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으로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극도의 위험을 깨닫게 되었고, 정식 재판으로 간다는 
결정이 회사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DOJ도 Arthur Andersen LLP v. United States 사건125)에 관한 연방대
법원의 판결 이후 Thompson memorandum의 공격적인 방식에서 한발 물
러서게 되었다. 
   그 후 2006년 Paul J. McNulty, 2008년 Mark R. Filip을 거치면서 
NPA와 DPA에 부수되는 다이버전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특히 Filip memorandum에 따라 검사들이 더 이상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나 문서의 
비밀특권(work-product privilege)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은 없게 되었으
나, 여전히 DPA, NPA 등을 활용하였는데 그러한 동의 내지 합의에는 사
법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그러한 동의 내지 합의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우리나라의 전관예우와 비슷한 이해충
124) Kathleen F. Brickey, 앞의 책, p. 4에 의하면, 2002. 6. 16. 시카고 배심원은 회계법인인 

Arthur Andersen이 가장 중요한 고객인 Enron을 위하여 수톤 가량의 서류를 파기하고 3만개가 
넘는 이메일과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것이 사법방해죄(obstructing justice)를 구성하고 위 회사
가 유죄라고 평결하였는데, 그 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었다. 
당시 연방검사와의 플리바기닝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어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되기
는 하였으나, 연방검사와 위 회사 모두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 되었다. 

125) 544 U.S. 69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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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의 문제도 지적되었는데, 전직 검사가 회사의 준법감시인(monitor)으로 
취업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회사가 정식 기소를 피하거나 아니면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검찰에 협조한다고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회사가 변
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나 문서의 
비밀특권(attorney-work product doctrine)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개인 
피고인에 대하여 회사에서 그에게 변호인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전략을 검찰에서 쓰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에 시
달리게 되었고, 결국 DOJ는 이러한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줄이
게 되었다. 또한 2008년  Attorney-Client Privilege Protection Act 이 
발효되면서, 종전 DOJ가 하던 방식에 의하여 위 권리들이 포기되는 상황
은 없어지게 되었다.126)
   2015. 9.에는 연방법무부 차관인 Sally Quillian Yates가 법인보다는 
법인 내 개인을 기소해야 한다는 Yates memorandum127)를 발령하였다. 
미국의 금융위기에 월가의 잘못이 있음에도 회사가 벌금을 납부할 뿐 그 
사태의 직접 책임자인 개인을 기소하지 못하여 실제 잘못한 사람을 처벌
하지 못한다는 비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그 개인을 통하여 범
죄를 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의 처벌이 필요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실무의 방향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다.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의 등장

   1984년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은 개인과 회사에 대한 
연방법원의 양형과 관련하여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법부의 재량 때
문에 피고인들이 제각각인 선고형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법의 지배의 근
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과, 선고형의 지나친 관용이 문제라는 지적 등
을 모두 고려하여 법관 개인의 양형재량을 줄이면서 중한 형을 선고하거
126) James T. O'reilly, James Patrick Hanlon, Ralph F. Hall, Steven L. Jackson, Erin Reilly 

Lewis, 앞의 책, p. 29.
127) http://www.justice.gov/dag/file/769036/download(미국 연방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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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고되는 벌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겼다.128) 
   이러한 경향은 1991년 연방 양형기준(Federal Sentencing 
Guidelines)으로 구체화되었는데, ① 유죄 판결이 선고된 회사 등
(organization)에 구조 변화를 하도록 하고 - probation, ② 벌금액을 상
향하며 - 개인에 대한 벌금형과 분리하여 회사 등에 대한 벌금액을 별도
로 정하도록 하고, ③ 개인을 기소하고 -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의 
개인 피고인들에게 너무 관대한 결과라는 비판을 수용하여 개인을 기소하
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④ 회사는 준법통제기준(compliance)을 해태하
는 경우에만 기소 - 이를 통하여 형법의 전통적 목표 중 하나인 재범방
지(rehabilitation)에 기여 -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129)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에서는 금전적 제재인 벌금을 부과하는데, 범죄
억지, 처벌을 위해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종전의 벌금액은 적절하
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고,130) 자연인에 대하여는 구금형을 통한 위하력이 
있으나, 법인은 낙인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위하력은 결국 벌금액뿐이라
는 평가도 있었다.131)
   The Antitrust Procedures and Penalties Act(1974)에서는 반독점행
위(antitrust violation)를 경죄(misdemeanor)에서 중죄(felony)로 재조정
하고 자연인에 대한 벌금액의 상한은 10만불, 조직체(organization)에 대
한 벌금액의 상한은 백만불로 나누었고132), 그 이후 많은 법률에서 이러
한 규정방식을 따랐다. 
   한편 위와 같이 개별법에 의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 이외에도, 

128)James M. Anderson, Jefferey R. Kling, and Kate Stith, "Measuring InterJudge Sentencing 
Disparity : Before and After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42, No. S1, April 1999, p. 272.

129) James M. Anderson, Ivan Waggoner, 앞의 책, pp. 45-49.
130) Kathleen F. Brickey, 앞의 책, p. 677.
131) Joshua Dressler, Stephen P. Garvey, 『CASES AND MATERIALS ON CRIMINAL 

LAW(Sixth Edition)』, WEST, 2009, p. 887.
132) 15 U.S.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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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에는 Criminal Fine Enforcement Act를 의회가 통과시켰는데, 이
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모든 연방 규정(예를 들어 증권, 조세, 환경 
등)에 적용되며, 가장 중한 중죄(felony)에 대하여 개인은 최대 25만불, 
법인은 최대 50만불, 가장 경한 법위반(infraction)에 대하여 개인은 최대 
5천불, 법인은 최대 만불을 규정하고 있다.133) 다만, 위 규정은 금전적 
이득이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한 규정에 법원이 구속되
지 않으며, 개별법에서 특별히 고액의 벌금액을 정한 경우134)에도 그러하
다. 
   벌금액을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그 벌금액의 상한도 높
인 것 외에,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과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s)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
었다. 과거보다 더 복잡한 방식으로 벌금액을 산정하게 되었는데, ① 가
중 요소로는 상급자가 관여되어 있는가, 동종 전력이 있는가, 법원의 명
령을 위반하였는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는가 등
이 고려되며, ② 감경 요소로는 조직체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
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가, 즉시 위법행위를 보고하였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는가, 책임을 인정하였는가 등이 고려된다.135) 따라
서 준법통제기준(compliance program)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감경’ 요
소로 고려될 뿐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한편, 연방양형기준(Federal Sentencing Guidelines)에 의하면, 범죄 
목적으로 법인을 만든 경우에 대하여, 이는 주로 범죄 목적으로 설립하였
거나, 범죄적 수단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를 의미하는데136), 법원이 이러
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회사의 모든 자산을 박탈할 정도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우리 법인 양벌규정에서
133) 18 U.S.C. §3571.
134) 예를 들어 18 U.S.C. §1350(Sarbanes-Oxley Act)에서는 허위 증명서 발급 범죄는 알고서 

한 경우 백만불, 의도적으로 한 경우 5백만불을 규정하고 있다.
135) Kathleen F. Brickey, 앞의 책, p. 679.
136) Sentencing Guidelines § 8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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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러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2. 국제적 문제 

 가. Siemen 사건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남미 등 65
개국의 공무원에게 약 14억 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독일 기업 Siemens 
사건137)이 있었다.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사이에서 수상한 금전
거래를 해 왔던 점을 이상하게 여긴 리히텐슈타인 소재 은행의 감사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Siemens의 비자금 담당직원이 위와 같은 금전
거래를 통하여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여 그 자금으로 각국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Siemens는 독일 기업이므로 당연히 독일에서 기소, 재판을 받아야 하
는 것인데, Siemens가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DOJ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도 위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워터
게이트 스캔들 이후 FCPA(Foreign Corrupt Practice Act, 1977, 이하 
FCPA)가 시행되었고, 위 법은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독일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국제적 부패범죄
에 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미국의 DOJ나 SEC는 독일 뮌헨 검찰
청과 공조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Siemens는 플리바기닝을 통하여, DOJ에 4억 5천만불, SEC에 3억 5

137) Brandon L. Garrett,『TOO BIG TO JAIL - How Prosecutors Compromise with 
Corpor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p. 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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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불, 독일 뮌헨 검찰에 9억불의 벌금을 낼 것이고(양형 기준은 13억 
5천만불부터 27억불 사이의 벌금형이었다), 미국 내 계약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 혐의만 인정하되,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NPA 내지 DPA에서는 자연인인 개인
은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사안이 복잡하고 회
사의 구조가 매우 복잡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지목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벌금액이 회사에 대한 사형 선고 수준
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반면, 초대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적절한 NPA, 
DPA를 통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한편, Siemens 사건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비자금을 담당한 자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와 17만불의 벌금이 선고되었고, 법인 자체나 법인의 수
뇌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 독일에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 부정되고 있으므로 Siemens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
았으나, 오히려 미국에서 형사와 민사로 8억불을 납부하게 되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미국 법무부에서 관할을 인정하거나 혹은 관할을 
마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납부토록 하면서 미국인 준법감시인 등을 
두어 그 회사의 향후 경영에도 깊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미국인 준법감시인은 대개 미국 내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거물급 인사로 상당한 급여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급여는 해당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고, 회사는 그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그 준법
감시인은 연방검사에게 정기적인 업무보고(NPA나 DPA에 따른 조건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보고)를 하며, 연방검사가 최
초 NPA, DPA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종전에 불
기소했던 부분을 기소하는 형태로 실무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
방검사는 회사의 경영, 회계, 감사 영역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이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다만, 이러한 미국 실무 운용 모습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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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영역이라
고 생각된다. 

 나. 부패 관련 법률

   부패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FCPA가 있는데, 형사는 DOJ에서, 민사는 
SEC에서 관할한다. 영국은 Criminal Justice Act(1987)와 Bribery 
Act(2010)가 있고, 중대부정단속국(Serious Fraud Office, 이하 SFO)에
서 조사, 기소를 한다. 
   전세계 각국은 부패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138) 특히 반부패 준법통제기준
(compliance program)과 관련하여, 미국에는 연방 양형기준, FCPA에 대
한 지침(resource guide), OECD의 Good Practice Guidance, 영국의 
Bribery Act Guidance가 있는데, 준법통제기준을 잘 준수하면 책임이 경
감되고, 새로운 입법이나 종전 법률이 개정되면 프로그램 역시 개정을 고
려해야 하고 만약 M&A가 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139)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위 법 제4조에서는 양벌규정(10억원 이하 또는 
이익의 2배 상당의 벌금), 동 제5조에서는 법인에 대한 몰수를 정하고 있
어, 부패와 관련하여서는 전세계적으로 법인이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라고 
보여지며, 위 Siemens 사건과 같이 미국에서 관할을 만들어 미국 사법당
국에 의한 조사, 제재 등이 이루어지므로, 전세계적으로 부패범죄에 대한 
미국의 중벌 기준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대
하여는 뒤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한다. 
138) Gemma Aiolfi, "Mitigating the Risks of Corruption Through Collective Action",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2014 p. 126.
139) Gemma Aiolfi, 앞의 글, p. 128.



- 69 -

 
 다. 미국 사법당국과 외국회사140)

   미국 사법당국이 미국법을 따르도록 ‘플리바기닝과 DPA, NPA’ 등으로 
다른 국가의 회사와 협의하는 경우가 있다. 플리바기닝에서 조사에 대한 
협조의무까지 합의된 경우도 있고, 벌금, 몰수, 준법통제기준의 유지 등을 
협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의 경우 형사절차가 지속되면 평판, 주식가
치 하락 등이 우려되어 플리바기닝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141) 
   DPA와 NPA는 재판의 신속에 관한 법률(Speedy Trial Act, 1974)에 
근거하고 있으며 DOJ가 적극 권장하였던 적도 있는데, 일단 기소하되 협
의된 내용이 모두 이수되면 공소를 취소하는 형태도 있었다. 다만 DPA가 
있다고 해도 범죄에 책임있는 고위직 임원에 대한 기소까지 막는 것은 아
니었다.142) 
   DPA나 NPA의 모습은 회사 규모, 문화, 범죄 유형마다 다르긴 하나 
일반적으로는 회사 스스로 잘못된 점을 문서화한 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일반적인 벌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조사 협력 의무(자료, 증거 제공), 
당국의 지시에 따른 개선 의무 발생 - 개선안을 작성, 제출하고 일정 기
간 동안 준법통제기준(compliance)을 감시할 독립된 준법감시인
(monitor)을 두고 그 준법감시인(monitor)의 급여까지 부담하며, 그 준법
감시인은 준법통제기준 진행 상황을 조사,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DOJ에 
보고하며, 이를 근거로 DOJ에서 재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 등이 그것
이다.143) 
   또한 1950년대부터 미국 법원에서 외국에 있는 서류, 자료를 확보하
140) Yurika Ishii, "On Law Enforcement Through Agreements Between the US Regulatory 

Authorities and Foreign Corporations",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2014, pp. 237-248.

141) Yurika Ishii, 앞의 글, p. 238.
142) Yurika Ishii, 앞의 글, pp. 238-239.
143) Yurika Ishii, 앞의 글, 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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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명령(injunction), 디스커버리 등의 노력을 해 왔
고,144) 상대국은 과도한 관할권 주장이라고 대응했으나, 미국 법원은 시
간, 돈, 자료 획득의 불확실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법정모독 제재까지 붙
여서 강제하였고 심지어는 그 형사절차의 피의자가 아닌 경우까지도 그렇
게 하였다.145)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공식적인 사법공조 협약을 맺고 
그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료, 증거를 요청하고 해당국의 공익에 반하면 요
청을 거절할 수 있는 공식절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방식을 취하여 공식절차를 우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 사법당국의 요구에 대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OECD 
Bribery Convention), UN 조직범죄협약(UN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OECD에서 다국적 거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 설정 등 국제적인 요청도 있었고, 법인 범죄의 복잡
성 문제도 있다고 하면서, 미국 사법당국의 초국가적 실무 운용이 용인되
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 사건146)이 그것인데, UBS가 미국 국민의 불법적 조세 회피
를 도왔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UBS는 서면으로 다음
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하나는 미국과 미국 국세청(IRS)을 기망하
였고, 다른 하나는 무수한 미국 납세자들이 자신의 소유권 등 재산을 숨
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UBS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도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UBS는 스위스 자본시장감독청(FINMA)의 감독 하에 
계좌 개설자의 신원과 계좌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할 것에 동의하였는
데, 미국 국세청(IRS)은 위 은행에서 제공하는 탈세 자료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나중에는 무려 52,000명의 인적 사항에 관한 것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개인정보공개는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결
144) Societe International v. Rogers, 357 U.S. 197(1958).
145) US v. Bank of Nova Scotia, 691 F.2d 1384(1982), 487 U.S. 250(1988).
146) US v. UBS AG,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Case 0:09-cr-60033 JIC Document 20 

Entered on FLSD Docket, February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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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있었음에도 스위스는 4,500명의 정보를 넘겼고,147) 결국 수사에 협
조하였음을 이유로 DOJ에서 UBS의 불법행위 숫자를 줄여주었다.
   한편, 개별 국가가 사건화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미국이 사건화한 
경우가 있다. 인권에 대한 것 뿐 아니라,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도 이와 같
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AE System 사건’이 있었다. BAE 
System은 영국의 방위 사업자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제트전투기, 공대지 
전투기에 대한 사업권을 따냈는데, 1980년대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왕족
에 대한 막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외국에 대한 뇌물 제공은 
영국에서는 이미 2002년에 범죄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영국의 SFO에서 
2004년에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외교적으로 사건
을 중단해 달라고 제안하여 영국에서는 2006년에 수사를 포기하였다. 
   영국의 NGO는 SFO가 법의 지배 원칙이나 OECD 뇌물방지협약에 반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수사 중단이 불법이라고 하
였으나, 그 결정은 영국 상원(House of Lords)에서 파기되었다. 그러나 
2007년에 미국은 영국의 도움없이 수사를 시작하였고, DOJ는 CEO, 임
원, 미국인 직원들(영장이 발부된)을 통하여 수사 자료를 확보하였고, 
2010년에는 BAE와 플리바기닝을 시작하였으며, BAE는 미국을 기망하였
음을 시인하고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148) 그 후 2010년 4월 영국에서 
Bribery Act가 발효되었고, 영국의 SFO는 미국의 DOJ와 비슷한 가이드
라인을 수용하게 되었다.149)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플리바기닝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의 양
벌규정 특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법인 양벌규정을 기초로 법인을 전면적인 범죄주체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147) Yurika Ishii, 앞의 글, pp. 244-245.
148) 이 사건과 관련된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BAE System은 미국 연방검찰과 협의 끝에 $ 

400 million의 벌금을 부과받기로 하면서 플리바기닝을 하였다고 한다.
(http://www.nytimes.com/2010/02/06/business/global/06bribe.html?_r=0. 2015. 12. 5. 최종검
색)

149) Yurika Ishii, 앞의 글, pp. 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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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의 실무 모습이 나타나
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최소한 국제적으로 거의 통일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 뇌물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양벌규정 뿐 아니라 외국의 실무 상황
도 아울러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국제적인 형사 분쟁에도 
미리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라. 관할의 문제

   법인의 활동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국외의 지사 등을 통하여 국외에서
도 활동하는 경우, 형사책임과 관련한 법인의 관할이 문제된다. 이 점에 
대하여는 아래의 원칙이 언급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 우리 법에서 참고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의 범죄와 관련하여도 ‘국적’이 문제된다. 법인의 ‘등록지’ 국가의 
관할을 따르거나 ‘영업 활동지’ 관할을 따르면 될 것인데, ‘법인이 범한’ 
범죄에 대한 관할은 위 ‘등록지’ 국가의 관할을 따르면 될 것이나, ‘법인
에 대한’ 범죄의 경우 관할 이론에 의하여 그 법인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만약 외국에 등록된 법인이라
도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국내법의 보호를 받을 것이나, 국내에 등록
하고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그 법인을 보
호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에서는 Cartesio 사건150)에서 헝가리 법과 
같은 취지로 결정을 하였고 이 사안이 그대로 형사 관할에도 적용되었는
데, 국내에 등록하고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
여 국내에서 그 법인을 보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다.151)

150) Cartesio는 헝가리 회사인데, 이탈리아로 본부를 이전하려고 하였고, 헝가리 법은 이러한 경
우 헝가리 내에서 회사를 해산한 후 이탈리아에서 다시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51) Anne Schneider,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nd Conflicts of Juridiction",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2014, pp. 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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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행위지’도 문제된다. 행위지에 관할을 인정하는 경우 작위 또는 
부작위의 장소가 행위지인데, 법인은 어떤 경우에 ‘행위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회사에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는 전가모델(imputive 
model)과 전체모델(holistic model)이 있는데, 전자는 자연인이 책임질 
것을 법인이 대신 책임을 진다는 것이므로, 그 자연인인 행위자가 행위한 
장소가 법인의 행위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뒤에서 보는 대위책임 이론
이론이나 동일시 이론에 의하면 그 자연인의 행위지가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이른바 조직체 모델과 관련된 것으로, 관련자 
모두의 행위 장소를 고려하자는 견해가 있는데, 자연인에 대한 기준과 같
은 점이 장점이나,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고려할 것인가, 주요 관여 
행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등록지를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 파산법의 기준(centre of main interest(COMI))을 참고하자는 견
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152) 
   따라서 위의 기준에 의하면,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다가 
범죄를 범한 경우 우리 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회사에 대한 범죄 역시 
우리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에 등록한 법인
(‘우리나라 회사’라고 흔히 말하는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지 않
는 경우에, 그 회사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우리 법을 적용하나, 그 회사
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우리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위 국적에 대
한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행위지 관할에 의하면, 법
인이 범한 범죄는 그 행위지의 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등록여부와 상관없
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관할이 추가로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관
할을 가지는 여러 나라의 수사, 재판권의 경합이 불가피하며, 관할이 있
는 모든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 형법 제7조(범죄에 의하
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
152) Anne Schneider, 앞의 글, pp. 254-259에서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의 기준이 파산법에서 적

용되고 있으나, 법인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행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주된 재
산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파산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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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Ⅳ. 미국의 법인 형사책임에 대한 평가

1. 실용주의의 측면에서의 평가

   ‘원래 회사는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 형법은 개인의 도덕적 평가와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개인의 고의(intent)를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용주의적 근거(pragmatic grounds)로 입법자, 검사, 
법관은 이러한 실무를 용인했고, 이러한 시각에 의하여 형벌도 정당화되
었다’ 라는 견해가 있다.153) 
   이 견해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과거 150년 동안 법인의 고의를 요구하
지 않은 채 회사와 회사의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이라고 한다. 그 후 연방 양형 기준(Federal Sentencing Guidelines)이 
생기면서 준법통제기준과 구조 개혁을 통하여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변화
시켰는데, 준법통제기준을 처음에는 보호관찰(probation) 판결 선고 후 
그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취급하다가 점차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위 견해는, ‘나쁜 회사를 벌주려는 유혹이 잘못하면 아무런 잘못도 없
는 선량한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며, 자연인의 도덕적 상태를 회
사에 전가하는 의인화 작업이 오히려 개인에 대한 진정한 비난가능성을 
흐릿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응보적 관점에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회사를 처벌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구적 관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153) James M. Anderson, Ivan Waggoner, 앞의 책, pp. 97-106. 우리 형법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은 어떠한 근거로 법인을 처벌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
고, 미국에서는 도그마틱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법인을 처벌해 온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미국
에서조차 상당한 반론이 있었고, 그 반론을 잠재운 것은 결국 ‘실용주의’였다는 취지의 비판론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인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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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비판적인 견해는 우리 법에서도 상당히 수긍할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주로 제시하
는 논거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 견해에서 
지적하는 ‘실무에서 용인하고, 형벌이 정당화되었다’는 부분과 법인이 과
연 고의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였는
가 라는 점에 대하여 ‘실용주의’로 해결하였다는 취지의 분석 이외에는 
다른 분석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용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문
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적
으로 긍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실용주의’라는 측면을 어떤 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2. 절차적 권리 측면에서의 평가

   민사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고, 민사 제재 역시 낙인효과가 
있지만 절차적 권리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개인이 아닌 
검사가 공익을 위하여 소송하는 것 등 민사법 보다는 형사법이 적용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도 있다.154) 
   특히 거증책임 문제나, 무죄추정 문제,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
교한 증거법칙을 통과해야 하는 점 등의 측면에서 우리 법에도 상당한 참
고가 되는 지적이라고 본다. 법인 내 자연인은 형사처벌을 받고 법인은 
행정벌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자연인 처벌과 비교하여 법인에 대한 행
정벌이 오히려 손쉽게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부정하려는 입장에서도 ‘절차적 측면’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권리를 법인에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양벌규정
의 해석론에서도 상당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154) Abraham S. Goldstein, "White Collar Crime and Civil Sanctions", Yale Law Journal, Vol. 
101, No. 8, June 1992, pp. 1895-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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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의 형사책임 관련 논거 및 실제

   법인은 처벌될 수 없다는 견해는, 회사가 아닌 자연인이 범죄를 범하
는 것이므로 과연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의문이 있으며, 
회사를 처벌하면 결국 무고한 주주나 소비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과연 응보 기능과 어울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민사 제재보다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는 주장이다.155) 
   반면, 법인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156)은, 회사의 구조가 매우 복잡
해졌고 실행행위자의 직급은 매우 낮으며, 그들은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얻는 수익도 없으므로 만약 회사를 처벌하지 않고 개인을 처벌한다면 상
급자는 낮은 직급의 실행행위자로부터 보고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형사처벌은 그 실행행위자만 대상으로 하게 되나 이는 범죄억제 효
과가 적기 때문에 범죄억제 효과 면에서 법인의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타
당하지 못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주주가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외의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주
주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정도의 수고는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
고, 소비자는 만약 회사가 받은 벌금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
면 그 제품을 외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도 간접적으로 회사의 행
위를 통제하게 되므로, 결국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논거는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제
시되는 논거들로서, 우리의 법인 범죄능력 논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다
만, 미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1909년에 이미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
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위 판결은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일종의 
법률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범죄능력’이 있음을 전제
로 그 이후의 논의와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 우리 법 상황과 

155) Kathleen F. Brickey, 앞의 책, p. 5.
156) Kathleen F. Brickey, 앞의 책,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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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이라고 보인다.
   한편, 연방법에서는 U.S. Code의 첫장에서 ’corporation, companies, 
associations, firms, partnerships, societies, joint stock companies'를 포
함하는 ‘person' 규정을 두고 있으며157), 법인에 대하여 이론상으로는 모
든 범죄가 가능하나, 주로 금융 사기, 증권 사기, 환경범죄, 뇌물죄, 자금 
세탁, 가격 담합 등이 문제된다.158) 

4. 구축적 법인책임(constructive corporate liability) 이론

   법인의 기관 등 관련 자연인의 행위를 법인에게 귀속시키고 그에 따라 
법인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이론 중에서, 종전의 대위책임 법리가 아
니라, 자연인과 법인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상당한 책임귀속
(reasonable attribu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등장하였고, 이
를 ‘구축적 법인책임(constructive corporate liability) 이론’이라고 한
다.159) 
   위 견해는, 자연인 실행행위자, 그들의 집합과 회사는 ‘구조, 의사결정, 
규모, 절차, 기능, 복잡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생기며, 법인의 특질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행동하고 고의를 갖고 있는 실행행위자 및 그와 법인
의 관계로 인하여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법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만 회사가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다. 즉,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
는 것이 아니라, 조직체의 행위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한다. 대위책임 이
론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사와 형사의 차이를 불분명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

157) 1 U. S. C. 1.에서는, 연방의회의 법률에 나타난 의미와 관련하여 다른 내용이 없으면, 
‘person 또는 whoever’라 함은 개인 뿐 아니라 corporation, companies, associations, firms, 
partnerships, societies, joint stock companies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58) Brandon L. Garrett, 앞의 책, p. 4 이하.
159) William S. Laufer, 『CORPORATE BODIES AND GUILTY MINDS - The Failure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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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위 구축적 법인책임 이론에 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고 한다.160)
   위 이론은 ‘객관적 심사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일반인(자연인/법인)
이었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측면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비난가능성의 
귀속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실행행위자와 법인의 관
계가 밀접할수록 법인에 귀속하는 것이 더 용이하게 되는데, 법인의 수직
적 위계질서 내에서 실행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러한 점에서 MPC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한다.161) 이 견해에서는 객관
적, 주관적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비난가능성을 평가하고, 특히 다른 모
델들과 달리 법인의 mens rea(intention, knowledge, recklessness, 
negligence)를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법인의 주관적인 정신상태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객관적 기
준에 의하여 판단하거나 직원 등의 행위로부터 추론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주관적인 정신상태를 결정하게 되는데, 피고인의 주관적 상태를 배제하고 
오로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비난가능성을 결정하는 것과 객관적 기준
으로서의 합리적 이성인의 기준은 명백히 다르며, 비난가능성이 형사법에
서 기본적인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형법은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 
명확히 보여줘야 하므로, 객관적, 외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가벌성을 결정
해야 하며, 일반적 평균인(합리적 인간)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162) 
   한편, 비난가능성, 과실 등은 모두 규범적인 개념으로, 규범적인 관점
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부분 문제가 해결되는데, 한편으로는 규범적 판단
은 약점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관적 상태(state of mind)
를 입증해야 한다는 형법의 원칙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비난가능성(culpable mental state)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160) William S. Laufer, 앞의 책, p. 94.
161) William S. Laufer, 앞의 책, p. 73.
162) William S. Laufer, 앞의 책,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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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전적으로 주관적인 기준으로 입증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
는 법인의 mens rea(purpose, knowledge, recklessness, negligence)를 
합리적 평균인 기준의 도움을 받아 평가하게 되며, 실제로 피고인이 알고 
있던 내용도 고려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전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이로써 법인의 주관적 상태(mental state)를 입증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163)
   위 이론 외에도 여러 가지 이론이 주장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정교한 수준에 이른 이론이라고 보여 자세히 소개를 하게 되었다. 미국에
서조차 법인의 ‘비난가능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법
인 자체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법인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하는 점
을 기준으로, ‘법인’의 비난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이
론을 전개하더라고 여전히 ‘비난가능성’은 피고인인 법인의 개별적인 사
정, 특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법을 결행하였다는데 대한 비난이라는 점
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문제는 남게 된다. 위 견해는, 이 점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규범적인 개념이고, 피고인인 법인의 주관적인 상태는 그 
규범적인 개념에 따른 평가로 해결한다는 것이므로, 법인의 비난가능성은 
결국 ‘규범적인 평가’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취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법적·사회적 책
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5. 법인과 기본권

   법인과 기본권에 대한 논의164)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논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소한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권
리 중 일부에 대하여는 법인도 이를 향유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은 모든 
헌법상 기본권을 회사나 조직에까지 확대 적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미국 

163) William S. Laufer, 앞의 책, p. 90.
164) Brandon L. Garrett, 앞의 책, p.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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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정 제5조의 자기부죄거부 권리나 due process로부터 나오는 자유
권도 법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개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법인 뒤로 숨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배심원에 의한 
재판(jury trial)에 관한 권리나, 압수·수색(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고 있다. 
   19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Hale v. Henkel 사건165)에서 ‘수정 5조의 
자기부죄 거부의 특권’은 회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동시에 수정 
4조에 따라 회사 기록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166) 이상과 같은 상반된 취급을 설명하기 위해 연방대법원
은 회사를 의인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단체(organization)의 권리의 폭은 
자연인의 그것만큼 넓지 않다고 하였다. 
   한편, 검사가 법인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기소를 미루거나 불기소를 
해주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직원으로 하여금 그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회사는 직원을 압박하고, 증언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받
는 것을 거부하면 해고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연방대법원은 Garrity v. New York 사건167)에서 직업을 잃던가 자기
부죄를 하던가는 자유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2006년 
McNulty Memorandum이 승인되어 회사가 협조적인지 여부를 판명하는 
검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고 변호사 수임료를 계속 지불한다거
나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를 포기
하지 않는 것만으로 ‘비협조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기소 = 사망' 이므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검찰에 최고로 협조하게 되며, 따라서 위 특권을 포
기하는 것을 빈번하므로,168) 여전히 법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기
165) 201 U.S. 43(1906).
166) Ana María Neira Pena,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 Tool or Obstacle to Prosecution?",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2014, p. 200.
167) 385 U.S. 493, 500(1967).
168) Ana María Neira Pena, 앞의 글, pp. 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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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 침해의 논란이 종식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법인 귀속 이론

   법인 범죄의 주관적 요소(mental element)와 관련하여, ① 대위책임 
이론(vicarious liability approach), ② 집합이론(aggregation model), ③ 
자기동일성 이론(self-identity model), ④ 동일시 이론(identification 
approach) 등을 언급하면서 각 이론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문헌이 있
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연방범죄에 대한 대위책임 
이론에 대하여 아무런 비판이 없고, 혹은 MPC에 대하여도 아무런 비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위의 구축적 법인책임 이론과 같이 
mens rea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에서부터, 법인 처벌에 대한 귀
속모델에 대한 논의까지 상당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의 
위와 같은 논의가 우리의 양벌규정의 해석론에 상당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 그 논의를 정리하였다.
   「① 대위책임 이론(vicarious liability approach), ② 집합 이론
(aggregation model)은 모두 대위책임 테크닉을 사용하여 자연인의 행위
를 법인에 귀속시키며, 따라서 무과실책임 형태를 보여주는데, 학살
(genocide), 반인권범죄(crime against humanity), 전범(war crime)이나 
일반적인 mens rea 범죄에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없다. 또한 ③ 자기동일
성 이론(self-identity model)169)은 귀속(attribution)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연인의 행위 보다는 회사 문화의 결과로 해석하여 책임이 파생되는 행
태보다는 책임 그 자체라고 본다. 그런데 위 모델은 지적 요소
(knowledge)와 의지적 요소(intent) 중에서 지적 요소(knowledge) 만을 
제공하고 있어 양자 모두를 파악하는 동일시 이론(identification model)
과 비교된다. 실제 눈에 보이는 실행행위는 법인의 최하위 직원이 불법성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행하는데, 고위직 임원은 위 부하 직원을 부려서 

169) 조직체 모델과 같은 내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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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것이고, 위 동일시 이론(identification model)은 고위직 임원과 
법인을 흡수하여 연결한다. 고위직 임원의 행위가 주목되는 것은 결국 동
일시 이론(identification model) 때문이며, 나머지 이론은 직원의 직위와 
관계없이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시 이론이 고위
직 임원의 행위만을 취급하므로 그 성립 범위가 가장 좁고, mens rea 범
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 동일시 이론이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170)고 하면서 동일시 이론이 타당하다고 주장하
는 견해도 있다.
   한편,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독(monitor)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대위책임과 집합이론이며, 자기동일성 이론(회사 문화)은 그 다음, 
동일시 이론이 가장 그 효과가 적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171) 「특히 
동일시 이론은 대규모회사에서는 법인을 처벌하기 어렵고 오히려 소규모 
회사 특히 1인 회사만 기소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 집합이론은 회
사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법위반사실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
는 경우에도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인식을 모두 모아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
므로, 회사에서 벌어지는 결정 과정의 실제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
다. 자기동일성 이론(회사문화)은 회사 내 개인이나 그 집단을 특정할 필
요가 없고, 법위반인식과 정책결정이 회사 구조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과실’ 범죄172)에 대하여 장점이 있고, 대규모 회사나 소규모 회사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상의 법준수 문화를 만들어
170)  Lynn Verrydt, "Corporate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Crimes : An Analysis of the 

Hypothetical Extens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Mandate to Include Legal 
Persons",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2014, pp. 286-293.

171) Bruce Wardhaugh, 『Cartels, markets and crime ; a normative justification for the 
criminalisation of economic col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 57.

172) 호주 형법 12.3과 12.4에서는, intention, knowledge, reckless인 경우와 negligence의 경우를 
나누어, 전자는 ‘귀속(attributed)’이 필요하고, 후자는 회사 내 자연인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회사의 negligence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회사 내 자연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회사 자체에 
negligence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귀속을 고려하지 않는 회사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https://www.comlaw.gov.au/Details/C2015C00601참조.2015. 12. 5.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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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우려가 있고, 다양한 조직체가 하나의 문화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 뇌물, 가격답합 등과 같은 경제범죄 내에 존재하는 개인을 고려하지 
않아 범죄 근절에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회사는 벌을 받을 수 없
고 회사 내의 개인만이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형사처
벌의 목적은 응보보다는 범죄예방 및 억제에 있는 것인데, 회사 내의 개
인이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범죄를 한 경우에는 어떤 귀속이
론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귀속이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위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종업원 등의 법위반행위
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대위책임을 따르되 집합이론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173)도 있다. 
   미국에서의 법인 처벌은 이미 100년 이상 경과되었고, 그 이후 굳건하
게 법인이 범죄능력이 있다고 하고 있다. 연방범죄에 대하여 법인이 범죄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여전히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형법에 도입
하여 법인에 대위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언뜻 이해가 어렵다. 법인의 범
죄능력이 당연히 긍정되는 것인데 굳이 대위책임 이론을 써가면서 자연인
의 mens rea가 법인에 귀속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그러하다. 특히 위에 
소개한 견해가 상호 다른 결론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더욱 그러하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론이 매우 어려
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위안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입
법론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한다고 하여 법인 처벌 
규정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다시 법인 처벌의 툴을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73) Bruce Wardhaugh, 앞의 책, pp. 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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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소 결

   미국에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법인의 형사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실용적 이유’를 들면서 ‘처벌의 필요성’으로 대위책임 법리를 옹호하면서 
대표기관의 행위나 종업원의 행위에 차등을 두지 않고 더 나아가 상당한 
주의의 항변을 허용하지 않은 방법과, 동일시 이론을 통하여 종업원의 행
위가 아니라 대표기관의 mens rea를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방법 등 
일종의 투트랙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연방범죄를 비롯한 주요 범죄는 
대위책임 법리에 따라 처리하고 있고, 도그마틱적 비판 역시 대위책임을 
지우는 연방범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위
헌이라고 하지 않고 대위책임을 지우면서도 ‘책임질 지위에 있는 임원 이
론’과 같이 그 법인 내부의 대표 등 경영진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이론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위책임’에 의하여 법인에 무과실 형사책임을 부담시
키는 것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의 대
위책임 법리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MPC에서 형사범에 관하여 ‘상급관리자 또는 이사
회’만을 기준으로 하면서 ‘동일시이론’에 의하여 종업원과 상급관리자 등
을 구분하였다. 더 나아가 상급관리자 등이 종업원 등에게 법위반행위의 
승인, 요구, 명령, 부주의하게 법위반행위를 용인한 경우에도 법인이 형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동일시 이론’을 채택하는 경우에 상급관리자
와 종업원이 구별되게 되며, 상급관리자의 행위는 그 자체로 법인의 행위
로 보게 되는 구조가 되므로, 결국 상급관리자가 종업원 등에게 법위반행
위의 지시 등을 하게 되면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시 등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감독주체와 피감독자를 나누어 살
피는 견해가 등장하고 이것이 ‘과실추정설’이라는 이름으로 통설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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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감독주체와 피감독자를 나누게 되면 사실 
‘동일시 이론’에 근접하게 되는 해석을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의 통설과 판례는 동일시 이론의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감독의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된 후 책임주의 관철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결국 ‘과실추정설’의 입장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전히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전제를 취하였기 때문에 대표의 
행위가 법인에 귀속된다거나 대표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보아 
법인이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
였을 뿐만 아니라, ‘추정되는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도 내놓지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감독의무위반이라는 과실이 존재하
고 그 과실이 추정된다고는 하나, 오히려 MPC가 행정범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대위책임에 의하여 법인이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다만 상당한 주
의의 항변을 허용’하는 형태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법인 내에서 감독주체와 피감독자를 나누게 되면, MPC와 같이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대표기관의 관여 여부, 관여 정도 등으로 나
누어 살핀 후 대표기관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본다는 동일시 이론을 적
용하여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
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 양벌규정에 대한 일본의 통설, 판례의 태도
를 따르게 되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 툴은 보편적인 툴이 아니라, 
해당 양벌규정의 감독의무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툴로 남을 여지가 있으
나, MPC와 같이 해석한다면, 그 툴은 법인 처벌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영
역을 커버할 수 있는 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법인 내 개인을 기소할 것인가, 법인 자체를 기소할 것인가, 양
자를 기소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미국 연방법무부 메모(Holder, 
Thomson, Filip, Yates 등)에서도 알 수 있듯, 자국의 상황과 범죄의 유
형 등을 이유로 그 초점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어떤 흐름이 타당한 것이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범죄의 억지와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양자를 모두 기소하여 양자를 모두 처벌하는 방법이 범죄에 대하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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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양
벌규정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그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범
죄억지와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거기에 덧붙여 법인 내 대표
기관에 대한 수사 내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범죄예방의 효과
가 반감될 것이므로, 동일시 이론에 따라 양벌규정을 해석함으로써 일본
의 삼벌규정이나 미국의 ‘책임질 지위에 있는 임원 이론’이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양벌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비교법적 자산이 될 것이며, 일본과 미국의 내용을 참조하여 제3편의 논
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 양벌규정은 전통적으로 행정범에 대하여 법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최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법】에서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양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형법범에 대하여도 법인이 처벌될 수 있게 되었고, 법무부의 「다중인명
피해범죄 특례법안」이나 대검찰청의 「기업책임법」 도입 논의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인 처벌규정을 두어야 하는 범죄군을 계속 확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어느 범죄군까지 적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 논의는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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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우리나라의 법인처벌

제 1 장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 형법은, 총칙에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칙 
범죄에는 “...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형법은 법
인을 범죄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실무의 태도
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범죄는 법인이 그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등 특별법에서 벌칙 규정을 두면서, “양벌규
정”이라는 조문 제목 하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형
벌 법규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법인에 대한 벌금
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여부가 양벌규정 도입시부터 계속 논의가 되
어 왔다. 특히 법인 처벌규정을 둔 양벌규정이 위헌인기 여부, 그 처벌근
거는 무엇인지, 정확히 어떤 해석을 하여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논의가 되어 왔고, 양벌규정의 입법론도 논
의가 되어 왔다. 
   특히 법인 양벌규정은 일본의 양벌규정 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그 해석론 역시 일본의 해석론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는데, 일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실추정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 양벌규정 
역시 ‘과실추정설’의 입장을 반영한 조문 형태를 가지고 있어, 우리 법인 
양벌규정의 조문과 해석론 역시 일본의 ‘과실추정설’의 입장으로부터 상
당한 영향을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실추정설’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법인 양벌규정 조문을 가지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의 입장, 일반과실책임설이나 부작위책임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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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는 다수설적 입장 등에 의하여 일본의 ‘과실추정설’과는 다른 입
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과실추정설’이 정착될 단계까지의 논
의 상황은 우리 법인 양벌규정의 해석에 매우 큰 참고가 될 것이지만, 
‘과실추정설’ 그 자체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편, 법인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형벌인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이를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최소한 법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미국법의 태도
와 같이 법인의 범죄능력이 긍정됨을 전제로 하는 실무 운용 방식을 참고
할 필요도 있다. 게다가, 법인 양벌규정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도
그마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인 양
벌규정은 계속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법인 양벌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
는 수준의 논의도 중요하나, 존재하고 있는 법인 양벌규정의 정교한 해석
론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양벌규정의 연혁과 현황을 검토하
고, 양벌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국내의 논의를 정리해본 후, 입법론으로 
미국법의 상황을 참조한 양벌규정의 개선 방안과 법인처벌 규정의 확대 
문제, 법인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문제 등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한다. 

 



- 89 -

제 2 장  우리나라 법인 양벌규정

제 1 절  문제의 제기 

Ⅰ. 법인 양벌규정 도입 배경 측면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은 일본의 양벌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양벌규정에 
관한 논의 역시 일본 논의 상황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일본법은 형법
전이 시행되기 이전인 1900년에 법인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1930년대에
는 현행 양벌규정과 같은 형태의 규정을 두었는데, 일본 형사법이 주로 
참고하였던 독일 형법에서는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을 부정하고 있고, 일본에서 법인 처벌규정을 두던 당시에는 영국과 미국
을 제외하고는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부정하고 있었던 점을 보면, 일본
의 법인 양벌규정은 독일법의 사고에서 비롯된 규정은 아니며, 일본 특유
의 창조물이거나 영미법의 관점을 수용한 것이 아닐까 한다. 
   결국, 우리의 법인 양벌규정은 최소한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
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 형법 도그마틱의 근간이 되는 독일법적 
사고와는 상당히 다른 이질적인 조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법인 양벌규정을 해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이러
한 양벌규정의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Ⅱ. 해석론 측면

   법인 양벌규정에 규정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부과 조문은 행정벌인가, 
형사 처벌인가의 문제가 우선 중요하다. 과거 대법원 판례 중에는 질서



- 90 -

벌174)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이탈리아 입법례175)에 의하면, 행정벌이
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형사절차를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
로, 양벌규정의 벌금을 반드시 형벌이라고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양벌규정이 있는 법률의 벌칙 부분을 보면, 명시적으로 양벌
규정과 과태료 등을 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입법자는 확
실히 이를 행정벌과는 다른 형사처벌로 규정한 것이며, 이는 형법 제41조 
제6호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한편, 양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이후 양벌규정 조문도 통일적으로 개정되어 현재 
위헌 여지는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헌이라고 지적된 부
분과 여전히 위헌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법인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대한 논의부터 검토를 해야 한다.
   한편, 현행 양벌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그 본문과 단서의 구조
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법인 처벌의 툴이라고 할 수 있
는 대위책임, 동일시 이론, 조직 모델 등에 대하여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
174)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39 판결(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

자 외에 그 행위자와 위 법 소정의 관계에 있는 고용자 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이른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이므로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위반사실
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175) Camilla Cravetto and Emanuele Zanalda,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Italy : Criteria 
for Ascribing 'Actus Reus' and Unintentional Crimes",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2014, pp. 110-111에 의하면, 2001년 the Legislative Decree n. 231 

of June 8th 가 이탈리아 역사상 최초로 발효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법인격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단체에 적용되며, 법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

은 그 개인 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법인은 대표자의 행위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대표의 행위는 피고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며(동일시 이론 

내지 분신 이론), 직원의 행위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였거나, 법인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경우 법인의 책임이 배제되

며, 직원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법인이 준법통제기준을 준수한 경우나, 그 직원이 사기적 방법으

로 위 프로그램을 피한 경우에도 역시 법인의 책임이 배제된다. 따라서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것

이지만, 주문은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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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특히 과실책임설에서 말하는 ‘과실’과 형법상 과실은 어떤 관계
인지 여부도 아울러 해명해야 한다. 위와 같은 논의와 ‘단체형법’의 논의
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Ⅲ. 실무 측면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고 한 전통적인 입장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이를 전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자연인에 대한 수사와 비교하
면 정형화된 수사 방법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는 자연인으로서 피의자인데, 
그가 피의자인 법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수사에서 법인의 대리인 역할
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그 현장책임자와 법인의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이러한 조사 방법은 실체진실 발견에도 저해가 될 뿐 아니라, 법인 피의
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서는, 증거의견상 또는 공소사실의 인부에서도 
자연인 피고인과 법인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게 되는 경우, 그제서
야 별도의 변호인 선임 절차를 거치고, 증거 채부 결정이 보류되기도 하
며, 내용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부동의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까지인지 등의 문제가 생긴다. 특히, 양벌규정의 단서에 따라 
법인이 다투는 경우, 정확히 거증책임을 피고인이 지는 것인지, ‘예방 교
육’을 하였다는 것 외에 다른 것도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특히 
대규모 회사의 경우 ‘컴플라이언스’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등 실무상 많은 문제가 있다. 
   양형 단계에서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 절차가 있다기 보다는, 
자연인 양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법인의 양형을 세분
화하여 고려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양형이 
불법의 크기 이외에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 자연인도 처벌하므로 이중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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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은 아닌지 등 법인에 대한 양형 단계에서 어떤 점이 포인트가 되고 있
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실무상의 문제점은, 종래 양벌규정이 법인에 대한 무과실책임
이라는 판례 및 학설의 입장에 따라 법인에 대한 수사, 형사재판절차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07년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무상 법인의 취급
은 큰 변화가 없어서, 법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부터 시작하여 양형에 이르
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하에서 양벌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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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법인 양벌규정 

Ⅰ. 양벌규정의 의의

   양벌규정이란, 형벌법규를 직접 위반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
자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양
벌규정에서 양벌이라 함은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직접 행위자와 제3
자를 함께 처벌한다는 의미이고,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를 직
접행위자와 함께 처벌함으로써 위법행위의 근절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
되는 것이라고 한다.176) 그에 따라 형법전이 아닌 특별법에서 ‘양벌규정’
이라는 표제를 가진 벌칙 규정을 두고 그 벌칙 규정에 따라 법인에 벌금
형을 부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회사 등 조직체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범위가 늘어나고 이로 인
해 행정법령상의 의무위반 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행위자만을 처벌하여서
는 범죄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할 수 없고, 업무주를 처벌하지 않으면 업
무주는 종업원의 희생 하에 지속적으로 범죄를 할 수 있고,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의 필요와 공평한 분배 요청이라는 형사정책
적 고려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177) 이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입법이
라는 평가도 있다.178) 
   현재 양벌규정은 다수의 법률에 위치하고 있는데179), 최근에는 상당히 
통일적인 규정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는 2007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176) 신동운, 『형법총론(제8판)』, 법문사, 109면.
177) 김용섭, 앞의 글, 205면.
178) 탁희성, “기업범죄에 있어서 양벌규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소고”, 『지송 이재상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박영사, 2008, 55면.
17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AJAX에서 “양벌규정”으로 검색
하면, 536개 법률이 조회된다.(2015. 11. 20.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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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속된 개정 작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Ⅱ. 양벌규정의 연혁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권한 내에서 행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표자 등의 고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대표자 등이 행위자를 대
신하여 처벌받는 전가벌 규정의 부당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제도이다.180) 업무주의 처벌 방식은 전가벌규정과 양벌규정이 있
는데, 전가벌규정은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지 않고 그 업무주체를 벌하는 방식이고, 양벌규정은 행
위자인 종업원을 처벌하는 외에 그 배후에 있는 업무주체도 처벌하는 방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가벌규정은 거의 없고, 양벌규정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고 한다.181)
   과거 규정 중에서 이목을 끄는 규정이 있었다. 1949. 11. 23. 법률 제
67호로 제정, 시행된 “관세법”182)에는, 자연인 양벌규정, 법인 양벌규정, 
처벌을 면하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180) 정금천, “양벌규정의 기능과 한계”, 『법학논집(제18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254면.

181) 김용섭, 앞의 글, 206면.
182) 관세법 제20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본인의 업무에 관

하여 본법에 규정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 수입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세관화물취급인
제210조 법인의 사원 혹은 직원,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

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제211조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 본인이 당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

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 95 -

시행된 법률로서 우리나라의 초기 법인 양벌규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위 법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있다. 「위 법률은 일본법의 이
론과 판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양벌규정이 등장
하게 된 배경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업 및 법인 활동에 대하여 
형벌을 통한 행정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는 무관하게 양벌규정이 현실적 대책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83)
   그 이후 일본의 입법형식을 차용하여 법인 양벌규정은 1961년 이후 
자리잡기 시작하였고,184) 1984년부터 법제처에서 양벌규정의 모형을 정
하여 사용하게 되었다.185) 
   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의 양벌규정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통적인 분류방식은 다음의 분류방식이 있었다.186) 제1
유형은 법인이나 사업주의 공범책임을 근거로 처벌하는 형태로, 근로기준
법 제116조 후단과 같이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는 규정이며, 제2유형은 법인이나 사업주의 과실책
임을 근거로 법인의 면책규정을 명문화한 형태로, 선원법 제148조 제1항 
단서(다만, 선박의 소유자가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천법 제87조 단서(다만 법인 또는 개인
의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형태이다. 제3유
형은 법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조건이나 면책사유를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경
우로 대부분의 양벌규정이 취하고 있던 형태인데(조세범처벌법 제3조, 마
183) 김성룡 · 권창국, “기업 · 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 『형사법의 신동향(통

권 제46호, 2015. 3.)』, 116면.
184) 조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2007. 9.), 60면.
185) 윤장근, “양벌규정의 입법례에 관한 연구”, 법제(1994. 6.), 법제처, 95면.   
186) 권문택, “양벌규정과 업무주체의 책임”, 『사회과학논집 제8권(1977)』,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23-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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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8조,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문화
재보호법 제94조 등),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입법 형태이다. 다만, 이러한 형태로 분류하기 어
려운 개별 규정도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양벌규정을 법인에만 적
용하는 규정(용역경비업법 제18조),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
시키는 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사전 또는 사후에 필요
한 조치를 취했을 때 단서에서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 주의감독의무
를 태만히 하지 않은 방식, 개인과 법인의 양벌규정을 2단계로 구분하여 
입법하는 방식 등이 그러하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07년 보건번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대하여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한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
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187) 위헌 결정 이후 위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되면서 법무부에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위 위헌 결정에서 문제된 법률 이외에도 이러한 취지로 개정을 진행하였
다. 법무부의 양벌규정 개정 방향은, 양벌규정의 단서에 업무주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 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
여 책임주의를 관철시키고, 업무주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일원화하였
고, 업무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범위를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한정하여 업무주의 책임을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Ⅲ. 현재 양벌규정의 현황188)

187)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결정.
188)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http://law.go.kr/lsSc.do?menuId=0&subMenu=4&tabNo=7) (2015. 11. 25. 최종 검색. 이하 
양벌규정의 현황에 대한 검색도 2015. 11. 25.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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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
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
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1. 양벌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벌칙만 정한 463개 법률

   행정형법(부수형법, 특별형법)에서, 벌칙 규정은 있으나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률이 총 46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외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554개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에 나타난 법위반행위의 실질과 양
벌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에 나타난 “법위반행위의 실질”을 비교해보면, 양
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와 이를 두지 않은 이유를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
인다. 
    예컨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
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약칭: 국제대회지원법 )｣ 제34조에서 조직
위원회의 승인 없는 휘장, 마스코트 등의 사용을 처벌하면서도 양벌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평창올림픽법 )｣ 제91조에서는 양벌규정을 두
면서,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휘장, 마스코드 등을 사용하는 것
을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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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
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또는 제
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양 법률을 검토하면, 양자의 구성요건상 실질적인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다. 물론, 국제대회지원법에서는 영리 목적인 경우 승인을 받
아야 한다고 하고, 평창올림픽법에서는 영리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국
제대회지원법의 처벌 범위가 좁게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점 때문에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를 만큼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결국 법인을 형사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있는
지 여부 이외에는 달리 이 차이점을 설명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2.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554개 법률

 가. 동일한 문구를 정하고 있는 464개 법률

   한편,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총 554개가 있다.189) 그 중 464

189)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
다가, 2015. 1. 28. 개정 당시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따라서 총 555
개에서 554개로 양벌규정을 둔 법률의 개수가 줄게 되었다.



- 99 -

제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00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23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개의 법률은 모두 동일한 표현으로 된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헌법
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법무부의 양벌규정 개선 작업에 따라 단서 규정을 
추가하면서 그 단서 규정의 문구까지 동일하게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위 
464개의 법률에 나타난 동일한 표현 문구는 다음과 같다. 

   위 표현 방법으로 2008.경부터 최근까지 계속 법 개정을 해 왔던 것
으로 보인다. 위 표현 방법이 아닌 형태는 총 90건이 검색되었는데, 위 
90건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나. 법인·개인, 위반행위 종류에 따라 항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인 양벌규정과 개인 양벌규정을 나누고 있는 법률190)이 있다.

19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민
간임대주책에 관한 특별법 제66조,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44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1조, 사료관리법 제35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6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식물방역법 제49조, 어선법 제48조, 임대주택법 제43조, 최저임금
법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풍수해보험법 제
3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6조, 환경보전법 제32
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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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
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
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191)도 
있다.

191)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도로법 제116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보건범죄 단속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9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식품위생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원자력안전법 제12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8조, 저숮·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의2, 전자금
융거래법 제50조, 주택법 제100조, 청소년보호법 제62조, 특허법 제230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
방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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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11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
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
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양 유형을 모두 채택한 법률192)도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본조에 벌금형이 없어 양벌규정에서 새롭게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법률193)이 있다. 

192) 건축법 제112조, 상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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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
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제2조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한편, 개인 양벌규정만 정하고 있는 법률194)과, 법인 양벌규정만 정하
고 있는 법률195)도 있다. 

   다만, 개인과 법인을 나누고 있을 뿐 그 처벌규정의 문구는 동일하므
로, 양벌규정의 ‘해석론’ 측면에서는 위 규정들을 중요한 것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19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7조, 문화재보호법 제10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194) 건축사법 제40조, 근로기준법 제1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행정사법 제37조.  

195)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4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4조, 민
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병역법 제96조, 상법 제634조의3, 세무사법 제24
조, 향교재산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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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양벌규정) 
  법인ㆍ기관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인 이외의 경우까지 정하고 있는 경우

   법인 뿐 아니라, 기관196)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단체197)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19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197)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3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
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전자단기사
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6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통
계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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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을 말한다.
제43조(양벌규정) 조합의 임원, 직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
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노무사법 제29조(양벌규정) “노무법인의 사원인 개업노무사, 소속공인노
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이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의 업

   조합198)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이 있다.

   법인격 없는 단체199)까지 포함하는 법률도 있다.

   그 외에 실행행위자의 명칭를 조금씩 다르게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
다. 

19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3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7조,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협동조합법 제100조.

19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보험업법 제208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제29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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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

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89조(양벌규정)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인가공증인의 

업무에 관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양벌규정) “교정법인의 임직

원(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업
무에 관하여...”

법무사법 제76조(양벌규정)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
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변리사법 제26조(양벌규정)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나 소속변리
사 또는 사무직원이 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업무에 관하여...”

병역법 제96조(양벌규정) “고용주나 지정업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선원법 제178조(양벌규정) “... 선박소유자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
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
정대리인을 말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조조합등의 임
직원 또는 청산인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의 적용)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그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에 관한 규정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둔 때에는 이를 관리자
에게, 국제항해선박의 운영자가 그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각각 적용한다. 

   명시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있는 법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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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항만시설소유자에 관
한 규정은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둔 때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항
만시설의 운영자가 그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각각 적용한다.

정치자금법 제50조(양벌규정) 
   정당·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법인·단체의 임원이

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부터 제48조
(감독의무해태죄 등)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체가 한 것으로 
보아 그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
을 과한다. 다만, 해당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다만 양벌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일한 문구
로 되어 있다.

 라. 표현 방식이 특이한 경우

   ‘00이 한 것으로 보아 그 00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고 표현된 경우가 있다.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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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1조(양벌규정)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양벌규정 등) 
②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제58조
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208조(양벌규정) 
①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이러한 방식은 양벌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 준
다는 점에서 다른 양벌규정에서도 참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마. 벌칙 내용이 다른 경우

   벌칙 내용이 벌금형 뿐 아니라 과료까지 정하고 있는 경우200)도 있다.

  임의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이 있다.

   소송법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2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1조, 산림보호법 제5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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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다.

노동조합법 제94조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고 규정하는바,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

  임의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양벌규정이 존재하므로, 다른 양벌규정
에서 피해회복을 한다면 이를 근거로 감면을 주장할 여지가 생기므로, 매
우 유용한 규정이라고 생각되며, 위 보험업법 규정도 아울러 참작할 필요
가 있다.

 바. 단서 규정이 없는 경우

   양벌규정에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률201)이 5개 존재하고 있
다. 단서 규정을 두지 않은 5개의 법률은, 종래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
판소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과실책임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
지, 아니면 500개가 넘는 양벌규정 중에서 여전히 단서를 두지 않은 것으
로 보아 무과실책임설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에 대한 하급심 
판결202)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 노동위원회법 제3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
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최저임금법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5개의 법률이 있다.

202) 대전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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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
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94
조는 그 자체로서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
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
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
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
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인바[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0헌가61 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
25, 29, 36, 2010헌가6, 25(병합)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000은 피고인 회사 000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법
인 즉 피고인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94조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 회사를 처벌한
다고 하더라도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위 판결에 의하면, 양벌규정에 단서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단서를 둔 
다른 양벌규정과 같이 해석,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동
일시 이론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
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에 대한 판례이기는 하나, 단서 
규정을 두지 않은 나머지 4개 법률에서도 비슷하게 운용되고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록 2007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위 5개 법
률도 개정작업을 거쳤고 그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두지 않은 채 현재
와 같은 조문 형식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다른 양벌규정의 개정 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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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서 규정을 두지 않
았다는 이유만으로 종래의 무과실책임설을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
각한다. 
   특히, 면책규정이 없는 양벌규정 중에서 위헌결정을 받지 않은 양벌규
정에 대하여 판례는 과실책임설에 바탕하여 합헌적 해석을 하면서 과실여
부를 판단한 바 있는데203),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은 양벌규정으로 기소되
어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모두 위헌으로 보아 위헌심판제청
을 하는 것은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위 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204) 등에 비추어보면, 위 5개의 
법률은 단서 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양벌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파악하면 
될 것으로 본다.

 사. 단서의 표현에 ‘준법지원인’ 용어가 사용된 경우

20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형벌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
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
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운전차량이 제한 높이 초과 차량으로 계측된 후 도로
관리청 직원으로부터 차량 높이 제한이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지요구를 받고서도 그대로 
검문소를 통과하였다는 행위가 구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3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주의의무 내용이나 그 위반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것은 양벌규정의 사업주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도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
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흡수됨) 
제50조(양벌규정)는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
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
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
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
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보인다.

204) 주선아, “양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 재판자료 제123집, 법원도
서관, 2011, 129-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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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34조의3(양벌규정)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

여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
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약칭: 국제뇌물방지법 )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단서의 표현에 ‘준법지원인’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상법에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규정
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이라는 표현이 덧붙여 있다. 이 
규정으로 다른 양벌규정의 단서 해석시, 준법통제기준이나 준법지원인과 
같은 이른바 compliance program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법상 양벌규정에 위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
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와 같은 준법통
제기준, 준법지원인 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긍정하는 견해가 많았고, 실무상으로도 준법통제기준, 준법지원인
의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결국 위 상법상 양벌규정은,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규범적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
고 다른 양벌규정에서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 형법범에도 적용

   행정형벌이라기 보다는 형법범에 가까운 범죄를 다루고 있는 법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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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
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
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
구되는 경우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벌
금을 병과(倂科)한다.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
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상 뇌물죄의 영역에도 법인 처벌규정이 도입된 것으로, 전세계적
인 추세에 발을 맞추는 동시에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국내 논의에 상당
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테러, 자금세탁, 반인권범죄, 
부패범죄 등에는 전세계적으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요청이 많았고, 위 
국제뇌물방지법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래 
우리나라의 논의에서, 행정범에 대하여 법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었고, 실제로도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법인 처벌규정이 형법범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입법론상으로는 부패범죄에 대하여 법인의 형사처벌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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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양벌규정) 
①제208조 내지 제212조206)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법인에 벌금을 과하는 외에 그 법인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
하는 임원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형을 과한다.

요하다고 하였으나, 해석론상으로 뇌물죄와 관련하여 법인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었고, 따라서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분 논의도 수정이 필요하
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법인 처벌규정이 행정형벌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
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연 것으로, 향후 법인에 대하여 어느 범죄까지 처
벌될 수 있는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본다.

3. 과거 양벌규정 중 주목할 만한 표현을 담고 있는 조문

   과거 양벌규정의 모습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증권거래법205)(법률 
제2920호, 1976. 12. 22. 공포, 1977. 2. 1. 시행) 제215조의 규정이 그
것이다. 

205) 1962. 4. 1.부터 법률 제972호로 제정되었고 그 후 수차례 개정되다가, 2007. 8. 3.에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
었다.  

206) 제20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145조제1항·제173조제1항·제179조제1항 또는 제18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55조 또는 제155조(제
178조 내지 제18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3조·제76조·제95조제1항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9조·제60조제1항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회의 조사요구에 불응한 자
  5. 제83조(제127조 또는 제14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0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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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규정은 1994. 4. 1.부터 시행된 증권거래법(법률 제4701호) 제215조
에서 일반적인 양벌규정 형태로 규정형식이 바뀔 때까지 약 17년 동안 유지
되었는데, “죄를 범한 자가 법인인 경우”라는 표현이 특이하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규정을 도입하고, 위 규정 형태를 바꾸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양벌규정과 법인의 범죄능력이
라는 전통적인 논의 주제에 관하여 상당한 참고가 될 자료로 보인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 신주를 발행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주선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1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57조(제178조, 제179조 또는 제18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

하여 영업의 정지를 당한 후 당해업무를 영위한 자
  6. 제52조·제62조·제109조 또는 제17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54조·제108조·제167조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권관계단체를 설립한 자
  9. 제188조·제189조 또는 제1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1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13조 또는 제42조(제154조·제178조·제179조 또는 제18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에 위반한 자
  5. 제101조·제111조 또는 제18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1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2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0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1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제157조·제169조 또는 제178조 내지 제1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86조·제191조제1항 또는 제20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59조 또는 제1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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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의 논의상황 개관

제 1 절  문제의 소재

   ‘범죄의 주체’라는 항목에서 ‘법인의 형사책임’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행위능력’ 항목에서 논의하는 경우207)도 있고, 논의의 
순서도 통상 ‘법인본질론→법인의 범죄능력→양벌규정의 해석’의 흐름으
로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언급하는 형태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위 순서와 다른 순서로 논리를 전개하는 입장208)도 있고, 위와 같은 흐름
이 반드시 논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209)도 있으며, 양벌규정을 폐지하
고 과태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210)부터, 법인의 범죄능력이 당연히 긍
정된다는 견해211), 양벌규정 이외의 법인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
해212)까지 논의가 매우 다양하며, 최근에는 동일시 이론이나 조직체 모델
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213)가 매우 많아지고 있다. 
   양벌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나라 법인의 형사책임 문
제에 대한 견해를 몇가지 주제로 묶어 개관해보고자 한다.
207)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1999, 73면 이하.
208) 신동운, 앞의 책, 104면 이하에서는 [행위능력, 행위주체 및 양벌규정 논의, 법인의 범죄능력 

논의] 순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9) 조국, 앞의 글, 64면 ; 조병선, “법인의 형사책임”, 법학논고 제19권(1992), 청주대학교 법학

회, 29면.
210) 배종대, 『형법총론(제11판)』, 205면 이하.
211)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제12판)』, 86면 이하.
212) 신동운, 앞의 책, 104면 이하.
213) 김성룡 · 권창국, 앞의 글, 127 이하 ; 김성돈,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의 재조명”, 『형사법

연구』, 27권 제3호(2015. 9.), 130면 이하 ; 박광민,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속의 바람직한 방
안”, 『성균관법학』, 27권 제3호(2015. 9.), 81면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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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논의 상황의 개관

Ⅰ. 양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1. 위헌론

   법인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능력, 형벌능력은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현행 양벌규
정은 결국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므로 잘못된 입법이고 과태료로 전환
되어야 한다는 견해214)나, 진정한 의미의 책임주의 원칙은 ‘책임능력’을 
전제로 한 책임비난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
고, 이러한 의미의 책임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양벌규
정은 법인에 대해 책임주의원칙의 적용이 없는 예외법으로 볼 수 밖에 없
다는 견해215), 형법상 행위는 인간의 의사로부터 지배되는 또는 지배가능
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인간의 태도(사회적 행위론)를 의미하
는데, 법인은 인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형법상의 행위능력이 부정되어야 
하고, 양벌규정은 행위 없는 처벌을 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
는 위헌법률이라는 견해216) 등이 현행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성을 지적
하고 있는데217),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 입장에서 그 위헌 근거를 찾고 
214) 배종대, 앞의 책, 205면 이하 ; 손동권,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개인영업주)처벌의 특수문제-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시내용과 양벌규정에 대한 
전면적 법 개정 작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의 오늘(정온이영란교수화갑기념논문집), 정온
이영란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8, 208면.

215) 김성돈, 앞의 글, 153면.  
216) 이정원, 형법총론, 1997, 문영사, 64-66면.
217) 탁희성, 앞의 글, 61-62면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양벌규정 정비과정 이전의 양벌규

정에 대하여 ‘행정단속 목적을 위한 무과실책임에 의한 형벌부과로 볼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형
법에는 무과실책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명백히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하
여 위헌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최근의 양벌규정은 위 지적에서는 일단 자유로울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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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18) 

2. 합헌론

   양벌규정에 대한 종래의 무과실책임설 입장은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
하면서도 양벌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법인
의 범죄능력에 대한 긍정설이나, 부분적 긍정설 입장 모두 양벌규정이 위
헌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다수
의 견해는 양벌규정이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3. 검토

   법인 그 자체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검토할 것인가, 아니면 ‘대위책
임, 동일시 이론, 조직모델’을 전제하고 위헌 여부를 검토할 것인가 여부
에 따라 위헌성을 검토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을 그 자체로 보고 법인에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가 하
는 점을 검토하면, 형사책임은 기본적으로 자연인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법인은 관념적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을 처벌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위책임, 동일시 이론, 조직체 모델’과 같은 
내용을 아울러 살펴본다면, 자연인을 매개로 하던지, 법인 자체의 과실을 

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인의 처벌은 법인범죄의 
성립에 대한 엄격한 요건의 검토도 없이 자연인 처벌에 부수하여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연계적 구성요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지적은 최근의 
양벌규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위헌이라고 평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파악하기 어렵다. 

218) 조병선, “법인의 형사책임”, 29면에서는, ‘법인이 처벌되는 근거가 불분명하게 입법된 것은 입
법상의 결함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점을 지적하면서 양벌규정이 위헌이라고 주
장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처벌 규정으로서의 기본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위 논문의 지적은 매우 타당해 보이고, 따라서 양벌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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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던지 어쨌든 형법 이론을 적용해 볼 여지가 생기게 된다. 자세한 내용
은 뒤에서 ‘대위책임, 동일시 이론, 조직체 모델’ 등을 검토하면서 양벌규
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도록 한다. 

Ⅱ.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논의의 순서 측면

   일반적인 논의 순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양벌규정】의 순서219)를 
따르는데, 【양벌규정→법인의 범죄능력】의 순서220)를 따르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방법은 ‘양벌규정이 있으니 그 범위에서는 법인이 범죄능력
을 갖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양벌규정 자체가 위헌이라거나 이론상 우리 형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존재하고 그 근거로 법인의 범죄능력(특히 책임능력 문
제) 부분에서 비판을 하고 상황을 보거나,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부 양벌
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양벌규정의 존재만으
로 법인의 범죄능력 문제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양
벌규정→법인의 범죄능력】의 순서를 따르는 경우 양벌규정에 대한 논의
를 하면서 ‘법인의 범죄능력’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 논증의 중복
이 예상되기는 한다. 따라서 【법인의 범죄능력→양벌규정】의 순서로 논
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논리적인 방법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형법
과 형사특별법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 형사법 전체 관점에서 본다면 ‘법인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와 ‘법인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나
누어 볼 수 있고, 양자에서 주로 다룰 문제는 법인에 형사책임을 부과하
는 툴과 범죄능력의 문제로, 양자에서 결국 같은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 논리적 선후 관계를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고, ‘해석론’과 
‘입법론’에서 어떤 결론을 취하는가에 따라 논증 과정의 순서를 정해도 
219) 오영근, 『형법총론(제3판)』, 89면 이하 ; 이재상, 『형법총론(제7판)』, 91면 이하 ; 정성

근․박광민, 『형법총론(제5판)』, 82면 이하 ;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86면 이하 ; 임웅, 『형
법총론(제6정판)』, 84면 이하.

220) 신동운, 앞의 책, 104면 이하 ; 조국, 앞의 글, 6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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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벌규정 문제를 먼저 검
토하는 견해를 따르면서 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Ⅲ. 법인의 범죄능력 관련

   법인의 범죄능력과 관련하여서는 긍정설221)과, 부정설222), 형사범과 
행정범을 나누어 행정범에서만 인정하는 부분적 긍정설223), 법인 처벌규
정이 있으면 인정된다는 부분적 긍정설224)로 나눌 수 있다. 세부적으로
는, 행위능력225), 책임능력226), 형벌능력에 대하여도 각 견해대립이 존재
한다. 

Ⅳ. 범죄능력과 수형능력의 분리

221)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86면 이하.
222) 이재상, 앞의 책, 91면 이하.
223) 임웅, 앞의 책, 84면 이하.
224) 신동운, 앞의 책, 104면 이하 ; 조국, 앞의 글, 60면 이하.
225) 류전철,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의 시도”, 법학논총 제34집 제1호(2014. 4.),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67면에서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평가자, 즉 사회적인 관점으로 이
해하는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여 비로소 법인의 행위는 형법의 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다’고 하면서, ‘사회적 행위론의 논리적 귀결로써 법인이 기관을 통하여 외부적·사회적으
로 산출하는 작용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서 형법상 행위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본다’
고 하여, 법인의 행위능력을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6) 이주희, “기업에 대한 제재가능성과 제재수단”, 한양법학 제23집(2008), 429면 이하에서는, 
사회적 책임개념을 주장하면서, ‘인간에게는 의사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책임개념과 사회적 책임개념이 같지만, 행위자의 개인적인 타행위 가능성을 책임비난의 
근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의 형상을 책임비난의 판단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책임개념과 구별되며,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비난은 그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었
던 적법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
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제기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연인에 대한 
책임개념과 다른 책임개념을 사용하자는 취지로 보이며, 현재의 자연인에 대한 형법으로는 법인
에 대한 책임을 설명할 수 없고 ‘기업형법’을 별도로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론구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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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에 대한 전통적인 다수설은, 범죄능력과 수형능력이 구분되고 
수형능력만 있는 경우도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서 ‘책임주의의 예외’에 해
당하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수형능력이 인정된다
면 범죄능력이 전제되는 것이고 다만 법인에 대한 범죄능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227)도 있고, 수형능력이 인정
되는 것은 그 영역에 한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헌
이 아니라는 입장228)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하
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눌 수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검토하도록 한
다.

Ⅴ. 법인이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죄군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와 관련하여, 행정범에서 긍정하는 견
해229)가 있고,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면 법인의 범죄능력이 있다는 
견해230)는 위 문제에 대하여 그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오히려 일반적인 확장에 대하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
장231)하고 있으며, 한편,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 중에서 살인, 
강도, 강간, 위증 등의 범죄에 관하여는 법인의 ‘행위능력’이 부정되므로 
법인은 그러한 범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견해232)도 있다. 
   이 문제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국제뇌물방지법이 증뢰죄에 대하여 법
227) 배종대, 앞의 책, 205면 이하. 한편, 손동권, 앞의 글, 210면에서는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고 

따라서 수형능력도 없는데, 양벌규정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도덕적 책임론에 근거한 수
형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의 범죄행위에 근거하였으나 그 자연인과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법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형사제재의 인수능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
아야 한다’고 하면서, 법인에 대한 제재로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228) 신동운, 앞의 책, 104면 이하 ; 조국, 앞의 글, 60면 이하 ; 오영근, 앞의 책, 89면 이하.
229) 임웅, 앞의 책, 84면 이하.
230) 신동운, 앞의 책, 104면 이하 ; 조국, 앞의 글, 60면 이하 ; 오영근, 앞의 책, 89면 이하.
231) 신동운, 앞의 책, 104면 이하.
232)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8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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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벌규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논의가 시급하다고 본다. 향후 형법범
에 대한 법인 양벌규정의 도입 여부나, 양벌규정 형태로 법인을 처벌하기 
않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군은 어
디까지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래 법인
에 형벌을 과할 수 있는 범죄군에 대한 논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Ⅵ. 논의의 전개

   이상에서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개관하였다. 
형법총론 교과서 수준에서도 모든 쟁점마다 견해가 다르고, 여기에 무수
히 많은 국내 논문에서 주장되는 견해, 형법이론 측면, 형사정책적 측면, 
위헌 측면에서의 검토 상황까지 고려하면, 양벌규정 및 법인의 범죄능력
에 관한 국내 논의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현행 양벌규정의 해석론과 문제점을 밝혀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며, 이러한 해석론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론에서 고민해야 할 문
제도 아울러 검토하도록 한다. 위 검토를 통하여, 종래의 복잡한 논의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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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우리나라 법인 양벌규정의 분석

 제 1 절  법인 양벌규정의 특징

Ⅰ.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과 하나의 조문으로 규율

1. 현행 양벌규정의 형태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은 【건축사법】 등 4개의 법률에서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만 두고 있고233),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등 7개의 법률에서 
법인 업주 양벌규정만 두고 있으며234), 나머지 약 500개 이상의 모든 양
벌규정은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과 법인 업주 양벌규정을 하나의 조문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다.235) 따라서 대부분의 양벌규정에는 자연인 업주에 대
한 부분과 법인 업주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조문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판례236)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자기
의 계산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라고 하고 있으며, 양벌규정을 통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자는 형식적 경영자가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고 
233) 건축사법 제40조, 근로기준법 제1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행정사법 제37조. 
234)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4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4조, 민

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병역법 제96조, 상법 제634조의3, 세무사법 제24
조, 향교재산법 제13조.

235) 앞에서 살펴본 ‘양벌규정의 현황’ 부분 참조.
23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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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37) 따라서 현행 양벌규정은 법인과 개인 모두 실질적인 업주여야 
한다. 결국 현행 양벌규정의 해석으로는 법인과 개인 양자 모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해석론을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

 가. 민법상 사용자책임 이론의 검토

   그런데, 자연인 사이에서는 당연히 공범규정도 적용되므로, 자연인 업
주 양벌규정의 경우,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도 해당 법률의 
벌칙 규정이 정한 법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과 그 업무에 관하여 선
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자연인 업주를 해당 법률로 모두 형사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평가되는데, 공교롭게도 민법상 사용자책임 규정과 비슷
하게 되어 있다.
   초기 일본의 양벌규정 중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이 이러한 민법상 사용
자책임 규정을 참고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양벌규정
은 일본의 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도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의 해석을 위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구조에 대한 다음의 설명이 유익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위책임주의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
는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고 규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이러한 대위책임에 기초한 사용자책임은 사용

237)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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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면책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무과실책임이다. 피용
자의 불법행위는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반면 자기책임주의에 
의하면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대하여 필요한 주
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야기된 손해에 대한 자기책임으로 이
해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선임, 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이는 자기책임이므로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입법은 선임,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238), 「우리 민법 문언은 독
일이나 스위스의 자기책임적 사용자책임에 가가운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
으나, 실무 운용은 전형적인 대위책임적 사용자책임의 모습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239).

 나. 민법상 사용자책임과의 비교

   위와 같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여 본다면,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의 경우 일본에서 자연인 업주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담
시키려는 의도에서 현재 우리나라 양벌규정의 단서 규정과 같은 내용이 
없는 상태의 조문을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후 일본
의 美濃部達吉에 의하여 책임주의의 관철 요구가 생기면서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이라는 내용의 자기책임적 요소를 도입하기 전까지 자연인 업주
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새기고 있었던 것 같다. 

3. 법인 업주 양벌규정

238) 김형석, 『사용자책임의 연구』, 박영사, 2013, 10-11면.
239) 김형석, 앞의 책,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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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업주 양벌규정에 대하여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인에 무과
실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려는 의도에서, 면책이 되지 않는 양벌규정을 두
었고, 무과실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이상 법인 내 대표자와 종업원의 관
계나 대표자의 관여 정도 등 법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불법’ 요소에 대
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과 법인 업주 양벌
규정은 이러한 ‘무과실 형사책임’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하나의 조문에서 
규율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40)

4. 양자의 차이점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은 자연인 간의 공범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
닌 지점에서 양벌규정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종래의 공범이론이 확장되
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일본에서 ‘수명적(受皿
的)241) 구성요건 설정기능’이라고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 양벌규정 중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
로 본다.
   그런데,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상 더 이상 
자연인 업주에 대하여 무과실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게 되었고, 특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더욱 그러하다. 한편,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은 자연인 업주 처벌의 근거가 되는 불법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왜냐하면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마찬가지로 자연인 업주가 스스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거증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은, 본문과 단서를 통
합하여 본문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형법상 
240) 樋口亮介, 앞의 책, 5頁.
241) ‘받침접시’라는 의미로,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보

충적인 처벌규정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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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규정과는 다른 특수한 공범성립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은 자연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므
로 그 해석상 난점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상당히 해소가 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 업주 양벌규정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부터 문제가 되고, 양벌규정의 단서에 있는 ‘법인
이 그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다’는 것이 법인 자체의 의
무를 말하는 것인지, 그 법인 내의 자연인을 말하는 것인지, 법인 양벌규
정에서 ‘감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법인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
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하면 ‘면책 규정을 둔 
대위책임 부과’로 보이는 현행 양벌규정의 형태는 여전히 합헌인 상태인 
것인지,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어려
운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법인이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전제인 불법 또는 책임 요건은 무엇인지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
는다. 
   따라서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과 법인 업주 양벌규정이 모두 무과실 형
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설명되었던 때에는 양자를 하나의 조문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양자 모두 무과실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
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반드시 양자를 같은 조
문에서 규정하여, 법인 업주 양벌규정에 대한 논의에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해석론상으로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인 양벌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Ⅱ. 법인 양벌규정

1. 자연인 처벌이 수반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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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는 조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인 
내 자연인의 형사책임에 종속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대위책임으로 법인
에 무과실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라면 최소한 법인에 형사책임을 물
을 수 있도록 법인 내 자연인의 형사책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자연인의 형사책임도 없는데 법인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법인 양벌
규정에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법인 내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법인 처벌규정에서 자연인 처벌규정과 함께 조문으로 되어 있
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법인 양벌규정에서 자연인 처벌을 수반하는 규정
을 두었다는 점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그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론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2. 불법과 책임 중 하나만 명시가 되어 있는 구조

   법인 업주 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
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위 규정만으로는 법인의 불법과 책임 
중 하나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서 규정을 법인에 대한 불법요건으로 본다면 법인에 대한 책임 부분
이 없는 규정이고, 단서 규정을 면책규정으로 본다면 법인에 대한 불법요
건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법인 업주 양벌규정의 조문만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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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작위/부작위, 고의/과실, 불법의 연대/책임의 
연대 등 해석의 여지가 매우 많은 조문이라고 생각된다.

3. ‘대위책임’을 전제로 한 것 같은 규정

   현행 법인 업주 양벌규정의 문언만 본다면, 법인의 부작위 책임을 정
하였다기 보다, 법인에 일단 무과실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법인이 면책을 
주장,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의 과실추정설 
입장이나, 미국 MPC §2.07(1)(a)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고 본다. 그러나, 판례의 태도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법인 업주 
양벌규정의 단서를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그 내용 역시 일반 과실과 같이 
운용하고 있는 점이나, 종업원에 대한 감독 뿐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지
시 등에 대하여도 동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위
책임 이론에 의하여 법인에 일단 무과실 형사책임을 부과한 후 법인이 스
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한다.

4. 단서 규정 - ‘법인이...’

   법인 업주 양벌규정의 단서에서는, ‘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
서 그 조문대로 하면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로 읽
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이 게을리 한다’는 것
이 가능한 것인지, ‘법인이 감독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지, ‘법인이 주의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다. 또한 법인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서 특별히 주의·감독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법인이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고, 법인이 그 의무를 



- 129 -

게을리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따라서, 위 규정
은 법인 자체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해하던가, 
법인 내 자연인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면 그 점에 대하여 법인이 게을
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위 단서 규정만 보아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만 처벌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처
벌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상과 같은 점에 대한 해
명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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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양벌규정의 기능

Ⅰ. 수범자 확대기능 관련

1. 행위자 처벌규정과 업무자 처벌규정

   양벌규정은 일정한 업무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것으로, 업무자를 주체로 하
는 형벌법규는 일종의 신분범에 해당하게 되는데, 업무주가 아니면서 업
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는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업무자
라는 신분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고, 역으로 업무자는 직
접 실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어, 양
벌규정이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법적 장치라고 한다.242) 
   우선,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경
우 업무주에 대한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자
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실제 업무집행자
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업무주에 대한 벌칙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은 실제 업무집행자를 처벌하는 행위자 처벌규정이 된다고 
한다. 다음으로, 실제 업무집행자의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의 귀속주
체인 업무주에 대해 처벌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 경우 양벌규정은 업무주
에 대한 처벌규정이 된다고 한다. 

2. 판례

   판례는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라

242) 신동운, 앞의 책, 109-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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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벌규정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구를 들어 그 업무주가 아
닌 실행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43) 그 근거로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
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
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판
례의 입장은 계속 유지244)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학설

   여기에 대하여는 수범자가 아니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처벌부
정설245)과 처벌긍정설246), 창설적 효력설247)의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며, 
규범의 수범자가 법인이 분명한 경우 역적용 사례 – 법인을 행위자로 특
243) 대법원 1997.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244)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과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이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245) 장한철, “환경범죄의 책임주체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1권 제3집(2010), 99면 ; 김우진, 

“행정형벌법규와 양벌규정”, 형사판례연구[6], 397면 이하 ; 박강우, “양벌규정과 감독자 책임”, 
형사판례연구[8], 143면 이하 ; 박기석, “양벌규정에 의한 판례분석”, 형사정책연구소식, 제33호, 
33면 이하.

246) 김대휘, “양벌규정의 해석”, 형사판례의 연구 Ⅰ(2003), 지송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
원회, 114면 이하. 한편, 樋口亮介, “兩罰規定”, 經濟刑法[山口 厚(編著)], 商事法務, 2012., 
340-343頁에서는, 양벌규정을 신분자를 한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눈 후, 신분자를 
한정한 양벌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위험을 방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비신분자에게도 그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는 타당한 해석이며, 실질적인 경영
자나 사실상의 종업원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종업원이 횡령할 의도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
도 신분의 확장을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 인정 여부에 의하여 신분의 확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양벌규정의 신분확장 기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47) 진정훈, “양벌규정에 의한 신분 없는 행위자 처벌의 문제점”, 제주판례연구 제1집(1997), 212
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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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양벌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까지 처벌을 확장하는 
법인→자연인(종업원 등)의 역적용 – 로 볼 수 있고, 위 판결이 역적용을 
명시한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248) 

4. 비판

   위 판례에서 문제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그 법률의 수범자에 사
업주 이외의 직접행위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갑자기 
양벌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표현에 기대어 이를 처벌근거 
규정으로 삼는 것은, 벌칙규정의 예측가능성에서 부당한 점이 있다. 문언
만 보면 판례와 같이 실행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양벌규정
의 앞에 위치한 벌칙 규정에서 그 실행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
지 않는다. 따라서 양벌규정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것은 형벌없는 
범죄를 규정한 꼴이며, 조문의 구조상 ‘역적용’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
을 수 없는 ‘입법 실수’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규정이 이와 같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이므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249), 따라서 판례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250)

248) 조병선, 개정 양벌규정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2009. 6.) 358-359
면.

249) 김재윤, 『기업의 형사책임』, 마인드탭, 2015, 133면에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규정은 사업주만을 의무주체로 규정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일반인을 의무주체로 하는 
일반적인 양벌규정의 조문형식을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역적용사례에 있어 직접행위
자의 처벌 근거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해석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다’고 하면서 위 
판례를 비판하고 있다.

250) 김재봉, “법인을 위한 행위와 행위자처벌의 근거”, 법학연구(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2집, 
2014. 9., 42면 이하에서는, 이러한 경우 독일 형법 제14조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동운, 앞의 책, 104면에서도 우리의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에 관한 법률과 독일형법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의 조문을 비교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독일 형법 제14조와 같은 명문의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 입법 개선시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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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충적 구성요건 설정 기능 및 법인 처벌규정 창설기능 

   세법 등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종업원의 세법 위
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주가 간접정범 및 공범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
는 경우에도 양벌규정의 업무주 처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처벌범위 확장 기능을 일본에서는 ‘수명적(受皿
的) 구성요건 설정기능’이라고 한다. 한편, 양벌규정에 규정된 법인처벌 
조문에 의하여 법인은 비로소 처벌될 수 있는데, 이를 법인 업무주 처벌
규정 창설기능이라고 한다.251) 

   양자는 이론상으로는 구분되는 것이지만, 양벌규정 조문에서 자연인 
업주와 법인 업주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만약 양벌
규정이 대위책임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즉 자연인 업주의 경
우에는 공범규정에 의하여 자기책임을 부담하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종
업원의 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한다면, 법인이 종업원
의 행위에 대하여 대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해석과 일관하여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살핀 양 규정의 기능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실재설 등의 근거로 법인에 자기책임을 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그 때에는 위 양기능이 분리될 수 있다.252) 

   일본의 수명적 구성요건 설정기능은,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보충적 
구성요건 설정기능’인 것으로, 우리 양벌규정도 같은 취지의 조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감독’이라는 부분은 종래의 고의, 과실 영역과
는 다른 점이 분명 존재한다. 해당 법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이 매우 멀게 
느껴지지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문제삼아 같은 조문으로 
형사처벌을 하려한다면 이는 특별히 창설한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
이며, 형법상 과실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영역을 추가적으로 구성요건화 

251) 樋口亮介, 앞의 책, 4-6頁.
252)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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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
이 보충적인 구성요건을 설정함으로써 법인 내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위반행위 방지
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법인이 무과실 형사책임을 부
담하지 않고 최소한 ‘감독’이라는 필터를 통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관철의 문제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인 양벌규정에 적시되어 있는 ‘감독’의 문제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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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양벌규정의 본질

Ⅰ. 문제점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형벌인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 대하
여,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래에서 살펴보
겠지만, 귀속이론을 사용하면서 설명하기도 하였고, 귀속이론과 상관없이 
설명하기도 하였다. 특히 ‘주어진 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는데, 법인 양벌규정이 그 자체로 완결된 법조문인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므로, 법인 양벌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은 부분도 그 양
벌규정의 해석론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종래의 양
벌규정 해석론에 관한 학설과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개관해 보
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한다. 특히 법인 양벌규정이 법인의 고의와 
법인의 과실, 법인의 감독과실 중 어디까지 커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진행하도록 한다.

Ⅱ. 학설

1. 무과실책임설

   무과실책임설은 대위책임설 또는 전가책임설이라고 하는데, 주로 법인
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주장되었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 유
무와 상관없이 법인을 처벌한다는 것이며, 이는 행위주체와 형벌주체가 
일치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한
다.253) 
253) 배종대, 앞의 책,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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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형법은 전통적인 형법에 비하여 윤리적 색채가 약하고 특정의 행
정목적 달성이라는 합목적성이 강하고, 책임도 윤리적 비난이라기보다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위법상태의 발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귀속이라는 
관점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한다. 법인 처벌의 방법은 대위책임의 툴을 
사용하고, 법인 입장에서는 범죄능력이 없음에도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
로 무과실책임설이라고 하는 것이다. 

2. 과실책임설

   과실책임설은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업무주인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과실 뿐 아니라 고의로 선임, 감독 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도 해석에 의하여 감독과실책임으로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254) 
   이 때의 책임은 종업원의 행위가 업무주에게 귀속되는 대위책임이 아
니라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자기책임이라고 한다. 즉,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책임과 직접행위자의 책임은 구성요건이 다른 것이며, 따라서 무
과실책임설이 가지고 있는 책임주의 원칙 위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업무주의 감독 책임이 과실책임에 근거하고 있어
서, 법인이 종업원의 법위반행위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경우나 종업원
의 위반행위를 몰랐던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
로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있다.255)
   이러한 과실책임설의 입장에서도 과실의제설, 과실추정설, 일반과실책
임설 등으로 입장이 나뉜다. 우선 과실의제설은, 종업원의 법위반행위가 
있으면 법인의 과실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되고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견해를 취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254) 임웅, 앞의 책, 86면.
255) 조명화·박광민, “양벌규정과 형사책임 - 개정된 양벌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3집(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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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256) 과실추정설은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었음을 법인 스스로 증
명하지 못하면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는 견해257)로, 대법원 판례 중 이러
한 입장을 판시한 것이 있으며258), 일본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
다.259) 일반과실책임설은 법인의 책임은 사업주의 지위에서 종업원의 업
무 전반에 관한 위반행위의 방지의무와 주의의무의 태만에서 오는 자기책
임에 기인한 과실책임이라고 하는데, 형사법상 책임주의의 원칙은 행정법
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명문 규정없이 과실이 추정된다
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260) 

3. 부작위책임설

   부작위책임설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영업주의 책임을 영업주 
자신의 책임으로 보면서 그 책임의 근거를 종업원의 범죄행위와는 구별되
는 영업주의 독자적인 범죄행위에서 구하는 견해이다.261) 이는 종업원의 
법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로 인한 위험발생과 결과발생의 원인을 방
256) 김재윤, 앞의 책, 113면.
257) 박창석, “법인의 양벌 규정 위헌판결에 대한 고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24판결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1호(2010),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6-167면에서, ‘법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되 사업주의 과실은 추정되는 것
으로 보고 사업주가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며, 
양벌규정이 과실추정규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책임은 선임·감독상의 책
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과실추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방,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과 법인처벌 방안”,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2010), 300면에서는,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을 추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법인에게 전환하는 것이 법인의 범죄 특성상 타당
하다’고 하고 있는데, 역시 과실추정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8)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등.
259) 最判 昭和 69年 10月 27日(刑集 42·8·2209) 등.
260) 신동운, 앞의 책, 109면 ; 조국, 앞의 글, 67-70면.
261)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114면 ;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90-91면 ; 옥필훈, “경제범죄에 있

어서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7집(2007. 8.), 한국법학회,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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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야 하는 보증인 지위에 있다고 보고, 법인 스스로 종업원을 관리, 감
독해야 할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 책임의 내용은 법인이 종업원의 법위반행위를 교사, 방조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되고, 종업원의 법위반행위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감독책임을 다하
지 못한 것이 된다고 한다. 
   한편, 법인의 기관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실행행위
로 보아 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
상의 부작위책임을 진다는 부작위감독책임·행위책임이원설이 있다.262)
   부작위책임설은 과실책임설과 달리, 법인 처벌의 법적 비난의 중점을 
감독의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객관적 측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종업
원의 범죄행위 발생 이전 단계에서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
는 모든 기대 가능한 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법익보호에 유리하고 
법인의 감독과실책임은 일반적인, 포괄적인 보증인 지위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직의 성질, 법인과 종업원의 권한 내지 명령관
계, 업무위임의 범위와 내용, 종업원의 범죄행위의 종류, 기업의 관행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업무활동과 관련된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하며263), 부작위는 고의 뿐 아니라 과실
로도 가능하며, 법인의 행위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의 불이행
이라는 부작위로 평가된다면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고의, 과
실 여부에 따라 부작위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행위책임 원칙과의 조화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한다.264) 
   한편, 부작위책임설에 따르면 법인은 조직화와 분업화에 따른 특성으
로 법적·사실적인 명령권에 의해 조종되는 종업원에 대한 감독의무 외에 
위험한 설비 내지 시설과 사업활동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설비·시
262)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142면. ; 하태훈, “범죄주체와 법인의 형사책임”, 고시계, 1999, 212

면.
263) 이주희, “업무주 처벌의 근거, 의미, 성립요건”, 외법논집 제30집(2008. 5.), 271면.
264)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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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관리의무위반 등에 의해 나타난 법익침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인처
벌의 근거를 감독의무만으로 한정할 경우 발생하는 처벌의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분업화에 의해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역시 부작위
책임을 인정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부작위책임설이 타당하다는 
견해265)도 있다.

Ⅲ. 대법원

1. 면책규정이 있는 경우

   양벌규정의 조문에서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하는 
해석을 하면서 무과실책임설은 배척하고 과실추정설을 취하는 듯한 설시
를 한 바 있다. 공중위생법위반 사건266)이나, 관세법위반 사건267)에서,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
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
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
면서, 면책 주장을 기각하였다.

2. 면책규정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무과실책임설의 입장268)을 보인 경우
265) 조명화·박광민, “양벌규정과 형사책임-개정된 양벌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

23집(2010),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86면.
26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알선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입사시에 그 다짐을 받는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
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중위생법 제45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67) 대법원 1980.3.11. 선고 80도138 판결(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문제의 위반
행위를 혼자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같은 법조에 규정한 면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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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고, 일반과실책임설의 입장269), 과실추정설의 입장270)을 보인 경
우도 있었고, 어떤 견해를 취하였는지 알기 어렵다고 평가받는 판결271)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무과실책임설의 입장을 보이는 경
우는 없고, 과실책임설 특히 일반과실책임설의 입장272)의 입장을 보이고 
268)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39 판결(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

자 외에 그 행위자와 위 법 소정의 관계에 있는 고용자 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이른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이므로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위반사실
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269)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미성년자보호법위반 사건.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
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
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영업주의 위 과실책임을 묻는 이 사
건에서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인 피고인의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였다).

270)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 그  사업
주에게 그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주는 이러한 주의를 다하
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27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무역거래법위반 사건. 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
인 동 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고 하였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설을 보여준 것이라는 견해와 무과실책임설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었다). 

272)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저작권법위반 사건.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
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도
로법위반 사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
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
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
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사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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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73) 
   특히 현재 양벌규정 규정이 정비된 후 여전히 5개의 법률에서 면책규
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법률에서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
례는 ‘검사의 입증 필요, 면책이 아닌 불법 단계에서 검토’라고 요약할 수 
있으므로, 무과실책임설과 과실추정설의 입장은 더 이상 취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3. 대표의 행위에 의한 법인처벌 규정의 성질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형사처벌을 부담하게 되는 경
우, 법인의 직접 책임인 것이며 대표자의 고의의 위반행위는 법인 자신의 
고의의 책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274), 종래의 일반과실책임설이나 부작위
책임설 등으로는 위 판례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판례가 위 

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도로법
위반, 지입회사인 법인은 지입차주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
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273) 박미숙·탁희성·임정호, “양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93면
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나온 판결은 무과실책임에 근거하지 않고 진정과실책임설 내지 
과실추정설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입장이 굳어져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7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 폐
기물관리법에서 위와 같이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는 통상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
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법인
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위와 같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위 조항의 규범력을 확
보하려는 데 있다. 또한,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
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양벌규정에 근거한 형사처
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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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의 내용과 다른 차원의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른바 ‘동일시 
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검토한다.

Ⅳ. 헌법재판소

   국내 양벌규정에 대한 논의는, 학설과 대법원 판결에서보다 헌법재판
소의 결정에 의하여 이끌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헌법재판
소는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결정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이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양벌규정의 위헌여부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 법규에서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
인을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한 피용자에 대한 선임감독의 책임을 물
음으로써 행정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합리적 근
거가 있다고 하면서, 양벌규정 자체는 위헌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275) 

2. 영업주가 개인인 경우

   종업원의 업무 관련 무면허의료행위가 있으면 이에 대해 영업주가 비
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

275)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바73 결정(구도로법 제83조 제2호의 과적차량 관련 벌칙 
규정). 다만, 과적차량의 운행을 지시·요구하지도 않고 과적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선임 감독
의 책임도 없는 화주 등을 과적차량을 운행한 자와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
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양벌규정 자체의 위헌성은 없으나, 그 양벌규정의 내용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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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
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
다고 결정한 바 있다.276)

3. 영업주가 법인인 경우

 가. 대표자의 법위반행위

   법인 대표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형사책임에 면책규정이 없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건>에서, 법인 대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
다고 하면서, 면책 규정 유무에 관계없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 또한 대표자의 고의는 법인의 고의, 대표자의 과실은 법인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277) 

 나. 종업원의 법위반행위

   대체로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
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76)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결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치

기공사 사건).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0 결정 (청소년보호법 
제54조),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가6 결정(의료법 제91조 제1항)에서도 유지되
고 있으며, 책임주의 원칙을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277)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29,36, 2010헌가6, 25(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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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되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
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278)
   최근에는,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시를 하기도 하
였다.279)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
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
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데,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법인 독자의 책임’이라는 표현이나, ‘다
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라는 표현은 종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라는 표현보
다 법인 처벌의 근거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학설과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대한 분석은 절을 달리 하여 검토
하도록 한다.

278)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6 (의료법 제91조 제1항) 등.
279)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가66 결정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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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법인 양벌규정의 해석론

Ⅰ. 법인 처벌의 툴

1. 논의의 필요성

   법인은 그 자체로서 관념에 불과하다.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의 논
의가 있었으나,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가 하는 민법상의 문제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었고, 법인실재설을 취한다고 하여 곧바로 법인
을 형법 체계에 들여올 수도 없었다. 따라서 법인을 형법 체계의 밖에 두
고, 형법은 오로지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진 것 
같다. 
   그런데, 사기죄에서 회사의 직원이 피기망자이고 회사가 피해자가 되
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고, 판례는 법인 기타 단체도 명예훼손죄의 피해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등280) 법인이 범죄의 피해자로서 형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 법인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까지 논의되었다. 다만, 법인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
토하기에 앞서 민법상 법인 개념을 형법적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한 도구
가 등장하였고, 그것이 귀속모델이나 귀책원리 등의 이름으로 불리웠다. 
이러한 도구의 문제를 따로 떼어 검토하지 않는 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은 여전히 이론 구성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 현행 양
벌규정의 해석론도 그 자리에 머물 수 밖에 없다. 
   특히, 일반과실책임설이나 부작위책임설 모두 무과실책임설은 타당하
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었으나, 위 양 학설 모두 
현행 양벌규정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합헌근거만을 제시할 뿐, 실제로 위 
각 학설에 의하면 법인이 어떻게 법위반행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
280)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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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부족하다. 아마도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되는 우리 형법의 태도나, 
양벌규정에 대한 종래의 다수설 입장이 무과실책임설을 취하였기 때문에, 
법인 처벌의 툴 또는 귀속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는 이론모델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적다고 느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
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의 학설 논의나, 최근 국내의 논문은 대부
분 귀속모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점이나, 실제로 위 귀속모델에 대
한 설명이 없으면 양벌규정의 해석론이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렵다는 점, 
향후 ‘단체형벌’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더욱 현재의 귀속모델이 어떤 점에
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양벌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귀속모델281)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282) 법인처벌의 툴로 논의되는 이론은 아래 3가
지 정도이다.283)

2. 대위책임 이론

281) 통상 귀속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그 용어 때문에 법인은 무과실의 대위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 여기서는 ‘법인 처벌의 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82) 樋口亮介, “兩罰規定”, 經濟刑法[山口 厚(編著)], 商事法務, 2012., 351-352頁에서는, ‘법인처
벌의 법리와 과실추정설 논의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현재의 학설에 의하면 법인처벌과 관련해서
는 동일시 이론과 조직모델이 주장되고 있다’고 하면서, 동일시 이론과 조직모델에 대하여 설명
을 하고 있다. 통상 과실추정설을 취하는 경우라면 법인처벌의 툴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피고인인 법인이 스스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
기 때문에 법인을 ‘처벌’하는 툴에 대한 논의보다는, ‘과실’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여 면책
을 주장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 견해에 따르면 과실추정설이 통설과 판례
인 일본에서조차 동일시 이론과 조직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최근 우리의 학설이 
일반과실책임설 또는 부작위책임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의 양벌규정 논의에서 더 필
요한 논의가 아닌가 한다. 

283) 이상천, “일본의 양벌규정론에 대한 비교법론적 고찰”, 법학논총 제27권 제2호(2014), 국민대
학교 법학연구소, 321면에서는 일본의 양벌규정론을 소개하면서 법인처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기본적 사고를 3대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입법례를 보더라도 대위책임, 동일시이론, 
조직체모델 등 3가지 툴 이외 더 이상의 툴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에 대
한 분석에서도 이러한 3가지 툴을 배경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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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책임이라는 것은 법인은 어차피 관념적 존재에 불과하므로 법인 
내 자연인의 행위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법인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법인으로서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법인의제설을 취하는 영미법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 연방범
죄에 대한 법인의 처벌시 사용하는 법리284)이기도 하다. 우리 양벌규정의 
근간이 된 일본의 양벌규정도 이러한 대위책임 이론을 전제로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대표, 사용인, 대리인, 종업원 등의 행위가 있으면 법인은 무과
실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자연인이 대표, 사용인, 대리인, 종업
원 중 어느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따라서 법인에 책임을 지우
겠다는 목표 측면에서는 효과가 좋지만, 실행행위자인 자연인에 대한 수
사와 처벌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특히 법인 자체의 책임주의 측
면, 영미법상 mens rea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고, 일본에서도 이러한 대
위책임에 따른 양벌규정의 제한을 위하여 법인 양벌규정에 ‘감독자/피감
독자’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3. 동일시 이론

   대위책임 이론을 채택하는 영미에서, 법인 처벌 범위를 제한하고, 
mens rea 측면을 설명해 내기 위하여 채용한 이론이다. 종속모델이라고
도 하며, 동일시 원리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민법상 법인은 결국 대표기
관인 자연인과 밀접불가분하다는 점을 형법 체계에 들여와, ‘대표기관’의 
고의, 과실, 행위 등을 법인의 고의, 과실, 행위 등으로 동일시하여 본다
는 이론이다. 영국285), 미국의 MPC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단체책임
284) 앞서 미국법 내용을 검토하면서 ‘사용자 책임’이라는 항목에서 살펴본 내용이 그것이다. 
285) 영국에서는 20세기 전후하여, 특별한 정신 상태(specific mental state)를 요구하는 범죄에 대

하여도 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고, Chuter v. Freech & Pocock Ltd. 사건(Chuter v. 
Freech & Pocock Ltd., 2 K. B. 832(1911). [Sale of Food and Drug Act]에 의하여 잘못된 
품질보증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인데, 당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그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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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86), 프랑스 신형법287) 등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일시 이론
가 위 품질보증서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어야 처벌이 된다고 했음에도, 법인에 대하여 잘못
된 품질보증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다)이나, Mousel Bros. v. London and 
North Western Railroad Co. 사건(Mousel Bros. v. London North Western Railroad Co., 2 K. 
B. 836(1971). Mousel Brother 회사의 대리인이 수송자금의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
정표시를 한 사건인데, 당시 법률에 의하면 ‘수송자금의 지급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요건이 요구
되었다. 그런데 ‘해당법률의 취지는 종업원이 직무의 범위 내에서 법이 금지한 행위를 하면 그 
책임을 고용주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회사와 고용주 사이에서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법인 자체의 
범의를 검토한 것이 아니며, ‘준범죄(quasi-criminal)’에 한하여 대위책임 법리에 의하여 종업원
의 책임을 법인에 전가한 것이며, 전통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후에는 대위책임 법리가 아닌 분신(alter ego) 이론에 의하여, 법인 자체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제정법상 범죄 뿐 아니라 커먼로 상의 범죄에 대하여도 법인 자체의 행위책임
을 인정하는 판결도 등장하였다. 분신(alter ego)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명확
한 기준은 없었다. 그러던 중, H. L. Bolton Co. Ltd. v. T J Graham & Sons Ltd. 사건(H. L. 
Bolton Co. Ltd. v. T J Graham & Sons Ltd., 1 Q. B. 172(1957))에서 회사는 여러 가지 점에
서 자연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두뇌’와 ‘손’으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회사의 
두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나 관리담당자(manager)라고 하였고, 이들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그 후 Tesco 사건(Tesco Supermakets Ltd. v. Narrass, 1 Q. B. 
133(1971))에서 동일시이론이 명확하게 채택되게 되었는데, 수백개 지점 중 하나의 지점의 지
점장은 회사 업무의 관리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법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타인에 해당하며, Tesco 회사는 지점장을 선임하여 충분히 교육시켜왔고, 
또한 매장의 자체 감독관이 충분히 정기적으로 매장을 감시하는 등 법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면서 무죄라고 판시하였다(영국법의 내용은 James M. 
Anderson, Ivan Waggoner, 앞의 책, p.15 이하와 Celia Wells,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England and Wales : Past, Present, Future",『Corporate Criminal Liability - Emergence, 
Convergence and Risk』, Springer, 2010 p. 93 이하를 참조하였다). 

286) 오스트리아에서 단체책임법(Verbandsverantwortlichkeitsgesetz(VbVG), Corporate Liability 
Act)이 2005년에 제정되었고, 위 법은 2006. 1. 1.부터 시행되었다. 위 단체책임법 제3조에서 
단체의 형사책임을 정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권자(decision maker)가 법인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하면 법인이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권자가 사원(staff)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되어도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한다(오스트리아의 내용은 Marc Engelhart,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2014 p. 62 이하를 참조하였다). 

287) 프랑스 신형법 제121-2조 ① 국가를 제외한 법인은 제121-4조 내지 제121-7조(정범, 미
수, 공범의 처벌, 공범의 범위)의 구별에 따라 법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범죄에 관하여 형사상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기구는 위탁협약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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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대표기관인 자연인과 법인은 상호 동일시되는 결과가 되어, 법
인 자체의 행위능력, 책임능력 등에 대한 비판을 다소 비껴가게 된다. 
   처음 동일시 이론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대위책임에 의한 법인 처벌
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이 처벌되도록 하는 자
연인(trigger)의 범위를 대표기관 및 종업원 등에서 종업원을 제외하고 
대표기관만 해당하는 것으로 축소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이론이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자연인의 범위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라고 하게 되면서 
대표기관의 범죄는 법인의 범죄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인 
내 종업원의 법위반행위를 법인에 귀속시키는 때에도 그 대표기관을 통하
여 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288) 
   다만 법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관여하기는 했으
나, 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과 동일시 가능한 자의 개인
적 능력으로는 모든 말단의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
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 내부의 시스템이나 
조직구조의 결함 자체가 중대한 법익침해로 이어지는 경우 등에는, 위의 
동일시 이론으로서는 법인의 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
된다.289) 

4. 조직체 모델

제공(대중 교통수단의 운영, 물의 공급, 학교 급식의 공급 등)의 업무수행 중에 이루어진 범죄에 
관하여만 형사상 책임이 있다.

③ 법인의 형사책임은 제121-3조 제4항 규정(전항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피해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상황에 기여하였거나 그런 상황을 조성한 자연인 또는 그것을 회피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자연인이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신중 또는 안전
의 특별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무시할 수 없는 특별히 중대한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구체적 과실을 범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형사상 책임이 있다)의 유보 하에 동일한 사실에 대하
여 정범 또는 공범이 되는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법무부, 프랑스 형법, 
2008. 11. 참조)

288) 樋口亮介, 앞의 책, 14頁 ; 川崎友巳, 앞의 책, 43-46頁.
289) 川崎友巳, 앞의 책, 21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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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모델, 기업시스템 과실책임, 조직체모델, 조직모델 등의 명칭이 있
는데, 동일시 이론과 반대로 개인의 위법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
고, 법인 자체의 조직구조상의 결함과 독자적인 책임이 법인 처벌의 요건
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불법행위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기업시스템상의 과실을 법인 처벌의 요건으로 삼는다고 한다.290) 
   한편, 법인시스템 과실의 내용과 구체적인 기준으로 미국의 준법통제
기준(compliance program)을 참고하는 시도도 있다. 뒤에서 다시 검토하
겠지만, 조직체 모델을 따르는 것과 ‘단체형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상이
한 것으로서, 조직체 모델은 법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
로 하는 반면, ‘단체형법’ 도입 논의는 현재의 형법은 자연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 법인 등에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책임주의 관철이라는 측면에서
는 도그마틱상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형법 체계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현재 그러한 입법 내지 논의를 해보자는 
정도에 와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해석론상으로는 ‘단체형법’을 주장할 여지는 없고, 조직모델은 
290) 스위스에서는 형법전에 독립모델에 기반한 법인 처벌 규정을 둔 바 있다.
스위스 형법 제102조(가벌성) ① 기업에서 기업목적과 관련된 영업 업무의 수행으로 중죄 또는 경

죄가 행해지고, 이 행위가 하자있는 기업조직으로 인하여 특정한 자연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경
우에 이러한 중죄와 경죄는 기업에 귀속된다. 이 경우 기업은 최고 5백만 스위스 프랑으로 처벌
된다.

② 관련된 범죄행위가 제260조의3(범죄조직), 제260조의5(테러자금조달), 제305조의2(돈세탁), 제
322조의3(금융기관의 주의의무위반과 신고의무), 제322조의5(뇌물공여), 제322조의7(외국공무
원에 대한 부정처사를 위한 뇌물공여) 또는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1986년 12월 19일 연방법률 
제4조의a 제1항(증재)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은 자연인의 가벌성과 상관없이 처벌된다. 이 경우 
이러한 범죄행위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고 기대가능한 모든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는데 대해 기업을 비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히 행위의 정도, 조직의 하자와 발생한 손해의 정도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이행 능력
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한다.

④ 다음 각호는 동 조항에서 의미하는 기업으로 본다.
a. 사법상 법인
b. 자치단체를 제외한 공법상 법인
c. 회사
d. 개인회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스위스 형법전,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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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론과 입법론에서 모두 주장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양자는 명백하게 구
분된다고 할 것이다.

Ⅱ. 동일시 이론 채택의 불가피성

1. 대위책임에 대한 비판

   우리나라와 일본의 양벌규정 중 단서규정이 없었던 양벌규정 조문은 
대위책임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291), 그에 따라 법인은 무과실의 형사책
임을 부담하였다. 그 후 양벌규정에 단서를 두었거나, 혹은 단서규정은 
없지만 그 단서 규정과 같이 해석·운용되는 조문의 경우에는 그 단서의 
내용을 면책규정처럼 해석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일반과실책임설과 같
이 단서규정을 법인 범죄의 불법요건으로 보는 것처럼 해석하였다. 
   대위책임을 따르는 경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법인이 무과
실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타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었
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법인이 자기책임을 지게 된다는 이론 구성이 
필요한데, 법인이 자기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연인인 법인 대표자와 동일
시하여 해결하려는 방법과 법인의 조직구조상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법인 
자체가 범죄를 할 수 있다는 설명 방법이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법인
이 자기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은 위 2가지 정도만 언급되고 있다. 
대위책임에 의한 법인 무과실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하여는, ‘무과실’ 형
사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 대위
책임과 같은 레벨에 있는 법인 처벌의 툴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헌법재판

291) 김혜경, “기업관련범죄의 형법적 개입에 관한 성찰”,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2015. 9.), 47
면에서는, ‘미국법상 대위책임론을 적용하여 종업원의 범죄에 대한 법인의 처벌을, 영국법상 동
일성이론에 의한 경영자의 범죄에 대한 법인의 처벌을 양벌규정의 해석의 근거로 삼은 듯하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양벌규정의 해석의 준거를 제시한다
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여, 우리 양벌규정은 영미법적 연혁을 따르고 있으며, 대표자의 경우
에는 동일시이론, 종업원의 경우에는 대위책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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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위헌 결정 이후 매끄러운 해석론이 전개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
각이 든다. 일본에서도, 「대위책임은 자기의 행위와 책임에 기초한 경우
에만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따라서 위반행위 방지조치의무를 설정함으로써 대위책임을 부정하고 책임
에 의한 처벌을 해야만 헌법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292)라고 하는 
비판론이 있고, 우리 해석론에도 그대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대위책임을 따르는 법인 무과실 형사책임을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이
하에서는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을 검토하고자 한다.293)

2. 동일시 이론

   동일시 이론은 행위, 고의와 같은 범죄성립요건을 특정 행위자가 이를 
충족하는지 판단하면 족하다는 것으로, 그 충족 여부는 대표자를 기준으
로 하게 되나, 그 대표자의 어떠한 행위가 법인과 동일시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분분하다고 한다.294) 다만 동일시 이론은 법인 내에서 
기관 및 임원은 두뇌에, 하위종업원은 손에 해당되는 것이며 두뇌에 해당
하는 자연인의 행위만을 법인의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그 이론은 영국에
서 나타난 것인데, 법인 내 모든 자연인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는 대
위책임 이론의 성립 범위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관 및 임원 등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게 되면서295), 기

292) 樋口亮介, “兩罰規定”, 343頁.
293) 김성규, “법인처벌의 법리와 규정형식”, 법조 제578호(2004. 11.), 법조협회, 127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위책임이론과 동일시이론이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위책임과 동일시이론의 내용이 상이하여 양 이론은 명백히 구분되고 입법례
에서도 양 이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대표자’와 
‘종업원’을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양 이론의 차이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294) 樋口亮介, “兩罰規定”, 352頁.
295) 이재방,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과 법인처벌 방안”,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2010), 286면에서

는, ‘법인 구성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동일시하는 동일시이론 등은 법인의 행위능력을 인정
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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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임원 등을 법인으로 파악하게 되고 그 기관 및 임원 등의 종업원에 
대한 지시 등도 법인의 것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에서 미국 MPC는 이러한 동일시 이론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296) 
   동일시 이론에 대한 비판은, 법인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법
인이 처벌받지 않게 되는 처벌의 흠결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과, 
실행행위자인 종업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법인이 처벌되지 않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양벌규정의 문언은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구분하
여야 해석되는 것은 아니고, 지점의 장이 동일시 이론의 대표자인지 특정
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297) 특히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에 대
하여 법인에 전혀 면책의 여지를 주지 않은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
판이 있다.298)

3. 조직체 모델

   조직체 모델은 특히 과실범에서 타당하고, 특정 자연인의 주의의무의 
내용, 의무위반 등을 매개로 하지 않고 법인 자체의 주의의무 내용을 특
정하는 것으로 당해 의무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299)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기인하지 않는 기업의 행위는 고의범이 될 수 없
지만, 개별 내부자가 직무관련성 하에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가 기업의 사
회적 작용으로 드러나면 내부자에 대한 기업의 선임감독의무의 불이행 여
부를 통하여 부작위 과실범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300)도 같은 
취지로 파악된다. 
296) 송기동,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형사정책 20권 2호(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57

면.
297) 김혜경, 앞의 글, 54면.
298) 김성규, 앞의 글, 129면.
299) 樋口亮介, “兩罰規定”, 352頁.
300) 김혜경, 앞의 글, 59-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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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의·작위범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직 자체의 행위, 고의를 인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301) 한편, 
동일시 이론과 조직모델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양 이론을 병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302) 
   독일에서는, 조직체 모델이 자연인을 벗어나서 조직 자체의 관점에서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오히려 법인 자신이 조직할 수 없고 단지 
자연인의 행위를 통해서만 조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순환논법에 빠
지게 된다고 비판하거나303) 법인 스스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직도 결국 자연인이 결부된 행위에 의하는 것이므로, ‘은폐된 귀속모델’
에 불과한 것이라는 평가304)가 있다. 단체책임은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되
지 않는 단체에게 고유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것이지만 단체책임을 촉발하
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범죄행위라는 견해305)나 법인의 실재성이 강
조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본질적으로 자연인인 그 구성원의 의사에 의하
여 법인으로서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301) 樋口亮介, “兩罰規定”, 352頁. 다만, 이상천 “일본의 양벌규정론에 대한 비교법론적 고찰”. 법

학논총 제27권 제2호(2014),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359면에서는, ‘기업조직모델을 상정하고 
그 적극적 활동을 직시하는 이론을 전개할 때 심지어 기업조직 자체의 고의 곧 조직고의까지 인
정할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처벌의 적정화에 매우 적확한 대응논리가 될 것이고 자기책임의 원칙
에도 가장 확실한 법인처벌론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장기 입법론으로서의 ‘단체형법’을 염
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조직체모델을 좀 더 변용할 수 있다는 취지
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종래의 조직체모델에 대한 설명이 ‘고의범’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었고, 법인이 자연인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서 고의범을 범할 수 있다는 이론은 현재 ‘법철학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도그마틱의 논의에 이를 정도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을 보면, 위 견해는 장기 입법론으로서의 ‘단체형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302) 樋口亮介, “兩罰規定”, 353頁.
303) Schünemann, Bernd, Die aktuelle Forderung eines Verbandsstrafrechts, Ein 

kriminalpolitischer Zombie, Zeitschrift für Internationae Strafrechtsdogmatik(ZIS), 2014, S4.
304) Greco, GA 2015, 508.
305) 김유근, “법인의 형사책임 : 독일 Nordrhein-Westfalen주의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2014, 가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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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직체모델의 발상은 동일시이론에 가미되고 있다는 견해306)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대상범죄의 직접행위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발생
된 결과가 범죄에 의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게 되므로 동일시이론의 문제
가 여기에서도 나타나며, 기업경영·심리 등 형법 외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법인처벌 근거를 확보하려는 이론이므로 기존 형법 이론상의 개념과 모순 
내지 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점307)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4. 분석

 가. 대표자의 법위반행위

   대표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조직체 모델로 설명할 수 없고 동일
시이론에 의한 해석이 필요하다.308) 법인의 대표자에 의하여 범죄성립 요
건 전부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 특히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 법인
을 처벌할 수 없다.309) 여기의 대표자는 실질적인 법인의 의사결정권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10) 대표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대위책임과 동일시이론(프랑
스311), 오스트리아312) 등)에 의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표자의 법
306) 김성규, 앞의 글, 131면.
307) 박광민,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속의 바람직한 방안”, 성균관법학 제27권 제3호(2015. 9.), 

87면.
308) 樋口亮介, “兩罰規定”, 354頁.
309) 樋口亮介, “兩罰規定”, 354-355頁.
310) 樋口亮介, “兩罰規定”, 354頁.
311) 프랑스 신형법 제121-2조 ① 국가를 제외한 법인은 제121-4조 내지 제121-7조(정범, 미

수, 공범의 처벌, 공범의 범위)의 구별에 따라 법인의 기구 또는 대표가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범죄에 관하여 형사상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기구는 위탁협약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제공(대중 교통수단의 운영, 물의 공급, 학교 급식의 공급 등)의 업무수행 중에 이루어진 범죄에 
관하여만 형사상 책임이 있다.

③ 법인의 형사책임은 제121-3조 제4항 규정(전항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 156 -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대위책임과 동일시이론 양자 중 어떤 이론에 의하더
라도 외관상 이론구성 방법에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특히 양자 모두 
법인이 형사책임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동일시이론에 의하면 법인이 자기책임을 부담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 책임주의 원칙의 관철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다소간 답을 할 수는 있게 된다. 물론 책임이 개별화된 비난가능
성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책임은 형벌을 받는 자에서 찾아야 하며, 동일시 
이론에 의한다면 책임부담자와 수형자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형법의 근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비판313)도 가능하다. 

피해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상황에 기여하였거나 그런 상황을 조성한 자연인 또는 그것을 회피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자연인이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신중 또는 안전
의 특별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무시할 수 없는 특별히 중대한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구체적 과실을 범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형사상 책임이 있다)의 유보 하에 동일한 사실에 대하
여 정범 또는 공범이 되는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법무부, 프랑스 형법, 
2008. 11. 참조)

312) 단체책임법 제3조(책임) 
① 단체는 동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범죄가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범하여졌거나
2. 범죄를 통하여 단체에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경영결정권자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단체는 경영결정권자가 스스로 범죄를 위법하고 유책하게 
죄를 범한 때에 당해 경영결정권자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원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단체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사원의 범죄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1. 사원이 형벌규정에 정한 구성요건을 위법하게 실현하고, 
2. 경영결정권자가 특히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직 구조적 또는 인적으로 본질적인 조치
를 취하지 않는 등 상황에 따라 요구되고 기대 가능한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범죄의 실행을 가능
하게 하거나 또는 본질적으로 용이하게 한 경우
④ 행위주체인 각 개인에 대한 처벌 유무 단체의 형사책임 상호 간에는 영향이 없다(임정호, “형법
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대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 – 자연인 행위의 총합과 책임
주의 원칙간 간극을 중심으로 - ”, 강원법학 제44권(2015. 2.),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621면 
참조).
313) 김유근, “기업형벌과 형벌이론간의 괴리”,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1호(2007), 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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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종업원의 법위반행위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방법에 대
하여는 대위책임, 동일시이론, 조직체모델 등에 의한 설명이 가능하다. 물
론,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론상 접근 뿐 아니라 입법례 측면
을 보더라도 다양한 이론 구성이 가능하다. 종업원의 법위반행위가 있으
면 그대로 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대위책임 측면의 이론구성
도 가능하고,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과 동일시되는 대표자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
며314), 종업원의 법위반행위 기타 누군가의 법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고 법인 자체에서 그러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자
기책임을 부담하는 조직체모델315)로도 이론 구성이 가능하다. 
   구성요건 요소가 다수의 의사결정권자인 자연인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
우 자연인을 매개로 한 법인 처벌로 이론구성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권자
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여부 측면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게 되고, 그러한 
이유로 법인 자체의 독립적인 관리감독책임을 구성하려는 것이 바로 조직
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행위자의 특정불가능 때문에 애
초부터 범죄 성립 자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책임귀속상의 문
314) 위 오스트리아 단체책임법 제3조 제3항 제2호 및 독일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州 
단체형법안 제2조 (2) 단체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단체에 관한 위반행위가 행해진 경우 단체의 결
정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어 기대가능
한 감독조치(특히 기술적, 조직적, 인적 성질의 것)를 해태하는 때에는 그 단체에게 단체제재를 과
한다. (松原久利, 吉川友規, 楠田泰大, 奧田菜津, “企業およびその他の團體の刑法的答責性導入に關す
る法律草案 - ノルトラインヴェストファ―レン州の立法提案”, 同志社法學(67卷 3号), 同志社法學
會, 2015. 7., 68頁 이하 참조)
315) 스위스 형법 제102조(가벌성) ② 관련된 범죄행위가 제260조의3(범죄조직), 제260조의5(테

러자금조달), 제305조의2(돈세탁), 제322조의3(금융기관의 주의의무위반과 신고의무), 제322조
의5(뇌물공여), 제322조의7(외국공무원에 대한 부정처사를 위한 뇌물공여) 또는 부정경쟁방지
를 위한 1986년 12월 19일 연방법률 제4조의a 제1항(증재)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은 자연인의 
가벌성과 상관없이 처벌된다. 이 경우 이러한 범죄행위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고 기대가능한 
모든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대해 기업을 비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스위스 형법전,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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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관리감독책임이 오히려 개인의 책임귀속상
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
며316), 이 점이 조직체모델을 따르는 경우에 발생하는 어려움이라고 보인
다. 특히 법인은 자신의 고의를 파악할 능력이 없는데 고의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자연인을 매개로 하여야 하고 법인 처벌에서 실제로 
행위한 자연인의 특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의의 심사는 애
초부터 불가능하게 된다는 비판317)이 있고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인
다. 특히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위반행위의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가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인 대표자라는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본다.318) 

 다. 소결

   결국, 대위책임을 따르지 않기로 한다면 남는 것은 동일시 이론과 조
직모델의 두 가지로 한정된다.319) 그런데, 법인 처벌을 툴이라는 것은 현
행 양벌규정에 나타난 법인 처벌 규정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대
규모 회사와 소규모 회사, 더 나아가 1인회사 등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표자의 법위반행위와 종
업원 등의 법위반행위를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 사정을 본다면, 일응 동일

316) 김유근, “법인의 형사책임 : 독일 Nordrhein-Westfalen주의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28면.

317) 김유근, “기업형벌과 형벌이론간의 괴리”, 312-314면.
318) 樋口亮介, “兩罰規定”, 355頁.
319)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대위책임, 동일시 이론, 조직모델의 3가지 밖에 그 형태를 찾

을 수 없고, 다만 한 나라에서 위 3가지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결국 그 모델의 유형 
측면에서는 3가지 밖에 없다고 보인다. 물론, [김유근,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책임귀속상의 문
제점-”, 한양법학 제43집, 2013, 73면 이하]에서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1항은 보충적 모델로, 
동 제2항은 독립모델로 분류하고 있고, 위 스위스 형법 조문의 해석에 의하면 그러한 분류가 타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 처벌의 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 보충적 모델은 결국 조직체모델
과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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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론을 채택하는 것이 무리 없는 이론이라고 본다. 조직체 모델을 따
르더라도 결국 동일시 이론이 채택하고 있는 법인 내 자연인 특히 대표자
의 행위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고320), 이러한 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직체 모델은 ‘은폐된 동일시 이론’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게
다가 법인에 고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의는 결국 주관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과실범이 객관적인 요소
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고, 그렇다면 과연 법인에 고의를 인정하기 위
하여는 결국 법인 자체의 고의로서는 이론 구성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향후 ‘단체형법’을 만들어 그 법률에서 단체에 고의를 인정할 수 
있게 되면 모를까 현재의 이론으로는 법인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
라서 결국 조직체 모델에 의하면 법인의 고의를 설명하지 못하고 법인의 
과실 부분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은 ‘자연인’의 범죄를 우선 처벌하는 것으로 
조문에 적시되어 있으므로, 조직체 모델을 양벌규정의 해석론에서 따르기
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결국, 대위책임은 법인에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라서 책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것으로 보이고, 조직체 모델은 그 이론 구성의 추
상성과 법인 내 자연인에 대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론인 점, 법인
의 고의 성립 문제 등에서 3가지 유형의 모델 중에서는 부득이 동일시 
이론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우리의 법인 양벌규정을 살펴본다면, 양벌규정
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같은 레벨에 있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의 ‘대표자’와 ‘종업원 등’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한다. 대표자의 법위반행위는 법인의 법위반행위가 되고, 종업
원 등의 법위반행위는 대표자가 그 종업원 등의 법위반행위에 어떤 관여
320) 이재방, 앞의 글, 290면에서는 ‘독립모델은 행위자나 감독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법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만, 법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
하여서는 결국은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법인 구성원 누군가의 행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
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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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법인의 법위반행위로 볼 여지가 생기게 된
다.321) 이러한 동일시 이론에 의하면 법인은 대표자의 불법과 책임을 고
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다만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만 
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표자 자연인에 대한 불법, 
책임과 법인의 불법, 책임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한편, 뒤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겠지만, 현행 양벌규정 단서의 해석론
으로도 동일시 이론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양벌규정의 단서에는 ‘법인
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문언 그대로 읽는다면 ‘법인이’ 그러한 ‘주의와 감독의무’을 부담하고, 법
인 스스로 그러한 주의와 감독을 성실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감독의무’라는 표현은 ‘감독자/피감독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감독자가 법인이더라도 실제로는 법인 내 자연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위 규정의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감독자)’라고 읽는 것도 가
능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본다. 따라서 ‘동
일시 이론’을 가지고 현행 양벌규정의 본문과 단서 규정을 모두 해석해 
낼 수 있고, 법인의 고의작위범을 설명하기 간명하며, 형법 이론이 자연
인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자연인인 법인의 대표자를 매개로 법인 범죄
를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형법이론 측면에서도 수긍할 여지가 많다
고 본다. 
   따라서, 현행 법인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 처벌의 툴로써는 동일시 이
론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조직체 모델과 대위책임 이론
321)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구조”,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40면에서는, ‘현행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에 있어서는 조직모델에 따른 법인 고유의 
과실이 문제될 수 없고, 종속모델(동일시이론)에 충실한 규정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상위관리자의 주의의무에서 구하지 않고 법인 자체의 고유한 과실
책임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대표자 기타 상위관리자의 감독책임을 인정하면 
족하고 법인 고유이 과실책임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해석론상으로는 종속모델(동일시
이론)에 의한 양벌규정 해석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위 견해는 ‘바람직한 모델은 종
속모델(동일시이론)과 독립모델(조직체모델)을 결합한 형태로, 우선 종속모델(동일시이론)을 고
려하고, 법인 내 행위자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독립모델을 보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
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아마도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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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기 때문이
다. 다만, 동일시 이론을 취하는 경우 여전히 책임주의의 문제가 남게 되
는데, 이 점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한다. 

Ⅲ.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검토

1. 법인의 본질론

   법인 본질론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한 후 그 본질론 중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되며,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기 용이하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데322), 우리나라에서도 법
인본질론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위와 같은 
착안점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323)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법인 본질론에 관한 논의
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324),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의 
문제는 사법상의  법인의 본질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형법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양자는 필연적인 연관을 갖지 않는
다는 견해325), 범죄능력에 관한 문제는 형법상 범죄주체로서 법인의 실체
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형법상의 법인본질론으로 귀착되며, 따라서 
사법상의 법인본질론과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단순 비교하여 양자가 

322) 樋口亮介, 앞의 책, 3頁.
323) 류전철, 앞의 글, 75-78면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본질론에 대하여 대부분의 형사법 

문헌에서 논리필연적으로 연관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법인본질론의 
논의구조가 연장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의 근저에는 법인
실재설이, 범죄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은 법인의제설이 그 근저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
만, 사법상의 법인본질론의 관점을 끌어들임으로써 출발점이 잘못 설정되었고, 논의의 출발점은 
법률효과의 귀속이 아니라 법인의 존재론적 실체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고, 자연인과의 연관성
을 배제하고 법인 자체의 행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24) 한성훈, 『기업처벌 법리의 재구성』, 한국학술정보(주), 134면.
325) 조국, 앞의 글,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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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326)가 있다. 
   법인은 형사법에서 발단이 된 개념이 아니며, 민사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지점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그러한 민사법상 개
념이 실제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형사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 영역에 그 개념이 차용되어 온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형법상 법인본
질론’을 별도로 상정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한편 법인‘본질론’이
라는 점은 결국 최초 법인 개념이 고안된 민사법 영역에서 ‘본질’의 의미
를 살펴볼 수 있을 뿐, 형사법 별도로 ‘본질’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서 본다면,  법인부인설, 법인실재설, 법인의제설 등을 살펴보는 것이 불
필요한 논의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법인의 본질론을 검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우선되어야 하
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종래 형법총론 교과서나, 일반적인 설명 방식에 
의하여 매우 익숙해진 논리 전개 방법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의제설이 지배적인 영미법계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법
인실재설이 자리잡은 대륙법계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양자가 필연적인 연관을 갖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지적327)
에서 언급된 것처럼, 법인의 본질론이 법인의 범죄능력이나 양벌규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선결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초 
법인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생겼던 민사법적 고민이 담겨 있는 지점
이고, 현시점에서 그 본질론의 견해 대립이 옳은지 그른 것인지, 그 본질
론에 따른 논리 흐름을 검토하기 보다는 그 논의에 담겨 있던 취지 - 예
컨대, 법인을 생명체처럼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권리의무의 주체
로 선언되는 것에 불과한 존재로 볼 것인가 - 만 염두에 두면 족할 것으
로 보이며, 그러한 선에서 이해를 한다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법인의 범
죄능력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26) 김종덕, “배임죄에 있어서 법인 및 대표기관의 형사책임”, 법학연구 제22집(2006), 269면.
327) 조국, 앞의 글,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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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범죄능력

 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우리나라의 종래 다수설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328) 그 근거로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신체와 의사가 없으므로 행위능력이 없다. 법
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하기 때문에 자연인에게 형사책임을 
과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인 자체를 처벌할 필요는 없다. 법인을 처벌하게 
되면 그 효과는 법인의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데 이는 범죄와 무
관한 제3자까지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법인은 
주체적인 윤리적 자기결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의 전제가 되는 도의
적 책임 비난을 할 수 없다. 법인은 정관 소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 범죄가 법인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법인의 범죄능력
도 부정된다. 현행 형벌 제도는 생명형과 자유형을 중심으로 하는데 법인
에게는 재산형인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으므로 현행 형법은 자연인만을 
범죄 및 수형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 기관의 
범죄로 인하여 법인이 얻은 재산 또는 이익 박탈은 형벌 이외의 형사 정
책적인 수단에 의하여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등의 논거가 제시되고 
있다. 

 나.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329)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근거를 
328) 배종대, 앞의 책, 213-214면 ; 손동권, 앞의 책, 106-107면 ; 이재상, 앞의 책, 95면 ; 이형

국, 『형법총론(제4판)』, 법문사, 2007, 87면 등.
329)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86면 이하 ;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82면 이하 ; 김운곤, “환경범죄

에서 형사책임의 주체”, 법학연구 41집(2011. 2.), 한국법학회, 217면 ; 이재방, 앞의 글, 285면 
; 옥필훈, 앞의 글,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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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인의제설에 입각할 때이고, 법
인실재설에 의하면 타당하지 않고, 법인은 그 기관을 통하여 의사를 형성
하고 행위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신체를 갖지 않으므
로 작위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는 가능하고, 법인은 적법한 목적 하에 성
립한 경우 어떠한 행위가 정관 소정의 목적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위법한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재산
형과 자유형, 몰수, 추징 등은 법인에게도 효과적인 형사 제재가 될 수 
있고, 해산, 영업정지, 금융의 제한, 면허의 박탈 등도 고려할 수 있고 책
임능력을 사회적 책임의 귀속능력으로 본다면 법인에게도 이러한 책임능
력이 인정되며330), 법인 기관의 행위는 기관 구성원 개인이 행위임과 동
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처벌은 이중처
벌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행위책임이며, 법인의 활동이 중시되는 실제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형사정책상 필
요하다」고 한다. 
   한편, 법인은 자연인처럼 자유의사 유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대
상은 아니지만 그 특유의 조직과 기관, 즉 인적, 물적 조직체계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구성원의 개인 의사와는 다른 법인 고유의 의사 즉 일정한 
정책과 운영절차를 갖고 자신의 명의로 사회적 기능과 활동을 하는 독립
된 행위주체이므로 법인의 정책과 운영절차가 반사회적이거나 그 종업원
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법인의 범
죄적 의사를 관념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의사 즉 정책과 운영
절차에 대한 윤리적 비난가능성도 관념할 수 있다는 견해331)도 있다.

330) 류전철, 앞의 글, 80면에서는, ‘규범적 책임론의 비난가능성은 평가적 개념이므로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평가자에 의하여 평가가 가능하여, 법인에게 정신적·윤리적 능력이 없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법인의 책임능력을 긍정하고 있다.

331) 안성조, “미국 판례상 집단인식에 의한 법인책임의 법리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51권 제
1호, 2010, 4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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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범죄능력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견해

   행정범에 대하여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면서, 형사범의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견해332)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행정범은 
윤리적 색채가 약한 반면, 합목적적․기술적 색채가 강하다는 특수성이 있
으므로 행정범에 한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논거가 제
시된다. 한편,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 중에서 ‘형법상의 범죄는 
대부분 반윤리적인 성격이 강한 범죄이므로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범죄까지 법인이 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범죄는 
윤리적 색채가 희박한 행정단속법류에서 인정되기 때문이다’라는 견해333)
나, ‘다만 법인의 행위능력은 특히 자연인의 인격적 표헌으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 조직체의 활동으로 보기 곤란한 구성요건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예컨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가 그것이다’라는 견해334)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부분적 긍정설의 입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335)
   한편, 일반적으로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
으로 특별형법에서 자연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한해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336) 법인은 
범죄능력을 가질 수 없으나 입법자가 이러한 논의의 결과에 전적으로 구
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는 형사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
정한 자연인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귀속시켜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고 
법인을 처벌하는 입법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337)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이는 형법 제8조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총
칙도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332) 임웅, 앞의 책, 88면.
333) 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1998, 141면.
334)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89면.
335) 김재윤, 앞의 책, 77면.
336) 신동운, 앞의 책, 113면 ; 오영근, 앞의 책, 145면.
337) 이인규, ‘법인의 형사책임’, 경성법학 제4호(1995),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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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38) 또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마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면,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하면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형벌능
력은 인정하게 되어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근거로 든
다. 한편, 법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도 없고 책임능력도 없어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이 법률에 의하여 새롭게 ‘창설’되는 것이라는 견해339)도 
같은 취지이다. 

 라. 대법원

   대법원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배임죄 사건340)에서, 타
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
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
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
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
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338) 김성규, 앞의 글, 117면.
339)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149면. 그러나 2014년 판에서는 위의 견

해를 변경하였다. 
340)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김종덕, 앞의 글, 275면]에서는, ‘법

인은 범죄능력이 부정되어 처벌할 수 없고, 자연인 행위자는 의무주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처벌공백의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논리를 비약하면서까지 대표기관을 배
임죄의 주체로 보기 보다는 독일 형법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와 같은 처벌확대규정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타당한 제안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위 판례의 문제점을 독일 형법 
제14조와 같은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고, 형법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법인을 처벌
하는 입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양벌규정을 형사법 전체에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견해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고 대표기관은 법인의 대표로서의 지위와 자연인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게 
되므로 하나의 배임죄라는 전체의 책임범위 내에서 법인과 대표기관이 각각 분담하여 배임죄의 
책임을 지면 된다고 하고 있다(위 글,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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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
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고, 외국환관리
법위반 사건341)에서,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
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
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외국환관리법위반 사건에서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만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
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
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등342) 부
분적 긍정설 중 규정이 존재하면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와 비
슷한 것으로 보인다. 

 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헌제청 사
건’에서,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
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34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34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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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343)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할 
수 있다는 견해로 보인다.344) 

 바. 검토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는, 형법전의 범죄에 대한 논
의와 양벌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로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
로 보인다. 
   법인 양벌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법인의 범죄능력은 없고 법인이 무과실로 형벌을 
받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부터,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범죄능력이 있다
거나, 살인, 강간 등을 제외하면 법인은 원래 범죄능력이 있으므로 긍정
한다는 견해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형사소송법 제276조에서 ‘법인
이 피고인일 때 대리인을 출석케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서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라고 규정하여 법인이 피고인인 경우를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점, 범죄 없는 형벌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345), 실제로 법
인에 대하여 형벌인 벌금형을 과하고 있으며,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논

343)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1헌가34 결정(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헌제청).

344) 신동운, 앞의 책, 116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범죄능력 긍정설의 입장에 있으나(형사적 책임
은 순수한 윤리적 비난이 아니라 국가적 규범의 침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므로 자연인에 대한 
윤리적 비난과 같은 책임개념을 법인의 책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
라, 법인의 행위는 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
므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 따라 법인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지 못할 바도 아
니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6 결정), 위 판례에서 ‘입법자가 일단 법인의 일
정한 반사회적 활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을 선택한 이상’이라는 표
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전면적 긍정설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한다. 

345) 배종대, 앞의 책, 20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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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는 별개로 최소한 양벌규정에서는 법인도 범죄능력이 있다는 점을 선
언해 주어야 수사나 재판의 실무에서 법인에 대하여도 피의자, 피고인으
로서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무죄추정,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 전문증거 등), 양벌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 법인에 대한 무과실 형사책임을 부
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는데, 이는 법인 양벌규정에
서 법인이 범죄능력이 없다는 이유가 아니라 법인은 범죄능력이 있는데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므로, 법인 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은 범죄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형법전의 범죄에 대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
하여는, 대체로 부정설이 압도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법인 처벌규정
이 형법전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부정설이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해석론상으로 형법전의 범죄에 대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함
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양벌규정이 규율하는 영역이 ‘환경’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현
재는 ‘담합’, ‘뇌물’ 등에도 적용되고 있어, 양벌규정이 정할 수 있는 범죄
군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법인 처벌의 툴로써 동일시이론을 가
지고 일부 형법전 상의 범죄에 대하여 법인 처벌규정을 둘 수 있는 가능
성은 열려 있다고 보이고, 특히 부패범죄, 미성년자 약취유인, 성노예 등
의 영역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합의 및 요청도 있으므로, 우리 법도 이에 
대응하여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둘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형법전 상의 범죄에 대하여 ‘해석론’ 및 ‘죄형법정주의’의 측면
에서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을 취하되, 향후 형법전 상의 범죄군에 대하
여도 법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종래의 논의는 정확히 어떤 지점에 대
한 논의인지 불문명하다. 예컨대,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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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논거 중에서 책임에 대하여는 종래의 책임 이론과 달리 보게 되
면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이나,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
의 행위로 이론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종래의 자연인 전제의 형법 
이론과는 다른 이론 구성을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인의 범죄능
력을 부정하는 견해는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형법 이론의 틀로 법인 범죄
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인은 원래 형법의 체계에 없던 존재이고, 형법은 자연인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나 부정하는 
견해는 모두 맞는 견해가 되는 것이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가 부
정하는가 하는 논의는 평행한 이론일 뿐이지 양자의 논의가 상호 충돌되
거나 양보가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형사법은 법인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법인 양벌규정을 다시 위 긍정설과 부정설로 설명하려고 해봐야 평행한 
논의일 뿐이다. 오히려 우리 법인 양벌규정은 특단의 결정으로 제정된 법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법인 양벌규정에 다시금 법인 범죄능력 
긍정설과 부정설의 잣대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결국, 법인 양벌규정은 오히려 법인 처벌의 툴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의 범죄능력 논의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책임주의 원칙’ 측면과 ‘단체형법’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법인처벌의 근거)에 관한 검토

1. 무과실책임설에 관한 검토

   무과실책임설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주장되는 견해
인데, 범죄주체와 형벌주체가 일치될 것을 요구하는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의 예외’이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법인의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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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46) 
   그런데 무과실책임설에 의하면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으며, 해당 범죄
행위(자연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법인이 벌금
형에 해당하는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어서,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347), 특히 실제 수
사나 형사 재판 단계에서 과연 그 법인은 왜 수사와 재판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법인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형을 선고받게 되
는 결과가 되므로, 법인은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으로 응할 것으로 예상
되는 점), 결정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여 법인은 형사책임과 무
관하다고 평가를 해 놓고, 입법자가 양벌규정 형태로 법인에 대한 벌금형
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형벌능력만 인정한 셈이라고 하며 이는 입법재
량의 범위 내인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이론구성이 헌법
상 책임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상황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책
임주의의 예외라는 의미를 위헌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결국 
책임주의의 ‘예외’라고 할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본다.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칙
이기도 하면서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 원칙의 예외를 설정하는 것도 이상하고, 더 나아가 예외라고 하면서도 
양벌규정을 ‘위헌이므로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한편 양벌 규정에 단서를 둔 대부분의 조문에 대
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
니하였을 경우’를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 무과실책임설을 그대로 받아들
346) 이재상, 앞의 책, 91면 이하.
347) 성낙인, 『헌법학(제14판)』, 법문사, 2014, 1386면에 의하면, 재판청구권은 자연인 뿐 아니

라 내, 외국 법인, 법인이 아닌 사법상 결사 모두에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고 있다. 물론 위 
재판청구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고, 무과실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재판청구권도 제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당해 구성요건과 아주 먼 
내용인 그 실행행위자가 법인의 대표 내지 종업원이라는 사정만 인정되면 형사재판에서 아무런 
자기 항변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법인의 형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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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또한, 무과실책임설에 의하면, 법인에 대한 형벌인 벌금에 대한 양형
은 어떤 기준에 의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
로 무과실책임설이 취하는 입장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이상, 위 견해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위 견해는 아래에서 보는 과실책임설이나 부작위책임설에 의하
더라도 법인은 최소한의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뿐이고, 벌금을 
받아야 하는 법인에 양벌규정의 각 해당 구성요건에 상응하는 불법 내지 
책임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과실책임이라고 하
는 불가피한 점을 강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무과실책임이라고 한
다면 이를 과연 ‘형사’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전한 의문이 있다. 

2. 과실책임설에 관한 검토

   무과실책임설에 대한 비판점인 ‘책임주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실책임설에서는 업무주의 책임이 대위책임이 아닌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의한 자기책임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중 과실의제설은 종업원에 대한 감독불충분이라는 과실책임을 근거
로 하되, 종업원의 법위반행위가 있으면 법인의 과실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한다는 견해로, 과연 무과실책임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
지, 형사상 과실이 ‘의제’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서 의문이 있다. 
   과실추정설은 우선 실행행위자인 자연인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법인의 
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었음을 법인 스스로 증
명하면 면책된다는 견해인데, 종래 양벌규정의 형식 중 단서의 면책 규정
이 없는 유형의 경우, 명문의 해석으로는 면책규정이 없고, 거증책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상 거증책임을 전환시킨다는 것이
고, 또한 추정되는 과실이라는 것은 해당 법위반행위를 결정하는 핵심인
데, 이를 피고인이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에 정면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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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348) 
   일반과실책임설은, 범죄능력을 부정하거나, 또는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능력을 긍정하거나, 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입장 등에서 주장되고 있는데, 법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고
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면서349), 법인은 종업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결과의 예견의무, 회피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데서 비
롯되는 자기책임이라는 견해이다. 
   과실책임설에 대하여는, 업무주의 책임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의 부주의라고 하는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어서 내
심에 의하여 처벌이 좌우되는 심정형법으로 흐를 위험이 있고,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그것에 의하여 사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일률적
으로 추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350)이 있다. 또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물론해석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업무주처벌이 긍정되는 것이어서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는 비판351)도 있다. 
   과실책임설에서 말하는 ‘과실’은 양벌규정 단서에 규정된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상당한 주의’만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을 형법상 과
실과 같은 것으로 보고,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를 형법상 과실과는 다른 
보충적 구성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감독과실’을 인정하고 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감독과실’은 ‘상당한 주의를 게을
리한 경우’와 명문상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것

348) 樋口亮介, “兩罰規定”, 343頁에서는, 의무위반을 요청함으로써 실체법상 문제점은 해결되는 것
이지만, 소송법상으로 무죄추정이라는 점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349) 오영근, 앞의 책, 89면 이하 ; 조국, 앞의 글, 60면 이하.
350) 이주희, “업무주처벌의 의미, 근거, 성립요건”, 외법논집 제30집(2008. 5.), 269면.
351) 이주희, “양벌규정의 개선입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0권 제4집(통권 제28집), 2009,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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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대한 설명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한 해명이 없어 정확
한 의미를 알기 어렵다. ‘감독과실’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검토할 예정
이나, 일반과실책임설은 결국 양벌규정 단서의 내용을 본문에 넣어서 검
토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법인이 어떻게 과실범의 책임을 지
게 되는 것인가에 설명도 같이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자
연스럽게 법인에 과실범의 책임을 묻는 방식에 대한 관심을 두었어야 하
고, 그 방식이 결국 앞에서 검토한 법인 처벌의 툴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사실 일반과실책임설은 법인처벌의 툴로써는 
조직체 모델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이는데, 일반
과실책임설에서는 더 나아가 ‘고의’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의 ‘고의’가 단순히 감독을 고의로 해태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양벌규정에 ‘고의’ 부분은 생략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지 명확
하지는 않으나, 전자의 경우는 ‘감독’ 과실을 설명하는데 당연한 해석론이 
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양벌규정
의 단서는 ‘고의’, ‘과실’, ‘감독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조문이며 단서를 
본문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위에
서 본 조직체 모델로서는 커버하기 어렵게 된다. 조직체 모델은 법인의 
고의를 설명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과실의제설이나 과실추정설은 그 학설이 주장하려는 근본 취지
에 대한 검토까지 갈 필요도 없이 형법상 의제나 추정을 인정하는 것이어
서 무죄추정과 거증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쉽게 비판을 할 수 있고, 그 
비판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법인 양벌규정의 해석론으
로는 채택하기 어렵다. 일반과실책임설은 법인 양벌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견해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 양벌규정은 법인의 고의, 과
실, 감독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조문에는 고의가 생략되어 있
는 것이며, 법인 양벌규정이 비록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기는 하나 단서 
규정은 본문과 같이 해석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법인 처벌의 
툴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다만, 법인 처벌의 툴로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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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체 모델로서는 법인의 고의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동일시 
이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결론이 과연 일반과
실책임설에서 설명하려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의 
해석론으로서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
한 내용으로서의 일반과실책임설이라면 그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본다.

3. 부작위책임설에 관한 검토

   법인이 처벌되는 것은 업무주인 법인 스스로의 자기 책임이라고 하면
서 고의, 과실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현행 양벌규정
의 문언 해석상 부작위책임으로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단서 규
정이 대체로 ‘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부작위의무, 보증
인지위 등으로 자동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부작위책임설에 
의하면, ‘미흡한 작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 이러한 비판
점은 부작위감독책임·행위책임이원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작위책임설이 법적 비난의 중점을 감독상의 부주의
라고 하는 행위의 주관적 측면이 아니라 감독의무 불이행이락고 하는 객
관적 측면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실책임설과 구별될 뿐 업무주에게 종
업원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주의의무의 불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과실책임은 이미 부작위의 요소를 가
지고 있으므로 과실책임과 부작위책임을 구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는 
평가352)에 의하면 부작위책임설의 실천적 의미에 대하여도 의문이 생기
게 된다. 
   게다가 부작위책임설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부작위책임설에서 법인에 고의와 과실을 모

352) 이주희, “업무주처벌의 의미, 근거, 성립요건”, 외법논집 제30집(2008. 5.), 269-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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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인이 고의로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법인이 감독을 하는데 과실이 있었다는 의미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
인지, 아니면 법인이 양벌규정 본조의 구성요건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범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4. 소결

   무과실책임설은 논리적으로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에 따른 후속 
개정법률 등의 취지에 비추어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문제는 과
실책임설 중 과실추정설, 일반과실책임설, 그리고 부작위책임설, 부작위감
독책임·행위책임 이원설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하다고 볼 것인지에 관한 것
이다. 
   아마도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에서 ‘법인에 대하여 금지, 명령 규
범’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인에 대한 작위의무 상황을 
도출할 수 있고, 또한 법인이 고의적으로 자연인을 통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은 상황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책임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양벌규정의 어떤 형태에서
도 그 법인에 대한 구성요건에서 보증인지위를 곧바로 쉽게 찾기는 어려
우며, ‘작위’의 경우 예컨대 법인의 대표가 종업원에게 법위반행위를 지시
한 경우에는 부작위책임설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
   결국 현행 양벌규정의 해석론상으로는, 양벌규정의 본질이라 함은 과
실책임설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문제는 과실추정설과 일반
과실책임설 중에서 어떤 견해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
다. 조문의 형식에 비추어 본다면, 그리고 양벌규정의 역사적인 발전과정
을 본다면 ‘과실추정설’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특히, 무과실책
임설에서 ‘책임주의’ 관철을 위하여 ‘과실추정설’을 도입하고 그것이 통설
과 판례의 위치를 차지했던 일본의 예를 보거나, 그와 같은 일본의 논의 
상황을 가져온 우리의 예에서 역시 ‘과실추정설’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 177 -

없다고 본다. 
   그러나, ‘과실추정설’에서 말하는 과실이, 형법상 과실인지 여부도 의
문이 있으며, 더구나 그 과실은 당해 범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
소인데, 이를 추정한다고 하면, 결국 피고인이 스스로 죄를 입증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형법에서 ‘추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소한 범죄의 대부분의 요소를 검사가 입증한 후 그 자
체로 범죄가 구성될 정도가 되어야 하고 그 후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
는데, 양벌규정에서는 ‘과실추정설’에서 말하는 ‘과실’이 그 범죄의 전부라
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입증토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
인지 의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거
증책임은 검사에게’라는 근거로 반박할 수도 있으나, 양벌규정이 정하는 
범죄의 전부라는 점도 아울러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위의 각 견해는 법인에 무과실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
을 나름대로 타당한 논거를 통하여 이론구성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
서 어떤 견해가 논리적으로 더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실익
은 적고 ‘주어진’ 법인 양벌규정 조문을 합헌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다양
한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굳이 따지자면, 조문의 문언에 
나와 있는 과실에 주목하고 있는 ‘일반과실책임설’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보인다.35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이 자기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무과실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지만, 
35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에서는, 법인이 직원들의 법규 위반행위를 예상하

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불법복제 금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컴퓨터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였는지 
여부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감독도 면
밀하게 하여야 하며 양자는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아, 결국 형법상 
과실처럼 해석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도 검사에게 부과하여, 일반과실 책임설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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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00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법인 처벌의 툴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다. 대위책임을 통한 법인 형사
처벌은 위헌 요소가 있으므로, 동일시 이론과 조직모델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동일시 이론에 의하면, 대표가 스스로 ‘업무에 관하여’ 범
한 범죄는 그 대표자 뿐 아니라 법인도 형사처벌을 받고, 대표자의 지시 
등을 따른 종업원의 법위반행위는 그 종업원과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대표자는 이 때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공범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표자가 지시, 용인 등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감독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종업원이 법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도 그 종업원과 법인
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이 때에는, 공범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요소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론이 현행 양벌
규정의 해석론으로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해당 법위반행위에 대
한 대표자의 관여 여부, 그 정도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므로, 수사나 
재판에서 대표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되고 따라서 대표자의 법위반행위 
방지 노력을 강제하게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고의와 과실, 감독과실까
지 포함하는 일반과실책임설과 그 학설에 부수되어야 하는 법인처벌의 툴
로서의 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법인 양벌규정의 본질론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Ⅳ. ‘감독’에 대한 검토

1. 문제점

   우리나라 양벌규정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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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위 양벌규정의 단서에 의하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표현이 있고, 특히 ‘감독’에 대하여는 문언에 의하면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으로 되어 있는데, ‘감독을 게을리한다’는 문언의 의미와 그 해석, 
형법상 과실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특히, 위 단서 
규정을 단서 그대로 이른바 면책 규정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미에 대한 정교한 이론 구성의 필요가 상대적으로 떨어
지는 반면, 위 단서 규정을 본문의 내용으로 해석한다면, 즉 일반과실책
임설의 입장으로 해석한다면, 위 단서에 규정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미는 위 양벌규정의 불법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되는 것으로 그 해석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적354)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
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양벌규정이 취하는 입법형태는 면책규정을 통하여 본문에서 조건없
이 성립된 범죄를 단서에서 일정 조건으로 면해주는 이른바 소극적인 방
식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과실추
정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이고, 단서를 보면 주의의무 이행에 
대한 거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시킨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
서 양벌규정에서 면책의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규정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그 책임내용을 구성요건에 규정하여 과실책임 내지 자기책임의 요청을 분
명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양벌규정의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는 부분과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형법상 과실과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파악

354) 장성원,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본질“, 경찰학논총 제6권 제2호(2011), 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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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355) 다만, 문언만 놓고 보아서는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주의’와 별개의 개념이고, 게을리 하였다는 표현
을 보아서는 감독을 잘하지 못한 것을 일응 ‘과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
할 것이고, 외국의 법인처벌 규정 중 ‘감독’과 관련한 규정과 그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 판례의 입장을 분석한 후, 감독의무에 대한 결론을 내리
고자 한다. 

2. 외국의 ‘감독의무’

   미국에서는 준법통제기준(compliance)을 통하여 ‘감독’과 비슷한 목표
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럽에서는 불충분한 조직·감독
(insufficient organization and oversight) 개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356) 
특히, 독일 베스트팔렌 州 단체형법안 제2조 제2항357)에서도 ‘감독조치’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여, ‘감독’이라는 표현은 우리 양벌규정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 양벌규정에 영향을 준 일본의 논의 상황은 우리 양벌규정
의 해석론에도 상당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 그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양벌규정은 우리 양벌규정의 단
서와 같은 내용이 없는 규정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던 중 1940년 전후하
여 책임주의의 관철 요청에 의하여 ‘감독자’와 ‘피감독자’를 나누어 ‘감독
자’가 ‘피감독자’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도
355) 황만성, “의료법 등의 양벌규정과 책임원칙”, 의료법학 제11권 제2호(2010), 대한의료법학회, 

165면.
356) Marc Engelhart,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2014, p. 61.
357) 독일 베스트팔렌 州 단체형법안 제2조 제2항 ‘단체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단체에 관한 위반

행위가 행해진 경우 단체의 결정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어 기대가능한 감독조치(특히 기술적, 조직적, 인적 성질의 것)를 해태하는 
때에는 그 단체게 단체제재를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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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해석을 하였고, 그러한 해석이 일본의 과실추정설의 배경이 되었
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는 자연인 양벌규정에 대하여 ‘수명적 구
성요건’이라는 개념-공범규정에 의하면 처벌될 수 없는 경우라도 행정목
적 달성을 위하여 처벌을 하려는 규정-을 고려하면서, 이를 법인에도 적
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인의 ‘감독의무’는 그 배경에서 이미 형법
상 고의, 과실 개념과 다른 것을 참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수명적 구성요건에 의하여 사업주가 처벌되는 범위를 한정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사업활동 자체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인 경우 당
해 위험을 수반하는 사업의 주체인 사업주에게 위험방지를 위한 법령준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이거나,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위법행
위가 행해지는 경우에도 당해 위법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
무를 부과하는 경우, 개별 법령의 취지가 일정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
하도록 하는 경우인 3가지 경우이거나 각 사안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주에게 그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다.358) 이는 감독의무를 형법상 과실과는 다른 것을 전제로 하면서 양벌
규정에 특수한 구성요건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만 그 특수한 구성
요건(수명적 구성요건)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내용을 명
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한정하여 살펴본다는 취지로 파
악된다. 
   한편, 법인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일반인이 준수가능한 주의의무를 
전제로 하는 형법상 통상의 과실과는 달리,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고, 특히 대규모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말단
의 종업원의 감독을 스스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종업원의 선임에 관한 
과실은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와 먼 추상적인 것인데도 적극적이고 구체적
인 위반행위방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견
해359)도 있다. 이 견해는, 특정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예견

358) 樋口亮介, “兩罰規定の法意”, 行政判例百選Ⅰ(第6版), 有斐閣, 2012. 10., 23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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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주의의무가 아니라 당해 행위의 성질 등에서 일반
적이고 추상적으로 예견가능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직제도적 조치의
무라는 의무를 과함으로써 전통적인 과실 개념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
고 한다.360) 이와 같은 견해는 결국 ‘감독 과실’을 형법상 과실과는 다른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당해 규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하여 법인에 적용하
는 특별한 ‘과실’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우리나라 양벌규정에서의 ‘감독과실’

   우리나라의 논의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분업구조 아래에서는 우월한 정보력과 지시·명령권한을 가졌다는 이
유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결과를 귀속시킬 수는 
없으며, 감독자에게 자신의 하위영역에서 피감독자가 범죄행위를 통해 발
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험을 통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은 분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현실적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
할 수도 없고, 결국 분업에 따라 타인의 관할 영역에서 발생한 책임을 감
독자게에 부담시키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형법 이론적으로나 형사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아, 감독의무
위반은 그것이 형법상의 일반적인 방조범 이론에 따라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법에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361) 

   위의 지적은 ‘형법’에 ‘감독과실’ 도입 여부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감
독과실’이 형법과 잘 맞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
히 ‘감독과실’에 의하면 해당 법위반행위의 불법성과 무관하게 ‘감독’ 여
359) 川崎友巳, “兩罰規定の多元的機能とその限界”, 同志社法學 Vol.64 No.3(第356号), 2012., 444

頁.
360) Ibid.
361) 원혜욱, “기업대표이사(CEO)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분석”, 기업소송연구, 2004, 433-434면.



- 183 -

부만 문제삼아 법인은 ‘감독’이라는 과실로서만 처벌되어 굳이 각 개별 
법률에 양벌규정을 두어 각 법위반행위에 맞는 처벌을 별도로 규정할 필
요가 없으며, ‘감독과실’이라는 것은 민법 및 행정법상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형법상 과실이라고 포섭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 때문에,「양벌규정의 단서규정에 과실범의 요건인 주의의무위
반이 규정되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362) ‘감독’이라는 표현이 추
가되어 있으므로 과실범에서 말하는 ‘해당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
무’ 외에 ‘해당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의무’도 포함되어 있고 결과방
지를 위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363)」는 지적
이 매우 설득력이 있고, 여기에 일본의 수명적 구성요건처럼 우리 법인 
양벌규정도 ‘보충적인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보충적 구성요건’을 통하여, 조직체모델이 추구하는 ‘법인 
자체의 과실’ 문제-법인 내 자연인을 매개로 하는 경우 그 자연인에 대
한 특정이 되지 않으면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를 동일시 이론에
서도 그나마 해결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한다. 즉, 법인
의 대표가 종업원의 법위반행위를 지시하는 경우와 같이 법인이 형사처벌
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는 종업원의 법위반행위를 전
혀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도 법인도 처벌되지 못하는 경
우에는 ‘감독’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독
의무가 있고, 종업원의 법위반행위라는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감독의무위
반에 대한 과실범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법상 과실이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의 개념요소를 
가지는 점을 보면 ‘감독과실’에서 이를 쉽게 설명해 내기가 어려운 점은 
사실이다. 한편, 양벌규정의 문언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고 표현하면
서 상당한 주의라고 하는 형법상 과실과 and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양벌규정의 ‘감독과실’은 형법상 과실과는 일
362) 조병선, “개별양벌규정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과실추정설에 대한 반론”, 형사정책 제21권 제

1호(2009. 6.), 359면.
363) 조병선, “개별양벌규정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과실추정설에 대한 반론”, 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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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별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364) 

4. 감독과실과 귀속모델

   ‘감독과실’을 형법상 과실과는 다른 개념으로 파악하면, 이를 어떤 귀
속모델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된다. 이 점에 대하여는, 
조직체모델이 과실범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감독과실도 일응 조
직체모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직체모델도 결국 
법인 내 자연인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조직체의 과실을 설명하기 곤란
하다는 비판론에 의한다면, 감독과실을 설명하는 툴로써도 조직체모델이 
명쾌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감독’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
실 자연인 감독자와 자연인 피감독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 그 설명이 간이
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동일시 이론에 의하
면 ‘감독과실’을 설명하기 편해진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365) 결국 감
독과실이 문제되는 영역에서도 동일시 이론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감독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감독자’에 대
하여 주목을 할 수 있어, 법위반행위 방지나 예방 차원, 실제 사건이 발
생한 후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
다고 본다.

364) 윤영철, “사업주 등의 형법상 보증인책임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1호(통권 제
49호, 2002 ․ 봄호), 222면에서는, ‘감독의무는 가벌성의 근거에 불과하고 감독조치의 유형과 필
요성은 각 규정과 특정 업무상황, 직무와의 관련성으로만 결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의무위반이 
범죄자에게 예견가능하고 가시적이지 못하므로 감독책임이 곧 과실책임이라는 등식을 원용해서
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365) 윤영철, 앞의 글, 211-212면에서는, ‘사업주 등의 결과회피 또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 저지
를 위한 형법상 보증인책임은 법인 구성원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는 귀속모델(동일시이론)에서
만 가능하고, 특정 위험원에 대한 안전의무로 인한 보증인지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종
업원 범죄의 저지를 위한 사업주 본래의 총괄적 보증인책임은 형법 제18조에 적합하지 않고 허
용될 수 없는 보증인의무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 185 -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
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
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5. ‘감독과실’의 제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독과실은 형법상 과실과는 다른 측면이 있
고, 이는 ‘보충적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와 여기에 동일시 이론
에 의하여 감독자와 피감독자의 관계까지 고려해 본다면, ‘감독의무’라는 
개념의 추상성과 해당구성요건과의 원거리 문제 때문에 감독자는 감독의
무위반 여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법인도 아울
러 대표자인 감독자의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 의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일본의 견해366)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아래에서 보는 우리 판례의 대응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판례367)는 최근 ‘감독’ 개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이
라고 명시적으로 설시하면서 형법상 과실 개념에 근접하게 또는 형법상 
과실을 판단하는 간접사실처럼 파악하는 듯 하다. 아래는 최근 판례가 공
통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366) 위 樋口亮介의 견해(사업활동 자체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인 경우 당해 
위험을 수반하는 사업의 주체인 사업주에게 위험방지를 위한 법령준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
과하는 경우이거나,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위법행위가 행해지는 경우에도 당해 위법행위의 방지
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개별 법령의 취지가 일정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인 3가지 경우이거나 각 사안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
업주에게 그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가 그러하다. 

367)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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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
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양벌규정에 기하여 피고인 2 재단법인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 2 

재단법인의 직원수 등 규모와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체계, 특히 피고
인 1의 직책과 권한 및 그 직무수행에 대한 피고인 2 재단법인의 지휘·감
독의 정도, 실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설치와 관련하여 피고인 2 재단법
인이 피고인 1로부터 보고받은 내용과 이를 통하여 피고인 2 재단법인이 
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인식하였을 가능성, 평소 피고인 2 재단법인이 직
원들에 의한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 온 조치, 피고인 1의 
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후 시정조치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에 나타난 피
고인 2 재단법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고인 2 재단법인이 피고
인 1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
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 판시 내용에 의하면, 양벌규정의 법문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라고 되어 있음에도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 
‘감독과실’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감독가능성, 지휘·감독관계 등과 ‘형법
상 과실’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행한 조치 등을 모두 고려
하고 있다는 점, 다만 대표자가 행한 조치라고 파악하지 않고 ‘법인이’ 위
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점이 특색이다. 특히 아래 판례의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더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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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 설시 내용이, 법인이 보고를 받아 법위반행위을 인식했을 가
능성을 검토한다는 점에서는 마치 미필적 고의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
이고, 그럼에도 법인이 취한 조치, 법인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여 ‘법인이’ 어떻게 그러한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시를 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보고를 받는다던가 조치를 취한다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인 내 
자연인 특히 대표자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위 판례 뿐 아니라 최근의 판례에 나타난 ‘감독 과실 판단 기준’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규모와 지휘감독관계, 직
원들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당해 행위를 한 직원의 법위반 전력, 회사의 
직원에 대한 감독 필요성, 회사의 구체적인 감독 여부 등이며368), 평소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이 회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사용인의 위법행위가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상하기 어려운 위반행위인지 여부, 위법행위 발생 이전 
또는 이후 법인이 위법행위에 대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하며, 직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이 회사 차원에서 공개적·정기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위법행위가 예상
하기 어려운 업무영역(개인의 일탈행동 등)에서 발생한 경우 위법행위를 
저지른 직원이 과거에 유사한 위법행위 전력이 있음을 회사에서 파악하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찰·감독해 온 경우에는 법인 등이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369)
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의한다면, 앞에서 지적한 ‘감독과실’의 
맹점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370)

368) 박재형, “법인의 형사책임의 근거규정인 양벌규정에 있어서 책임제한조항의 해석 및 실무례”,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2014, 399-400면.

369) 춘천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고정705 판결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2. 21. 
선고 2012고정301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노862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
산지원 2012. 8. 8. 선고 2012고정112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 19. 선고2009
고정1162 판결 등(박재형, 앞의 글, 404-4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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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판례는 ‘객관적 외관상으로 사용자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
업원이 그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
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
자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사용자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는데371), 그에 따르면 사업주가 종업
원의 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라도 마치 사업주가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372), 이 문제는 
업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사용인이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판례373)에 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6. 소결

370)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에서는, ‘양벌규정에 기하여 피고인 2 재단법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2 재단법인의 ○○학교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등이 규
명되어야 하고, 피고인 2 재단법인이 ○○학교 직원들의 법규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
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불법복제 금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및 컴퓨터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였는지 여부 등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위 판례에 의하면 관리, 감독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거증책임을 명확하게 선언한 점이 특
색이다. 다만, 위 판례에서도 재단법인이 어떻게 법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를 한다는 것인
지, 관리,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없다. 역시 조직체모
델로 설명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나, ‘지휘감독관계’라는 표현을 본다면 재단법인 내 대
표자 등 위계질서 관계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일시 이론에 의한 설명이 가
능하고 또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관리와 감독을 주의의무라는 형법상 과실의 간접사실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점을 보면, 감독과실을 보충적인 구성요건으로 보면서도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형태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7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372) 김유근, “법인의 형사책임 : 독일 Nordrhein-Westfalen주의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17면.
37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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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양벌규정의 문언에 따라 ‘감독’ 개념은 
형법상 과실과는 별개의 ‘감독과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개념을 통하
여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형사처벌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보충적 구성요건’을 설정한 것이며, ‘감독’이라는 표현은 조직체 모델 보
다는 동일시 이론에 의한 설명이 간이한 점이 있다고 본다. 다만, ‘감독과
실’이 형법상 과실과는 달리 그 개별 법위반행위와는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감독과실’의 설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형사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최근 우리 판례가 
‘감독과실’을 형법상 과실과 근접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그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본다. 

Ⅴ. 책임주의 원칙에 대한 검토

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대표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374), 종업원
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앞서 본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에 의하여 책
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하는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런데, 앞서 본 ‘동일시 이론’을 취하게 되면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375)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대표자의 법위반행위에 

37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
25,29,36, 2010헌가6, 25(병합) 결정.

375)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6 결정에서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 의견은, “법
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
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
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인은 법적으로 구성된 가상의 실체로서 현실
적으로는 자신의 종업원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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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도 개진된 바 있다.376)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 대표자와 
같은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과 개인을 준별하는 우리 
법체계에 반하고, 법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정 및 행위방식을 외면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
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론

   현행 양벌규정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하여 최근 도그마틱 관점에서 접근한 비판론377)이 있다. 이 견해
에서, “현행 양벌규정은 ‘불법 있으면 형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을 뿐,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진정한 의미의 책임주의 원칙은 여전히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
무런 제한 없이,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이러한 취급
이 타당한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위 견해에서는, “책임주의 
원칙은 불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법과 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존재해야 하며, 의사의 자유도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
과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처벌되는 것은 책임주
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미에서의 책임개별화 원칙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거나 부당한 경제력 행사에 의하여 사회에 막대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려면 문제되는 종업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동일
시 이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연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376)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1헌가34 결정에서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377) 김성돈,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의 재조명”,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2015. 9.), 123면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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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면서, 법인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법인에 대하여는 책임주의 원
칙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연인에 대한 형벌부과 요건과는 전혀 다른 차
원의 법인 형벌 부과 요건을 만들어야 하고, 다만 이 때 자연인에 대한 
형법이 마련해 왔던 범죄성립요건과의 상응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고, 
책임주의 원칙에 갈음할 수준의 형법제한 원리를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 
요건 속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책임주의 원칙 문제에 대한 검토

 가. 전제

   ‘형벌법규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여 제정된다. 형벌은 비
난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비난가능성은 시비와 선악을 변별할 줄 아는 자
연인에게만 논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에 대해서는 시비선악의 변별능력
을 요구할 수 없다. 비난가능성을 논할 수 없는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한
다면 그것은 형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다’라는 것378)이 ‘책임주의’에 
관한 기본적인 전제이다. 책임의 본질과 근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론으로
는 법인의 책임능력을 근거지우는 것은 불가능하고379), 단체는 자신의 고
의를 파악할 능력 자체가 없으므로 책임의 본질이나 근거에 관한 어떤 견
해를 취하더라도 전통적인 형법의 책임개념을 가지고는 법인 자신의 책임
은 근거지울 수 없다는 설명380)이나, 법인의 범죄행위는 일반적으로 종업
원 또는 사용인이라는 자연인에 의하여 범해지고 있는데 법인에 대한 형
사책임은 행위자인 범죄주체로서의 자연인과 책임주체인 법인이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형법상의 책임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381)

378) 신동운, 앞의 책, 109면.
379) 김유근, “기업형벌과 형벌이론간의 괴리”,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1호(2007), 311면.
380) 김유근, “기업형벌과 형벌이론간의 괴리”,  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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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나. 자연인 업주 관련

   자연인의 경우, 정범 및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위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결국 양벌규정은 거의 무과실책임과 
같은 것이지만, 책임주의의 요청상 ‘선임, 감독상 과실책임’(고의 책임이
면 공범규정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시, 용인 등이 있었던 경우라면 공범규정이, 일반적인 업무지시 및 ‘조
심하도록’ 교육 등을 한 경우라면 그 때 비로소 감독책임이 문제될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작위에 의한 과실이던, 부작위에 의한 과실이던, 공범
규정이 아닌 양벌규정에 의하여 과실범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이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단서에 나타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표현은, 결국 자연인 업주의 처벌근거를 밝혀주
는 것임과 동시에 자연인 업주에 대한 구성요건이 된다. 따라서 자연인 
업주를 공범규정이 아닌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처벌 근거 
및 구성요건은 과실범인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
에 따라 자연인 업주에 대하여는 책임원칙 위반의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법인 업주 관련

   그런데, 자연인 업주와 달리 법인 업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법인 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은, 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
아야 한다. 하나는 법인의 대표가 스스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형
사책임을 지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

381) 임석원, “양벌규정과 관련한 보호법익의 해석상 몇 가지 쟁점-형법과의 조화를 위한 시론-”, 
법조 653권(2011), 186-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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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사책임을 지는 부분이다. 후자에서는 결국 종업원의 행위와 대표의 
관여, 그 후 법인에의 귀속 순서로 검토해야 하므로, 2단계의 검토가 필
요하고 각 단계마다 책임주의 요청이 불가피하다. 
   법인 업주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그 자체로 법인의 행위가 되어, 법
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위책임이나 동일시 이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대표자의 행위를 종업원 등의 행위와 나누어 보는 
것은 동일시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단체는 범죄를 범하지 
못한다는 오래된 법언이 갑자기 ‘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무너질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동일시 이론은 법인 처벌을 위한 이론구
성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동일시 이론’의 의미가 법인 처벌규정에서의 책임주의 
원칙 문제도 커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표자의 고의, 과실이 법인의 
고의, 과실이 되어 결과적으로 법인 입장에서는 면책이 불가하게 된다는 
상황은 ‘동일시 이론’의 당연한 귀결이며, ‘동일시 이론’은 책임주의 원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 구성(헌법재판소에서 이를 합헌이라고 하고, 
대법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이러한 
내용을 채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
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된다)이라고 받
아들일 여지도 있다. 
   한편으로는, 법인과 대표의 행위가 문제되는 영역에서는, 책임주의가 
문제될 틈이 없고, 이는 대표의 행위가 곧바로 법인의 행위가 되는 것이
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어쨌든, 대표의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책임주의 원칙’ 문제는 도그마틱 상으로는 여전히 깔끔하게 해결되지는 
못한다. 
   이상에서 본 대표의 행위 문제가 아니라, 법인의 종업원의 행위가 문
제되는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업원이 위임된 권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대표 등의 지시, 승인, 묵인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
우, 이 때 양벌규정에서 정한 실행행위 규범을 위반하였다면, 이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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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를 매개로 하여 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대표가 양벌규정 단서에 있는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이러한 대표의 실책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대표
와 종업원 사이에서 책임원칙은 문제되지 않으나, 결국 다시 대표의 행위
를 법인에 귀속하는 부분에서 다시 책임원칙의 문제가 생긴다. 
   결국 ‘동일시 이론’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의 문제가 해소
되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동일시 이론’에도 불구하고 책임주의 원칙이 
여전히 문제된다고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다만, 후자의 경우 ‘법인’
은 비난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
는 것이어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고382), 법인 자체가 행위하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론 구성383)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인 양벌규정과 책임주의 문제에 
대하여는, ㉠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하거나, 
㉡ 동일시 이론의 채택으로 위헌성이 제거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거
나, ㉢ 법인은 원래 책임주의를 논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다른 기
준에 의하여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거나, ㉣ 책임주의의 관철을 
위해서는 조직체 모델 또는 단체형법을 도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4가지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동일시 이론’은 도그마틱상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선언’에 불과하므로, 책임주의 원칙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중처벌
의 문제도 여전히 의문이다. 동일시 이론에 의할 때, 대표가 관여되지 않
는 범죄는 법인이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 모르게(수사 
또는 재판에서) 범죄가 범하여졌다는 주장을 하면서 동일시 이론을 악용
382) Joachim Vogel, "Rethink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2014, p. 339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3트랙 이론’이라고 표현
하기도 하였다. 

383) 조직체 모델이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직체 모델 자체의 한계가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행위하고 법인 자체가 비난
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실현하는 것은 결국 ‘단체형법’에서나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
다.



- 195 -

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고, 이 점이 우려된다고 하는 견해가 많다. 
   그런데, 법인 양벌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에 관하여’라는 요건384)
과 함께 고려한다면, 과연 대표가 관여되지 않은 채 벌어지는 경우가 얼
마나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이고, 특히 대표가 관여되지 않은 채 벌어진 경
우라면, 이 때에는 양벌규정 단서의 문언대로 감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
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조직적 무책임’에 대한 우려는 생각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업무분장’ 자체를 대표의 권한 위임 및 
그에 따른 감독의무 발생이라고 해석하여 대표가 개입될 여지를 남겨두
면, 대표가 관여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위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체 모델을 도입하는 문제는 위험원을 관리하는 업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양벌규정의 해석론으로서는 
조문상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법인이 고의범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어렵고, 해당 범죄에 대한 인식, 의사가 있는가, 목적범도 
될 수 있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단체형법으로 가야 한다는 해결
책은 입법론일 뿐 해석론상으로는 채택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본다.
   법인은 애초에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해결방법은 법인 문제에 대하여 솔직한 견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그 견해대로 하자면 법인에 대한 불법 내지 책임의 요
건 측면에서 법인을 자연인보다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의문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법인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
는 것이라는 해결방법은,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양벌규정을 위헌이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어서 실무상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  
   결국, 어느 견해도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론에 대하여 명쾌
하게 설명해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동일시 이론은 대위책임에 
384) 신동운, 앞의 책, 112면에 의하면,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서는, 객관적으로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사용인이 사업주의 업무
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
결)고 하는데, 이 요건이 ‘동일시 이론’을 지탱해주는 핵심 요건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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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무과실 형사책임을 법인에 부과하는 것에서 탈피하기 위한 이론이
고, 대표는 스스로 자연인으로서 법위반행위를 하는 것이고, 법인은 대표
를 통하여 대표가 업무에 관하여 범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
담하는 것으로 법인 자체의 자기책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라는 점이
고, 현재 무과실의 대위책임 이론과 조직체 모델에 따른 법인 처벌 이론
을 따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에서, 동일시 이론을 따르면 책임주
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비판을 비껴가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대표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주
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시하고 있는 것은, 대표자와 법
인 사이의 문제에서는 책임주의를 따질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도 있다. 실제로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책임주의를 
관철해야 한다고 하는 결정 내용에 비추어 대표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합헌 결정은 그 근거가 빈약한데, 그만큼 대표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면책 여지 없이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문제를 책임주의 원칙에 위
반되는가 하는 점으로 파악하고 있다기 보다, 그 영역에서는 책임주의 원
칙이 문제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가능
하다. 즉,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설시 내용이 결국 책임주의를 자연인에
게만 요구하였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표
자의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
는 것은, 그 영역은 ‘책임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선
언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쨌든, 대표자의 법위반행위 영
역에 대하여는 동일시 이론으로 책임주의 위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
던, 책임주의가 문제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던, 실무상의 답은 명확하
게 합헌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종업원이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대표를 매개로 하여 다시 
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대표가 그 종업원을 선임, 감독해
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론구성을 한 것은 그 나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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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으나, 법인은 그 대표의 과실을 징검다리 삼아 형사책임을 부담하
게 되는 것이어서 그 불법의 정도가 낮을 수 밖에 없고, 대표가 스스로 
행한 법위반행위에 비하여 종업원을 통하여 행한 법위반행위를 차별취급
하는 결과가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종업원의 행위와 법인의 행위를 대표
를 통하여 매개한다면, 대표의(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법인의” 라고 할 수 
있다) 지시, 묵인, 권한위임 등과 같은 요건을 추가하면 대표의 법위반행
위와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의 불법성 및 책임 정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인의 형사책임 내지 범죄능력“이 문제될 경우에
도, 이러한 논리 구성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 
   결국, ‘동일시 이론’이 대표기관과 법인의 관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책
임주의 문제를 무마할 수 있는 이론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점 때문에 영
국, 미국, 프랑스 등 동일시 이론을 따르면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
는 국가에서는 위헌론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 양벌규정이 우리 형사법 체계의 ‘책임주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하여는 ‘업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으로, 책
임을 묻기 어려운 법인에 대하여 그 형사책임을 제한해주는 원리로서 작
용한다고 생각한다. 위 요건에 따르면 대표의 행위가 그대로 법인에 귀속
된다고 보기 보다는, 대표가 객관적으로는 법인을 위하여 행위를 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질 것을 요구
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거나, 법인 이름으로 뇌물
을 제공하는 형태부터 법인의 업무수행으로서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까지 
규범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정도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정
도를 통하여 그 귀속 정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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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양벌규정과 준법통제기준(compliance) 

Ⅰ. 의의

   기업 스스로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규, 사내 규
정, 규칙 등을 준수하기 위한 프로그램385)인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요건
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략적으로는, ① 최고경영자의지와 관심표명, ② 
준법감시인의 임명, ③ 매뉴얼 제작 및 배포, ④ 임직원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의 운용, ⑤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⑥ 관련법규 위반 직원에 대한 
제재, ⑦ 문서관리 체계의 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다.386)

Ⅱ. 연혁

   우리나라는, 2000년 각종 금융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률상 근거
를 가지게 되었고,387)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을 제정, 선포하였고, 2012. 4.경부터 시행된 상법에서는 모든 상장
기업에 대하여 준법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것을 규정하였다. 다

385) 김건식·안수현,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증권법연구 제3권 제1호(2002. 
6.), 78면 이하에 의하면, compliance는 준법감시로, compliance officer는 준법감시인으로, 
compliance system은 준법감시체제 또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compliance program은 컴플라이
언스 프로그램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컴플라이언스’라는 번역보다는 상법 제634의3에 명시된 
‘준법통제기준’이라는 용어를 compliance program의 번역 용어로, ‘준법감시인’이라는 용어를 준
법통제기준을 시행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칭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386) 2011. 6. 24.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의하면 위 7가지가 
핵심요소라고 한다. 

387) 은행법 제23조의3,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4, 보험업법 제17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1
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5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6, 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3,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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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12. 1. 31.자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법무부는 2012. 4. 15. 시
행을 앞두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범위를 축소하는 상법 시행령안
을 확정하면서,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전체 상장회사
의 25.5%)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대상이었으나, 자산총액 5천억원 이
상 상장회사 총 287개(전체 상장회사의 17.0%)로 대상이 축소되었고, 
한편, 준법지원인의 자격도 실무경력자에게 요구되던 ‘법률학 학사’ 요건을 
삭제하여, 상장회사 법률부서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외국의 예

   미국은 양형 뿐 아니라 기소 단계에서 준법통제기준(compliance 
program)을 중시하는데, 양형 단계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감경해주
며388),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에 부가하기도 한다. 다만, 준법통제기준이 
있다고 하여도 면책을 하지는 않는데, 이는 연방법원이 사용자책임 이론
에 의하여 무과실 전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MPC에 의하면 ‘상당한 주의 항변’이 인정되고 있고, 준법통제기준이 그 
‘상당한 주의 항변’의 중요한 내용임은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 특히 준법
감시 프로그램의 제정 여부, 담당자 지정, 임직원 감독체계의 구축, 교육 
실시, 감독보고시스템의 운용 여부, 위반자 처벌 시스템의 수립, 긴급대응
채고가 재발 방지책의 확립 등이 그 기준이 된다.
   일본에서는 수출규제관련법 영역에서 준법통제기준(compliance 
program)이 도입되었고, 2006년에는 신회사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에 준법
통제기준이 도입되었다. 다만, 일본의 통설과 판례가 과실추정설의 입장
을 취하고 있고, 실제 과실의 추정이 복멸되는 경우가 없었으나, 이러한 
과실책임설의 형해화를 막기 위하여 compliance program이 중요하다는 
388) 김건식·안수현, 앞의 글, 84-85면에서는, 벌금액의 감소를 미끼로 법인이 스스로 내부 임·직

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유인하
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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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있다.389)

Ⅳ. 우리 법에서 준법통제기준의 활용
 
1. 일반적인 내용390)

   상법 제634조의3에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는데, 상장
회사 표준 준법통제기준에 나타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 행위를 유형화
하고, 임직원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준법통제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각 
관련부서와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이 타 부서로 이전하거나 확대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하고, 준법지원인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
로 준법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위법 또
는 부당한 업무집행행위 등에 관하여, 준법지원인 등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
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부서 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중지ㆍ개선ㆍ시정ㆍ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
한 경우 관련 부서 등과 상의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표이
사 등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준법지원인은 위의 보고 또는 

389) 山崎友巳, 앞의 책, 302頁.
390) 법무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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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전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 해당 임직원에게 관련 행위의 중지ㆍ개선ㆍ시
정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회사는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
다. 준법지원인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
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재발방지방안이 결정되면 준
법지원인은 이를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선 시에 반영한다」
   결국 준법통제기준의 내용은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그리고 예방교육
과 원활한 보고 체계 등의 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준법통제기준
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다수의 논문에서 ‘기업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391) 

2. 법인 양벌규정에서의 활용

   법인과 동일시되는 자연인에 대하여 통상의 과실 즉 구성요건적 결과
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과실이 긍정
된 후 준법프로그램의 실시를 법인에 대한 일종이 면책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392)가 있다. 위 견해는 자연인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조직체 
전체의 경향 내지 상태만을 가지고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법인이 일반적으로 범죄방지를 위하여 준법프로그램을 책정하고 실시하는
데 있어서 법인이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법익침해의 위험
에 그치는데 이것만으로 법인으로서의 과실을 긍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
고 한다.393) 

391) 윤상민, “준법감시제도를 통한 기업범죄예방”, 법학연구(한국법학회) 53권, 2014, 218면 이하 
; 윤종행, “기업범죄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준법감시인제도 비교”, 법학연구(연세대학
교 법학연구원) 21권 3호, 2011, 383면 이하 ; 곽관훈, “상법상 준법지원제도의 과제 및 활용방
안”, 법과 정책(청주대학교 법과정책 연구소) 19권 1호, 2013, 21면 이하.

392) 김성규, 앞의 글, 136-137면.
393) 김성규, 앞의 글,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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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자연인을 매개로 하여 법인에 형법상 과실과 같은 과실이 인
정된다고 평가한 후, 다시 법인은 준법프로그램의 실시를 이유로 면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법인이 준법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는 판단 단
계에서는 ‘자연인’을 매개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인지, 즉 면책을 판단하
는 단계에서는 법인 자체만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그 때에도 법인 내 자연
인을 매개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양벌규정의 단서 내용을 면책 규정으로 놓아 두는 것 보다는 그 
내용을 본문 내용으로 올려서 법인의 불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준법프로그램 역시 ‘면책’ 사유로 볼 것이 아니라 불법 
판단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불법 판단에서는 법인 내 자연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결국 준법프로그램의 실시를 법인의 대표자가 하였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회사(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회사의 대표가’)에서 준법감시인을 두고, 그 준법감시인이 
리스크 관리를 잘 했다면, 그 준법감시인도 면책되고, 더불어 회사도 면
책(여기의 면책은 불법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법감시인을 통하여 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위 판단 구조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 적용될 것이며,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에서는 법위반행위 방지조치 여부로 결정될 것이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준법감시인을 둔다던가 준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일반적
이고 선행적인 법위반행위 방지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드물고, 개별 행위
마다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한다거나 간헐적인 교육을 하는 정도
에 불과한 조치를 취할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소규모 회사라면 준법통
제기준은 그 의미가 덜한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회사에서도 대표의 지
시, 승인 등에 따른 법위반행위의 경우라면 역시 준법통제기준의 의미는 
떨어진다. 다만, 대표가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종업
원이 그 지시를 어긴 경우나, 업무분장이 되어 대표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준법통제기준이 법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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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소규모 회사에서는 구체적이면서도 특별한 내용의 법위반행위 
방지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을 소규모 
회사 수준의 준법통제기준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 알선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입사 시에 그 다짐을 받는 각서를 제출하
게 하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중위생법 제
45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394) 이러한 사안에
서 결국 감독을 잘 하였는가의 문제로 다시 회귀하여 앞에서 검토한 감독
과실 여부로 판단하면 될 것이며, 수시로 교육을 하였다는가 하는 등의 
사정은 감독과실 여부의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 판례가 어떠한 경우에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
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
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행한 조
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면서, 행위자의 전력 등에 비추어 특히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런 필요가 있었으면 그와 같은 의
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395) 그러한 판례
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별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예견하고, 결과회피를 
위한 노력하여야 하며, 철저한 지휘, 감독을 통하여 감독과실에 대한 책
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결국 준법통제기준과 닿아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준법통제기준이 가장 필요한 영역은 대규모 회사
39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당시 공중위생법 제45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

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9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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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표기관이 실행행위자인 종업원과의 관계가 먼 경우로서 대표기관
이 실행행위자인 종업원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그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우리 법인 양벌규정에서는 감독과실에 대
한 구체화의 도구로, 준법통제기준을 위치지울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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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양벌규정과 법인 양형

Ⅰ. 벌금 양형의 기준

   앞에서 책임주의 문제를 검토한 것은, 그 이론적인 문제의 해결에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양형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
하려는 목적도 있다. 형벌은 불법의 크기 중에서 책임범위에 속하는 만큼
만 부담하는 것이므로, 법인에 대한 벌금형 역시 그러한 전제에서 검토해
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벌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의 크기를 우
선 고려한 다음, 종업원 등의 법위반행위라면 대표와 그 종업원 사이의 
연결고리(일반과실책임설)와 대표와 법인 사이의 연결고리(동일시 이론)
를 고려하여 대표가 종업원의 법위반행위를 지시하였는가 단순히 인식하
고 묵인하였는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감독에 과실이 있었는가 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표의 법위반행위라면 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판
단하게 되는데, ‘업무에 관하여’라는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대표가 법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
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가’, ‘주관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하여 
양형을 해야 한다.

Ⅱ. 이중처벌의 문제

   동일시 이론의 맹점은, 대표의 행위와 법인의 행위를 동일시하게 되면
서 같은 내용을 두 번 평가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396) 특히 현
396) 이상천, 앞의 글, 334면에서도 동일시이론은 이중처벌이라는 반론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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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실무에서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동일하게 하
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그 징역형을 환형
유치하는 것처럼 하여 벌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세 법인의 
경우 1인 회사이면서 사장이 대표이자 종업원의 역할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중처벌의 문제가 더 부각된다.397) 
   법적으로는 개인과 법인은 별개이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나, 양형 단계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일본에서 소규모회사에서 경영자인 자연인과 법인 쌍방이 처벌되는 
경우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양형을 총합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주장398)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점에 대하여는 ‘자연인과 법인은 법주체가 다르고 범죄에 
대한 억지는 그 의사와 행위의 주체인 자연인을 처벌함으로써 족하지 법
인처벌까지는 필요 없을 것이며, 총합적 양형이라고 하는 것도 법인을 처
벌해야 하는 논거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399)도 있다. 
   물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양형을 총합적으로 할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총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남고, ‘총합적으로 양형’을 한 후에
는 어떻게 그 총합된 크기를 법인과 자연인에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기준
도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규모 회사와 달리 소규모 회사 
특히 위에서 본 1인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에는 대표자의 행위만 존재하
고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되므로 결과적으
로는 소규모 회사일수록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의 선고 결과가 가혹해질 
우려가 있다. 법률적으로 별개의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고 이와 같
은 사실상의 이중처벌의 문제가 소규모 회사에서 더욱 문제가 되므로, 어

397) 임석원, “법인의 범죄능력인정을 위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기업의 생명침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2007), 101면에서는, ‘양벌규정은 동일한 하나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법인의 구성원과 법인을 동일한 주체로서 중복하여 범죄로서 인정하고 처벌한다. 
결국 이중으로 평가하여 처벌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398) 樋口亮介, “兩罰規定”,  360頁. 
399) 이상천, 앞의 글, 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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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방법으로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고, 그러한 노력
의 일환으로 ‘총합적 양형’과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양형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로서는 양형단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
하고, 1인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양형과 법인에 대한 양형을 우선 상정한 
후에 그 총합을 조금 줄여서 1.5배 정도로 만든 다음 그 1.5배의 양형 크
기를 자연인과 법인이 나누어 지는 방법도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 양벌규정의 입법론상으로는 건축법 제112조, 상표법 제97조와 
같이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과 종업원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달
리 정하여 개인과 법인의 법정형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명시해 주고400), 
그 법정형 내에서 법인과 개인에 대한 양형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점이 나
타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벨기에의 입법 내용이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어 소개를 하고자 한다.401) 벨기에서는 1999. 5. 4. 신법이 발효되었
는데,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처벌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닌’ 제3의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를 décumul rule이라고 부른다. 법인과 그 
직원은 같은 사안에서 동시에 기소되어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 벨기에 형법 제5
조에서는, 자연인의 행위에 기초하여 법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가장 중대한 
과실(the most serious fault)을 한 자만이 선고를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의 과실이 강력하거나 더 나쁜 것인지 조사해야 하
고 둘 중 하나만 선고를 받게 된다고 한다. décumul rule의 핵심은, 2개의 형사
책임 주체 중 하나만 선고를 받게 된다는 점인데, 같이 기소되고 같이 죄가 인정
400) 김재봉,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 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법과 정책연구 제12집 제3호, 

2012, 3면에서는, 직접 범죄를 실행한 행위자와 업무주는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
고, 경제적인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어 법인에 대하여 자연인에 대한 법정형으로 대처하면 예방
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401) 벨기에의 입법 내용에 대하여는 Emmanuelle De Bock, "The Belgian décumul Rule : A sui 
generis Approach to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e Agents",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2014, p. 89이하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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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되지만 처벌까지 같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특이하고, 이것이 벨기에 법
에서 ‘제재를 과할 수 없음’(sanction exoneration)으로 알려진 무죄판결(the 
acquittal)이며, 불법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다. 법인 처벌에서 이중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
식하고 이를 배려한 입법례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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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형사절차에서의 문제

Ⅰ. 합병

   자연인의 경우와는 달리 형사책임이 승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8
조402)에 의하여 일단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공
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다면, 일단 법인
이 재판 중이라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법인을 해산하거나 하는 
등 법인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면 법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병을 통하여 법인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어떠한지 문제가 된다. 이 점에 대하여 판례403)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
이고 있다.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
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형사소송법 제328조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
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

402)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40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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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
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위와 같이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양
벌규정을 통하여 법인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정, 법인이 벌금을 납부하
지 않기 위한 의도에서 합병을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잠탈할 우려가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회사가 망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따라서 
위 규정은 자연인의 사망과 같은 경우를 상정할 뿐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점, 형사처벌은 일신전속적이기는 하나, 합병과 같이 권리,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는 자연인의 일신전속적이라는 것과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을 본다면, 위 판례의 입장이 반드시 타당한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독일의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인수한 회사와 없어진 회사의 관계라는 테마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앞서 본 Central National Bank 사건404)에서 이 문제에 대
하여 다루어진 바 있다. 위와 같이 후행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인수자
인 후행회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가, 고용을 승계하였는가, 동
일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가, 임원진과 주주가 동일한가, 선행회사의 승
계자로 행세하였는가 등의 요소를 검토하여 후행회사인 인수자가 형사책
임을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405) 
   독일에서는, 단체관련 위반행위 또는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미 기소된 단체가 기존의 단체를 해소하고 그 경제적 동일
성과 단일성을 유지한채 분할, 합병을 통하여 설립된 단체를 구성함으로
써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다.406) 따
404) United States v. Central National Bank 705 F. Supp. 336, 337-39(S.D. Tex. 1988).
405) James T. O'reilly, James Patrick Hanlon, Ralph F. Hall, Steven L. Jackson, Erin Reilly 

Lewis, 『Punishing Corporate Crime - Legal Penalties for Criminal and Regulatory 
Vio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25.

406) 독일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州 단체형법안 제3조 (4) 본 법에서 권리승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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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한다면, 반드시 위 판례와 같은 결론이 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Ⅱ. 벌금의 대납 내지 구상

   법인 내 자연인에 대한 벌금에 대하여 법인이 이를 대납한다거나, 법
인이 자연인에게 이를 구상하는 것이 가능한가 문제된다. 이 점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oreign Corrupt Practice Act(FCPA)는 
명시적으로 법인의 대표, 임직원 등에게 부과된 벌금을 보전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역시 위와 
같은 보전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 
1984)에 의하면, 법인이 대표나 직원에게 배상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州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
한 州법 중 하나가 델라웨어 회사법이다.407) 델라웨어의 회사법에 따르
면,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가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408) 직원이 선의로 행위하였다고 이사회가 결정한 경우, 직원
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닌 경우, 그의 행위가 불법이라
고 인식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경우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판결이지만 이 점에 대한 판단을 한 사례가 있
다409). 「양벌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포괄승계 또는 회사분할을 하여 부분적 포괄승계를 통하여 다른 단체의 지위를 인수한 단체를 
말한다. 취득자가 전임자의 전체 주요한 경제적 이익을 승계하고 승계된 경제적 이익을 본질적
으로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괄승계 단체는 다른 회사변경 절차의 수단 및 개별 권리
승계자와 같이 다룬다.(松原久利, 吉川友規, 楠田泰大, 奧田菜津, “企業およびその他の團體の刑法
的答責性導入に關する法律草案 - ノルトラインヴェストファ―レン州の立法提案”, 同志社法學
(67卷 3号), 同志社法學會, 2015. 7., 68頁 이하 참조)

407) Kathleen F. Brickey, 『Corporate and White Collar Crime(Fifth Edition)』, Wolters 
Kluwer, 2011, p. 58.

408) Del. Code Ann. tit. 8, §145 (a), (c) (2009).
409)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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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과는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고, 객관적 외관상으로 그 사용자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사용자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벌금의 납부 역시 사용자 
자신의 과실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법행
위를 한 종업원이나 그 종업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는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위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법인과 법인 내 
자연인은 각 자기책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위 판결과 같이 벌
금의 대납 내지 배상 등은 금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Ⅲ. 출석과 대리인

   법인 자체가 조사를 받거나 수사기관, 법원에 출석할 수는 없는 것이
므로, 법인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법인을 위하
여 출석해야 한다410). 다만, 법인 내 자연인 법위반행위자와 법인 상호간
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으므로, 자연인 법위반행위자가 아닌 사람 중
에서 법인을 위한 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411)가 생
기는데, 우리 법에는 이 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실무상으로 법
인 내 종업원의 법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종업원이 본조에 의한 피의자
가 되면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게 될 경우에도 그 종업원이 
법인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한데412), 이러한 점을 
410)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11) 독일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州 단체형법안 제17조 제1항에서 단체를 위한 대리

인 선임을 규정하고 있다.
412) 이러한 상태에서 수사가 종결된 후 재판이 진행되면, 법인은 법정에서 비로소 다툴 기회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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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사건으로 피의자가 될 자연인을 법인의 대리
인으로 하는 것을 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조치가 된 후, 법인을 대리하는 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
는게 바람직하며413), 그 대리인은 법인 피고인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그 
대리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더 나아가 국선
변호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리인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를 가진
다’고 명시적인 규정을 둔 입법례414)와 ‘대표’라는 용어를 사용한 입법
례415)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현행 양벌규정 중 아래와 같이 규정된 내용을 ‘소송법 총론’과 같
이 적용하여 실무를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게 되고, 그 사이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여 법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막
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413) 공판에서는 법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게 된다. 다만, 수사 기관
에서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조서’를 받기 때문에 그 대리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리인은 피의자인 법인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그 대리인에 대한 진
술거부권 고지가 필수적이며, 그 ‘진술조서’에 진술거부권 고지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곧바로 공판에서 증거능력 없다고 증거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414) 독일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州 단체형법안 제18조에서 대리인은 단체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의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5) 스위스 형법 제102조의a(형사소송절차) ① 기업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업은 민법적 법
률관계에서 무제한적으로 기업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 자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에 의해 대표된
다. 기업이 적절한 기한 내에 전항의 대표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민
법상 대표권을 가진 자들 중에서 누가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업을 대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업을 대표하는 자는 피고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동조 제1항의 
소송대표를 제외한 민법상의 기업대표권자들은 기업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진술할 의무가 없다.

③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업을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동일한 또는 이와 관련된 사태를 이유로 수사가 
개시된 때에는 기업에 의해 다른 대표가 임명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
이 동조 제1항의 소송대표를 제외한 민법상의 기업 대표권자들 중 일인을, 이러한 민법상 기업 
대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제3자를 기업의 소송대표로 결정할 수 있다.(한국형사정책연
구원, 스위스 형법전, 2009. 참조)



- 214 -

 보험업법 제208조(양벌규정) 
①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다.

Ⅳ. 증거 조사 관련

   법위반행위를 한 종업원과 법인이 상호 이해관계가 달라질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인의 대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인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법인의 
대리인과 종업원은 공동피고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416),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규범의 실질은 양자가 동일한 것이고, 그 금지
규범에 양자의 기여가 있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리인에 대한 진술조서와 
종업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 대한 증
거인부를 참고하여 경찰 단계의 서류라면 상호 ‘내용부인 취지의 부동의’
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종업원에 대한 구성요건과 법인에 대
한 구성요건이 상이하므로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호 ‘부동
의’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동일시이론에 의하
더라도 법인은 자기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불법은 자연인인 종업원
의 불법과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종업원의 법위반행위가 문제되는 경
우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대표의 법위반행
위가 문제될 경우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
416) 재판에 각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 문제

에 대하여는 독일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州 단체형법안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과 
단체가 공동피고인이 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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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Ⅴ. 고소와 고발

   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과 법위반행위자인 자연인이 피의자, 피고인이 
되므로, 고소 역시 법인과 그 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그런
데, 대법원 판결 중에서 2007년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나온 판결417)이 있어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
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
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는바,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
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
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위 판결은 면책규정이 없는 양벌규정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업무주가 당연히 처벌되는 것으로 해석함을 전제로 실행행위자에 대한 고
소만으로도 친고죄의 고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현재
에는 이러한 전제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바, 따라서 위 판결의 취지를 
반대로 해석하면 업무주에 대한 고소도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실행행위자인 종업원에 대한 고소와, 법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일시 이론에 의하면 법인과 그 법인
의 대표는 같이 취급하게 될 것이므로, 법인에 대한 고소 대신 법인의 대
표에 대한 고소가 있다면 이를 법인에 대한 고소로 보아 친고죄의 ‘안 날

417)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 216 -

로부터 6개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
나, 이 경우에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업원의 법위반행위가 문제될 경우에는 고
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이고, 대표의 법위반행
위가 문제될 경우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속고발에 대하여는 판례418)가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하고 있는데,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
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
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Ⅵ. 공범

   판례419)는 「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법
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
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
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법인이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이는 법인의 사용인이 공모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례는 과거 무과실책임설을 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판례인데, 최소한 법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418)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419)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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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이고, 다만 위 판례는 사용인의 공모를 그대
로 법인에 귀속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일시 이론에 의한다면, 결국 사용인이나 종업원 등의 공모만
으로는 법인이 공범의 죄책을 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의 공모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가 지시 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등 대표와 그 실행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밝
히지 않으면 법인이 공동정범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법인도 공
동정범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법인의 대표에게 그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으로 결정된다고 생
각한다.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이 직접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법인 내 대표자의 관여 여부에 따라 
법인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분석과는 달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법인인 언론사의 공범 성립 문제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는 견해420)가 있
다. 편집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인 언론
사는 편집자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관리 감독의 지위에서 구
성요건적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
범성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위 견해는 법인인 언론사의 공
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기는 하나,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에 의
하더라도 법인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부터, 어떠한 방
법으로 언론사가 공범이 될 수 있는가, 즉 언론사의 어떤 행위를 중시하
는가, 언론사 내의 자연인을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닌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공범성립의 근거가 충분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다만, 법인인 언론사를 자연인과 별개의 주체로 파악하고 있어, 
법인에 대한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은 타당한 지적으
로 보인다. 

420) 이수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정보제공자·편집책임자·언론사(법인)의 형사책임”,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51-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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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자수 감경

   동일시 이론에 의하면 법인이 자수감경을 받기 위하여는, 법인의 대표
자가 자수한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법인의 직원 또
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
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
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421)가 있는데, 위 판례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본다. 

Ⅷ. 선고형의 문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의 선고형을 같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
하여, 판례422)는,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회사의 대표자와 법인을 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자기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법인과 대표를 반드시 같은 선고형
으로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법인과 대표를 다른 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Ⅸ. 상습성 판단

42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
42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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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상습성의 판단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
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
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
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
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
러한 습벽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범
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
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
라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423)가 있다.
   위 판례는 상습성은 자연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상식적인 의미의 
판시를 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되는 
그 경우가 친고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의 상습성은 그 법인 
내 자연인의 상습성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보아 대위책임과 동일시 이론
에 의한 귀속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어느 경우이거나 상습성을 판단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법인 양벌규
정에서도 이를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
다. 

Ⅹ. 공소시효 문제

   공소시효의 문제에 대하여는, 법인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기
소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 내 자연인에 대한 기
소만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법인에 대한 기소 시점으로 파악하여 법인에 대

42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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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법인에 대한 형벌은 벌금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인데, 대표자에 대한 기소가 된 경우
와 종업원에 대한 기소가 된 경우를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다. 종업원에 대한 기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곧바로 법인이 처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업원에 대한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시효는 진행되
는 것이고, 그에 따라 5년 경과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가 기소된 경우에는, 법인 대
표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면책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이
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기소로서 법인에 
대한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5년이 경과된 
경우라도 법인의 대표가 처벌을 받았다면 법인 역시 그 후에도 기소가 되
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점은, 법인과 법인 내 자연인은 별개이고 법인은 자기책임을 부담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상당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시 이
론에 의하여 파악하는 이상 이러한 결론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고적으로 독일 베스트팔렌 州의 단체형법안에 명문 규정424)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 단체형법안은 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
는 법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대표인지 여부를 불문)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 양벌규정
에서도 공소시효의 문제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보이며,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상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해석론에 의할 수 
밖에 없어서, 형사소송법 제276조 단서425)에 따르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
424) 독일 베스트팔렌 州의 단체형법안 제3조 ‘단체범죄의 공소시효는 개인의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를 기준으로 한다’.
425)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

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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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본다.426)

426) 아래 스위스 형법처럼 명시적으로 소송절차 규정을 두면서, 위에서 검토한 내용들도 보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위스 형법 제102조의a(형사소송절차) ① 기업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업은 민법적 법률관계
에서 무제한적으로 기업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 자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에 의해 대표된다. 기
업이 적절한 기한 내에 전항의 대표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민법상 대
표권을 가진 자들 중에서 누가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업을 대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업을 대표하는 자는 피고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동조 제1항의 
소송대표를 제외한 민법상의 기업대표권자들은 기업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진술할 의무가 없다.

③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업을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동일한 또는 이와 관련된 사태를 이유로 수사가 
개시된 때에는 기업에 의해 다른 대표가 임명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
이 동조 제1항의 소송대표를 제외한 민법상의 기업 대표권자들 중 일인을, 이러한 민법상 기업 
대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제3자를 기업의 소송대표로 결정할 수 있다.(한국형사정책연
구원, 스위스 형법전,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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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입법론

제 1 절  양벌규정의 개선방안

Ⅰ. 조문 측면

1. 현행 양벌규정의 문제점

   초기 양벌규정 조문에 현행 양벌규정과 같은 단서가 없어 이를 무과실책임으
로 해석하던 판례도 있었는 바, 이는 법인에 대한 대위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위책임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법인 처벌 규정과 
자연인 사업주 처벌 규정이 하나의 조문에서 묶어서 규정될 수 있었다427). 그러
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설에서도 대위책임에 따른 무과
실책임설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이미 일본에서도 1940년대 이후 ‘과실
추정설’이 등장하면서 통설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대위책임을 
인정하는 듯 한 양벌규정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벌규정에 단서가 있기는 하나 형사법에서 과실이 추정되고 그 과실이 
없음을 피고인에게 입증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양벌규정의 단서 
형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과실책임설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아울러 양벌규정 단서에 나타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과연 형법의 과실과 
같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이 있다. 특히 해당 벌칙규정에 따른 범죄는 각 
법률마다 변화무쌍한데, 법인이 범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범죄 역시 각 법
률마다 그 구성요건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양벌규정 단서의 ‘감독’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법인은 어떤 법률에서도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처벌’되는 결과

427) 樋口亮介, 앞의 책, 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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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양벌규정을 
동일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의 단서 내용은 형법상 과실이
라기 보다는 최소한의 처벌근거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표자의 지시 등 대표가 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종업원의 법위반행위
에 대하여 그 종업원만 처벌되고 법인은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요
건으로, 형법상 과실을 판단하기 위한 간접사실처럼 파악하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양벌규정에서 자연인 실행행위자의 처벌이 전제되는 것을 정하고 있는
가, 법인은 형벌만 받는 것인가 범죄도 범할 수 있는 것인가 여부는 해석론상 어
느 정도 해명이 되었다고 보이지만, 현행 조문만 봐서는 그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승인, 요구, 명령, 부주의하게 용인, 직접 수행’ 등의 구성요건 보충

   미국 MPC에 나타나 있는 ‘승인, 요구, 명령, 부주의하게 용인, 직접 수행’등의 
행위태양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제
00조의 위반행위를 직접 행한 경우」라는 표현과, 「법인의 대표가 법인의 대리
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게 제00조의 위반행위를 하도록 승인, 요구, 명령, 부주
의하게 용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로 나누어 조문을 정비할 필
요가 있다. 

3. 개인 사업주 처벌규정과의 분리

   이미 현행 양벌규정 중에서 법인 사업주의 처벌규정과 개인 사업주의 처벌규
정을 분리한 조문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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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태를 확대하여 법인 사업주와 개
인 사업주의 처벌규정에 대한 이론적인 차이점을 확실히 하고, 법정형의 차등도 
아울러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법인의 행위로 보아’ 라는 표현의 추가

   동일시 이론을 전제로 하여, 자연인 실행행위자인 대표자의 범죄가 법인의 범
죄가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위와 같은 내
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현행 양벌규정에서 이러한 조문을 두고 있
는 경우도 있다. 【정치자금법 제50조(양벌규정) 정당·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법인·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부터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
인·단체가 한 것으로 보아 그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해당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체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법인 양벌규정의 총
론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 ‘행위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로 변경

   현행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 위 표현은 일본 양벌규정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어서 우리 법용어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한편, 이에 대하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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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규정 중 ‘외에’ 부분을 행위자인 자연인의 처벌과
는 상관없다거나 그 자연인의 처벌과는 독립한다는 등으로 해석할 수 있
고428), 그에 따르면 실행행위자와는 별개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고, ‘함께’ 또는 ‘부수하여’로 해석하게 되면 법인의 처벌이 자연인의 처벌
에 종속되어 애초의 행정적 목적 달성과는 거리가 먼 이상한 결론에 이르
거나 특정 종업원이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존재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처벌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
할 수 있다.429) 따라서 자연인의 처벌과 독립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
다는 주장도 일응 그 취지에 공감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법체계가 법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양벌규정’ 
형태를 취하면서 단순한 행정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예를 
들어 행정목적 달성만을 목표로 한다면 자연인, 법인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형사법적 시각(책임의 제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취지 등)을 가미하여 행정목적 달성도 중요하나 결과책임을 지우
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그리고 법인
을 자연인과 독립하여 처벌한다면 우리 양벌규정의 내용을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과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어떤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것인지, 진정
한 결과책임을 묻는 것이고, 따라서 형사책임이 아닌 행정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생기므로, 우리 양벌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자연
인의 처벌에 종속되는 형태로서의 양벌규정’이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행위자를 벌하는 외’의 표현은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이미 아래와 같은 현행 양벌규정도 존재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428)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20 판결.(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처벌된
다)

429) 김재윤, 앞의 책,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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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이러한 현행 양벌규정을 참고하여 다른 양벌규정도 해석하고 개
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6. 법인격 없는 단체의 문제

   법인의 형사책임이라는 것이, 상법상 회사를 주타겟으로 하고 있는 점
은 사실이나, 민법상 법인, 더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에도 적
용될 것인가, 공법인에서도 적용될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이다.430) 현행 
양벌규정은, 특정 법률에서 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 법률의 
해석, 적용(통상 그 법률을 주관하는 부서를 상정해보면 가능할 것이다)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스크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양벌규정에 나
타나 있는 ‘법인’ 이라는 표현에, 과연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까지 포
함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431)
   독일 질서위반법 제30조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며432), 네덜란드에서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처벌하고 있다433). 우
430) 김재윤, “법인처벌의 입법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유럽 대륙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형사법학의 오늘(정온이영란교수화갑기념논문집), 정온이영란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8., 243면에서는, ‘사법상 법인, 공법상 법인,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의 경우, 법인격 없는 
단체,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개인회사로 특정한 후 기업목적과 관련된 영업업무의 수행
에 의해 다시 국한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전체 대상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총론적 규
정 측면에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43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432) 독일 내용은 Dominik Brodowski, "Minimum Procedural Rights for Corporations in 

Corporate Criminal Procedure",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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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도 몇몇 개별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434), 판례 중에서도 건축
법 제81조 제2항의 법인 또는 업무주의 범위에 민법상 조합도 포함된다
고 한 판결이 있다435). 
   다만, 법인격 없는 단체 더 나아가 조합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일률적으로 긍정한다거나 부정하기 보다는, 법인격(정관 규정 및 법인등
기부 기재를 통하여 대표기관과 법인의 목적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을 거
의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법인단체에 대해서만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 나머지 단체는 공범 규정
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현행 양벌규정에 의하면 이미 ‘기
관, 단체, 조합,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고 해당 벌칙규정의 취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사단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
능력이 없고, 양벌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
격 없는 단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므로436), 입법론에서는 해당 법률이 
법인격 없는 단체까지 규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

p. 212Dominik Brodowski, "Minimum Procedural Rights for Corporations in Corporate 
Criminal Procedure",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2014, p. 212 이
하를 참고하였다.

433) 네덜란드 형법 제51조는, 『① 범죄는 자연인과 법인이 범할 수 있으며, ② 법인이 범죄를 범
하면, 법인이나 범죄를 지시하였거나 금지된 행위를 실제로 통제한 사람, 또는 법인과 자연인 모
두에 대하여 기소, 처벌, 처분(measure) 등을 부과할 수 있고, ③ 회사와 같은 법인 뿐 아니라, 
민법상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동업(partnership), 선박을 소유하는 집단(firm), 특정 목적을 위
하여 모여진 재단(a separate capital sum assembled for a special purpose) 등에도 적용된
다』. 네덜란드 내용은 Berend F. Keulen and Erik Gritter,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he Netherlands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 Emergence, Convergence and Risk』, 
Springer, 2010, p. 177 이하를 참고하였다.

434)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영유아보호법 제32조, 건축사법 제70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0조 등

435)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436) 신동운, 앞의 책,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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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법인과 같은 지위를 부여
하는 입법론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형벌권의 주체는 국가이므로 국가가 형벌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많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체가 형
벌권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법인 정도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
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부과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으며, 
개인의 처벌로 족한 사안 또는 국가배상청구권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
안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437)도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언제나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법
인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를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의 행정조직으로 활동하는 것이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소속 공무원이 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법인으
로 보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관위임사
무와 자치사무를 나누어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438)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의 문언 해
석이나, 형벌권의 발동 주체로 여겼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도 한 주체
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것처럼 형벌권의 발동 주
437) 박기석·허순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가능성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

로”,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732면.
438)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 229 -

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을 인정받는 것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특별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는 그 형벌을 부
과하는 주체가 염결성을 지녀야 하므로 형사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439)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와 관련하여 범법행위가 행해지
고 자연인과 함께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도 양벌규정의 법인에 포함된다는 견해440) 등이 주장되고 있는데, 지방
자치법 제3조의 문언이나, 양벌규정의 ‘법인’ 규정, 그 해당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도 형사처벌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보다는 일
정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미국 MPC §2.07 (4)(a)441)에서 정부의 공무수행과 관련
한 내용을 제외하고 있는 점이나, 프랑스 신형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위
탁협약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제공(대중 교통수단의 운영, 물의 공
급, 학교 급식의 공급 등)의 업무수행 중에 이루어진 범죄에 관하여만 형
사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442)이나, 네덜란드443)에서 대학은 면책
을 주장할 수 있는 공법인이 아니고,444)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위
임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행위한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
439) 박기석·허순철, 앞의 글, 753면.
440) 박재완,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에 대한 평석-”, 법조 제599호(2006. 8.), 214면.
441) 미국 MPC에서 규정을 두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미국 MPC 
§2.07(4)(a) 규정은 다음과 같다. 「corporation does not include an entity organized as 
or by a governmental agency for the execution of a governmental program」.
442)  프랑스 신형법 제121-2조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기구는 위

탁협약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제공(대중 교통수단의 운영, 물의 공급, 학교 급식의 공급 등)
의 업무수행 중에 이루어진 범죄에 관하여만 형사상 책임이 있다.(법무부, 프랑스 형법, 2008. 
11. 참조)

443) 이하 네덜란드의 판례 내용에 대하여도, Berend F. Keulen and Erik Gritter, 앞의 글, p. 
189 이하를 참조하였다.

444) HR 10 November 1987, NJ 1988,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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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도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고,445) 최근에는 
주택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세금사기(tax fraud)
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으나,446) 국방부가 범한 환경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국가는 면책된다고 하여 국가를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취
급하고 있는 사정447)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8. 동일시되는 범위의 확장 문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448)에 의
하면, 동일시 이론의 확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직화된 무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대표의 종업원에 대한 권한의 
위임’도 포함시키면 간단할 것이지만, 책임주의 측면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 자격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되, 그 
법적 대표를 수족으로 부리는 정도의 실질적 대표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에만 이를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점은 양벌규정 조문
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사안별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인다. 

Ⅱ. 입법 측면

1. 양벌규정의 삭제

   양벌규정 중에는, ‘과료’를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449) 그런데 형벌
445) HR 6 January 1998, NJ 1998, 367.
446) HR 29 April 2008, NJ 2009, 130.
447) HR 25 January 1994, NJ 1994, 598.
448)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44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1조, 산림보호법 제5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

조. 예컨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1조(양벌규정)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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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과료’가 정해진 경우는 매우 낮은 정도의 불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
이고, 양벌규정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그 범죄 자체의 비범죄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범죄 자체를 비범죄화 하거나, 최소한 이를 
양벌규정으로 법인에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2. 양벌규정의 도입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는 양
벌규정이 없으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양벌규정이 있다. 양자는 반의사불벌죄인지 여
부와 임금과 퇴직금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법인에 대한 벌금부과라
는 측면에서 양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
준법의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양벌규정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비슷한 내용에 대하여 법률의 이름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양벌규정을 폐지하던가 도입하는 쪽으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
가 있다고 보이며, 예컨대, 앞에서 살펴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
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
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약칭: 
국제대회지원법 ) 제34조】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
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평창올림픽법 ) 제91조】의 
문제도 역시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3. 벌금액의 상향

   벌금액은 상한이 없기는 하나 형벌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해당 조
문에서 벌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현재 양벌규정에
서는 벌금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벌금액이 법인 사업주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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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사업주에 대하여 동일한 상한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불법의 크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450). 따라서 우선 불법의 크
기를 반영하여 벌금액을 조정하고, 그 상한의 벌금액 범위 내에서 양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현행 양벌규정에서는 법인
에 대한 벌금을 10억원까지 정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인 업주에 비하여 
약 10배의 벌금 상한을 정하거나,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있는 
경우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벌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
황을 고려하여 개별 양벌규정에서 벌금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미국 연방양형기준(Federal Sentencing Guidelines)451)에 의하면, 범
죄 목적으로 법인을 만든 경우에 대하여, 법원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회사의 모든 자산을 박탈할 정도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에서 정하고 있다. 예컨대, 테러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의 경우에는 이
러한 내용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독일 형법 제14조의 도입 문제

   양벌규정의 수범자확대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한 판례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그 양벌규정은 입법의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독일 형법 제14조452)와 같은 규정의 도입
450) 樋口亮介, “兩罰規定”,  358頁에서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과 자연인 행위자에 대한 벌금형을 

연동할 합리성은 없고, 양벌규정 본조가 고의범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방지조치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것과 상이한 것이므로, 이때에는 양자의 벌금형을 구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51) Sentencing Guidelines § 8C1.1.
452) 독일 형법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 ①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자격으로 행위한 때에는 특별

한 인적 성질·관계·상태(특별한 인적 표지)가 가벌성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표지가 대리인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 법률을 적용한다. 

1. 법인의 대표기관 또는 이 기관의 구성원
2. 인적 회사의 대표권한 있는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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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453)

5. 형법 총론에 양벌규정 내지 법인 처벌에 관한 규정 도입 문제

   500여개 이상의 법률에 양벌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양벌규
정은 그 조문 내용이 동일하고, 동일하지 않은 나머지 양벌규정도 대부분
의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론과 같이 해석되고 있으므로, 양벌규정이 통일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양벌규정의 공통된 모
습은 그 총론을 두는 방법454)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455) 양벌규정을 형
법 제8조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는 방법을 넘어, 형법 제8조의2를 두어, 
통일된 양벌규정의 포맷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3. 타인의 법정대리인
② 사업주 또는 기타 사업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의 위임을 받고 그 위임에 근거하여 

행위한 때에는 특별한 인적 표지가 가벌성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표지가 수임자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업주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수임자에 대하여 
이 법률을 적용한다.

1. 사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영에 관한 책임
2. 사업주의 책임에 속한 임무를 자기 책임으로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명시적 위임
기업은 제1문에 의한 사업소로 본다. 제1문은 해당 위임을 근거로 하여 공적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서를 위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준용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대리권 또는 위임관계의 기초가 된 법적 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적용된

다.(신동운, 앞의 책, 104-105면 인용)
453) 김재봉, “법인을 위한 행위와 행위자처벌의 근거”, 법학연구(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2집, 

2014. 9., 42면 이하.
454) 권순현,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원칙과 입법론”,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2014, 40면에서는, 

‘형법 총칙편에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박기석, “환경범죄의 적발과 처벌의 효율성 제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3호
(1997), 284면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에 선다면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형법총칙에서 그 요건과 형벌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통일적이나 다만, 법인이 
범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강간죄나 공연음란죄 등이 있을 수 있고 법인범죄에 대한 형종과 
형량이 자연인과 다르기 때문에 총칙의 규정과는 별도로 법인이 범할 수 잇는 범죄에 대해서는 
각칙이나 형사특별법, 행정형법 등에서 법인의 처벌근거와 형종, 형량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
고 있다.

455) 김운곤, “환경범죄에서 형사책임의 주체”, 법학연구 41집(2011. 2.), 한국법학회,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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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조의2456) 아래의 양벌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각 본조에서 정한다.

제00조(양벌규정)457) ① 법인의 대표자가 제0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대
표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458)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459) 법인
을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게 제00조의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 명령, 요구, 승인, 부주의하게 용인하거나460),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461),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법인을 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456) 법인 양벌규정이 현재 통일된 조문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형법총론에 규정을 둘 수 있
을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수없이 많은 형사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통합하는데 있어서는 형법
총론에 법인 양벌규정에 대한 근거를 두고 개별법에서 이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
도 타당한 방법으로 보여, 형법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법인 양벌규정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고 제안하는 것이다. 

457) 법인의 대표자와 종업원 등을 항을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법인 양벌규정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법인이 처벌되는 구조 역시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458) 이미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양벌규정)에서 이와 같은 용어를 사
용하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459) 동일시 이론 측면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 이러한 조문을 제안하게 된 것이며, 이미 
현행 정치자금법 제50조(양벌규정)에서 “...당해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체가 한 것으로 
보아 ”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문도 가능하다고 본다. 

460) 미국 MPC 규정을 참고하였고, 현행 법인 양벌규정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영역을 
위와 같이 보충하게 된 것이다. 

461) 현행 법인 양벌규정의 단서에 규정된 내용인데, 그 내용의 의미가 존재하므로 그대로 조문에 
남겨 놓아야 하나, 종래의 단서 형식이 아니라 본문에 규정된 형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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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형법범에의 도입

Ⅰ. 형법각칙의 범죄에도 인정할 것인가 여부

1. 현행 양벌규정의 툴

   현행 양벌규정을 동일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툴로써 동일시 이론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거기에 ‘업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을 강조하면 ,그 법인 처벌의 툴
은 현행 양벌규정이 규율하는 범죄군이 아닌 다른 영역에도 확장할 수 있
을 것인지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462) 
   특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이하, 
국제뇌물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형법상 뇌물죄에도 법인 처벌규정을 둔 셈
이 되었고, ‘행정범과 형사범’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그 역할을 다 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형사범 중 어느 범위까지 법인 처벌규정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학설 중에서 “재산죄, 경제 ․ 환
경 ․ 관세 ․ 조세 ․ 기업범죄와 같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으
며, 살인 ․ 강도 ․ 강간 ․ 위증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견해463)를 우선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의 경우 법인 양벌규정에 ‘업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규범적 판단을 
통하여 형법각칙 중 어느 정도의 범죄에 이르기까지 법인 처벌규정을 확
장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처벌규정이 해

462) 권순현,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원칙과 입법론”,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2014, 40면에서는, 
‘개인적 법익 중 법인의 범죄 사례가 빈번하고 그 파급효과가 큰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법인이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463)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제12판)』, 8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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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약당사국은, 뇌물제공이 무역과 투자를 포함하는 국제상거래에 있

당 범죄에 명시적으로 조문화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464) 

2. 국제뇌물방지법

   현행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약칭 : 
OECD 뇌물방지협약)465)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위 조약은 1997. 11. 
21.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되었고, 원조약은 1999. 2. 15.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 12. 17.에 위 조약에 서명하여 1998. 10. 20. 제4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1998. 12. 17. 제198회 국회 제12차 본회의를 
통과하여, 1999. 2. 15. 조약 제1475호로 발효되었다. 위 협약의 주요 내
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464) 이 점에 대하여는 법인 처벌이 가능한 범죄군을 제한하고 있는 스페인의 입법례도 참고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스페인에서 2010년 형법 개정시 법인의 형사책임을 도입하였고, 다만 특정 
몇몇 범죄에 대하여서만 적용이 되도록 하였다. 스페인 형법 제31조 및 제31조 bis - 총칙에서 
법인의 형사책임 규정을 두고, 각칙에서 개별범죄에 법인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프라이버시 관련(제197조), 사기 관련(제251조, 제251조 bis), 형사적 파산 관련(제261조 bis), 
컴퓨터 범죄 관련(제264조), 지적재산권 관련(제288조), 돈세탁 관련(제302조), 공적자금 관련
(제310조 bis), 불법 건축 관련(제319조), 환경 관련(제327, 328조), 지급사기 관련(제399조 
bis), 뇌물 관련(제427조), 알선(제430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관련(제445조), 테러 자금 
관련(제576조) 등의 조문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칙에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의 내
용은 Ana María Neira Pena,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 Tool or Obstacle to 
Prosecution?",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pringer, 2014, p. 197 이하를 참
고하였다.

465)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조약정보(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 참조(2016. 1. 5. 

최종검색). 본 조약에 대한 설명은 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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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만연된 현상으로서, 심각한 도덕적·정치적 우려를 야기하고 올바

른 국가경영과 경제개발을 저해하며 국제적 경쟁조건을 왜곡하고 있음

을 고려하고, 모든 국가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제공 방지를 위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1997년 5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개정

권고"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의 억

제·예방 및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특히 효율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개정권고에 명기된 공통합의사항 및 각국의 관할권 

기타 기본적 법률원칙에 의하여, 그와 같은 뇌물제공행위를 조속히 범

죄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을 유념하고, 국제연합·세계은행·국제

통화기금·세계무역기구·미주기구·구주이사회 및 구주연합 등의 조

치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뇌물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이해 및 협

력을 더욱 증진시키려는 최근의 여타 추세를 환영하며, 뇌물제공 방지

를 위한 기업·경제단체·노동조합 기타 비정부기구의 노력을 환영하

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뇌물권유행위를 방지하

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인식하며, 이 분야에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하

여는 국가차원의 노력 뿐만 아니라 다자간의 협력·감시 및 후속조치

가 요구됨을 인식하고,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조치들간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이 협약의 중요한 대상과 목적이며 이를 위하

여 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협약이 비준되어야 함을 인식하

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범죄

1.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상거래의 수행에 있어 영업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

여, 외국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당해 공무원 또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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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부당한 금전 기타의 이익을 제의·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하는 행위를 자국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교사·권유·방조하는 등의 공모 또는 이를 승인하는 행위를 형사상의 

범죄로 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의 미수 및 음모는 체약당사국의 자국 공무원에 대한 뇌

물제공 행위의 미수 및 음모와 같은 정도의 형사상의 범죄로 하여야 

한다.

제2조

법인의 책임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법 원칙에 따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

죄와 관련하여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제3조

처 벌

1.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형벌로써 처벌되어야 한다. 법정형은 자국의 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의 법정형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연인의 경우 효과적인 

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충분한 자유형을 포함

하여야 한다.

2. 체약당사국의 법체계상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하여, 금전

적 제재 등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효과를 갖는 비형사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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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관련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제4조

관할권

1.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의 전부 또

는 일부가 자국 영토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

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자국민이 해외에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국민을 

기소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하여도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기소할 수 있는 관할권

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2개국이상

의 체약당사국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일방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체약당사국은 기소를 위한 최적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관할권에 관한 자국의 현행 근거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를 검토하고,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자금세탁

자국의 자금세탁 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자국공무원에 관한 

뇌물죄를 전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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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증뢰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에 따라 그 행위지에 관계없이 이

를 전제범죄로 하여야 한다.

제8조

회 계

1.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장부·기록의 유지, 재무제표의 공개 및 회계·

감사기준에 관한 자국의 법령 체제하에서, 그러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외국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은닉할 목적으로 

장부누락계정의 설정, 장부누락거래 또는 부적절한 내역의 거래, 실재

하지 아니하는 지출의 기입, 채무대상에 대한 부정확한 채무내역기입 

기타 허위문서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위와 같은 회사에 의한 장부·기록·

회계 및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누락 및 허위기재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민사적·행정적 또는 형사적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

   이상과 같은 협약에 따라 1998. 12. 28.【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
원에대한뇌물방지법】이 제정되어, 1999. 2. 15.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위 
법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466)

46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제개정이유( 
http://www.law.go.kr/lsRvsRsnListP.do?lsiSeqs=160682%2c103862%2c58565&chrClsCd=010
102) 참조. (2016. 1. 5.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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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의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제공행위방지
를위한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
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함(법 제3조제1항).
  나. 자연인에  대한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되,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벌금형을 부과하고, 징역형에 처
하는 경우 반드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함(법 제3조)
  다. 법인의 대표자나 피고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10억원이하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과실이 없는 때
에는 면책되도록 함(법 제4조).
  라.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은 필요적으롤 몰수하도록 함(법 제5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약칭: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
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
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후 2010. 3. 24.과 2014. 10. 15. 두차례의 개정(개정 내용은 도그
마틱상 유의미한 내용은 없다)을 거쳐, 아래와 같은 조문으로 현재 시행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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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
구되는 경우
2. 삭제  <2014.10.15.>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벌
금을 병과(倂科)한다.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
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제4조
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위 국제뇌물방지법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우선, 뇌물공
여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현행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
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같은 증
뢰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던 양벌규정이 종래 ‘행정범’에 한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형법상 범죄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한 점이 특색이다. 
   둘째,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면서, ‘양벌규정’을 통하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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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형사처벌
하는 도구로 60년 가량 양벌규정을 두었던 것은 사실이나, ‘형법법’이라고 
할 수 있는 증뢰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아닌 일반 법인처벌 규정을 도입
한 것이 아니라, 종래에 익숙하게 사용해 온 양벌규정을 채택하였다는 점
이다. 
   셋째, 법인에 대한 형벌인 벌금형을 중한 형으로 정하였고, 그 벌금형
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범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라는 
측면에서 위 형벌이 위헌성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법률에 나타난 ‘법인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그 해석을 한정
하면 안된다. 위 규정 문언대로의 해석에 따른다면, 법인이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조직체모델에 따라 
법인 자체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라고 본다면 그것만으로 
위 중한 벌금형의 내용을 설명하기 곤란하고, 대위책임에 따라 해석한다
고 하더라도 법인이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치고는 너무 중한 
형벌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형벌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는 법인
이 ‘고의범’을 범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위 법률에 대하여도 역시 동일시 이론에 따라 설명할 수밖에 없다. 단순
히 중한 벌금형이기 때문에 동일시 이론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
라,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2배까지 벌금형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법인이 자기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법
인이 단순한 감독과실 정도의 불법이 아닌 증뢰죄의 고의범이 되어야 위 
형벌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위 법률에서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고 정하면서, 위 ‘범인’에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명확하게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 법률이 형법상 범죄인 ‘증뢰죄’에 대하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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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형벌을 정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하여 명시
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 법률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인의 범죄능력이
나,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문제, 법인 처벌을 툴의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법률로 평가되며, 향후 법인 처벌의 툴은 동일시이론
으로, 법인 처벌 규정은 양벌규정으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법인이 범
인이 될 수 있고 고의범을 범할 수 있으므로 중한 벌금형에 처할 수 있
고, 증뢰죄를 제외한 나머지 형법범에도 이러한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467) 따라서, 단기 입법론으로는 위 국제뇌물방지법 규정이 
매우 중요한 입법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Ⅱ. 최근의 입법논의

1.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과 기업책임법 도입

   법무부는, 세월호 사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개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468)을 제안하였
다. 고의 또는 과실로 2인 이상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선박 또는 
항공기가 침몰, 추락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한 경우, 폭탄을 던져 수십명을 
살해하거나 연쇄살인범의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최대 100년의 징역 또
는 금고형이 가능토록 하고, 가석방의 요건도 20년에서 40년으로 규정하

467) 임석원, “법인의 범죄능력인정을 위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기업의 생명침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2007), 103면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방
법 중에서 양벌규정의 확대를 통한 입법론적 해결방안은 특별법상의 행정형법규정의 남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중처벌금지원칙위반 그리고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위반이라는 위험승의 부
담을 안게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른바 ‘행정범’에 대한 양벌규정을 넘어서 
‘형법범’에도 양벌규정이 도입되고, 그 규정은 조약을 근거로 제정된 것인 점 등을 본다면 위 지
적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468) 법무부, “법무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 입법예고”, 2014. 6. 법무
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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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469) 한편, 사고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기업 
자체에 대한 독립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법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고 하면서 대검찰청이 기업책임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는 보도470)가 있었다. 이는 기업의 구성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기
업 자체에 대해 처벌규정을 만들고, 벌금형의 상한은 1년 매출액의 일정
액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위 양자는 개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법인도 그 자체로 처벌을 하겠다
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우선 법무부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는, 다중인명피해범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 형벌로 징역 100년형이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 고의범
과 과실범을 같이 규정하는 부분, 특정 개인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것
이 재난 예방에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 기업에 대하여는 면책을 하는 것
인가 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471) 특히 선박 또는 항공기 사고와 연쇄살
인범을 같은 법에서 규율하는 것에 관하여 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
법 규정 범위 내에서 처벌하면 족하고, 전자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을 요
건으로 하나 결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규정을 초월하는 규정을 도
입하는 것이어서, 책임주의 원칙에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대검찰청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
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472) 특히, 기업 자체에 대한 

469) 영국에서는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되었다. 위 법은 기업 등의 과실로 발생한 대규모 
공공재해, 산재 사건에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기업 등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업 등이 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이 긍
정적으로 평가된다. 

470)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4110317340483067&md=20141103174525
_AO(2015. 12. 5. 최종검색)

471) 김재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100호, 2014·겨울)』, 205-206면.

472) 김재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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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전제는 조직모델을 취하는 방법에 의할 것인
데, 법인처벌의 툴로써 조직모델을 수용할 정도로 논의가 성숙되었는지 
의문이며, 법인에 대한 구성요건과 책임주의 원칙의 적용문제도 명확히 
해명해야 하므로, 이 역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단체형법’의 도입 문제

   책임주의 원칙을 법인에 적용하려고 하더라도 도그마틱 측면에서 해결
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이른바 ‘기업형법’을 만들어야 한
다는 취지의 주장473)이 여러 논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
서 살핀 조직체모델과는 그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책임주의의 원칙
의 적용이 없는 예외로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연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인 고유의 형벌부과요
건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 때에는 개인 형법의 도그마틱이 벌전시켜온 범
죄성립요건과의 상응성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책임주의 원칙에 갈음할 
수준의 형법제한원리를 형벌부과요건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474) 
   한편, 미국의 형법학자 플레처(George G. Fletcher)의 집단책임 이론
을 소개하는 문헌475)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도 결국은 개인이 아닌 집
단 또는 단체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시도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
다. 이를 통하여 자연인을 전제로 한 형법 이론과는 다른 차원의 패러다
임을 만들어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 또는 단체도 고유의 의
사를 갖고 행위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윤리적 책임비난도 가능하며, 
법인도 범죄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집단 또는 단체의 고의는 정책

제100호, 2014·겨울)』, 208면.
473) 대표적으로, 김성돈, 앞의 글, 153면 이하.
474) 김성돈, 앞의 글, 153면.
475) 안성조, “집단책임사상의 기원과 그 현대적 변용-고대 근동의 집단책임사상과 현대 집단(법

인)책임이론의 비교”,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제31집, 2010, 110면 이하 ; 안성조, “플레처의 집단
책임론에 대한 비판적 재론”,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 2010, 29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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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표준운영절차 및 내부관행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법인과 종업원의 
내적 응집의 충분성이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두어서 그 종업원의 행위가 
곧 법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긴밀하게 접착된 관
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문화되어야 하고, 자연인의 행위가 곧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식의 동일시 이론 또는 대위책임 모델이 아니라 법인의 고의
가 자연인을 통하여 표현된다는 식의 집단책임모델이 요체가 된다」는 설
명476)을 통하여 자연인에 대한 종래의 형법이론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갖
는 단체형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조직체 모델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연인에 대한 책임개념을 법인에도 적용해 보기 위하여 법인
을 조직체로 파악해 보려는 이론구성으로, 조직체 모델을 주장하는 것과 
기업형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개념상 구분된다. 다만, 기업(단체)형
법을 만든다는 것은, 우선 조직체 모델에서 상정한 ‘법인 자체의 관점’을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조직체 모델에서 사용하는 ‘단체책
임’이라는 용어도 ‘기업형법’과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양자가 혼용될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업형법’을 주장하는 것은 조직체 모델과는 다른 
형태의 이론구성, 예컨대 기업형법에서는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형벌
을 만들어본다던가, 불법을 자연인과 다른 형태로 만들어본다던가 하는 
등의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므로, ‘기업형법’은 ‘장기 
입법론’의 문제로, ‘조직체모델’은 ‘해석론’과 ‘단기 입법론’의 문제로 나누
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종래의 개인 형법과는 다른 패러
다임을 도입하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철학적인 관점
에서부터 시작되는 심도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독일에서 
입법안이 심사중인데, 그 내용을 보면 동일시 이론을 채택하면서도 단체 
등의 조직체 모델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단체형법에 

476) 안성조,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한 비판적 재론”, 312-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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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법적 답책성 도입에 관한 법률 초안]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소송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상
당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한다. 
   2013. 9. 10. 독일 Nordrhein-Westfalen 州 법무부가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von Unternehmen 
und sonstigen Verbänden, 이하 단체형법안)477)을 발의하였고, 동 법안
은 아직까지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본 초안의 제안이유서에 의하면, 
「본 초안은 헌법적 측면과 유럽법 측면에 모두 부합된다. 입법자는 형법
상의 행위론, 책임론, 형벌론의 존재론적 또는 사회윤리적인 기준에 구속
되지 아니한다. 법인 또는 단체는 자유의사도 없고, 의사지배라고 할 수 
있는 고유의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은 이미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포함하여 가벌성이 귀책행위에 결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과잉금지 및 명확성의 요청이 고려되는 한, 단체에 대하여도 형
벌의 성격을 가지는 처분을 정하는 제정법을 구성하는데 장애가 없다. 또
한 본 초안은, 유럽법에 합치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법인의 형
법상 답책성을 규정하고 있고, 이미 15년 전에 도입하였다. 한편, 유럽법
은 법인에 관한 유럽의 제정법에 관한 최저 기준을 형성하고, 다수의 광
범위한 유럽 조약 모범이 되는,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이익의 보호에 관
한 협정 제2의정서’의 컨셉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하에서 위 단체형
법안의 전문을 소개하도록 한다. 

477) 독일 베스트팔렌 州 단체형법안에 대한 내용과 그 조문의 번역은 松原久利, 吉川友規, 楠田泰
大, 奧田菜津, “企業およびその他の團體の刑法的答責性導入に關する法律草案 - ノルトライン
ヴェストファ―レン州の立法提案”, 同志社法學(67卷 3号), 同志社法學會, 2015. 7., 54頁 이하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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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형법전(VerbStrG)

Ⅰ. 제1장

단체의 범죄

제1조 인적·물적 적용범위
 (1) 본 법에서 단체는 사법상 법인, 공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
단 및 권리능력 있는 인적회사를 말한다. 
 (2) 본 법에서 위반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것이 아닌 한, 
형벌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단체에 부과
된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나, 위반행위로 단체가 이익을 취득하거
나 취득할 예정인 경우, 위반행위는 단체에 관련된다
(verbandsbezogen).
 (3) 본 법에서 결정담당자는 이하의 자를 말한다. 
   a)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기관 또는 그 기관의 구성원
   b)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원 또는 그 임원회의 구성원
   c) 권리능력 있는 인적 회사에서 대표권을 가진 사원
   d) 법인·사단의 사업체 또는 기업에서 관리적 기능을 답책적으로 
완수하는 자(관리적 지위에서 업무집행의 감독 또는 통제권한의 행사
가 경영 또는 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자도 포함한다)
 (4) 본 법에서 권리승계자는 포괄승계 또는 회사분할을 하여 부분적 
포괄승계를 통하여 다른 단체의 지위를 인수한 단체를 말한다. 취득자
가 전임자의 전체 주요한 경제적 이익을 승계하고 승계된 경제적 이익
을 본질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괄승계 단체는 다른 
회사변경 절차의 수단 및 개별 권리승계자와 같이 다룬다.

제2조 단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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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정담당자가, 단체의 업무 집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단체에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단체에 대하여 단체제재
(Verbandssanktion)를 과한다. 
 (2) 단체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단체에 관한 위반행위가 행해진 경우 
단체의 결정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어 기대가능한 감독조치(특히 기술적, 조직
적, 인적 성질의 것)를 해태하는 때에는 그 단체에게 단체제재를 과한
다.
 (3) 제2항의 경우에 위반행위가 국외에서 행해진 때에는, 본법의 적
용범위에 소재지를 둔 단체에 대한 경우에만 단체제재를 과한다. 형법 
제3조부터 제7조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권리승계 시점에 위반행위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알게 된 경
우, 또는 경솔하게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승계자에게 단체제재를 과한
다. 전권리자에 대하여 과하여진 단체제재는 승계자에 대하여도 과한
다.

제3조 총칙규정
 (1) 형법의 총칙 규정이 자연인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은 제2조 제1항 및 제2
항(단체범죄)의 의미에 관한 범죄에 준용된다. 
 (2) 단체범죄의 시효는, 총칙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또는 특별
히 중대하거나 경미한 경우에 대하여 정해진 형의 가중, 감경에도 불
구하고, 단체에 관련된 위반행위가 그 구성요건을 실현한 법률의 법정
형에 따른다. 시효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위반행위
의 구성요건에 속하는 결과가 후에 처음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시효를 
그 시점부터 기산한다. 시효는, 형법 제78c조 제1항에 열거된 단체에 
대한 행위에 의하여 중단된다. 
 (3) 단체에 관련한 위반행위가 고소, 권한부여 또는 처벌요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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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소추할 수 있는 경우, 단체에 대한 상당한 권리는 개별적으로 행
사할 수 없다. 

제4조 단체제재
 (1) 단체형벌은 이하의 것이다. 
  1. 단체벌금
  2. 형의 선고유예
  3. 유죄판결의 공시
 (2) 단체처분은 이하의 것이다. 
  1. 보조금에서의 제외
  2. 공공위탁에서의 제외
  3. 단체의 해산

제5조 제재의 면제
 (1) 법원은, 장래의 유사한 단체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단체가 충분한 
조직적, 인적 조치를 마련한 경우,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경
우, 또는 대부분의 손해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체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 
 (2) 단체가 자유의사로 공표함으로써 단체범죄가 발견되고,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공하여 중대한 공헌을 
한 경우, 법원은 장래의 유사한 단체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단체가 충
분한 조직적, 인적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형벌을 면제할 수 있다. 
 (3)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직적, 인적 조치에 관하여 청구가 있
으면 설명,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제2항에 의한 형의 면제는, 공판의 개시가 결정된 이후에 비로소 
단체가 범행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수단을 밝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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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체벌금
 (1) 단체벌금은 일수벌금에 의하여 과하여진다. 벌금은,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최소 5일간, 최대 360일간 일할로 산정한다. 
 (2) 재판에서 일수벌금의 금액과 일수가 선고된다. 
 (3) 법원은 산정에 있어서 단체에 관련된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영
향, 단체내부 조직결함의 성질, 정도 및 기간, 유사한 행위를 피하기 
위한 단체의 예방조치, 재발위험성 및 그 행위 후 단체의 행동(특히 
손해 회복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4) 일수벌금은 단체의 수익상태에 기초하여 그 경제적 급부능력을 
고려하여 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연간수익의 1/360에 상당하는 금액
이 최소한 100유로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단체벌금은 합계가 기
업 또는 기업연합의 평균 매출액의 10% 이상을 상회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5) 수익상태와 총매출을 산정한다. 산정할 때에는 전 자연인 및 전 
법인이 경제적으로 일체가 되어 행동한 범위에서 재판 이전 3년 간 경
영연도의 전 자연인 및 전 법인의 세계적인 매출에 기초한다. 
 (6) 권리승계 단체에 대하여 단체형벌이 과하여지는 경우 형은 권리
양도 시점에서 전권리자의 경제적 급부능력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제7조 형의 선고유예
 (1) 법원은 이하의 경우 유죄를 선고하는 단체에 경고하고 벌금형을 
정하는 한편, 형의 선고를 유보할 수 있다. 
  1. 단체의 의무위반의 성질 및 정도와 결정담당자의 신용성을 고려
하여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벌금형을 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준수사항 또는 지시 내용을 선고함으로써 단체범죄가 장래에 방
지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경우
  3. 법질서의 방위가 형의 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경고 이외에 몰수 또는 사용불능을 선고할 수 있다. 유죄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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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표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8조 보호관찰 기간, 준수사항 및 지시
 (1) 법원은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한다.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을 하회할 수 없다. 
 (2) 법원은 경고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이하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
다. 
  1.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
  2. 공공시설 또는 국고의 이익에 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
  3. 장래의 유사한 단체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원이 정
한 전문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치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조직적, 
인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
 (3) 제2항 제3호에 의한 지시는 형이 선고된 단체의 동의를 얻은 경
우에만 적용된다. 형법 제59b조 및 제59c조가 준용된다. 

제9조 유죄판결의 공시
 (1) 법원은 단체범죄로 다수의 사람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유죄판결
의 공시를 명할 수 있다. 
 (2) 공표의 방법은 판결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공공위탁에서의 배제
 (1) 단체가 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범죄를 이유로 180일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범죄가 납품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과 결부된 
의무에 위반하여 행해진 때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98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공공위탁의 납품업자, 건설업자, 서비
스업자 경쟁의 응모자, 입찰자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그 단체를 
배제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 
 (2) 배제 기간은 1년을 하회할 수 없다. 최장 기간은 연방중앙범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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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부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11조 보조금에서의 배제
 (1) 단체가 고의의 위반행위를 하여 본법 제2조 제1항의 범죄를 이
유로 180일 이상의 일수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법원은 단체를 형법 제
264조에 의하여 보조금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신청된 보조금에 법률상 청구권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배제 기간은 1년을 하회할 수 없다. 최장 기간은 연방중앙범죄등
록부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12조 단체의 해산
 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범죄가 반복되고, 행위사정 및 단체조직의 
전체 평가에서 단체가 존속하고 결정담당자가 계속하고 중대한 위법성
이 있는 위반행위가 행하여질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민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Ⅱ. 제2장

단체에 대한 절차

제13조 원칙
 (1) 본법의 단체에 대한 형사절차는, 형사절차의 일반법 규정 즉 형
사소송법과 재판소구성법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준용된다. 
다만, 그 규정이 오로지 자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정하여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절차에 피해자가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단체에 관한 위반행위
를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5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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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사소송법에 의한 조치가 특정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되는 때에는 그 조치에 관계된 사람의 동의가 없어도 단체범죄를 해명
한다고 하는 입증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기초한 그 
조치가 단체에 관련된 위반행위의 해명을 위하여 명하여진 경우, 또는 
명하여져 있는 경우에서만 그 조치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상당한 
조치에 기초하여 얻어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00d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가 준용된다. 그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100i조 제2항 제2문, 제108조 제2항 및 제3항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
다. 

제14조 기소법정주의
 (1) 단체범죄의 공소제기는 검찰이 맡는다. 
 (2) 검찰은, 법률상 달리 정한 바 없으면 충분한 사실상 근거가 존재
하는 이상 소추가능한 단체범죄를 이유로 하는 기소를 할 의무를 부담
한다.
 (3) 검찰은, 본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외에서 위반행위가 행하여진 경
우 그 외국에서 이미 단체에 대하여 단체에의 영향 및 법질서의 방위
를 충분히 고려하여 확정력 있는 형이 과하여졌거나 과하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체범죄의 소추를 면제할 수 있다. 공소가 이미 
제기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의 진행 단계와 관계없
이 일시적으로 소송을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54조 제3항 내
지 제5항이 준용된다. 

제15조 법원의 관할
 (1) 단체의 소재지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의 법원에서도 관할이 있
다. 
 (2) 형사소송법 제3조가 의미하는 관련성은, 단체범죄와 단체의 업무
집행에서 단체에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정범자 또는 공범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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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있는 자의 행위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3) 단체처분의 부과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재판소구성법 제24조 제
1항 제3호에 의한 공소를 검찰관이 지방재판소에 제기하는 경우, 형사
부는 제1심 판결을 하는 재판소로서 관할을 갖는다. 재판소구성법 제
74조 제2항, 제74a조, 제74b조 및 제74c조는 단체에 관련된 위반행위
를 고려하여 준용된다. 
 (4) 상급지방재판소는, 단체에 관련된 위반행위가 상급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재판소구성법 제120조에 따라 제1심 공판과 재판
에 관한 관할을 갖는다. 

제16조 재판관의 제척
 (1) 이하에 열거된 경우 재판관은 법률에 의하여 재판관의 직무 수행
에서 제척된다. 
  1. 배우자 또는 등록비혼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관 
자신, 그 배우자 또는 등록비혼배우자와 단체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
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재판관과 직계혈족 또는 혼인관계, 3촌 이내의 방계친족 관계, 2
촌 이내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가 단체
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재판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단체의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 
임명되었거나 과거에 그랬던 경우, 단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변호하는 
권리를 갖거나 가졌던 경우
  4. 재판관이 단체의 결정담당자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던 경우
 (2) 형사소송법 제22조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및 제3호는 위반행위를 고려하여 준용된다. 

제17조 대리 및 송달
 (1) 단체는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51조에 따라 대리된다. 제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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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에 의하여 단체에 관한 위반행위 또는 부작위의 혐의가 있는 자 또
는 혐의가 있었던 자는 형사절차에서 단체를 대리할 수 없다.
 (2) 재판은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선고 또는 송달에 의하여 고지된다. 
송달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한다. 
 (3) 단체에 의하여 정해진 복수의 수령권자에 대한 송달의 경우 기간
의 산정은 최후에 송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
 (1) 단체범죄를 이유로 한 단체에 대한 절차는, 단체에 관한 위반행
위 또는 제2조 제2항이 의미하는 해태의 혐의가 있는 자도 피의자로
서 심문할 수 있다. 그러한 자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도 단체의 
변호인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부터 제136a조가 
준용된다. 
 (2) 변호인은 변호의 임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단체범죄를 이유로 
하는 단체와 단체에 관련된 위반행위 또는 제2조 제2항의 해태에 관
한 자연인을 동시에 변호할 수 있다(공통변호). 형사소송법 제146a조
가 준용된다. 
 (3) 공통변호사건은, 당해 단체와 피의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면의 
송달에 대하여는 1번의 송달로 족하다. 

제19조 필요적 변호
 (1) 단체가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단체에 관한 위반행위에 관
하여 전체 단체의 법정대리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 대리인이 없
는 때에는, 검찰국 또는 단체의 구성원의 신청에 의하여 대리인이 없
는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공소의 제기 전에
는 그 지역에 단체가 소재지 또는 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의 재
판소가 선임의 관할을 가진다. 
 (2) 특별대리인은, 절차에 관한 단체의 정규 대리인을 확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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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적절한 대리인
이 선임되면 그 임명은 종료한다. 
 (3)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제10조 제2항은 영
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 한도에서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4항 제1문이 
준용된다. 

제20조 절차보전처분
 (1) 단체가 담체범죄로 명백한 혐의를 받고 있고 특정 사실에 의거하
여 개별 사건의 사정을 평가했을 때, 결정담당자가 단체의 자산을 은
닉할 목적 또는 단체를 형사절차에서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단체의 해
산이 의도적으로 행하여졌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과거 3년간 사업
연도에서 취득한 단체의 총매출 평균의 최대 10%까지 물적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총매출은 산정할 수 있다. 
 (2) 가압류는, 재판소의 문서로 결정으로 명한다. 형사소송법 제162
조가 준용된다. 결정에서는 그것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
는 한 단체,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 단체에 관련된 위반행위의 
시간, 장소, 범죄의 법률상 요소, 적용법조, 범죄의 혐의, 가압류의 이
유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3) 단체가 공부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제1항의 사건에서 
단체의 해산 또는 합병의 등기를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결정은 
등기의 관리에 관한 관할을 가지는 법원에 통지가 되지 않으면 아니된
다. 
 (4) 형사소송법 제120조 및 제310조 제1항 제1호가 준용된다. 단체
는, 항고의 권리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된다. 
 (5) 민사소송법 제923조, 제928조, 제930조 내지 제932조 및 제934
조 제1항에 형사소송법 제111f조 제3항부터 제5호까지 준용된다. 
 (6) 집행조치는 단체가 변호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가압류된 물건을 
필요로 하는 한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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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판
 (1) 공판은, 법정대리인이 규칙에 따라 소환되고, 그 소환시 법정대
리인이 부재중이라도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된 때에는 단
체의 법정대리인이 부재 중이어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관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심문 기록은 공판에서 낭독된다. 형사소송법 제235
조가 준용된다. 
 (2) 단체의 법정대리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하여 낭독
된다. 
 (3) 부재의 법정대리인에 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 청구권을 주지 않
고 법원이 통지의 신청에 의거하여 송부할 권한을 갖는다. 
 (4) 법원은, 사실의 해명을 위하여 법정대리인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대리인이 충분한 면책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인
이 송달에 의하여 구인가능성이 표시된 소환을 받을 때에는, 대리인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단체제재의 집행
 (1) 단체제재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에서 별
도로 정하지 않는 한 사법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 제459c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파산법 제14조에 의하
여 신청을 한다.
 (3) 제12조에 의한 단체처분이 명하여지고 단체가 공부에 등기를 신
고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확정 후 그 지역 법원 등기담당부서에 단체
의 해산을 통지한다. 집행기관은 단체의 청산에 관한 관할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대하여 청산인 또는 관재인의 선임을 신청한다. 기타 다
른 절차에 대하여는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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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재의 다양화 방안

Ⅰ. 법인용 형사제재의 논의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하여는 벌금과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대응과 그 예방을 위하여 다른 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고, 법인의 해산, 영업활동의 정지, 영
업소 폐쇄, 공적 계약에서의 배제, 판결내용 공표, 보호관찰, 원상회복, 사
회봉사명령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478) 
   우선 ‘공적 계약에서의 배제’에 대하여는,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법률】 제27조의5에 의하면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없다고 하고 있고, 이는 발주를 
하는 행정청에서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재 형사 제재가 아
닌 행정 제재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에 따른 ‘조세포탈 등’의 경
우가 아닌 때에도 ‘공적 계약에서의 배제’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그러
나, ‘공적 계약’을 담당하는 행정청이 스스로 판단하여 배제 여부를 결정
하는 방법과, 형사재판부에서 이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이 
타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원상회복’ 이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서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이하의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개정하여 법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손해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점은 위 법의 개정만으로도 일단 
가능할 것이고, 비록 자연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과 같이 대부분의 사건
에서 피해액의 확정이 어렵다고 하여 기각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선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영업활동 정지 등은 현재 해당 관할 행정청에서 이를 담당하고 
478) 김재윤, 앞의 책, 5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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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법인 해산’, ‘영업 정지, 취소’ 등의 문제는, 수사 및 형사재판부
와 행정권력의 권력분립 문제나, 그 판단 기준의 상이(형벌의 목적 vs 공
익, 사익의 비교형량)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취업제한 및 인허가 금지 등’에 관하여,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479)에서 취업을 제한하고, 관허업의 허가등
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보안처분으로 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법 제3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연인이 위 제14조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1984. 1.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제정 이유480)에 
의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비위를 엄벌함과 아울러 범법자

479)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
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
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
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
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
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48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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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라고만 되어 있고, 국회회의록481)에
서는 ‘각종 비리행위자에 대하여 응분의 처벌을 함과 동시에 재산범에 대
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양하고 범죄자가 더 잘사는 잘못된 풍토를 개선
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정 이유나 회의록 내용만을 보면, 이는 보안처분적 성격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래의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규정 자체는 프랑스법이나 이
탈리아법 등에서 제재 수단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법의 해석상
으로도 보안처분의 수단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며, 위와 같이 유죄의 확
정판결을 받은 자연인을 대표 등으로 채용한 법인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
되는 것을 본다면, 이는 형벌보다는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제재규정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 의하여 이미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Ⅱ.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문제는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형법 제59조의2에 의하면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조문을 기반으로 하여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
의 문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형법 제
62조의3에 의하면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아울러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특히 2015. 12. 9.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형법에 의하면,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론상
으로는 위 규정을 통하여 법인에 대한 집행유예도 고려해 볼 수 있게 되

48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회회의록 11대 119회 1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0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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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현재의 보호관찰 제도에 의하더라도 보호관찰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에서는 특히 준법통제기준을 두고 이를 
운용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활성화된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는 검찰의 조건부 불기소결정에 법인의 보호관찰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검사가 회사의 이사진’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482) 검사의 
법인 경영 전반에 대한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483)도 많기 때문에, 이 점
에 대한 통제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법위반사실의 공표

   ‘법위반사실의 공표’의 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거
나 아니면 법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또는 법인을 
고발한 자는 그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공소장 내지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고, 이를 자신이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판례가 법인에 대한 명예훼
손을 인정하고 있어, 개인이 법인의 법위반사실 내용을 공개하기가 어려
운 상황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 판
결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아울러 선고해 줄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독점규제법에서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인정하고 있으
므로 그 법의 취지를 고려하되, 한편으로는 사죄광고의 위험성과 다른 한

482) Anthony S. Barkow and Rachel E. Barkow, 『Prosecutors in the Boardroom』, NYU 
Press, 2011. 위 책은 미국 내 연방검사가 불기소 조건으로 준법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사실
상 강제한 후 그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정기적인 보고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연방검사가 회사
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되는 꼴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83) 김재봉,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의 도입가능성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2호, 2006, 
816-817면에서는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에 대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의 우려, 사법
자원의 한계 문제, 보호관찰의 부과요건이나 준수요건의 불명확 문제, 기업보호관찰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기업내부구조의 변화를 유도하고, 징벌적·예방적 작용을 
할 수 있고, 벌금처럼 제3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으며,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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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는 무죄판결을 공시하는 취지를 참조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Ⅳ. 소결

   현행 제도에서도 이미 법인용 제재 수단이 상당히 마련되어 있다. 다
만 해당 위반행위를 규율하는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이를 다른 법률
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법인용 보안처분이라는 형태
로 총칙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다만, 입법론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현재 행정청의 규제 수단인 사정을 아울러 고
려하여 행정벌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형사제재 수단으로 편입
할 것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단기적으로는 법인에 대
한 보호관찰 논의와 법위반사실 공표를 제도화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장
기적으로 나머지 제재 수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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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결 론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다. 법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진
행된다면, 최소한 증거의견 상으로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예를 들어 실행행위자의 진술 내용 때문에 법인이 형사책임을 지
게 되는 경우라면, 법인을 대리하여 형사 재판에 출석한 대표자 입장에서
는, 그 실행행위자의 진술 부분을 부동의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사 단
계에서부터 자연인과 법인에게 변호인을 따로 선정해서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무죄추정이 당연히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 법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문제, 압수수색 영장에 법인
을 피의자로 기재하는가 또는 법인은 자연인 피의자에 대한 보관 장소로 
기재되는가, 법인 재산의 몰수 법리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가, 마지막
으로 특히 법인에 대한 ‘양형’은 어떤 기준에 의하고 있는가, 소규모 회사
에서 자연인이 대표와 법인에 대한 양벌의 경우 타당한 벌금형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법인 
양벌규정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은 1907년 형법전을 시행하기 전인 1900년에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었는데, 당시 전세계적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국가는 영미 정도
였던 점을 보면, 일본의 법인 처벌 규정은 영미법을 참고하였던 것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법인 내의 대표를 포함한 자연인을 처벌하지 않
으면서 법인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였으나, 1932년 양벌규정을 두
면서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
지 양벌규정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일본 형법 및 그 배경이 된 독
일의 이론에 의하면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위 양벌규정
에 의한 법인 처벌 규정은 법인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대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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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던 중 1940년 전후하여, 위와 같이 대위책임
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법인 내
의 모습에 주목하여 대표는 종업원의 행위를 감독해야 하며, 종업원의 법
위반행위가 생기면 위 감독을 잘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인에 대한 처
벌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감독주체
와 피감독 대상의 구분)을 통하여 법인 내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의
무라는 관념이 등장하였다. 법인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던 종래의 
견해와 위와 같이 책임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을 조율하여, ‘과실추정
설’이 등장하였고, 판례와 학설의 입장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일
본에서 종업원에 대한 감독의무 개념을 등장시킨 것을 보면 법인 내 감독
자를 찾아 그 감독자의 감독의무 위반을 고려함으로써 법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명시적으로 동일시 이론을 채택하였다고 선언한 바 
없이 현재까지 과실추정설의 입장이 견고하지만, 위 논의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일본에서도 법인의 대표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본다는 의미를 가
지는 ‘동일시 이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인의 대표가 행한 법위반행위는 법인의 법위반행위가 되고, 종업원
의 법위반행위는 법인 대표의 감독의무라는 징검다리를 통하여 대표의 행
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다시 법인의 법위반행위로 볼 수 있
는가 하는 판단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형법 및 그 모태가 된 독일법의 관점에서는, 위와 같은 
‘동일시 이론’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도그마틱 관점에서(행위능력, 책임
능력, 형벌능력 등) 비판을 받았고, 특히 책임능력과 관련한 비난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면
서, 독일법의 관점과 일본 형법이 따르고 있는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
의 입장에서,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법인 자체의 측면에서 법인의 형사책
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른바 ‘조직체 모델’의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실용적 이유’를 들면서 ‘법인 처벌의 필요성’으로 대위책
임 법리를 옹호하면서 대표기관의 행위나 종업원의 행위에 차등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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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더 나아가 법인에 상당한 주의의 항변을 허용하지 않은 방법과, 동
일시 이론을 통하여 종업원의 행위가 아니라 대표기관의 mens rea를 법
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방법 등 일종의 투트랙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데, 연방범죄를 비롯한 주요 범죄는 대위책임 법리에 따라 처리하고 있
고, 도그마틱적 비판 역시 대위책임을 지우는 연방범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하지 않고 대위책임을 지우
면서도 그 법인 내부의 대표 등 경영진을 무과실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문제까지 이론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위책임’에 의하여 법인에 
무과실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
지고 있으므로, 미국의 대위책임 법리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MPC에서 형사범에 관하여 ‘상급관리자 또는 이사
회’만을 기준으로 하면서 ‘동일시이론’에 의하여 종업원과 상급관리자 등
을 구분하였다. 더 나아가 상급관리자 등이 종업원 등에게 법위반행위의 
승인, 요구, 명령, 부주의하게 법위반행위를 용인한 경우에도 법인이 형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동일시 이론’을 채택하는 경우에 상급관리자
와 종업원이 구별되게 되며, 상급관리자의 행위는 그 자체로 법인의 행위
로 보게 되는 구조가 되므로, 결국 상급관리자가 종업원 등에게 법위반행
위의 지시 등을 하게 되면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시 등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양벌규정은 위와 같은 MPC의 입장을 참고할 필
요가 있고, 현재 법인 양벌규정에서 ‘고의’도 그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론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처벌의 근
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감독주체와 피감독자를 나누어 살
피는 견해가 등장하고 이것이 ‘과실추정설’이라는 이름으로 통설과 판례
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감독주체와 피감독자를 나누게 되면 사실 
‘동일시 이론’에 근접하게 되는 해석을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의 통설과 판례는 동일시 이론의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감독의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된 후 책임주의 관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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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부응하도록 결국 ‘과실추정설’의 입장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전히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전제를 취하였기 때문에 대표의 
행위가 법인에 귀속된다거나 법인의 행위로 동일하게 보아 법인이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
라, ‘추정되는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도 내놓지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감독의무위반이라는 과실이 존재하고 그 과실이 
추정된다고는 하나, 오히려 MPC가 행정범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대위책
임에 의하여 법인이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다만 상당한 주의의 항변을 
허용’하는 형태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법인 내에서 감독주체와 피감독자를 나누게 되면, MPC와 같이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대표기관의 관여 여부, 관여 정도 등으로 나
누어 살핀 후 대표기관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본다는 동일시 이론을 적
용하여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
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 양벌규정에 대한 통설과 판례의 태도를 따
르게 되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 툴은 보편적인 툴이 아니라, 해당 
양벌규정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툴로 남을 여지가 있으나, MPC와 같이 
해석한다면, 그 툴은 법인 처벌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법인 내 개인을 기소할 것인가, 법인 자체를 기소할 것인가, 양
자를 기소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미국 연방법무부 메모(Holder, 
Thomson, Filip, Yates 등)에서도 알 수 있듯, 자국의 상황과 범죄의 유
형 등을 이유로 그 초점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어떤 흐름이 타당한 것이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범죄의 억지와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양자를 모두 기소하여 양자를 모두 처벌하는 방법이 범죄에 대하여 효과
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양
벌규정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그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범
죄억지와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거기에 덧붙여 법인 내 대표
기관에 대한 수사 내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범죄예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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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감될 것이므로, 동일시 이론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초점을 
두면서 양벌규정을 해석함으로써 일본의 삼벌규정이나 미국의 ‘책임질 지
위에 있는 임원 이론’이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근거로 하면서 무과실로 법인
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이상 그 법인처벌의 툴
로써 대위책임을 채택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대위책임을 따르지 않기
로 한다면 남는 것은 동일시 이론과 조직체 모델의 두 가지로 한정된다. 
그런데, 법인 처벌을 툴이라는 것은 현행 양벌규정에 나타난 법인 처벌 
규정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대규모 회사와 소규모 회사, 더 나아
가 1인회사 등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표자의 법위반행위와 종업원 등의 법위반행위를 나
누어 검토하고 있는 사정을 본다면, 일응 동일시 이론을 채택하는 것이 
무리 없는 이론이라고 본다. 조직체 모델은 결국 동일시 이론이 채택하고 
있는 법인 내 자연인 특히 대표자의 행위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직모델은 ‘은폐된 동일시 이론’
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은 ‘자연인’의 범죄를 
우선 처벌하는 것으로 조문에 적시되어 있으므로, 조직모델을 양벌규정의 
해석론에서 따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결국, 대위책임은 법인에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라서 책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것으로 보이고, 조직체 모델은 그 이론 구성의 추
상성과 법인 내 자연인에 대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론인 점에서 3
가지 유형의 모델 중에서는 부득이 동일시 이론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보인다. 
   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우리의 법인 양벌규정을 살펴본다면, 양벌규정
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같은 레벨에 있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의 ‘대표자’와 ‘종업원 등’을 구분해서 
검토하게 되고, 대표자의 법위반행위는 법인의 법위반행위가 되고, 종업
원 등의 법위반행위는 대표자가 그 종업원 등의 법위반행위에 어떤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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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법인의 법위반행위로 볼 여지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동일시 이론에 의하면 법인은 대표자의 불법과 책임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다만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만 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불법, 책임과 법인의 
불법, 책임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한편, 현행 양벌규정 ‘단서’의 해석론으로도 동일시 이론이 타당한 것
으로 보인다. 양벌규정의 단서에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문언 그대로 읽는다면 ‘법인이’ 
그러한 ‘주의와 감독의무’을 부담하고, 법인 스스로 그러한 주의와 감독을 
성실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감독의무’라는 표현은 ‘감
독자/피감독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감독자가 법인이더라도 실제로는 
법인 내 자연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위 규정의 ‘법인’은 ‘법
인의 대표자(감독자)’라고 읽는 것도 가능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본다. 따라서 ‘동일시 이론’을 가지고 현행 양벌규
정의 본문과 단서 규정을 모두 해석해 낼 수 있고, 법인의 ‘고의작위범’을 
설명하기 간명하며, 형법 이론이 자연인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자연인
인 법인의 대표자를 매개로 법인 범죄를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형
법이론 측면에서도 수긍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
   다만, 감독과실의 주소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양벌규정의 문언에 따라 
‘감독’ 개념은 형법상 과실과는 별개의 ‘감독과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감독과실은 결국 민사 또는 행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형법상 과실의 
예견·회피와는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즉 ‘매우 낮은 정도의 잘못’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양벌규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는 종업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형사처벌을 회피하지 못하도
록 형법상 과실범보다도 낮은 정도의 잘못에 대하여도 법인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 구성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감독’이라는 표현은 조직체 모델 보다는 동일시 이론에 의한 
설명이 간이한 점이 있다고 본다. 다만, ‘감독과실’이 형법상 과실과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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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그 개별 법위반행위와는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감독과실’의 설정
으로 인하여 법인의 형사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문
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최근 우리 판례가 법문의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이라는 표현을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이라고 해석한다고 수차례 밝히
면서 ‘감독과실’을 형법상 과실과 근접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그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본다. 
   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법인 양벌규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도그마
틱상 여러가지 문제를 해명해 내야 하고, 특히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동일시 이론에 의하면 대표라는 자연인을 통하여 법인 범죄를 설
명하기 때문에, 자연인을 전제로 한 형법 체계에 무리없이 녹아들 수 있
다는 점이고, 사실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상
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일시 이론이 법인의 행위능력
과 책임능력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려는 이론이라는 점만으로는 그 답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 자연인과 동일한 내용
의 책임주의 관철을 요구하는 것에서는 그 해답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법인은 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대표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
가되지만, 법인 처벌규정 중 ‘업무에 관하여’라는 규범적인 평가 기준에 
의하여 ‘책임주의’ 측면에서 요구하는 ‘불법을 잘못에 상응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때문에 ‘단체형법’을 제안하는 논문이 다수 나오고 
있고, 도그마틱 측면에서는 상당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동일시 이론을 
따른다고 하여 반드시 책임주의 원칙 문제를 명쾌하게 해명해 내는 것이 
아닌 이상, 현재의 상태로는 ‘위헌’ 여부가 완전히 해명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현재 자연인을 전제로 
한 형법체계 및 이론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갖춘 이론을 정립해야 한
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상 도그마틱 상으로는 법인 처벌을 불가하다
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런데, 단체형법은 법철학적인 논의부터 새



- 272 -

형법 제8조의2 아래의 양벌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각 본조에서 정한
다.

롭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과연 언제 그 이론이 정립될 수 있을지 의문
이며,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이 이미 60년 가량 유지되어 온 사정이나, 외
국에서도 법인 처벌을 인정하는 추세로 가는 점 등을 보면, 현행 양벌규
정을 모두 위헌이라고 하면서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
다. 따라서 ‘단체형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 법인 양벌규정을 ‘합헌’이
라고 전제하면서 그 책임주의 요청에 상응하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 이
외에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현행 법인 양벌규정을 위헌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해석한다면, 
현행 양벌규정 중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중요한 문구를 모두 참조하고, 
미국 MPC의 조문도 고려하여 양벌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
업원에 대한 양벌규정에, “허가, 명령, 요구, 수행, 경솔하게 용인”과 같은 
개념을 보충하고, 헌법재판소도 여러 결정에서 묵인, 방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법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요건을 추가해야 
하며, ‘동일시 이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의 행위로 보아’라고 적
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처벌규정과 자연인 처벌규정을 
분리하고, 법인 처벌규정도 대표자의 법위반행위와 종업원 등의 법위반행
위 규정을 분리해야 하며, 각각 벌금형의 상한을 따로 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 특히 현재 500여개 정도의 법률에 양벌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
다수의 양벌규정은 그 조문 내용이 동일하고, 동일하지 않은 나머지 양벌
규정도 대부분의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론과 같이 해석되고 있으므로, 양
벌규정이 통일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양벌규
정의 공통된 모습은 이제 형법총론에 두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벌규정을 형법 제8조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는 방법을 넘어, 형법 제8조
의2에 통일된 양벌규정의 포맷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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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00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대표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인이 그 위반행
위를 한 것으로 보아 법인을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
원에게 제00조의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 명령, 요구, 승인, 부주의하
게 용인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법인을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모습이 구비된 후, 그 정비된 양벌규정 조문의 형식으로 ‘형법
전’의 범죄에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인 양벌규정에 의하여 실무를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법인이 합병된 경우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의하여 일단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
서 위 규정에 의한다면, 일단 법인이 재판 중이라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
기 위하여 법인을 해산하거나 하는 등 법인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
면 법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병을 통하여 법인이 더 이
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어떠한지 문제가 된다. 이 점에 대하
여 판례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
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
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위와 같이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양벌규정을 통하여 법인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정, 법인이 벌금을 납부
하지 않기 위한 의도에서 합병을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잠탈할 우려가 있
는 점,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회사가 망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따
라서 위 규정은 자연인의 사망과 같은 경우를 상정할 뿐이라고 해석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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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있는 점, 형사처벌은 일신전속적이기는 하나, 합병과 같이 권리, 의
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는 자연인의 일신전속적이라는 것과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을 본다면, 위 판례의 입장이 반드시 타당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인수자인 
후행회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가, 고용을 승계하였는가, 동일
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가, 임원진과 주주가 동일한가, 선행회사의 승계
자로 행세하였는가 등의 요소를 검토하여 후행회사인 인수자가 형사책임
을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며, 독일에서는, 단체관련 위반행
위 또는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미 기소된 단체
가 기존의 단체를 해소하고 그 경제적 동일성과 단일성을 유지한채 분할, 
합병을 통하여 설립된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베스트팔렌 州 법안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
법례를 참고한다면, 반드시 위 판례와 같은 결론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인 내 자연인에 대한 벌금에 대하여 법인이 이를 대납한다거나, 법
인이 자연인에게 이를 구상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부도 문제된다. 당연히 
안되는 것으로 여겨지나, 미국의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 
1984)에 의하면, 법인이 대표나 직원에게 배상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州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
한 州법 중 하나가 델라웨어 회사법이다. 델라웨어의 회사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가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직원이 선의로 행위하였다고 이사회가 결정한 경우,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닌 경우, 그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인식하였
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를 참고하여,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납 및 구상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인 자체가 조사를 받거나 수사기관, 법원에 출석할 수는 없는 것이
므로, 법인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법인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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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출석해야 한다. 다만, 법인 내 자연인 법위반행위자와 법인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으므로, 자연인 법위반행위자가 아닌 사람 중에
서 법인을 위한 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법에는 이 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실무상으로 법인 내 종
업원의 법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종업원이 본조에 의한 피의자가 되면
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게 될 경우에도 그 종업원이 법인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점을 미리 방지
하기 위하여 당해 사건으로 피의자가 될 자연인을 법인의 대리인으로 하
는 것을 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조치가 된 후, 법인을 
대리하는 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게 바람직하며, 그 대리인은 법
인 피고인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그 대리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를 인정해야 하고, 더 나아가 국선변호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법위반행위를 한 종업원과 법인이 상호 이해관계가 달라질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인의 대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인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법인의 
대리인과 종업원은 공동피고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해당 법
률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규범의 실질은 양자가 동일한 것이고, 그 금지규
범에 양자의 기여가 있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리인에 대한 진술조서와 종
업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 대한 증거
인부를 참고하여 경찰 단계의 서류라면 상호 ‘내용부인 취지의 부동의’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종업원에 대한 구성요건과 법인에 대한 
구성요건이 상이하므로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호 ‘부동의’
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동일시이론에 의하더라
도 법인은 자기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불법은 자연인인 종업원의 불
법과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종업원의 법위반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대표의 법위반행위가 문
제될 경우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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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과 법위반행위자인 자연인이 피의자, 피고인이 
되므로, 고소 역시 법인과 그 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그런
데, 동일시 이론에 의하면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는 같이 취급하게 될 것
이므로, 법인에 대한 고소 대신 법인의 대표에 대한 고소가 있다면 이를 
법인에 대한 고소로 보아 친고죄의 ‘안 날로부터 6개월’ 요건을 갖춘 것
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소의 주관
적 불가분의 원칙’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데, 종업원의 법위반행위
가 문제될 경우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
이고, 대표의 법위반행위가 문제될 경우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
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판례 중에서 ‘법인이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이는 법인의 사용인이 
공모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준 판례가 있다. 동일시 이론에 의
한다면, 결국 사용인이나 종업원 등의 공모만으로는 법인이 공범의 죄책
을 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의 공모에 대하여 법
인의 대표가 지시 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도 묵인한 것인
지 등 대표와 그 실행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법인이 공동정
범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법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법인의 대표에게 그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
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이 직접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
고, 결국 법인 내 대표자의 관여 여부에 따라 법인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일시 이론에 의하면 법인이 자수감경을 받기 위하여는, 법인의 대표
자가 자수한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공소시효의 문제에 대하여는, 법인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기
소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 내 자연인에 대한 기
소만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법인에 대한 기소 시점으로 파악하여 법인에 대
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법인에 대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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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벌금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5년의 공소
시효가 적용될 것인데, 대표자에 대한 기소가 된 경우와 종업원에 대한 
기소가 된 경우를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종업원에 대한 
기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곧바로 법인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
로, 종업원에 대한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시효는 진행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5년 경과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가 기소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법위반행위
에 대하여 법인이 면책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
우에는 법인 대표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기소로서 법인에 대한 시효는 진
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5년이 경과된 경우라도 법인
의 대표가 처벌을 받았다면 법인 역시 그 후에도 기소가 되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점은, 법인과 법인 내 자연인은 별개이고 법인은 
자기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상당한 의문이 있을 수 있
으나, 동일시 이론에 의하여 파악하는 이상 이러한 결론은 불가피한 것으
로 보인다. 
   한편 현재의 ‘벌금형’ 이외의 제재 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검토해야 하는데, ‘법위반사실의 공표’ 나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문제
는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법위반사
실의 공표명령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만으로써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형사재판에서도 법위반
사실의 공표와 같은 선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법인에 대한 범죄능력이 당연히 인정됨을 전
제로 하는 것으로, 현행 양벌규정의 법인 처벌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범죄
능력은 긍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형법 개정이 되면서 벌금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으므로, 그 집행유예게 부가하여 행하는 보
호관찰을 참조하여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을 부과할 가능성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도 조속한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미
국에서 연방검찰이 회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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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개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법
인에 대한 ‘기소유예’를 하면서 법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과도한 조건을 
부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이 점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기준
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외 공적 계약에서의 배제나 취업제한·인허가금지 등은 현재 시행되
는 법률에 의하더라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법인 전반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타 
‘법인 해산’, ‘영업 정지, 취소’ 등의 문제도 수사 및 형사재판부와 행정권
력의 권력분립 문제나, 그 판단 기준의 상이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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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Joint Penal Provisions for the 

Juridical Persons

Soonuk Lee

Law, Criminal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Korean joint penal provisions which assign criminal 
liability on a juridical persons.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e joint penal provision as unconstitutional for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nearly 500 joint penal provisions were 
revised into a mostly identical form, and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revised provisions are constitutional.
   Nevertheless, even the revised joint penal provision has the 
following shortcomings. Although the problem of it being impossible 
to interpret the joint penal provision as a regulation stipu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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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 without fault has been resolved, how a juridical person can 
assume liability with fault was left unexplained. This issue cannot be 
resolved without examining the following three standards: the 
vicarious liability approach, identification theory and the structural 
model (self-identity model).
   The vicarious liability approach is a difficult option to adopt, as it 
eventually assigns liability without fault to a juridical person. The 
structural model (self-identity model), which proposes to admit the 
negligence or recklessness of a juridical person, without the natural 
person as the mediator, is also difficult to adopt because it is 
difficult to specify the cases which are classified as “purposely” and 
“knowingly” and consider the faults of a juridical person while 
excluding the natural person. Therefore, the identification theory 
becomes the only viable option.
   According to the identification theory, when a representative 
performs a violation him/herself or when a representative authorizes, 
requests, commands, or tolerates his/her employee to commit a 
violation, the criminal liability is assigned on a juridical person 
associated with the representative. Such standard is stipulated in the 
U.S. Model Penal Code and can also be applied to the Korean joint 
penal provisions.
   The regulation form of the Korean joint penal provision seemingly 
suggests that the defendant should prove that he/she is without fault, 
but this should be proven by the prosecutor,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burden of proof. Moreover, the Korean joint penal provision 
expresses only the due diligence and supervising responsi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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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mingly that a juridical person is imposed with the criminal liability 
only of the negligence and recklessness against criminal law. The 
“purposely” and “knowingly” of the juridical person, however, is 
merely omitted in the joint penal provision, and it does not stipulate 
that the “purposely” and “knowingly” of a juridical person cannot be 
accepted. By adopting the identification theory, the “purposely” and 
“knowingly” of a juridical person can be accepted through the 
“purposely” and “knowingly” of the representative, therefore explaining 
what is omitted in the Korean joint penal provision.
   This interpretation can provide a standard to the long drawn 
discussion of whether a juridical person can commit crimes, and 
present evidence on whether the criminal fine for juristic person can 
be raised. 
   Nevertheless, even the identification theory cannot solve issues 
such as the double punishment problem between a natural person and 
a juridical person and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concerning a 
juridical person.
   In conclusion, the current joint penal provision in Korea should be 
interpreted through the identification theory. However, since the 
subject of the criminal law is a natural person, the dogmatic problem 
of assigning criminal sanction against a juridical person should be 
recognized, and in the long term, a fundamental and philosophical 
discussion on whether criminal sanction can be imposed on an ‘entity’ 
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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