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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법인의 양벌규정 문제에 관한 연구의 역사는 오래 됐다. 아마 개인이 어떤 

단체를 설립하여 개인과 다른 행위주체로의 인격을 부여하기 시작한 때로

부터 지속되어 왔을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해 연구는 지속해서 논란의 중심

에 서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렇다 할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고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17세기 이래로 법인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존재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1)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주장이든 그 근저

에 있어서는 결국 다 유사한 주장 같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각자 스스로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법

인의 양벌규정 문제는 쉽사리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해결이 

되려면 앞으로 몇 백 년의 연구가 필요할지 모른다. 거기에 초석을 놓겠다

는 마음가짐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다. 

 법인의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논할 때 자연인을 빼고 관념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법인의 형사책임

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천착해 보아야 한다. 법인 자체의 고의와 과실이란 

게 있을 수 있는가? 법인의 형사책임이라는 건 법인의 형사책임 자체를 일

컫는 것인데, 법인의 형사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자연인을 빼고 관념하기는 

1) Gabriel Hallevy, “THE CRIMIN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TITIES - FROM SCIENCE FICTION TO LEGAL SOCIAL 
CONTROL”, 4 Akron Intell. Prop. J. 171, The University of Akron, 
School of Law, 201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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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해법을 제시하고 나름의 분석을 하였지만 해결책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았다. 

 독일 베스트팔렌 주(州)에서는 주(州)법으로 법인자체의 형사책임 관련 입

법을 하긴 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자연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과연 성공적이었는지는 미지수이다. 법인의 형사책임은 자연인을 빼고서는 

관념화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인 관념이었다. 이러한 순환 고리를 

깨고 법인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이론화작업이 

필요하다. 법인의 양벌규정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비니(Friedrich 

Karl von Savigny)의 로마법연구로 돌아가서 법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법

인본질론을 연구하고, 민법을 연구하고, 로마시대의 법인은 무엇이었는지 

연구를 하는 단계까지 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의 

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법인의 성질을 규명하고 기존의 형사법체

계에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말이다.

 법인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문제는 흥미롭고 현실적인 주제이고 중요한 주

제이고 시사적인 주제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비교법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

다. 그렇기에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검토를 여러 방면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근간에는 법인에 의해 각종 사건사고들이 터지고 그에 대한 법인의 처벌 

방법과 수위에 대한 고심도 있었고 행위주체인 자연인은 어떻게 처벌할 것

인가에 대한 이슈화될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다. 옥시 가습기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세월호 사건 때문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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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법인에 의해 사회적 피해를 입은 사건들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없지 않

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에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와 이론적 근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법인 처벌은 해외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수위와 점차

로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 같은 국가에서는 더 조심을 기울이고 다소 약

한 처벌을 부과 받을 것 같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조심하는 경향도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최근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켰

던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각국의 처벌 수위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폭스바겐사는 미국에서는 책임을 순순히 인정한 뒤 18조원에 달하는 배상

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는 소송을 벌이면 법인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지한 폭스바겐사가 사전에 합의안을 내놓은 것이었

다. 하지만 폭스바겐사가 한국에서는 적반하장격으로 대한민국 환경부의 행

정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방침까지 발표하였다.2) 

 법인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될 수도 있다. 세계화

의 진전으로 인해 세계는 점점 열리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의 처벌 사례와 

국내에서의 처벌 사례가 지나치게 동떨어진다면 다국적기업이 이러한 지역

적 상황을 악용할 여지를 가질 수 있다.

2) 2016년 7월 12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http://m.hani.co.kr/arti/economy/car/752001.html#cb  (2017. 12. 10. 

최종검색) 

http://m.hani.co.kr/arti/economy/car/752001.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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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든 근거를 만들어서 법인을 처벌해

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법인 처벌

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법인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론적 뒷받침도 쉽

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에서 타협을 엉성하게 하는 식으로 처벌을 하고 있

는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론적인 정당성에만 천착하면서 처벌을 미룰 수

만은 없고 무엇인가 대책을 내놓긴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래의 연구자들에 의해 몇 가지 방법론이 도출된 바가 있다. 그러한 시도

들이 100% 이론적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 있지는 않지만 그나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걸 얼기설기 해볼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최소한 그 

한계를 모르고 맞는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해석이자 방법론이다. 

 법인을 형사처벌 함에 있어서 미국은 책임주의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대위

책임이론으로 처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온 

200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법인 양벌규정에 대한 논의 양상에 비해 그 

이후의 법인 양벌규정에 대한 논의양상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되었다. 왜냐하

면 형사실무나 형사이론 모두에 있어서 법인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양벌규정

에 관한 논의는 그만큼 시사적이고 비중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법인의 양벌규정 연구 자체의 뿌리는 기본적

으로 형사정책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형법 도그마틱적인 부분에 기초한 영

역으로 판단하며 논의를 전개하였다. 실제로 형법총론 부분에 법인 양벌규

정에 관한 내용이 편제돼 있기도 한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의 형사책



- v -

임도 형법총칙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형사정책적인 필요성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공론화한 뒤 입법방침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한층 더 진일보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진일보한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형사정책적인 입장까지 아우르며 장기비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갖출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고 이론적 타당성을 갖추

는 것이 불가능하면 이론에는 맞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되 형사정책적 필요

에 의해 법인을 처벌해야만 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법인 형사처벌을 굳이 

형법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지 형법 밖에서 해결하면 될지 여부를 논의하고, 

만약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 기존 형법전 안으로 들여오면 될지 아니면 

새로운 형법을 만들지에 대한 것까지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어차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적지 않기에 백인백

색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주장에는 법인이란 형사법적으

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에 대한 설명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법인 양벌규정에 대해 다루기에 앞서 무엇보다 법인이란 무엇인

지 그리고 법인의 형사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과 수

형능력은 어떻게 되고 양벌규정과 어떻게 연계성을 갖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결되어 있다. 또한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하

였으며 법인 처벌의 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다. 사실 법인 처벌의 툴에 

대한 분석이 결국 법인형사처벌을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이 

되므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어떤 모델을 택하는 것이 더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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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바람직한 법

인형사처벌 모델 선택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결론까지 도출해 

보았다.

 논문에서는 기업이라는 단어와 법인이라는 단어를 혼용했다. 법인 또는 법

인 아닌 단체 등의 개념도 기업 또는 법인의 개념과 큰 구별 없이 사용했

다. 기업에는 법인이 아닌 기업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인과 기업의 교집

합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시이론, 동일성이론, 동일성원칙, 동일시원칙 등 및 조직체모델 

조직이론 조직모델, 독립모델 등 외국의 개념을 번역한 용어들에 있어서는 

다소의 혼용을 허했다. 실제로 용어들은 혼재되어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규준, 기준, 규범 및 업무주, 업주, 대표자, 경영진 등 용어 간에 조금씩 달

라지는 것들이 있으나 이 부분은 많은 교과서들이나 논문들에서 서로 혼용

하고 있기에 굳이 통일하지는 않았다. 전체적인 체계나 논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mens rea 또한 범의원칙, 주관적 요건 등으로 혼용했다. 

주요어 : 양벌규정, 법인 범죄능력, 법인 형벌능력, 동일시이론, 조직모델, 

대위책임, 도그마틱, 법인처벌, 법인형사책임, 조직체모델, 독립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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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되게 만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가 2016년 12월부터 국회에서 열렸다. 기업이 권력에 굴종하였고 전

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은 정황까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

게 되었다.1) 의문투성이인 허가과정과 회의록 날조 여부도 문제시 됐다.2) 

재벌그룹에 의한 정경유착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청

문회에서 나왔으며, 기업총수들은 경솔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반

성의 취지로 답변을 했다.3) 청문회에서는 기업 총수에게 경영에서 손을 떼

라는 주문도 있었으며,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경영을 맡길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다.4) 그런데 과연 실질적인 대주주 혹은 기업지배자 대신에 고용된 자

가 법인 대표가 되면 지금과 양상이 사뭇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

문이 들 수 있다. 법인에 의한 범죄행위의 사슬을 끊으려면 법인대표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법인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구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1) 2016년 10월 31일자 중앙일보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0803300 (2016. 12. 10. 최종검색) 
2) 2016년 11월 20일자 한국일보 기사.
   http://www.hankookilbo.com/v/f74f9fff8cff4374b72b37ddd4469c40 (2016.  

12. 10. 최종검색) 
3) 2016년 12월 6일자 경향신문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6112201

1  (2016. 12. 10. 최종검색) 
4) 2016년 12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6/2016120601837.html 

(2016. 12. 10. 최종검색) 

http://news.joins.com/article/20803300
http://www.hankookilbo.com/v/f74f9fff8cff4374b72b37ddd4469c4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6112201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6/20161206018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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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시점이다. 

 몇 년 전의 영국 옥시 회사로 인한 피해5)나 소위 세월호 사건 발생 등으

로 인하여 한국에서도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 형법에 의하면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생명형이나 

자유형 처벌을 할 수 없는 등 특수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인을 

과연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즉 처벌능력(또는 

책임능력)에 대한 논의도 형법의 역사만큼 오랫동안 논쟁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가령 세월호 사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의 판결인 ‘광주지방법

원 2014.11.11. 선고 2014고합180, 2014고합384(병합)’에서는 법인에게 해

양환경관리법 제130조에 따라 기름 유출에 대한 과실에 대한 죄를 물어 법

인 자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법인 양벌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위 판결이 법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기업이 기름유출과실 같은 사소한 사고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되고 개인만 중죄처벌을 받도록 판결이 나오게 되니 이

로 인해 법인은 생명침해를 야기하는 막대한 잘못을 범하더라도 형사적 책

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위험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정책적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하루빨리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 견해의 요점이다.6) 

 법인이 잘못을 하게 되면 개인을 처벌하는 것 이외에 법인도 처벌해야 한

5) 2016년 4월 13일자 허핑턴포스트 기사.
   http://www.huffingtonpost.kr/2016/04/13/story_n_9677738.html (2016. 

12. 10. 최종검색) 
6) 김성룡·권창국, “외국의 기업책임법제 및 도입가능성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14), 사단법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면 각주.

http://www.huffingtonpost.kr/2016/04/13/story_n_96777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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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바이다. 또한 그 처벌에 대한 입법이 적절히 이

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법이 늦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입법을 해야 할 것이고 입법을 함에 있어

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입법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은 어느 정도 갖

춰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리고 과연 법인형사처벌에 

있어서 이론적 타당성에 맞는 입법이 가능한지도 고민해봄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이 개입될 때에는 민사 불법이나 행정법적 제재보다는 

더 엄중한 잣대가 드리워져야하기 때문이다. 형법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

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영미 쪽에서

는 민사 불법과 형사 불법의 구별 자체가 모호해지는 추세이지만 말이다. 

형법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

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최근의 양벌규정 처벌과 관련하여 소위 세월호 사건 판결

에서는 개인만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법인인 청해진해운 주식회사도 벌금

형에 처해졌다.7) 그런데 자연인들은 징역형을 부과 받았지만 법인은 고작 

1천만 원만 선고 받는데 그치고 말았다. 많은 인명피해 결과를 야기한 법

인을 고작 1천만 원 벌금형으로 처리했다는 점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

아냈다. 304명의 인명을 앗아간 기업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고작 1천

7)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
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
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
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
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
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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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의 벌금만 내면 된다는 것은 유사한 동종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토

양을 마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세월호 제1심 판결에서 청해진해운 앞으로 선고된 1천만 원이라는 벌금은 

승객들이 사망한 데에 상응하는 책임으로 부과된 것이라기보다는 해양환경

관리법 제130조(양벌규정) 본문,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

여,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 

세월호 제1심 판결에서 이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청해진해운을 승객의 

사망에 대한 혐의로 공소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의‘불고불

리의 원칙(nemo iudex sine actore)’에 따라 법원은 청해진해운이라는 법

인에게 승객의 사망에 관한 책임은 전혀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에서 책임져야 할 입장에 있는 자는 선장이나 선원이라기보다는 법인

인 청해진해운인데도 형사법에서 법인에 대한 범죄능력을 긍정하지 않아 

범죄자임이 분명한 법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못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

법적으로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

법규에서 양벌규정으로 행위자 외에 법인까지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으로 정

해놓지 않았을 때에는 법인에게 형법적으로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견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형법제도를 전격적으

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러한 유사 사고들이 연달아 일어나더라도 유관 법인

에 대한 공소제기는 불가하고 그러한 법인은 여전히 형법적 책임에서 자유

롭게 되거나 설령 양벌규정상 처벌을 부과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에게 실질

적으로 위하효과를 가져올 만큼의 많은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본

다.8) 

8) 김재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100호, 2014·겨울), 3면.



- 5 -

 우리나라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기에 범죄자인 기업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므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의 양벌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였다. 이러한 상

태는 사실상 법인처벌을 함에 있어 사법적으로는 실패한 상태이므로 실패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인 법인을 형벌로서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

다는 입장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는 청해진해운에 벌금 1천만 원을 부여

하였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했지만 고등법원에서 기각을 당하

였다.9) 결국 수많은 생명피해를 입힌 법인에 대한 처벌은 벌금 1천만 원으

로 종결이 된 것이다.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항

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는 

통상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의 상고는 기각되어 세월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종료되었고 자연인에게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10)를 적용하

9) 광주고등법원 2015.04.28. 선고 2014노490 판결[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

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

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
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
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
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
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10)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살인(①피고인1에대하
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
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
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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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그쳤다. 그리고 우리 형법상으로는 법인을 직접적이고도 강하게 처벌

할 수는 없기에 정작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죄책을 묻지 못하고 

기름유출책임만 묻고 말았다.

 

 그렇다면 과연 굳이 법인을 살인죄 등의 죄목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해 애

써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어봄직하다. 법인을 형사처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자연인만 처벌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가? 만약 법인을 처벌하더

라도 형사제재가 아닌 다른 행정적 제재만으로 끝내면 되는 건 아닐까? 등

등의 의문 말이다.

 법인을 처벌하는 방법에 있어서 작은 벌금형에 처할지라도 꼭 그 기업을 

범죄자로 낙인을 찍은 뒤 벌금형이라는 수단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법인을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 공

감하지 못할 바 없기도 하다. 

 과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형사벌금이 선

고되는 것이 법인에게 범죄의 죄책을 제대로 묻는 측면에서 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렵다면, 차라리 과태료로 수십 억 수백 억 원 이상의 

많은 액수를 부과해 버리는 게 더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긴 할 것이다. 많은 액수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 보다 정의에 부합한다

면 말이다. 과태료로 처벌하게 되면 벌금액 제한과 같은 한정된 액수 제한

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형벌의 부과가 과태료부과보다 

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
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
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
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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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제약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피해를 야기한 법인에게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법인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

로 큰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굳이 형벌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로 

기업을 파산직전까지 만들어서 제거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보상

이 되는 쪽으로 법제를 바꾸는 방법도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어쨌든 법인에게 꼭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만이 타당한 해

결법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법인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이에 대

한 해답을 위해서 법인의 행위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법인의 범죄능력/형벌

능력/양벌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강구해 내

는 것은 절실하고 필요불가결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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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고에서는 법인의 형사처벌에 대해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았고, 세

계 각국의 법인 양벌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측면에서 고찰도 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뤄지는 학설의 대립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국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연구하고 필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해결

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문의 흐름을 진행하였다. 

 

 논문을 쓰면서 법인처벌의 툴에 대해 각 툴의 관점에서 다른 툴을 바라보

는 작업을 교차 반복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한 입장에 치우쳐 오류를 

범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소 정형화된 사고구조

에서 탈피하여 복잡한 논의 전개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야만 진정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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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법인처벌 상황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제1절  대륙법계

 

 로마법 이후로 대륙법계 쪽에서는 단체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Societas 

delinquere non protest)와 같은 원칙이 원용되어 왔다. 그러나 중세시대

의 이탈리아법 또는 게르만법에서 교회 같은 단체에 대한 가벌성을 인정하

였으나 18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창궐하던 개인주의적 형법사상은 법인의 

범죄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포이에르바흐(Feuerbach)가 개인 책임 

원칙을 원용하여 단체는 범죄행위능력이 없다고 한 후로 지금까지 독일에

서의 통설적 입장은 법인이 행위능력을 지니지 못하므로 형사책임을 부정

해야 한다고 한다. 법인에게 책임능력이 없는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11)

 OECD에서는 뇌물방지협약을 통해 뇌물죄 같은 경우에 법인형사처벌을 하

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 중 모든 범죄에 

대해서 법인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입법례도 있다. 모든 범죄가 아니라 열

거한 일부의 범죄에 대해서만 법인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입법례에서는 부

패 관련 범죄, 테러 범죄, 뇌물죄, 경제범죄,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에 대

하여 법인형사처벌을 하고 있다.12)

11)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보정판)』, 박영사, 91-92면.
12) 김호기, “법인살인죄에 관한 검토”, 국회간담회 자료집 (201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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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미법계

 현재 영미법계에서는 법인을 광범위한 범위까지 처벌하고 있다. 법인 불

처벌에 관한 로마법에서의 원칙이 영미법계에서도 인정되어 오다가, 

Misfeasance(불법행위) 또는 Nonfeasance(의무불이행)에도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는 판결이 있은 후로 이론이 발전하여 Misfeasance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이론이 정립되었고 현재에는 법인에게 명예훼손(Libel)에 대한 책

임 같은 유형도 인정하고 있다.13)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용자책임(대위책임) 이론에 바탕을 

두고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인 엄격책임 범죄에 대해 법인

의 형사책임을 광범위하게 긍정해 오고 있다. 주관적 요건을 필요치 않는 

엄격책임 범죄 이외의 전통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인 형사책임을 긍정할 것

인지 여부 및 긍정한다면 어떤 이론을 내세워 긍정할 것인지 문제와 관련

하여 보통법 국가들 간에도 입장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사용자책임 

이론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법인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발전해 갔다.14)

13) 유기천, 『개정형법학 총론강의(영인본초판)』, 법문사, 108면 각주 215.
14) 김호기, 앞의 간담회 자료집,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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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한민국 

 전통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을 부정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이었

다. 그러나 경제형법 또는 환경형법 같은 행정형법에 있어서 법인 처벌에 

대한 범위가 커지는 측면이 있으니 법인의 형사책임 문제에 있어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다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생겨나고 있다.15) 

15)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보정판)』, 박영사,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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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법인처벌 상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장  서론

 국내의 양벌규정을 논하기에 앞서 외국에서 논의되는 상황을 살펴보는 것

은 흐름을 파악하고 논의의 폭과 깊이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

다.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체계는 외국의 양벌규정 체계에서 계수된 논의양

상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양벌규정에 큰 영향

을 미치는 해외 각국의 등의 법인형사처벌 관련 제반 사항을 제시했다.

 법인처벌 법체계에는 비교법적으로 두 유형이 있다. 대륙법계 유형과 영미

법계 유형이 바로 그것인데,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에 관해서 영미법계

와 대륙법계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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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영미법계

 영미법계에서는 법인 범죄능력을 인정하는데 이것은 영미법계의 형법관이 

실용주의(Pragmatism)에 기반하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인을 처벌하는 형식이다.16)  

 20세기 후반부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과정에서 생

명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corporate manslaughter라는 법률로 법인을 

처벌해왔다. 이를 번역하면 기업살인죄, 기업고살죄, 법인살인죄 등으로 직

역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corporate에는 법인 뿐 아니라 단체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indentification principle에 의해 법인에 

대해 책임을 물었는데 우리말로 동일시이론으로 번역되는 이 개념은 1944

년 이후로 영국 법원에 의해 창설된 이래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법인대표자가 살인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될 때 법인이 살인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법인도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

을 살인죄로 처벌하려고 하는 데에는 법인대표자가 살인죄를 범했다는 고

의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법인대표자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쉽지 않

아 법인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법인에 의

해 야기되는 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 동일시이론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종속모델의 단점의 고리를 

끊고 독립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17)

16)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전정2판)』, 삼영사, 106면.
17) 김호기,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 - ”, (2010, 봄), 형사법연구,  306-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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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1900년대 초반 이후로 형사법에도 민사법의 원리

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에서는 법인의 몇몇 

범죄에 있어서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원칙을 적용하고, 그 몇몇 범죄

보다 중한 범죄들에는 과실책임을 인정한다. 또한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보다 훨씬 광범위한 범위까지 법인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주(州)도 있

다.18)

I. 실용주의에 무릎 꿇은 형사이론

 미국이 형사법에 대해 취하는 접근방법은 실용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에게 형법적 제재를 가할 때의 미국에서의 입법 경향은 손해가 

실제로 생기기 전에 처벌을 하는 것과, 법익침해의 결과나 그 구체적 위험

성에 관한 처벌규정을 추상적 위험 처벌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나, 행정법상

의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형사적 제재를 원용하거

나, 상징적 형법을 입법화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위책임을 통해

서 법인형사책임을 긍정하는 접근방법 또한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비

롯된 것으로써 누군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이런 대위책임에 관한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정립한 것은 아니지만 대위책임을 통해서 법인형사책

임을 긍정하는 접근방법은 미국에서는 이미 확립이 되었으며 확립과정에서 

이론적 정당화작업이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법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법률상으로만 사람으로 존재하며 법인의 기관을 통하여서 

18) 오영근, 『형법총론(제3판)』, 박영사,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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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인의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형법적 책임을 부과 받

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법인 처벌을 통해서 일반 국민은 법인의 범죄로

부터 광범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인하여 대위책임이론이 정

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형사처벌 외에도 형사법의 확장은 생명 과학 

관련한 기술 및 환경 관련된 문제점 등에 있어서 다채로운 형태를 띠며 발

전하고 있는데 독일의 전통 형법 이론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나, 현대 사회가 위험사회이기 때문에 형사이론이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

다. 형사법이 사전에 미리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사회의 여론

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러한 미국민의 여론에 근거한 입법의 경향을 형

사이론을 통해 전환시킬 만큼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다.19)

II. 미국에서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연혁

1. 18세기 이전의 미국 

 미국에서도 Common Law 상으로는 법인이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유죄판결 개념 자체가 생소하였다. 그 

이유는 법인이 법적인 실체이더라도 사람(person)이 아니고, 육체를 갖지 

않기에 범죄행위를 행할 수 없으며 유죄의 판결을 받을 때에도 징역형을 

받을 수 없는데다가 범죄의사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20)

19) 최준혁, “독일법이 한국에 미친 영향”,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2011. 11), 인하대학교 출판부, 207-208면.

20) 지유미,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미국법제의 검토”,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2013. 9.),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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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세기 이후의 미국

 법인이 많이 생겨난 19세기에는 법인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커먼로상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은 유지가 불가능하여 법인의 non        

feasance(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인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공도불개통죄 등에서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났다. 공도불개통죄는 법인

이 공공교량 또는 공공도로를 개설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

에 법인에게 부과된 형사책임이다. 그런데 커먼로 상에서 이렇게 의무불이

행에 대해 법인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때 법인범죄능력불인정이 문제되지 

않았던 이유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법인에게는 mens rea(주관적 요건)이 

성립요건으로 필요하지 않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법인의 범죄의사는 문제시 되지 않았고 또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벌금

형으로 다뤘기 때문에 징역형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다.

 의무불이행에만 법인형사책임이 인정되다가 후에는 malfeasance(불완전이

행)까지 형사책임이 인정되게 되었는데 이는 nonfeasance와 malfeasance사

이의 본질적 차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따라서 

고의를 요소로 하지 않는 법인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이 개입될 수 

있게 되었다.21)

3. 고의범에까지 확장된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범죄능력은 고의범까지 확장되게 되었는데 New York Central R. 

Co. v. United States 판결22)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공복리와 관련된 

법인의 침해가 아닌 고의범죄에까지 법인이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

21) 지유미, 앞의 논문, 217-218면. 
22) New York Central R. Co. v. United States 212 U.S. 48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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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판결을 통해서 연방대법원이 Common Law 상 인정되던 사용자책임원

리를 형법에까지 끌어들이게 되었는데 이는 다분히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

된 것이었고 이렇게 사용자책임원리에 기인한 법인형사처벌에 대한 기준은 

Model Penal Code로 불리는 모범형법전에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23) 

New York Central & Hudson River Railroad Co. v. United States 판

결을 통해 법인이 인간과 같은 정치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

다.24)

4. 현재의 미국에서의 법인 처벌 실례

 미국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위법행위나 위법 행위에는 책임을 진다. 연방

범죄는 4천여 개가 있고, 일부 주에서는 실정법으로 법인형사처벌을 명문

화해가는 추세이다.25) 

 미연방법 상 Pfizer라는 제약회사가 2009년에 13억불 벌금을 선고 받았는

데 진통제인 Bextra의 불법유통에 대한 책임이었고 같은 해에 UBS AG라

는 스위스 은행은 7억8천불의 벌금을 미국에 내게 되었으며 같은 해 Eli 

Lilly & Company사는 합계 6억불 이상의 몰수형과 벌금형을 언도받았다. 

한 해 앞선 2008년에는 독일의 지멘스사가 4억5천불의 벌금을 낸 바 있는

데 이렇게 법인의 벌금액이 높아지는 현재 미국의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미

국은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작지 않은  

편이다.26)   

23) 지유미, 앞의 논문, 215면.  
24) 정준식, “법인격,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소로움”, 마인드더갭퍼블리싱,     

 2016. 5.
25) Nanda,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Is a New    

 Approach Warranted?”, in: Pieth/Ivory(ed.),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63면. 

26) 김성룡·권창국, 앞의 보고서, 42면.



- 18 -

5. 법인 형사책임 두 가지 기준과 최근의 경향

 법인형사책임에 관한 미국에서의 기준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사용자 책임 법리이고 두 번째가 MPC기준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

무에선 준법통제기준(Compliance Program) 운용이 활발해진 상태이다. 법

인의 형사책임에 있어서 직원이 권한 안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행동한 것인

지 여부가 중요한데 회사에 준법통제기준이 있으며 이 준법통제기준이 양

형기준처럼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검찰에서 기소

할 때에 이러한 준법통제기준을 근거로 기소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법인

의 직원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해서 행위 하였다면 법인은 면책이 되고, 

법인의 직원이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행위 하였다면 법인은 면책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27) 이 때 법인이 기소된다고 해서 개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

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형사책임을 지더라도 자연인도 형사책임을 지는 것

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인의 준법감시인 자리

에 전직 검사가 기용되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관예우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준법통제기준

(Compliance Program)은 처벌을 면제해 주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준수 

여부에 따라 감경요소로 고려될 뿐이라고 한다.28) 하지만 미국의 법인 처

벌의 기본 이론은 대위책임이론이고 무과실책임원칙에 따라 자연인의 책임

을 법인에 귀속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추후 논해 보

기로 한다.

27) 이순욱, “법인의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 학위논문(2016.2), 서울대학  
 교, 58-60면.

28) 이순욱, 앞의 논문, 6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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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의 법인 형사책임에 대한 평가와 경향

 미국에서 회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바뀌게 된 것은 미국의 실용주

의 중시 관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연방범죄 등 미국의 주요 범죄가 대위책임의 원리에 따르기 때문

에 그에 대한 미국 사회와 학계의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대위책임

에 집중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위책임에 대한 

위헌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나라

처럼 법인 무과실책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한 상황에서 미국

의 대위책임 법리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

각한다. 왜냐하면 대위책임원칙은 책임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이러한 취지의 비판의 입장이 끊이지 

않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해 달라는 요청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

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대위책임 법리를 그대로 따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한국에서 법인 양벌규정에 대해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법인의 형

사책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인데, 미국식의 법인 대위책임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 역

행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이다. 

III. 최근의 현황

 미국의 법인처벌의 핵심은 플리바게닝을 할 때 검찰이 기업에 부과하는 

액수를 감면하여 주는 조건으로 검찰이 원하는 사람을 기업의 준법감시인

으로 고용하고, 준법감시인에 대한 비용은 해당 기업이 지출하는 식으로 조

건부기소유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연방검찰이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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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를 쥔 형국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뉴욕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Prosecutors In the Boardroom: Using 

Criminal Law to Regulate Corporate Conduct이라는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이사회에 검사들이 참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풍자하

고 있다. 검찰이 기업 모델이나 기업 운영방식까지 변경할 것을 간섭하는 

미국의 현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29) 

 현재 법인 범죄에서 자연인 대표자를 검찰이 기소할 경우 대부분 자연인 

대표자는 보통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기 때문

에 기소유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 자연인 대표자의 비

자금의 용처를 따져보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자연인 대표자가 

법인을 위해 썼다고 말해버리면 처벌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종전에는 이

런 식으로 사건 처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인인 법인 대표자를 중심으

로 처벌을 하는 상황에서는 법인이 강한 처벌을 받을 수가 없었다.  

 

29) Anthony S. Barkow and Rachel E. Barkow, “Prosecutors in the        
  Boardroom”, NYU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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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Bill C-45를 통해 법인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법인을 형사주체로 인정하게 된 계기는 광산에서의 가스폭발사고로 사람들

이 죽게 되자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경각심이 야기된 데에서 비롯되어 

캐나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었고 결국 Bill C-45라는 법안은 캐나다 정부가 

만든 원안 그대로 캐나다 의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법인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혹은 단체가 범죄의 주체가 

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캐나다 형법전에 의해 자연인에게 범죄로 

되는 모든 법이 법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한다. 심지어 법인이 살인죄의 주

체까지도 된다고 인정한다. 또한 법인의 고의와 법인의 과실을 나누어 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의 구성원의 행위를 검토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법인 독자적인 처벌을 논하지 않고 자연인에 종속된 부분이 여전히 있게 

됨으로써 캐나다의 법인 처벌은 자연인과는 분리된 법인 독자적인 형사책

임을 인정하는 독립모델이라기보다는 동일성이론과 대위책임이론이 섞인 

형태에 머물고 있다30)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30) 김호기,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 - ”, (2010, 봄), 형사법연구, 319-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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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호주

 호주는 Criminal Code Act 1995를 통해서 법인의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인

정하게 되었는데 법인이 자연인처럼 호주 형법에 의한 모든 범죄에 의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지어 법인도 자연인처럼 살인죄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Criminal Code Act 1995에서 법인도 이렇게 법인 범죄의 주

체가 되는 것은 기업 문화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기업 문화가 관계 법령

을 경시하여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각종 범죄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아 Criminal Code Act를 통해서 법인을 범죄 주체로 처벌하

여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그리고 법인 내 자연인과는 

무관하게 기업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 이 점이 전통적인 형사법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자연인의 의지에 의해 범죄가 야기된다는 것과 사뭇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31)

31) 김호기,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 - ”, (2010, 봄), 형사법연구, 315-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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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캐나다나 영국의 법인처벌은 지금까지는 주로 동일시이론에 입각하여 처

벌하는 추세였으며, 고위 경영진의 범주를 설정하는 폭에 따라 법인을 면

책할 가능성이 달라진다. 영국에서는 고위 경영진의 범주를 좁게 설정한 

반면에 캐나다에서는 고위 경영진의 범주를 넓게 설정하여 법인 면책 가능

성을 좁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미법계 국가 간에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

기는 하다.32)  

 영국과 호주는 모두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호주는 독립

모델에 가까운 입장으로 보인다.

 영국의 법인살인법 같은 경우에는 동일시이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

한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호주나 영국이나 둘 다 같은 영미법계 국가임

에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호주의 경우와 영국의 경우 모두 법

인의 기업 문화 때문에 각종 법인에 의한 재난사태가 발생한다고 보는 점

은 동일하나 호주의 경우에는 법인의 법적대적 기업문화에 중점을 두어 법

인 자체를 처벌하려는 입장이라면 영국에서는 그러한 법적대적 법인 문화

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시이론에서 완전히 벗

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33)

32) 김호기, 앞의 간담회 자료집, 16면.
33) 김호기, 앞의 간담회 자료집,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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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륙법계

제1절  독일

 독일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법인이나 권리능력

이 없는 사단이 행한 위반행위에 관해서 질서위반법이라 불리는 독립적 법

체계를 적용하여 금전적인 제재(제30조)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질서위반

금이라 한다. 형법에서는 부가적 강제수단으로써 제14조에서 법인의 임직

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3항에서는 법인에 대한 추징을 제75조

에서는 법인에 대한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34)

I. 서론 

 경제규모 세계 4위인 독일의 경우에는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거의 99.3%를 차지한다. 따라서 법인의 숫자가 상당한

데 독일도 우리나라나 다른 여타의 대륙법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형법의 

책임주의 위반 여부를 중시하므로 법인의 형사처벌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

이다. 독일은 법인의 범죄능력도 부정하고 수형능력도 부정하며 법인을 형

사처벌하는 형법상의 규정도 없는 상태다. 단지 질서위반법을 통해 법인을 

행정적으로 규제할 뿐이다. 그런데 이런 독일에서도 질서위반법상의 질서유

지금으로 법인을 행정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범죄와 사고를 적절이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그

34)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전정2판)』, 삼영사,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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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는 와중에 2013년 9월 10일에 Nordrhein-Westfalen주(州)에서 단체형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이는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

한 법률안인데 법인을 적극적으로 처벌하자는 세계화 추세를 반영한 법안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단체형법은 장기적으로 각국이 단체형법으로 나아

가는데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35)

II. 법인범죄능력을 부정하는 독일 

 독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형법적 관념에서는 속죄 사상이나 윤리적 

책임관을 근저로 하기에 윤리적 측면에서의 인격(人格)을 가졌다고 판단될 

수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36) 

 그러므로 독일에서의 통설과 판례는 법인범죄능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

는 입장이다. 자유의지를 갖춘 자연인에 국한하여 범죄의 주체성을 인정하

고 있는 도의적 책임론에서는 범죄란 본디 자유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 또는 경제법 분야에선 법인

형사책임을 부정할 수만은 없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요건 즉, 전통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실제로 법

인을 처벌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 질서위

반행위(Ordnungswidrigkeit)를 범죄행위로부터 구분하여 법인형사책임은 

인정하지 않되 법인 질서위반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37)

 

35) 임정호, 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대륙법 국가법제 비교연  
 구 ― 자연인 행위의 총합과 책임주의 원칙간 간극을 중심으로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44권, (2015. 2), 627-628면.

36)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전정2판)』, 삼영사, 106면.
37) 오영근, 『형법총론(제3판)』, 박영사,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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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독일 베스트팔렌 주(州) 단체형법안의 내용

 그런 독일에서도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단체형법안에서는 단체의 범위를 사법상 또는 공법상의 법인, 권리능력 없

는 사단 및 재단 또는 권리능력 있는 인적회사라고 폭 넓게 규정하고 있는

데 법인에게 형벌도 부과하고 보안처분도 부과하고 있다.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공시, 단체해산이 있

고, 법인에게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급 제한

과 공공사업에의 입찰참여 제한이 있다.38) 

38) 임정호, 앞의 논문, 6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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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

I. 서론

 일본의 통설과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을 

처벌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로 인하여 법인이나 법인대표자에게 전가벌 형

태의 법인 형사책임을 부과하였다. 그 후 지금처럼 법인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39)  

 현재의 일본 형법이 만들어진 메이지 40년 이전인 메이지 33년부터 일본

은 법인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1900년에 제정한 法人ニ於テ租稅及葉

煙草專賣ニ關シ事犯アリタル場合ニ關スル法律(明治33年法律第52号) 제1조

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피고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조세 및 엽연초 전매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 법규에 규정한 벌

칙을 법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그 벌칙에 있어서 체형(体刑)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때는 법인을 3백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종업원과 대표가 법인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법인만 처벌

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양벌규정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고 전가

벌 형태라고 볼 수 있었다. 이런 구(舊)형법을 대체한 현재의 일본 형법은 

제정과정에 독일 형법이 많은 영향을 끼쳤기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

게 되었고 일본 형법전에는 법인 처벌에 관련한 규정이 들어오지 못하였는

데 법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

정목적 달성을 위한 처벌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현재의 일본 형법에

39) 오영근, 『형법총론(제3판)』, 박영사,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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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법인까지 처벌하게 되었다.40) 

 그리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일본에서 법인형사처벌을 인정한지 100년이 

넘은 상태이다. 또한 80년 이상 양벌규정 형태로 법인처벌규정이 존재하기

도 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몇 십 년 먼저 연구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법인형사처벌에 관한 문제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여타 다른 형사법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계수 받은 부

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 양벌규정 논의가 한국의 양벌규

정 논의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과실추정설, 무과실책임설 같은 종래 한국 

대법판례 또한 일본 판례에 영향 받은 바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논의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41)

II. 법인 처벌 규정의 등장

 일본의 양벌규정은 프랑스법, 영국법과 미국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일본이 

양벌규정을 최초로 만들 때인 1930년대만 하더라도 영미에만 법인을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정도였고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일본에서는 독일 형사법의 법인범죄

능력 부정설의 영향을 받아 일본 형법에서는 법인처벌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 법인을 특별입법으

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42) 

 일본에서 행정적 필요에 의해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기 시작한 건 

일본 형법전이 시행되기 이전부터이다. 이때에도 행정범으로 법인을 처벌

40) 김성룡·권창국, 앞의 보고서, 11면 이하.
41) 이순욱, 앞의 논문, 11면.
42) 김성룡 · 권창국, 앞의 보고서,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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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도 아니고 형사범으로 처벌한 것이었으며 법인에게 범죄능력이 있는

지를 묻지 않고 법인을 법률상 처벌하고 있었다. 법인범죄능력 부정설 측

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지만 자연인 업

주일 때엔 자연인 업주에게 형사처벌을 하면서 법인 업주에게는 형사처벌

이 아닌 행정처벌만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거니와 이익이 법인에게 있을 

때에는 법인이 이득을 반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인을 처벌하게 된 것이

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 및 연초 전매사범에 관한 법률이 1900

년에 만들어져 최초의 법인처벌법의 기능을 하게 되었고, 법인업무에 관하

여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땐 업주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벌을 받게 

되는 전가벌 규정의 형식을 취했었다. 그러므로 종업원은 처벌을 받지 않

았다. 이후 대표자가 전가벌을 받는 규정이 나타나면서 법인이 전가벌을 

받는 형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 판례가 법인범죄능력을 인

정하지 않는 흐름에 따라 생겨난 입법으로 판단된다. 법인범죄능력 부정설

에 따르면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인

처벌이 아닌 법인대표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바뀐 것이다. 1930년대에는 양

벌규정에 자본도피방지법이 규정되어 법인이 행위자와 함께 처벌받게 되었

는데 이 때 법인은 업무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어 처벌받게 되었다고 한

다.43) 

 자본도피방지법에‘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종업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

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전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법인 업무주와 개인 

업무주를 함께 처벌하는 방식이었고 기존의 별도 처벌에서 변화된 형태였

다.44)

43) 이순욱, 앞의 논문, 12-13면.
44) 김용섭,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제17호(2007),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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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양벌규정의 개선 정도에 그친 일본

 일본 경제 규모는 세계 3위에 이르고 법인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일본의 3차 산업 구조와 맞물려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어 일본의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법은 물론이거니와 

대다수의 법령에서 자연인 처벌규정만을 두었고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 일본도 우리나라에서처럼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 처벌을 명문

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고 그 제재 방

식 또한 벌금형으로 현행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양벌규정의 형태로 계속해

서 법조항을 늘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사법당국도 부담을 느끼고 

법인형사처벌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설은 형법의 책임주의 원리와 지나치게 동떨어져서 채택할 수 

없고, 과실책임설을 취하자니 형사 이론적으로 법인이 어떻게 과실을 범하

는 주체가 되는지 확립하지 못하여 애매한 과실추정설의 입장을 견지해 오

고 있는데 이러한 과실추정설이 현재 일본의 통설과 판례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예외적으로 법인 처벌을 하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일한 

방법은 벌금액을 올리는 것뿐이었다. 그나마도 법인에게 부과한 벌금형과 

자연인에게 부과한 벌금형을 연동하였기에 법인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벌

금 부과가 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차츰 법인에게 부과된 벌금형을 자연인

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으로부터 분리시키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경향은 법인 

자체에만 따로 많은 액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체계를 

뒤바꾸지 않고 법인과 자연인을 분리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면

서 그나마 분리된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의 액수를 올리는 정도로는 근

이론실무학회, 200-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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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책임주의 이론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고 양벌규정 조항만을 덕지

덕지 붙여가는 정도의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45) 

  

IV.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의와 경과

 일본에선 법인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적 입장인데, 그 이유

는 형법에서는 육체적 거동 및 심리적인 요소가 범죄성립 요건이 되는데 

법인은 정신이나 육체를 지니지 못하므로 형법으로 처벌하는 요건에 비추

어 법인에 대한 성질은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독일 형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에서는 위와 같이 신체 및 의사가 없는 법인을 자연인과

는 다르게 보아 범죄주체 적격성을 부정하였다.46) 

 일본에서는 과실추정설이 자리를 잡게 되었으나 과실추정설에 대한 비판

이 있게 되자 순과실설을 거쳐 주의의무 실질화를 주장하는 견해들이 등장

했다. 일본판례에서 법인에게 지나치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는 비

판이 있게 되자 주의의무를 실질화 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는데 법인이 면책

을 받으려면 평균적 대표자가 지킬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하여 주의의무를 

설정하자는 이론이다.47) 주의의무를 실질화 하자는 이러한 입장은 대표자

가 행위 한 것을 법인이 행위 한 것으로 보는 데에 대한 한계를 자각한 입

장으로써 법인의 고유한 과실 책임을 묻는 견해인 조직모델과 관련성이 있

다고 볼 수도 있다.

45) 임정호, 앞의 논문, 625-626면.
46) 이순욱, 앞의 논문, 15-16면.
47) 이순욱, 앞의 논문, 2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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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벌금액을 올리는 일본

 시간이 지나자 일본에서는 벌금액을 올림으로써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였다.48) 경제법 영역에서 일본의 벌금액수가 외국의 벌

금 액수에 견주어 과도하게 적은 경향이 없지 않기에 이를 높였고, 경제법 

분야에서 시작하여 다른 법 분야까지 외연을 확장하는 추세이다.49) 이렇게 

법인에게 벌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배경은 동일시이론에서 비롯되었다는 견

해가 있다.50) 이러한 견해에 대해 동일시이론을 통해 법인을 고의범으로 

상정하면서 더 높은 벌금을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 범죄

에 대한 형벌이 균형점을 찾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51)

VI. 한국 법에 주는 시사점

 종업원이 한 행위를 법인이 한 행위라고 간주하여 처벌하는 문제점에서 

탈피하고자 동일시이론을 취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법인과 법인대표를 동일

시하고 있는 영미법체계 이론을 차용한 측면이 있고 동시에 자연인 양벌규

정의 선임․감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감독자와 피감독자의 구분 이론이 나

오게 되었으며, 그 점 때문에 법인에서 ‘감독과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내고, 이‘감독과실’을 법인 사업주 양벌규정을 해석하는 유일한 잣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48) 임정호, 앞의 논문, 625면. 
49) 김용섭,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통권 제17호(2007년 상  

 반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201면. 
50) 이상천, “일본의 양벌규정론에 대한 비교법론적 고찰”, 법학논총 제27권 제2호  

 (2014), 332면. 
51) 이순욱, 앞의 논문,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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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법인이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한다는 논리 고리를 발견한 것은 뛰어난 발견이긴 하나 대표행위를 감독에

만 한정하게 됨으로써 법인 사업주와 관련한 양벌 규정을 논하기 쉽지 않

은 상황이 됐고 한국은 일본의 법조문과 논의체계를 계수하게 되면서 일본

처럼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법인에게 있는 감독의무는 문제가 생길 때에는 통상적으로 위

반이 추정이 되고 추정이 깨뜨려지는 경우가 드물어서 법인이 무과실책임

을 지는 것처럼 운용되는 측면이 있고 또한 대표행위를 감독에만 한정한 

것 같은 견해를 취하게 되면서, 법인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논의를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양벌규정은 일본의 조문과 논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어 일본에

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한국 헌법재판소가 책임주의 원칙을 여러 차례 밝히고 그에 따른 

법조문과 해석이론이 변모양상을 거치는 동안에도 일본은 과실추정설이 지

속적인 통설판례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과 한국의 양벌규정 체계는 단서 규

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으나 일본양벌규정 체계에서는 단서규정이 들

어가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에 비추어 일본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한국에서 

그대로 차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국이 일본에서의 양벌 

규정관련 논의를 그대로 계수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

리고 있다.52) 

52) 이순욱, 앞의 논문,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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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프랑스

 1992년도에 만들어진 프랑스의 신형법(新刑法) 제121-2조에 의하면 법인

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법인을 위해 범한 범죄에 관하여 법인의 형사책임

을 규정하고 있고, 제131-37조 내지 131-39조에서는 법인에게 선고할 형

벌(벌금)과 특별형벌로서 법인해산·활동금지·영업소폐쇄·기업자금공모금지·몰

수 등을 명시하여 법인처벌을 일반화하고 있다.53)

 최근의 현황을 살펴보면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까지도 영

미법계 국가들처럼 법인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형사법의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추세이다.54)

53)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전정2판)』, 삼영사, 106면.
54) 오영근, 『형법총론(제3판)』, 박영사,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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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대한민국 법인양벌규정 처벌상황

제1장  양벌규정체계

제1절  서론

 위에서 해외 각국의 법인 처벌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법인의 양벌규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일단 법인의 형사처벌은 우리나라에서

도 현재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정당화 작업은 어떻

게든 이행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법인처벌에 관한 양벌규정의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간 뒤 국내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자연인인 인간이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실행한 경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하

고 있으며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형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

으로 행정형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대한 벌금형만이 인정되고 있

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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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인의 처벌과 관련한 양벌규정 체계

I. 법인의 처벌에 있어서의 양벌규정

1. 양벌규정의 도입배경측면과 해석론 측면

 한국의 양벌규정은 일본 양벌규정을 받아들인 것이기에 양벌규정 논의까

지 일본 논의의 영향을 받게 된 점은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당시 독

일형법이 법인형사처벌을 부정하고 있음에도 일본에선 법인의 형사처벌을 

긍정하고 있던 것에 미루어보아 일본이 독일법 체계에 따른 양벌규정을 운

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분히 일본 고유의 측면이 있다거나 영미법의 영

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일본의 양벌규정 체계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독일형법의 양벌규정 체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 법인의 양벌규정에서 규정한 법인 벌금

부과를 행정벌로 보아야 할지 형벌로 보아야 할지에 있어서도 한국의 예전 

대법원 판례 중에 질서벌로 표현했던 바도 있었고 이탈리아의 입법에서는 

행정벌로 표현하면서 형사처벌을 한 바도 있기에 양벌규정에서 벌금의 성

격을 꼭 형사벌로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현재 한국의 양벌규정 체계 하의 

법률에서는 과태료와 양벌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벌규정은 

입법자가 행정벌과는 확연히 다른 형사범 체계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형법 제41조 제6호에서 규정한 벌금은 형사벌이라는 것인

데55) 이러한 양벌규정의 벌금의 형사벌적 성격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55) 이순욱, 앞의 논문, 89-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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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벌규정 의의

 형사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자연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자연인과 관련

된 법인도 동시에 처벌하는 규정이 양벌규정이다. 법인 대표나 또는 대리

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도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까지 포함한 특별법에 의한 처벌을 일컬어 양벌규정이라고 규정한다. 우

리나라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의한 

위반행위를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때와 구별하고 있기에 대표

자가 아닌 종업원에 의한 위반행위가 발생 시에는 법인 영업주뿐만 아니라 

개인 영업주까지도 형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체나 조직체의 

법인만이 수범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특색이다.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와 통설이기에 형법전 상의 범죄에 관하여 우

리나라 법인은 형법에서 말하는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벌규정 상으로는 형벌능력이 긍정되므로 형벌을 예외적인 방법으로 부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형법 제8조에 따르는 특별한 규정으로 양벌규

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한국 법제에서는 법인형사처벌

에 관한 두 개의 체계가 공존하고 있는 형태이다. 하나는 형법전 체계를 통

해서, 또 하나는 양벌규정 체계를 통해서 말이다.56)

3. 양벌규정 목적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면서 양벌규정이 달성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법인은 원래 범죄능력이 긍정되지 않는데 양벌규정 체계를 

56) 김성돈, 『형법총론(제4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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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법인에게 형사벌을 부과하게 되니까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두 번

째로는 법인에게도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법인과 자연인을 차별하

여 취급하지 않으니 헌법적으로 보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57)

4. 양벌규정 유형

 기존의 양벌규정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였다. 종업원인 자연인의 위반행위

에 대해 적절한 방지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행위자 및 법인을 처벌하는 유

형이 첫째이다. 둘째로는 자연인인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인지하면서도 적절

한 조치를 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교사를 한 때에 위반행위자 및 법인을 처

벌하는 방식이 있다. 셋째로는 조직체의 구성원인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관

해 위반행위자 및 법인사용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유형이다. 그런데 2007년

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세 번째 양벌규정 유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난 이

후에는 양벌규정은 첫 번째 유형으로 통일이 되었다. 즉, 자연인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의무를 태만한 법

인 또는 개인에게만 형벌을 부과하는 첫 번째 유형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인 처벌에 관한 총칙규정의 성격을 띠게 되었

다.58) 

57) 김성돈, 앞의 책, 166면
58) 김성돈, 앞의 책,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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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벌규정 특징

(1) 자연인 업주 관련 양벌규정

 초기의 일본 양벌규정에서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은 민법의 사용자 책임 

법규를 참고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벌

규정이 일본 조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한국의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

도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 규정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민

법상 사용자 책임 이론을 분석하는 것이 형법의 자연인 업주 양벌규정 해

석상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59)

 일본이 자연인 업주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려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자연

인 업주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려고 단서규정이 없이 양벌규정 조문을 만

들었는데 일본에서 책임원칙 요구가 높아지고 자연인 업주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있게 됐고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통해 무과실책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닌가 싶다.

(2) 법인 업주 관련 양벌규정

 법인 업주 관련한 양벌규정도,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법인에게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지우려는 의도에서 면책 없이 양벌규정 체계에 의해 처벌을 하

게 됐고 법인 내 대표자나 종업원의 관계 또는 대표자가 관여한 정도 등에 

대한 고려는 관심 영역 밖이었고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지우려는 의도에만 

충실했던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60)

59) 이순욱, 앞의 논문, 123-124면.
60) 이순욱, 앞의 논문, 124-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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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인의 범죄능력과 책임능력 인정 여부

제1절  법인의 범죄주체성

I. 법인의 범죄능력의 의의

 법인의 범죄능력이라 함은 법인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의 의

미이다. 법인이 범죄의 주체가 되려면 일단 법인 스스로의 행위가 가능하

여야 하고 법인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능력은 책임능력과 행위능력을 아울러 일컫는 관념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범죄능력인정여부에 관한 논의는 양벌규정에 관련된 형

사특별법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형법전이 규율한 범죄행

위의 주체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형법전에서 구성한 책임능력이 법

인에게도 인정될지 여부에 관한 형법 도그마틱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61)

 이 점에 대해서 법인이 양벌규정에 관한 것은 도그마틱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형사정책적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도 있다.62) 생각

건대 법인 양벌규정 관련 내용이 형법총론에 들어와 있는 이상 형법이론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체계가 규범의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

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과정에서 형사정책적인 논의가 덧붙여질 수는 있

을 것이다.

61) 김성돈, 앞의 책, 162면
62) 가령 배종대 교수. 배종대, 『형법총론(제12판)』, 홍문사, 법인의 양벌규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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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인책임능력 전제조건으로서의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법인의 범죄능력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형벌능력과 법인책임

능력이 법인행위능력과 함께 논해지게 된다.63)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과 책임 모두를 갖춘 경우 범죄가 되는데 

이 행위라는 것을 자연인만이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

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형법전에서는 ‘~한 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

다. 이는 자연인을 상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긴 하지만 이것이 법인을 

상정하는 데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전통

적으로 범죄주체는 언제나 자연인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이 법인의 

기관이나 내부종업원을 통해서 활동할 경우 그 법인도 ‘~한 자’의 범주 안

에 집어넣고 법인도 범죄능력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64) 이렇게 

해석이 나뉘는 이유는 형법총칙 상에서 법인이 형법상 범죄주체로 가능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형법전에 ‘~한 자’에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한다고 쉽게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자연인을 대상으로 규정했던 형법이기에 단지 법인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이론적으로 정당

화 작업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형사처벌 문제에 대한 난점이 

있는 것이다. 

63) 배종대, 『형법총론(제12판)』, 홍문사, 193면.
64) 김성돈, 앞의 책,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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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인의 행위

 위와 같은 경우 그렇다면 법인의 행위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

에 없다.

 

 법인이란 본디 자연인인 기관을 매개로 하여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자연인이 그 행위를 할 것이지 법인이 행위 한 것은 

아니고 굳이 법인이 행위 한 것으로 판단하기야 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인 

사유과정의 소산일 뿐이다. 형법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오직 자연인의 행위

일 뿐이므로 법인에게는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65)고 보는 것이 우리

나라의 종래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65) 이재상,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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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인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

 책임능력은 범죄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법인의 책임능력을 부정

하면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셈이 되니, 이를 대우명제로 판단한다면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한다면 법인의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법인의 책임능력을 판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법인의 범죄능

력 인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법인에게 책임능력이 과연 

있을까?   

 책임이라는 것을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한 인격적 측면으로 판단한다면 법

인에게는 책임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국내 학설의 입장에 따르면 형법에서 말하는 책임이라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의사를 지닌 개인을 그 대상으로 할 따름이지 법인 같은 

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비난의 사유를 돌릴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개인과 달리 법인에게는 책임을 

돌릴 수 없어서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상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

하고 법인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66) 하지만 책임이란 

법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이지 윤리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

므로 굳이 법인에게 책임능력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I.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과의 관계 

 

 범죄의 주체는 행위주체이어야 하는데, 행위주체가 되려면 행위능력을 갖

춰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위능력이 전제로 되어야만 범죄능력을 논할 

66) 이재상,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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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런데 행위능력만 갖춘다고 하더라도 범죄능력이 인정될 수는 

있는 것도 아니다. 범죄능력이 인정되려면 책임능력까지도 갖춰야하기 때

문이다. 행위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불법과 법을 구분하고 자신의 의사 결정

으로 법 대신 불법을 자행할만한 책임능력을 갖춘 경우에라야 비로소 형벌

을 부과 받는 범죄주체가 되는 것이다. 법인범죄능력부정설의 입장에서 법

인처벌에 대한 양벌규정체계를 인정해버리게 되면 양벌규정이란 법인에게 

형벌을 부여하기만 하는 특별규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상황으로 바

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양벌규정이 수형능력만을 긍정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해를 취하게 되면 수행능력과 범죄능력이 구

분되는 개념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벌이라는 것은 수형

능력 뿐 아니라 범죄능력까지 갖춘 자에 한해서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형능력을 범죄능력과 따로 떼어서 논의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

다. 자연인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능력 없는 자연인이라 하면 책임능력과 

행위능력 모두를 갖추지 않은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

게 오직 수형능력을 근거로 하여 형벌을 부여한다면 그렇게 부여된 형벌은 

헌법에서 구성하는 책임주의 원칙인 책임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에 반

하여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67)

II. 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의 본질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아마 법인의제설이나 법인부인설의 입장에 서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의제설이란 법률에 의제하여 법인격이 인정된다는 이론인데 이러한 

67) 김성돈, 앞의 책,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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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제설이나 법인부인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

이 논리 일관성이 있다. 그런데 법인실재설이 민사법에서 통설적 입장이 

되면서 독일에서도 프란츠 폰 리스트(Franz von Liszt)나 마이어(Mayer) 

등의 다수의 학자들이 법인실재설의 관점에 서게 되었고 법인범죄능력을 

긍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법인실재설의 관점이 다수의 입장을 차지하

게 된 상황에서 법인실재설의 입장을 형사법에도 적용한다면 법인의 범죄

능력을 긍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68) 

 그런데 법인본질론을 논함에 있어서 법인의제설 및 법인부인설은 법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법인범죄능력을 긍정하기 힘들

다. 하지만 법인의제설의 입장에 서 있는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법인범죄

능력을 긍정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실재설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독일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범죄능력이 법인본

질론과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69)

68)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보정판)』, 박영사, 92면.
69) 배종대, 앞의 책,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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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판례

I. 학설

1. 부정설

(1) 부정설에 대한 설명

 부정설은 법인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학설인데 우리나라의 

통설적 입장이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이나 독일에서의 통설

과 판례이기도 하다. 

 부정설이 취하는 근거는 첫째로는 범죄라는 것이 자연인이 의사를 갖고 

활동하는 것이므로 의사 활동을 할 수 없는 법인은 정신과 육체가 없으므

로 행위능력을 갖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정설이 취하는 

두 번째 근거는 법인은 법인의 기관인 자연인이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자연인에 대해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근거

는 법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이라는 근대 형법의 근간을 훼손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근거로 드는 것은, 책임이라는 것이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하는데 법인은 책임비난을 귀속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사회윤리적 측면에서의 비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섯 번째로는 법인은 목적범위 안에서 행위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과연 법인의 목적에 속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

다. 여섯 번째로 징역형 같은 자유형이나 사형 같은 형벌은 자연인에게만 

부과할 수 있고 법인에게는 부과할 수 없는데 이러한 자유형이나 사형 같

은 형벌이 형법의 가장 주요한 형벌이기 때문에 형벌은 본디 자연인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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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주체로 보고 있지 법인을 범죄주체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 근거로는 기관이 행한 범죄로 법인이 수익한 이익이나 재산은 형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형법의 최후수단성의 측면에서 볼 때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이다.70) 

(2) 부정설의 문제점

 다만 부정설 입장에 서면 현재의 양벌규정 체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 부정설 입장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형법에 있어서의 범죄 주체를 자연인에 한정해서만 인정한다는 원칙은 옳

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부정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양벌규정 체계를 설

명함에 있어서 이중의 설명 체계를 취하게 되므로 모순점이 발생한다. 

 

1) 범죄체계론 측면에서의 고찰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 형벌능력을 인정하는 모순된 것처럼 보인

다. 만약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면 법인의 형벌능력도 부정해야 할 

것이고, 법인의 형벌능력을 인정하려면 법인의 범죄능력도 인정해야 할 것

이다. 범죄능력은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아우르는 개념인데 이렇게 행위

능력과 책임능력을 아우르는 개념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형별능력을 인정

한다는 것은 일견 타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범죄체계론에 입

각해서 보더라도 양립불가능하다. 행위가 없는데 구성요건해당성이 존재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존재한다면 위법성도 존재하지 않

을 것이다. 그리고 위법성이 부존재하면 책임원칙을 논할 수도 없고 책임

70)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보정판)』, 박영사 93-94면; 김성돈, 앞의 책,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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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재하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만약 범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형벌

능력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진배없다. 형법의 

책임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하게 된다면 무과실책임은 문제가 된다. 민사법

적으로는 무과실책임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적으로는 무과실책

임을 인정하는 것은 불법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71)

 

2) 예외적 처벌도 결국 법인을 처벌한다는 것

 법인에게 수형능력 및 범죄능력이 없어도 법인처벌규정이 존재한다면 예

외적으로 법인을 처벌하자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논한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법인처벌규정이 존재하는 때에만 처벌하겠다는 얘기는 결

국 법인을 처벌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법인을 처벌한다는 결

론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법인을 처벌하든 예외적으로 

법인을 처벌하든 똑같다고 보인다.72)

 

(3) 부정설의 대안

 결과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

는 사항은 거의 없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인다. 도그마틱

적으로 전혀 설명이 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법인의 범죄능력

을 부정하고 있으면서 법인 양벌규정 처벌을 도그마틱적으로 잘 설명해보

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고 있는 처사인가? 차라리 솔직하게 법인

71) 배종대, 앞의 책, 197-8면.
72) 배종대, 앞의 책,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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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면서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을 처벌한다면 좀 더 논리

가 일관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

는 입장이 무조건 이론적으로 정당화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러지도 저러

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논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의 체계로 연결되는 형벌 도그마틱적 측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체계 

안에서 형법상 무과실책임원칙을 논리적으로 타파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법인의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형사정책적 입장에서 법인의 처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수긍이 갈 만한 답변을 하는 것뿐이다.73) 

비록 이론적 설명에 난점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2. 긍정설

(1) 긍정설에 대한 설명

 법인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법인의 반사회적 행태도 증대하고 있

기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할 수 없는 형사정책적인 요청이 존재하고 도

그마틱적으로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법인의 범죄능력긍정설이 취하

는 태도이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고 있다. 

첫째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은 법인의제설의 입장이기에 법인실

재설의 입장에 선다면 양립가능하지 않다. 둘째로는 기관을 이용하여 법인

이 의사결정도 가능하고 행위도 가능하기에 범죄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셋째로는 정관목적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인이긴 하지만 이 점은 

73) 배종대, 앞의 책, 197-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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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론적인 부분이고 실제로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넷째로는 법인

이 자연인인 기관을 통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연인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법인도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중처벌의 문제를 남기는 것도 아니거

니와 자기책임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다섯째로는 몰수나 추징, 자격형이

나 재산형 같은 것들은 법인에게도 효과적으로 형사제재의 목적을 달성하

는 데 유용하고, 자연인에게 사형이나 자유형을 가하는 형태는 법인에게 

영업취소를 하거나 법인을 해산하거나 법인에게 영업정지를 부과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윤리적으로 법인을 비난하거나 

법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일곱 번째로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해야 사회를 법인의 반사회적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74)

(2) 긍정설에 서는 또 다른 근거들

 형법에서는 ‘사람’ 혹은 ‘~한 자’ 라는 용어로 범죄주체를 삼고 있지만 특

히 ‘자연인’이라는 명칭에만 국한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의 형사법체계에서

는 법인처벌규정이 존재하기에 예외적 상황에서의 법인의 형벌능력을 긍정

하는 것보다는 범죄주체 및 수형주체에 대한 일치원칙에 의거하여 책임주

의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환경범죄 등 여러 

행정형벌법규에 대한 위반행위와 관련해서 법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증대하는 추세로 볼 때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규제가 실효적 효과를 갖

도록 하려면 법인에게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론구성을 하고 형사

법적 제재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 단지 자연인과는 이질적인 측면이 있는 

법인에게 언제나 자연인의 범죄체계에 맞춰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으므

로 법인조직체가 활동했다고 간주 가능한 조직범죄, 신용업무범죄나 경제범

74) 이영란, 『형법학 총론강의(제3판)』, 형설출판사,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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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기업범죄, 조세범죄, 환경범죄, 마약범죄, 위조범죄의 경우에 법인범죄

능력을 긍정하고 형사법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제재수단을 정

비하는 것이 필요하다.75)

 또한 근래에 들어와서는 법인의 재산이 개인의 재산보다 월등하고, 법인 

자체가 사회의 실체적 요소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법인 내의 다수 구성원들

의 이득이 법인으로 귀속되기에 법인 구성원 이외에도 법인 자체의 범죄를 

상정하고 법인처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만 범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단지 자연인만 처벌한다고 해서 법인이 저지르는 범죄행위

를 제어할 수는 없으니 법인범죄능력을 긍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규범을 

정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76) 

(3) 민사법과 형사법의 차이점

 민사법에서 법인을 사람으로 인정했으니 형사법에서도 법인을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형사법과 민사법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규범적으로 엄밀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법의 규범은 형

법률 및 형사법 고유의 가치규범에서 비롯되기 마련이다. 점유 친족 소유 

등의 경우처럼 형사법과 민사법이 동일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그 법률용어에 대한 형사법과 민사법의 법률관념까지 동일하지는 않을 것

임을 알 수 있다. 가령 민사법에서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기를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황인 전부노출설의 입장으로 보고 있다면 형법적으로는 

진통설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통이 시작된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고 

있다. 법인의 행위능력을 긍정할 수 없다면 법인형벌능력 및 법인책임능력

75)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전정2판)』, 삼영사, 111-112면.
76) 이영란, 『형법학 총론강의(제3판)』, 형설출판사,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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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할 실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연결되

지 않는 무용한 논의이기 때문이다.77)

(4) 명문규정과 무관하게 부작위범죄화

 법인의 범죄능력긍정설의 입장에 서 있는 김일수 교수는 법인이 부작위를 

통해 범죄행위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연인처럼 신체를 소유한 게 아닌 법인이 작위행위는 할 수 없으

나 부작위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78)는 논리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

지 않는다. 기관이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곧 기관의 구성원인 자연인이 행위

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곧 법인의 행위로 귀속되기 때문에 법인의 행위책

임에 대해서 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법인이 부작위로 행위하

는 것이 동시에 작위행위로도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이 작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현재의 양벌규정들은 법인이 저지르는 

범죄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전부 부작위범

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79) 

3. 부분적 긍정설

(1) 부분적 긍정설에 대한 설명

1) 형사범·행정범의 구별을 전제로 하는 견해

77) 배종대, 앞의 책, 200면.
78) 김일수, 『개정판 한국형법 Ⅰ[총론 상]』, 박영사, 305면.
79)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1999,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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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천, 임웅 등의 학자가 주장하고 있는데, 형법적으로는 법인의 범죄능

력을 부정하는 동시에 행정법적으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행정법적으로는 법인범죄능력을 긍정한다는 것은 행정법적 처벌

은 윤리적 측면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기술적이거나 합목적적 측면이 약하

지 않은 독특한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80) 

2) 양벌규정의 경우에만 긍정하는 견해

 신동운, 오영근 교수 등이 주장하고 있는데, 형법상 범죄의 측면에서는 

법인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 및 자연인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양벌규정이란 특별 규정에서는 법인이 처벌대상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범죄능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써 

형법 제8조를 원용하는데 형법 제8조에서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적용하

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양벌규정을 예외적인 법으로 간주하여 법인 범죄능력을 긍정하고 그 

다른 법령인 양벌규정을 적용하자는 취지이다.81) 

 법인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형법의 도그마틱에 충실한 것이기

에 옳다. 그런데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양벌규

정이라는 체계를 구성하여 실제로 법인처벌을 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동

떨어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인 범죄능력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학설

의 입장에서도 현행 법규상 법인을 처벌하는 법규들이 존재하는 것까지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들을 보더라도 법인의 범죄능력

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만도 없다.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을 갖추면 범죄

가 된다.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없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없다. 범죄를 

80) 김성돈, 앞의 책, 164면
81) 김성돈, 앞의 책,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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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를 수 없다면 법인이 형벌을 받을 수도 없다. 이런 알고리즘으로 보게 

된다면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법인의 범죄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만

은 없다. 그런데 또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범죄능력이 

전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법인처벌을 할 현실적 필요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도그마틱적으로 법인범죄능력을 당연한 것처럼 인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론적으로 흔쾌히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입법자조차도 사회윤리적 측면과는 다소 동떨어진 특별형법 영역 안에서만 

양벌규정이라는 형식을 취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정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입법자들도 조심스럽게 법

인 양벌규정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현실에서 법인범죄능력을 도그마틱적으

로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권장될만한 아젠다(Agenda)로 보이지 않는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인범죄능력을 제한하

여 긍정하는 입장이다. 이를 법인범죄능력 부분적 긍정설이라 부른다.82)

 

 개정된 이재상 교수 저(형법총론 7판, 2011)에서는 판례의 입장은 부정설

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분적 긍정설에 서 있는 오영근 교수의 법

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결론 부분을 보면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적으로 부정

하거나 긍정할 수 없을 것이며 현재의 형법전 제정 당시에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였으나 행정형법이나 각종 형사특별법에서의 양벌규정을 통

해 법인의 형벌능력을 긍정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로 서술돼 있다.83) 이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 형법이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부분적 긍정설로 가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82) 신동운, 『형법총론(제5판)』, 법문사, 113면.
83) 오영근, 『형법총론(제3판)』, 박영사,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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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적 긍정설에 대한 문제점

 부분적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행정범에 관해서만 법인 범죄능력을 긍정하

고 있는데 행정범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모호하고 행정범의 행정상 의무

위반사항을 형사법으로 처벌할 때에는 형사범과 차별성이 없는데다가 특히 

행정형법 입장에 서더라도 책임주의 등의 형사법 근본 원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질서위반법(OWiG)의 제30조에서는 법인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과태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자 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84) 

 그리고 독일에서는 질서위반법에 의한 질서위반범으로 법인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익이 침해당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형사범과 딱히 구별이 된

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행정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85)  

 사실 법인의 범죄능력 부분적 긍정설 입장에서 행정범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떼어서 형사범과 구분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범과 행정범을 명확

히 구분하는 기준이 확실히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법적

으로 형벌이 들어가는 범죄들은 죄다 형사범으로 볼 수 있기에 문자 그대

로의 행정범에겐 형벌이 아닌 행정벌만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분적 긍정설의 입장은 모호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86)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할 때에만 법인의 행위를 긍정

한다는 입장의 맹점은, 처벌규정이 있다고 해서 본디 행위주체로 볼 수 없

는 법인이 한 행위들을 긍정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며, 

형사책임의 주체를 범죄의 주체와 동일시한 우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 

84)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보정판)』, 박영사, 95면.
85)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보정판)』, 박영사, 95면 각주3.
86) 배종대, 앞의 책,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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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분적 긍정설이 옳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법인범죄능력을 긍정

할지 여부는 법인본질론과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보인다.87) 

II.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판례 판시 내용

 대한민국 대법원은 법인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었다. 이러한 대

법원의 태도는 배임죄 판례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법인의 배임죄주체성 여부와 관련해서 법인이 “사법상의 의무주체는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법상의 의무를 실현하는 자는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법인은 그러한 의무위반행위의 주

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위반행위가 범죄이

고 우리 대법원은 배임죄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범죄능력을 부정하였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인범죄능력이 부정됐다는 것은 자연인만이 범죄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88)

 

 우리 대법원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범죄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자연인 대표기관에 의해 좌우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배임죄 판례

에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

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

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89)고 판

87)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보정판)』, 박영사, 95면.
88) 김성돈, 앞의 책, 165면.
89)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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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이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법인의 범

죄능력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인하고 

있으면서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도 한다. 결과적으로 

법인은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설을 지는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고 하나 바로 이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떠나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기관은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는 그 

임무는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무이지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접 타

인에 대하여 지고 있는 임무는 아니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 하여 

이를 타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어쨌든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자면 법인의 책임은 대위책임설인데 위 판

결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기관이 한 행위에 대한 것이지 법인의 종업원이 

한 행위에 대해 다룬 판결은 아니다. 

2.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평가

 위에서 대법원 배임죄 판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타

인사무 처리자의 지위를 대표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

를 지는 존재로 판시하였다. 즉, 타인사무처리자를 사법상 의무가 있는 자

와 분리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배임죄의 주체가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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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무를 처리할 사법상 의무가 있는 자인데 그러한 사법상 의무를 지는 

자가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사법상의무자 대신 예외적으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 대표 기관의 역할을 하는 자연인에게 타인사무 처리자라는 신

분이 부재하는데도 법인범죄능력을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기관을 신분범인 배임죄주체로 만들어버린다는 데에 

이론적 난점이 있다. 이에 대해 대법 판결이 정당화되려면 독일형법 제14

조 같은 대리인의 책임 규정을 도입하거나 배임죄가 법인과 자연인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90)

III. 소결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에 대해서 학설이 이렇게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일

까? 자연인이라면 당연히 범죄주체가 될 수 있겠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범

죄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 학설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왜

냐하면 법인 처벌에 대한 원칙이 따로 없으므로 필요에 의해 법인을 처벌

해야하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현대사회에서는 어차피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

정하는 추세로 나아가는 것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90) 김성돈, 앞의 책,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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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법인의 형벌능력 인정여부

I. 법인의 형벌능력 긍정설

 형법 이론적으로 형벌능력과 범죄능력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적 요청이기

는 하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주체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

어 그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 형법 이론적 구성이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정형법에서는 법인을 행위자와 함께 처

벌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인처벌을 하기 위해 양벌규정체계를 구성하

고 있다. 법인범죄능력 긍정설에 따르면 법인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는 응당 형벌객체성을 갖게 되는 반면에 법인범죄능력 부정설에 따르면 법

인이 형벌능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분분할 수밖에 없다. 법인

이 수형능력을 갖는지의 문제에 대해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옳다는 견

해도 없지는 않으나 행정형법에 관해서는 법인도 형벌능력을 갖는다는 것

이 국내 다수설적 입장에 가깝다. 이는 행정형법이 순수한 형법과는 달리 

윤리적 비난가능성 측면을 다소 덜 고려하고 행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합목적성 또는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 수형능력은 인정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91)  

 순수하게 전통적인 형법의 영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모두 

부정하는 게 맞다. 다만 행정형벌의 양벌규정 하에서만 어쩔 수 없이 수형

능력을 긍정하는 것이다.  

91) 이재상,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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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인의 형벌능력 부정설

 부정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이 타인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의무의 주체

가 되는 때에도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이지 형법상 범죄능력이 있는 것

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인 독자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행

하는 게 가능하지 않으며 타인의 사무처리 자체도 대표기관을 구성하는 자

연인에 의해 행해지게 되기 마련이다. 대표기관은 법인이 타인에게 부담하

는 의무대로 사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인을 대표해서 사

무처리 하는 법인의 기관인 대표자 자연인이 타인사무 처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연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법인이 배

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형법에서 법인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

지 않은데도 법인이 형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

이다. 단지 자연인인 기관을 통해서 행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법

인이 형법상 불법적 행위를 한 것에 따르는 행위책임은 법인대표자인 자연

인이 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법인 형벌능력 부정설은 설득

력이 있다. 그 외에 회사를 상법 제176조 조문에 의거하여 해산하거나 민

법 제38조에 의거해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사법적 제재

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긍정설이 취하는 태도

는 형법에서의 사람을 민법에서의 사람과 혼동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다.92) 

 참고로 외국환관리법위반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어 

부정설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92) 배종대, 앞의 책,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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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

원 1994.02.08. 선고 93도14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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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법인의 형벌능력 인정여부에 따른 양벌규정 학설

I. 법인범죄능력부정설에서의 양벌규정의 법적성질

1. 무과실책임설

 양벌규정으로 법인처벌을 하는 이유는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법인이 고의나 과실을 저지르는 것과 관계없이 법인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며, 이는 형벌주체와 행위주체가 일치하여야 하는 형법의 자기책임 원칙에

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다.93)  

 법인범죄능력부정설의 입장을 취한다면 당연히 무과실책임설로 귀결된다. 

일반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의 예외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특정 행정 단속을 

위한 목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무과실책임설 입장

에서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고 또 처벌하는 데 문제가 적다는 

것이 종래 다수설적 입장이었다.94)

  과거에 무과실책임설의 입장을 취했던 이재상 교수는 개정판에서는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법인의 처벌규정은 범죄주체와 형벌주체의 동일을 요구하는 형법의 

일반원칙 또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단속의 목적을 

위하여 정책상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자기의 행위

와 관계없이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형벌을 과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넓

93) 배종대, 앞의 책, 217면.
94) 배종대, 앞의 책, 203-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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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미의 전가책임이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95)

 일종의 전가책임설에 가까운 이론이다. 배종대 교수는 양벌규정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면 무과실책임설이라고 주장하면서 무과실책임

이기 때문에 형법의 책임주의원칙에 위배가 되므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한

다. 법인형사처벌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양벌규정의 법적성질과 관

련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96)

 책임비난을 할 근거로 작용하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형사정책적 목적

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무과실책임설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단점이 있다.97)

 

 이러한 무과실책임설은 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주장

되어 왔다. 

II.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에서의 양벌규정의 법적성질

1. 과실책임설 

 법인의 구성원이 한 행위에 관해 법인처벌을 하는 것은 그 구성원을 선임

하거나 감독하는 과정상에 법인의 과실이 긍정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또

다시 과실의제설, 과실추정설, 부작위감독책임설, 과실책임설 등으로 분류

가 된다.98)

95) 이재상,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98면.
96) 배종대, 앞의 책, 204면.
97) 신동운, 『형법총론(제5판)』, 법문사, 111면.
98) 배종대, 앞의 책,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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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추정설

 1957년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양벌규정에 대해‘사업주가 행위자를 

선임 감독하거나 기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

니한 과실의 존재를 추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고 만약 사업

주가 이에 관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사업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의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사업주에 대한 과실추정설을 취한 입장이 명확해졌으며 후에는 최고재판소 

1965.3.26. 판결(형집 19-2, 83)을 통해 법인이 업무주인 경우에도 과실추

정설을 확대 적용하였다고 한다.99)

 우리나라에서도 과실추정설을 취하는 학자가 있다. 법인의 과실이 존재하

는 때에만 처벌을 하되 사업주의 과실은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주가 

선임 또는 감독상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

법론이라는 견해인데 이런 입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에 대한 유형정비

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양벌규정의 과실추정설 또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 명문의 규정으로 선임 또는 감독상 책임 있을 때만 사업

주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100)

 그런데 과실추정설에 의할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처벌

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쉽지는 않다는 어

려움이 있다.101)

99) 이재상,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99면 각주2.
100) 박창석, “법인의 양벌 규정 위헌판결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24판결을 중심으로 - ”, 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1호(2010), 순천  
  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6-167면.

101) 신동운, 『형법총론(제5판)』, 법문사,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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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의제설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장하는 학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102) 과실의제설

은 무과실책임설과 결론이 같은 이론일 뿐이다.103) 

(3) 과실책임설

 과실책임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감독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입장이다.

 형사처벌이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에서 확인한 것처럼 과실책임설을 취하는 것이 형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

지 않는다.104)

 법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을 추정한다면 형사소송원

칙에 반하거니와, 법인이 행한 범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법인과실

을 추정한다면 이는 기소하는 입장에 상당히 유리할 뿐이기에, 면책규정을 

둔 경우와 두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면책규정이 존재할 때에는 강한 과

실추정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면책규정이 부존재할 때에는 과실추정을 할 

수 없고‘진정과실책임설’로 보는 것이 입법 의도에 들어맞는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주된 추세가 양벌규정에서 면책규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입

법이 이뤄지는 것임에 비추어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을 진정과실책임설로 

보자는 견해이다.105)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을 진정과실책임설로 보자는 견해에 동의한다. 법인

102) 옥필훈, “경제범죄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7집(2007. 8.), 한국법학회, 232면.

103) 이재상,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101면.
104) 신동운, 『형법총론(제5판)』, 법문사, 111면.
105) 조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서울학교 法學 제48권 제  

  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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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과 관련한 종속모델이 아닌 독립모델 입장을 취하는데 독립모델 입장

에서는 법인을 진정과실범으로 처벌하는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

이기 때문이다.  

 법인에게 고의가 있다 함은 법인 기관에게 고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

데, 이런 경우 기관이 고의책임을 지게 되지만 법인도 또한 기관에 대한 

선임 또는 감독상 과실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죄추정원칙에 

따르자면 과실추정설이나 과실의제설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이 선임 또는 감독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

다.106)

 그러나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제지를 안 할 경우 또는 종

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던 때처럼 구체적의 상황이 나뉘게 됨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적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과실범으로 

보는 과실책임설에 대한 비판의 견해도 있다.107)

(4) 부작위(감독)책임설

 부작위책임설 입장에서는 무과실책임설에서처럼 자기책임의 원칙과 충돌

하는 문제 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법인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자기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인 스스로의 귀책사유로

는 법인이 적절하게 종업원을 감독하지 못했을 때나 혹은 법인조직 자체의 

흠결(deficient organization)이 있는 경우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법

인이나 개인인 영업주는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종업원의 행위를 대위하여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108)

106) 오영근, 『형법총론(제3판)』, 박영사, 93면.
107) 조명화·박광민, “양벌규정과 형사책임-개정된 양벌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제23집(2010),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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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웅 교수가 이 입장을 취했었는데 법인 처벌을 하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고의 및 과실의 부작위범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이

다. 이 입장에서는 법인은 종업원이 업무를 하면서 범칙행위를 하지 못하

도록 할 작위의 방지 의무를 지게 되는데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고 법인

이 감독 의무에 대한 과실불이행이나 고의불이행이 있다면 부작위범이 된

다는 것이다. 만약 법인이 종업원이 범칙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

로 내버려 둘 경우에는 고의의 부작위범이 되는 것이고 실수로 몰랐더라도 

과실불이행이 된다는 입장이다.109) 이 입장에선 법인처벌 양벌규정에 있어

서 고의불이행을 딱히 배제하자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고의로 감독의무

를 불이행 했다는 사실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인이 과실 

부작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인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때는 종업원이 한 구체적 행위와 관련한 법인의 

과실이나 고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감독 의무를 다 했는

지 다 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종업원과 법인의 관계에서 감독책임이 비롯되지만 이와 관련된 법인의 독

자적인 행위는 따로 떼어서 법인의 독자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범으로 

처리해야할지 부작위범으로 처리해야할지 결정할 문제가 남는다고 보는 입

장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법인 관련된 사항이나 양벌규정 관련된 사항이 

아닌 일반 형법적인 문제에서 감독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형사책임

이 일본에선 과실범 이론으로 처리되고 독일에서는 부작위범 이론에서 접

108) 조명화·박광민, “양벌규정과 형사책임-개정된 양벌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제23집(2010),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7면.

109) 임 웅, “경제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책”, 성균관법학, 창간호, 1987, 158-15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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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되지만 독일처럼 부작위범 이론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부작위 책임이고 부작위한 

내용은 법인이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다는 데에 있다는 게 맞는 결론이라

는 입장이다.110)   

 법인은 업무활동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입장이기에 종업원이 한 범칙행위

에 대해서 방지를 해야 하고 이는 보증인적 지위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

라면서 그러하기에 법인 자신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보증의무의 

위반행위가 되므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이는 독일의 질서

위반법 상에서의 법인제재에 따른 독일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과 같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게 되면 종업원을 선임하거나 

관리 또는 감독하는 것 모두에 대해서 법인의 자기책임을 긍정하게 되므

로, 법인의 고의책임도 긍정이 가능하고 따라서 부작위(감독)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게 되니 부작위(감독)책임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111)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험 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에 있어서 이러한 오염

물질 배출 또는 위험 시설 관리에 대한 관리의무를 태만하거나 위배한 사

례가 발생한다면 이와 관련된 종업원에게 감독 과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는 관리과실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만약 단시일이 아니라 장기

간에 걸쳐서 법익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행위자 특정이 용이하지 않게 

되는 점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부작위책임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

는 견해도 있다.112) 이럴 때 부작위(감독)책임설을 취하게 되면 법인이 종

업원에 대해 감독 의무를 지는 것과 더불어 위험설비 또는 위험시설 및 사

업 활동에 관한 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나 시

110) 조병선, “양벌규정과 형사책임”, 형사판례연구[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95,  
  13면.

111)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전정2판)』, 삼영사, 114면.
112) 조명화·박광민, “양벌규정과 형사책임-개정된 양벌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제23집(2010),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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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법익의 침해결과와 관

련하여서 법인을 처벌할 근거를 오직 감독 의무에만 제한하는 때에 생기게 

되는 불처벌 사례를 방지하게 되고 분업화를 통해 행위자특정이 쉽지 않은 

경우에도 부작위책임을 물어 법인에 대한 처벌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고 한다.

 

(5) 부작위(감독)책임·행위책임 이원설

 법인 활동에 관한 구조적인 특성에 비추어 법인 책임을 달리 이해하자는 

입장인데 이 이론에 따르자면 법인이 법인기관이 위반 행위를 한 것에 관

해서는 법인 자신이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이 직접 책임을 

부과 받지만,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한 것에 관해서는 법인은 관리 감독에 

대한 부작위 책임을 진다는 학설이다.113)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법인 처벌에 대한 근거가 개별적인 양벌 규정에 

도입되긴 하였지만 법인기관이 불법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인 자신

의 실행행위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다시 말하면 법인기

관이 자행한 불법 행위는 법인이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한 법인 

자신이 저지를 불법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실행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법인의 대표자가 불법 행위를 

자행했을 땐 법인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양벌규정면책규정이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주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

시하고 있다.114)

 

 근래의 법인 활동을 감독책임으로만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의 활동을 

113) 김성돈, 앞의 책, 168면.
114)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제12판)』, 박영사,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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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뿐더러 감독책임 자체의 의미도 잘 설명할 수 없다

고 보는데 그 이유는 법인의 행위가 단지 자연인을 감독하는 것에만 의의

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인을 법인 자신의 구성요소로 삼아 법인 스스로가 

행위 실행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행위자와 수범자의 

차이에 따라 감독책임을 실행행위책임에서 분리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

다.115)

115) 장영민/박기석, “환경형법의 이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  
 구총서 (1992.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8-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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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양벌규정 인정여부

제1절  양벌규정법적성질에 앞서 범죄능력을 論한 실익

I. 법인양벌규정에 대한 설명

 항공법 제179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10조, 관세법 

제279조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

조, 수산업법 제101조, 대외무역법 제57조, 문화재보호법 제102조,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선원법 제178조,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하천법 제97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약사법 제97조 등

에서 실제로 법인을 처벌하고 있기에 법인의 범죄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이

와 같이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형법 도그마틱의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는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한 형법적 설명이 

가능해야 하고 그러한 설명을 가능케 하는 건 법인범죄능력에 기인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법인범죄능력긍정설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

고 부정하면 이중적 설명구조가 필요하다고 한다.116)  

116) 배종대, 앞의 책, 196-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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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인의 양벌규정 논의에 회의적인 시각

 ‘입법자결정의 사후적 정당화’라는 소제목 하에서 법인의 양벌규정을 논하

는 실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하는 견해가 있다. 입법자 결정의 정

당화 작업이자 사법부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다.117) 이 입장에서는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이미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에 관해 원칙적인 문제

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양벌규정에 대

한 논의가 실제로는 입법자가 한 결정을 사후적 정당화하는 이론화 작업이

라고 하면서 기본원칙까지 무너뜨리게 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한다. 또

한 아무리 법인의 양벌규정성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법관이 판결을 하는 데

에는 그러한 이론이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다. 가벌성 기준에 대한 구체화 

작업과는 거리가 멀고 의미도 없고 수고로울 뿐이라며 다소 과격하게 양벌

규정 논의에 대한 판단을 한다. 실제로 양벌규정에 대한 연구를 했던 국내

외 많은 학자들 중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학자들이 많았다.

 다수설이 법실증주의적 타협을 하고 있다고 다소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수

설이 법인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형법 또는 

법인처벌규정이 있는 특수한 경우에 법인에게 형법능력이 존재한다고 함으

로써 현실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이 있는데118) 이 

입장에서는 범죄체계론 입장에서는 모순적인 부분으로서 이러한 논의들이 

입법자가 결정한 것을 정당화하는 작업이고 학문적 성격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을 논의하는 것은 비단 입법자의 입법에 대한 정당화적 성격만 가진 

것이 아니라 형사법 도그마틱으로 양벌규정체계에 대한 근원을 연구해보고

117) 배종대, 앞의 책, 203면.
118) 배종대, 앞의 책, 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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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점에서도 비롯되기 때문이다. 

III. 부정설의 이중적 설명구조

 

 법인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양벌규정을 설명하기 위해 법인에게 

형벌능력이 있지만 범죄능력이 없다고 하거나 혹은 법인이 수형능력과 범

죄능력을 둘 다 지니진 않지만 법인처벌규정이 존재할 때에는 법인처벌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인범죄능력부

정설에서 현재의 법인양벌규정에 대한 입법적 비판을 하는 게 합리적인 방

법이 될 있다고 본다.119)

 임웅 교수는 법인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양벌규정을 설명하기 

위해 법인에게 형벌능력이 있지만 범죄능력이 없다고 하는 방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120) 

119) 배종대, 앞의 책, 197면.
120) 임  웅, 『형법총론(제6정판)』, 법문사, 93-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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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인의 양벌규정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I. 2007년 이전의 대법원 판례

  

 판례의 태도는 일정하지 않았다. 2007년 이전까지는 과실책임설이나 과실

추정설을 따르는 판례와 무과실책임설을 따르는 판례가 혼재해 있었는데 

이처럼 기존 대법 판례가 일관성을 갖지 못한 이유는 양벌규정에 대한 내

용과 형식에 대한 통일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면책 조항이 없었을 때에는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무과실책임설로 보았고 면책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추정설로 보았다.121) 

1. 면책규정이 있는 판례

 면책규정이 있는 판례는 과실추정설의 입장에 가까운 판례로 보인다. 아래

는 관세법위반 판례이다.

 같은 법 제197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법인이 같은 법 제196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으로서 그 직원 또는 임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면책을 받게 되어 있

는바 이는 법인에게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입증책임을 부과함

으로써 업무주체에 대한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

다 할 것이므로 논지에서 말하는 바 원심 공동 상 피고인이던 피고인 

법인의 수출선적사무를 전담하는 업무부장이고 같은 사람이 피고인의 

121) 김성돈, 앞의 책, 168-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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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문제의 위반행위를 혼자 범하

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같은 법조에 규정한 면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

유 없다.(대법원 1980.03.11. 선고 80도13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판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책규정이 있는 경우 과실추정설

에 가까워 보인다.

 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알선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입사시에 그 다짐을 받는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

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중위생법 제45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08.18. 선고 92도1395 판결)

 이러한 과실추정설의 입장은 일본의 통설 판례의 입장에 유사하다.

2. 면책규정이 없는 판례

(1) 무과실책임설을 따르는 판례

 아래 무역거래법위반판례에서 무과실책임설에 따라 판결을 하였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

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03.22. 선고 8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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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판결)

 건축법 양벌규정 사건에서도 무과실책임설에 따라 판결을 하였다.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57조는 실제의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 이익귀속

주체인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실제 위반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

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

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0.10.12.선고 90도12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서도 무

과실책임설에 따라 판결을 하였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위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

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

고(이와 같은 법정책임자 이외의 제3자가 공범으로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행위자가 아닌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 양벌규정인 위 제3조에 의하여 소정의 

벌금형을 과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08.14. 선고 92도299 판결)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사건에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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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인 또는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

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형 또는 과료를 과한다는 양벌규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

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자 외에 그 행위자와 위 법 소정의 관계에 있

는 고용자 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이른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이

므로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위

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과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가 없다.(대법원 1982.09.14. 선고 82도1439 판결)

 며 무과실책임설의 입장에 서 있던 경우도 있었다.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무과실책임설을 취한 판례들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2) 과실책임설을 따르는 판례

 미성년자보호법위반판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종업원 등의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영업주의 책임

을 묻는 것은 종업원 등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근

거로 하는 것이며 그 종업원은 영업주의 사업경영과정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업주의 감독통제 아래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일컫

는 것이므로 영업주 스스로 고용한 자가 아니고 타인의 고용인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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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처리하고 영업주의 종업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독통제를 받

는 자라면 위에 포함된다. (중략)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영업주의 위 과실책임을 묻는 경

우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

도 영업주의 법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7.11.10. 선

고 87도1213 판결)

 저작권법위반 판례에서 과실책임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참조).

따라서 영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

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6.02.24. 선고 2005도7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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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추정설을 따르는 판례

 아래에 소개할 2007년 이전의 헌법재판소 판례는 과실추정설에 입각한 것

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공중위생법위반판례에서 과실추정설의 입장에 따

른 판단을 하였다.

 공중위생법 제45조의 규정은,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

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

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395 판

결)

 대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에서도 과실추정설의 입

장에서 판단하였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와 같은 양벌규정에 있어서 사

업주가 개인인 때에는, 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그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주는 이러한 주

의를 다 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가피고인 1을 새한병원 내

과과장으로 채용함에 있어 무면허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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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상피고인의 무면허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위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조처

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으로 인한 사실오

인, 이유모순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II.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계없이 대법원 판례는 1990년대 후반 이래

로 과실책임설의 입장을 취하는 쪽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이 최

근에는 ‘법인은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과실 때문

에 책임은 진다’는 진정과실책임설을 명시하여 지지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대법원 양벌 규정 판례들은 무과실책임설을 취한 것이 없음에 

비추어 대법원 판례는 과실추정설 혹은 진정과실책임설로 입장선회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122)

 대법원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판결을 보자.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컴퓨터프로

그램 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흡수됨) 제50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50조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

122) 박미숙·탁희성·임정호, “양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08,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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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하고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참

조),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

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

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

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

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0.07.08. 선고 2009도6968 판결)

 아래 도로법위반판결도 마찬가지로 과실책임설 입장에서 판결하였다.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3조 제1항 제3호는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청의 관계서류 제출 등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

를 처벌하는 외에, 같은 법 제86조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

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

하는 ‘양벌조항’을 두고 있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

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

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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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

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

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도5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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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법인의 양벌규정 인정여부에 관한 헌재결정

I. 2007년 이전의 헌법재판소 판례

 아래의 2000년도 헌법재판소 판례는 과실책임설의 입장에 서 있었다. 

 과적차량을 운행한 자나 그 운행을 지시·요구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직접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행정형벌법규에서 양벌규

정으로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한 피용

자에 대한 선임 감독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행정규제의 목적을 달성하

려는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헌재 2000. 

6. 1. 99헌바73, 공보 제46호, 462 [합헌, 각하])

 대법원이 취한 입장과는 다르게 헌법재판소는 2007년 판결 이전에도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벌 규정으로 처벌한다면 형법상 책

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과실책임설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2000.6.1. 99헌바73 전원재판부 판결에서도 드러난다.123)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시하는 바로 미루어 보건대 과실책임

설의 입장에 있음은 분명하나 위헌을 선언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양벌규정

이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여전히 과실책임설의 입장이다. 이는 아래 

2007년 헌법재판소 판례 부분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123) 김성돈, 앞의 책, 168-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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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7년의 헌법재판소 결정

1.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비록 재판관들 간에 위헌주문에 대한 이유가 상이하긴 하지만 2007년도 

헌법재판소 판례의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

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업원의 업무 관련 무면허의료행위가 있으면 이

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명백한 의

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

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

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

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

한다. 

(2)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의 의

견 

 

 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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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법

정형 또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

률조항은 문언상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그 처벌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법률

조항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과 동

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

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므

로, 두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한다.”(헌

법재판소 2007.11.29.,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양벌규정의 책임주의원칙 위반에 대해 설시하고 있다. 2007년 현재 판례

는 형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둔 판결이었다. 따라서 양벌

규정은 대폭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2.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 및 이로 인해 이루어진 양벌규정의 대폭적 개정

이 법인의 행위주체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한 양벌규정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개정 양벌규정이 양벌규정 

문언 자체로부터 법인 스스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주체처럼 표현하기 때

문이라는 견해가 있다.124) 이 견해에 의하면 법인이 자연인처럼 스스로 자

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로 행위 할 수 있기도 하는 행

124) 김성돈,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에 대한 이론적 기초 – 법인의 행  
  위성문제를 중심으로 - ”,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68호, 2016.     
  9), 한국형사법학회,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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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체성이 긍정되었다고 본다.125) 

 종업원을 선임 감독함에 있어 과실이 없는 영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

하는 것이 인간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책임주의 원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조법 제6조 양벌규정 중 개인영업

주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내렸는데 헌법재판소는 설사 영업주

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범인 종업원과 동일하게 법정형을 지우는 

것 또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았다. 그 뒤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이 

범죄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인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전혀 묻

지 않은 채 그 종업원을 고용한 법인에게까지 무조건 종업원 처벌규정에 

기재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양벌규

정 영업주 관련 부분 외에도 법인에 관련된 것도 위헌이라 선언하였다. 근

래에 들어와 법인이 반사회적 법익 침해 행위를 하여 법인처벌필요성이 높

아질지언정 입법자가 형벌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법치주의나 죄형법정주의 

같이 형벌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비롯된 책임 원칙이 준수돼야 하고 법인

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또는 감독상주의의무위반이 없고 그에 대한 과실까

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게 형벌제재를 가한다면 헌법의 책임주의 원

리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126)

125) 김성돈,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에 대한 이론적 기초 – 법인의 행  
  위성문제를 중심으로 - ”,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68호, 2016. 9),  
  한국형사법학회, 8면.

126) 배종대, 앞의 책, 205-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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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07년 이후 헌법재판소 판례의 동향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헌법재판소는 법인이건 종업원이건 가리

지 않고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무더기로 내리는데 2010년에만 하더

라도 30여 건의 위헌결정을 내렸고 헌재 2010.9.30. 2010헌가62처럼 병합

하여 선고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건에 위헌이 내려

진 것이다.127)

 아래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온 이후인 2009년에 양벌규정

에 대해  위헌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구 법 

제96조 제4호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

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

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오늘날 법인의 반사회

적 법익침해활동에 대하여 법인 자체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성

이 강하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일단 “형벌”을 선택한 이상, 형벌에 관

한 헌법상 원칙, 즉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

의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법

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되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8, 공

보 제154호, 1427 [위헌])

127) 배종대, 앞의 책, 206면 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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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07년 헌재 판례 이후의 주목할 만한 학설변경

제1절  이재상 교수의 입장 변화

 이재상 교수는 6판까지는 무과실책임설을 주장하다가 2011년 간행된 7판

부터는 과실책임설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아래에서는 이재상 교수의 이전 

교과서에 실린 견해와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변화된 입장을 소개

한다.

I. 2011년 이전의 이재상 교수의 견해

 법인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과

실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범죄능력을 가진 법인이 자기의 행위에 대하

여 처벌받기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책임주의

의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상의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

에 제한되며, 법적 의제에 의하여 법인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

다. 법인의 행위능력을 부정하는 이상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한다고 

하여 책임주의가 관철될 수는 없고, 또 이를 필요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행정형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둔 

것은 법인 단속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며, 

이 경우의 법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입법론으로는 범죄능력 없는 법인에게 책임을 전제로 하는 형벌을 과



- 89 -

하여 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정책

적인 이유로 법인을 처벌한다면 범칙금을 과하는 데 그쳐야 하며 형벌

을 과하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128)

II. 2011년 이후의 이재상 교수의 견해

 법인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상, 

무과실책임설은 현행법의 해석상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과

실책임설 가운데에서도 과실의제설은 결과적으로 무과실책임설과 결론

을 같이하는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

의 법적 성질은 과실책임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과실책

임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법인처벌의 근거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

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긍정설에 

의하면 법인처벌의 근거가 법인의 자기책임이 됨에 반하여, 부정설에 

의할 때에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내지 제 3자책임이 되지 않을 

수 없다.129)

128)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보정판)』, 박영사, 100면.
129) 이재상,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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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인의 양벌규정 추이와 검토

I. 2007년 이후의 입법논의 또는 입법변화

 단지 양벌 규정의 책임주의 원칙과의 조화를 넘어서서 법인처벌관련한 차

후의 입법론을 전개함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이 2007년 이

후 개정된 양벌 규정들인데, 그 이유는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에 대한 요

건을 자연인 처벌요건과 부합하게 조정하기 때문에 법인형법 도그마틱이 

개인형법 도그마틱 수준까지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130)

1.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이후 양벌규정의 개정

 종업원의 위반행위 외에는 추가적 처벌 근거가 없음에도 개인 업무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헌법에서 설시한 책임 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

재판소가 2007년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7.11.29., 2005헌가10 전원재판

부)을 하였는데 그 뒤에 법인 업무주에 대해서도“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헌

법재판소 2010.2.25. 2009도5824)”의 내용처럼 자연인 업무주에 대한 것

과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게 됨으로써 법인처벌을 위한 법인 독자처벌 근

거가 양벌규정에 삽입되게 되었다. 그리하여“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130) 김성돈, “기업형법과 양벌규정의 도그마틱”,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106호, 2016 여름),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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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양벌규정 단서조항에 들

어오게 되었고 양벌규정에 있어서의 법인 처벌 관련한 논의의 새 지평을 

열게 되었다.131) 

2. 과실책임설에 입각한 양벌규정의 면책조항신설 입법

 법무부는 양벌 규정의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총 428개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단서부분에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같이 추가하는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특허법 상

표법 주민등록법 등의 많은 법률들이 이미 개정되었다. 법인이나 영업주가 

감독상 과실책임을 저지른 경우 양벌규정에서 이런 면책조항을 적용하겠다

는 입법조치로 인하여 양벌규정무과실책임론이 이 땅에서 더 이상 발붙일 

수가 없게 되었다.132)

3. 행정형벌의 합리화

 

 법인의 범죄능력 문제와 연관된 양벌규정이 변화를 겪게 된 것이 양벌규

정이란 입법 형태가 가진 문제점을 보여준다는 견해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통해 많은 기업인과 국민이 전과자가 되

는 현실에서 양벌규정체계로 법인이나 개인이 범죄능력이 있다는 걸 설명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행정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형벌이 제재수단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불필요하게 전과자가 

양산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기업활동과 밀접 관련된 분야의 424개 법률에 

131) 김성돈, 앞의 책, 169면.
132) 임  웅, 『형법총론(제6정판)』, 법문사, 9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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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무과실책임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133) 

아래에서 배종대 교수의 설명을 보자.

  과도한 행정형벌과 양벌규정의 문제이다. 이 둘은 모두 행정법률에서 

사용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법무부는 2008. 

6월 「형법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과 「행정형벌의 과태료전환기준과 

대상」을 주제로 공청회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법무부의 진단에 의하면, 

기업활동과 밀접한 분야에 총 424개의 법률에 양벌규정이 있고, 이는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392개를 법률을 정비하기로 하고, 양벌규정은 ‘업무에 관한 행위’, ‘감

독상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모두 폐지할 예정으로 있다. 행정형벌을 과태

료로 전환하는 규제안은 총 151건으로, 여기에는 행정형벌규정의 완전

폐지, 벌금을 동일한 액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면서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134)

4. 독자적 조직책임이론과 유사한 측면

 한국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된 양벌 규정의 입장은 “독일의 질

서위반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기업의 조직상의 잘못을 근거로 한 독자적 

조직책임이론과도 유사한 측면”135) 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은 “위

반행위를 한 종업원의 행위 대해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가진 ‘자연인’의 

133) 배종대, 앞의 책, 206-207면.
134) 배종대, 앞의 책, 206-207면.
135) 김성돈,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에 대한 이론적 기초 – 법인의 행  

  위성문제를 중심으로 - ”,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68호, 2016. 9),  
  한국형사법학회,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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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독일의 통

설(동일시이론 내지 귀속모델에 입각한 기업책임법리)의 태도와는 달리 기

업의 책임은 기업 자체의 ‘조직상의 잘못’내지 ‘조직상의 결함’에 의

해 근거 지워져야”136)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다. 

II. 양벌규정 개정 단계에서의 논의 상황

 양벌규정 개정 와중에 기소가 된 법인 또는 영업주 처리에 혼선이 빚어졌

는데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2007년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종업원에 대해 

관리나 감독의무를 소홀이 한 법인과 영업주만 처벌토록 법률개정을 하는 

와중에, 법 개정 이전에 기소된 피고인들의 판결을 두고 법학계에서는 구

법에 대한 위헌 제청을 하여 해결토록 하는 입장을 취한 의견(연세대 이종

수 교수)이 있던 반면 신법을 지지하여 법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는 신법

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137)도 있었는데 신법을 

적용하여 무죄 선고를 하는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구법에 대

해 위헌제청을 하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도 있다"138)

는 의견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는 구 의료법·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사건(2009헌가23 등)에서 "면책조항이 생긴 법에 대해서는 

136) 김성돈,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에 대한 이론적 기초 – 법인의 행  
  위성문제를 중심으로 - ”,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68호, 2016. 9),  
  한국형사법학회, 19면.

137) 2009년 12월 19일자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0332  

  (법률신문 홈페이지 참조. 2016. 11. 1. 최종검색)
138) 상기 법률신문 기사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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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됐다"며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구 의

료법 등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제청법원의 제청 전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됐으나 개정법 시행 전 범

죄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고 있

다"고 밝혔는데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돼 무과실책

임규정이 과실책임 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우선적용의 원

칙에 의해 신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한다"고 하였다.139)

 이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책임 있

는 영업주나 법인이 면책되는 것은 반사이익에 해당할 뿐 그들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 아니다"고 하며 "책임 있는 영업주나 법인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형태에 따라 다소

의 형평성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평등권 등으로 보호해야할 이익이

라고 할 수 없다"140)는 입장이 있는데 영업주나 법인의 범칙 행위에 대해서

는 현실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으로 보이며, 이러한 필요성 때

문에 위반 행위를 한 법인이나 영업주를 처벌해야 할 근거를 찾는 법인형

사처벌에 관한 양벌규정 연구는 상당히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139) 2010년 10월 7일자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4441  

 (법률신문 홈페이지 참조. 2016. 11. 1. 최종검색)
140) 2010년 10월 12일자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4493  

 (법률신문 홈페이지 참조. 2016. 11. 1.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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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07년 이전 논의

 기존의 법인 형사 책임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법인 책임능력 및 행위능

력과 관련한 일반적인 긍정설 부정설 대립이 있어온 게 전부였고, 형사법전

에서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이 부정되고 있는 법인이 양벌규정 하에서는 처

벌되는 것을 어떤 도그마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자연인을 처벌하는 형사법의 범죄

성립요건에 걸 맞는 논리정치성으로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요건을 양벌

규정에서 상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나 그러한 상정 자체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개진이 지지부진

하였고 그간 답보상태였다.141) 

 2007년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전의 양벌규정 관련 

입법적 논의 및 해석론은 두 가지 정도에 국한돼 있었다.

 ① 무과실책임론 · 과실책임론 · 부작위(감독)책임설 등등의 법인을 처벌할 

근거를 논하는 이론들과 ② 형사법적으로 범죄능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통해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법인 범죄

능력을 인정하는 것인지 부정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인 범죄능력 논의 

일반론이 그것이다142) 

141) 김성돈,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에 대한 이론적 기초 – 법인의 행  
  위성문제를 중심으로 - ”,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68호, 2016. 9),  
  한국형사법학회, 6면.

142) 김성돈, “기업형법과 양벌규정의 도그마틱”,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106호, 2016, 여름),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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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현재 상황에서의 대안 제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에서의‘벌’이 형사벌인 

한 형벌을 부과함에 수반되는 관련 요건들을 자연인 및 법인 모두 충족시

켜야만 한다. 그러나 법인처벌근거에 대해서는 법인 범죄능력인정설과 법

인 범죄능력부정설이 각각 다른 견해를 보인다. 또한 2007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존 양벌규정이 위헌을 받게 되자 법인처벌 근거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논의양상에 변화가 생겼다.143) 그런 입장 중에는 과태료로 법인을 

처벌하면 충분하니 굳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입장

이 있다. 그렇다면 과태료로 법인을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제1장  형법에 민사법적 제재 도입시 발생하는 문제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의 근거에 따르자면 법인에 대해 영업정

지를 하거나 법인을 해산하거나 법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 등이 자연인에 

대한 자유형을 부과하거나 생명형을 부과하는 것에 상응하기 때문에 괜찮

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는 민사법이나 행정법에서 다뤄지는 제재이

다. 형사법적으로는 없는 제재이다. 이는 형법 제41조의 형벌의 종류를 보

면 알 수 있다. 만약 입법적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미 관련 

법 영역에서 그런 제재를 창설하여 실현하는 상황이기에 굳이 다시 형사법

143) 김성돈, 앞의 책,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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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부과해야할 필요성이 없다.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하더라도 형사

법적으로도 또 다시 그런 제재를 부과한다는 것은 형사법의 사법화(私法化)

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법 이론적으로 볼 때 형사법의 최소침해성 원칙이

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다.144) 

144) 배종대, 앞의 책, 200면.



- 98 -

제1절  민사법적 제재를 형법에 도입할지 여부 

 그래도 민사법적 제재를 형법에 도입해야 할 것인가? 구성요건해당성 요

건을 엄격하게 하여 형사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줄여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는 바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난무하는 형사법적 제

재와 형벌의 부과로 인하여 바람직한 형사정책의 기본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법인 형사제재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입장

일 것이다. 형벌이 난무하는 시대에 형벌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들이 형벌체

계에 대해 무뎌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형벌의 권위의 감소로 이어질 것

을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일견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없지는 않은 입장이라

고 판단된다. 그렇긴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법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민사적

인 제재로만 처리할 경우에는 나타나는 빈번한 실패의 현실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측면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인에게 민사적 제재

만을 부과한다면 법인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결국 법인 

자체의 존속에 대한 위험이 없는 민사 법률만으로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통

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양벌규정이 현재의 형태로는 유지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요

구한대로 주의의무 및 감독에 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한 법률개정이 있게 

되더라도 여전히 법인의 과실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

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차라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낫

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45)

 이 입장은 양벌규정의 성격이 무과실책임설인데 형벌을 부과할 때 무과실

145) 배종대, 앞의 책,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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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으로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기에 양벌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릇된 것

이고 따라서 형벌로 부과하지 말고 과태료로 부과하자는 것 같다. 생각건대 

법인이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 따라서 무과실책임

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과태료로 처벌하자는 부

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실제로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은 현재 독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법인의 양

벌규정 체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납득할만한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굳이 형벌로 처벌할 필요 없이 독일처럼 과태료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에

는 반대하지는 않는 바이다. 이론적으로 완비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무리해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의 문제도 적지 않거니와 형벌로 처벌하기 위

해서는 벌금액의 액수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서 법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

적 목적도 거둘 수 없을 거란 생각 자체에는 동의하지 못할 부분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러한 형벌 벌금의 상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게 되고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위반 제재의 형사정책적 목적도 

달성하기 유리하며, 미국처럼 대위책임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부담을 안을 

필요도 없다는 측면에서 과태료 부과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일응 수

긍이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인에게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

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사제재의 보충성 최후수단성 등

의 원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벌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에게 많은 액수를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4년 이래로 프랑스법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자

연인보다 5배 정도 많은 벌금형을 상한선으로 하여 법인을 형사처벌 하고 

있다. 자연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를 법인이 저질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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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최대 상한제 안에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법인을 기소

하거나 수사할 때에도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에서 특별조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법인을 기소하거나 수사를 하고 있다.146)

 이처럼 법인을 형벌로써 처벌하게 됨으로써 법인에게 강한 처벌을 지우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과태료보다는 그 효과가 좋다고만

은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법인을 형사처벌 하게 될 때 법인에게 어떻게 보

면 소액에 불과할수도 있는 벌금형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거대기업 입장에

서는 코웃음치고 벌금을 내버리고 마는 결과로 귀결되는 현상을 막으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 

 법인도 법인범죄 전과가 누적되면 법인 자체를 해산시키는 절차로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동종의 전과를 계속 반복하는 법인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의 청해진해운처럼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힌 선박회사가 벌금형을 받고도 큰 타격을 받지 않고 계속 크고 작은 인

명피해를 입힌다면 그런 기업을 존속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법인을 형

사처벌하는 데 있어서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해서 법인을 범법자로 낙인찍

는 것 이외에 실효적 효과를 거두는 방법은 법인 전과 누적에 따른 법인 

해산이다. 실제로 법인 해산을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는 독일 베스트팔렌주 

단체형법안이 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법인 처벌을 양벌규정을 통해 하

고 있고 벌금액을 높이는 추세라 하더라도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법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법인 범죄를 대폭 근절할 수 있는 기제는 아니

라고 생각한다. 많은 수익을 내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근거한 벌금형 정도로는 형벌의 위하효과를 주기에 태부족이기 때문이다.

146) 김성룡·권창국, 앞의 논문, 5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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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과거에 과태료로 법인처벌 했던 이탈리아의 변화

역사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법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움에 있어서 소극적

인 입장의 법체계를 취해왔다. 법인 또는 단체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문구

인 ‘societas delinquere non potest’ 원칙이 이탈리아 헌법에 존재하기 때

문이다. 결국 개인이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인이 잘못을 범할 수는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탈리아 의회에서도 결국 기업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직접책임을 부과하는 모델을 이탈리아 법체계 내로 2001

년에 받아들이게 되었다. EU나 OECD가 강하게 요구를 하였기에 이탈리아

에서도 여타의 유럽연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하였고 이탈리아 형법 총칙에 법인 형사책임을 규정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탈리아 헌법에서 규정한 ‘societas delinquere

potest’의 규범이 사실상 형해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장식헌법(裝

飾憲法)적 요소로 변질되어 가는 문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론이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고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이탈리아 의회가 말하고 있다. 법인 형사범죄의 대상도 부패, 청탁, 뇌물,

사기 및 테러리즘, 인신매매, 여성성기훼손 등에까지 다양하게 이르고 있고 

확대일로에 있다.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수단도 몰수나 자격제한, 자격상실 

그리고 벌금형에 이르기까지 자연인에 부과하는 일반적인 형벌수단과 유사

한 수단을 부과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법인형사처벌 사건의 누적 숫자는 많

지는 않은 실정이다.147)

147) 김성룡·권창국, 앞의 논문, 5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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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인처벌 기제에 대해 논하는 실익

제1절  법인을 처벌하는 기제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굳이 법인처벌의 기

제를 논할 실이기 많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어차피 무과실책임설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법인처벌의 기제를 논하지 않더라도 과실 없는 법인을 처벌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실책임

설을 취하게 된다면 양상은 사뭇 달라진다. 과실책임설을 취하게 된다면 

어떠한 기제로 법인에게 과실이 부여가 되는지에 대한 정밀한 이론적 구조

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크게 3가지의 법인처벌기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I. 조직모델

 독립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조직체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동일시

이론과는 반대로 개인이 저지른 위법 행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와 관련한 조직 구조상 결함 및 독자적인 책임을 법인 처벌에 필요한 

요건으로 본다는 것이다. 개인 불법행위의 확정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 점

이 특징이고 조직모델은 법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148) 

148) 이순욱, 앞의 논문, 149-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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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모델을 취할 경우에 감독자나 행위자를 특정지울 수 없을 때는 법인

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용이하긴 하지만, 법인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선 

법인구성원 중 누군가의 행위를 전제로 해야지만 법인에게 효과가 미친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149)

 

II. 대위책임이론

 법인은 관념적 존재이기 때문에 법인에 속한 자연인이 한 행위에 있어서

는 규범적 측면에서 법인에게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대위책임의 근간

이고 이로 인하여 법인 자체는 타인행위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과 받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범죄를 저지른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리인

데 영미법계처럼 법인의제설을 취하는 입장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150)

 

III. 동일시이론

 

 영미법계에서 대위책임이 법인 처벌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법인의 고의를 

요소로 하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된 이론인데 종속모델이라고도 

불린다. 민법상의 법인이란 대표기관인 자연인과 밀접불가분하다고 보기에 

형법에 있어서도 대표기관이 자행한 고의나 과실 혹은 기타 행위들을 법인

이 저지른 고의나 과실 혹은 기타행위들로 동일시하여 보겠다는 이론이고 

프랑스 신형법이나 오스트리아 단체책임법 또는 미국 및 영국에서 취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대표기관인 자연인은 법인과 동일시가 되기에 

법인 자체의 책임능력이나 행위능력에 대한 비판이 다소 완화된다는 측면

149) 이재방,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과 법인처벌 방안”,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2010),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90면.

150) 이순욱, 앞의 논문,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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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법인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는 대위 책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야

기된 동일시이론은 법인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자연인의 범위를 법인의 

대표기관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대표기관의 범죄가 곧 법인의 범죄라고 하

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인의 종업원이 한 범칙행위까지 법인 대표기관을 통

해 법인귀속 할 때도 사용하게 되면서 이론의 범위가 커졌다.151)

1. 대표자가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대표자가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땐 조직모델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동일시이

론에 의한 설명이 가능하다. 법인 대표자에 의한 범죄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엔 법인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법인에는 실

질적으로 법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법인 대표자에 포함시킨

다.152)  

2. 종업원이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이 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에는 법인이 대위책임, 동일시이론, 조직

모델 등으로 법인 형사책임을 이론 구성할 수가 있다고 한다. 이론으로뿐만 

아니라 입법례로도 여러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종업원이 법 

위반을 하기만 하면 법인이 형사책임을 지도록 대위책임 측면에서 이론을 

전개할 수도 있다.153)

151) 이순욱, 앞의 논문, 149면.
152) 이순욱, 앞의 논문, 155면.
153) 이순욱, 앞의 논문,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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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인을 처벌하는 기제에 대한 분석

I. 책임모델의 변화 필요성

 

 법인의 행위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연인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

연인의 행위가 아닌 법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은 무엇인지 및 해당 법률이 법인과 자연인에게 어떤 식으로 분

배 및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구체

적 검토에 앞서서, 비교 검토가 가능한 영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데 있어서, 이전에는 일반

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영역을 형법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점을 모색해

가고 있는가이다. 우선 법적 책임의 귀속 문제, 즉 책임모델이 변화해 가는 

추이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책임개념을 상정함에 있어 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귀속시킬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전통적 책임모델에서는 책임의 주체, 책임의 귀속 객체 

또는 주체에게 귀속되는 책임의 대상 등이 문제시 되었는데, 현대산업사회

에 들어와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잠재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기존

의 사회에 비해 급증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책임모델에 대한 의

구심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154) 이러한 전제 하에서 현대적

인 책임모델은 위험사회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보다 사전적인 통제 차원에

서의 위험 회피가 강조되지 않을 수 없고, 전통적인 의미의 사후적이며 과

거 지향적인 책임의 귀속 문제를 넘어서게 되었다.155) 그러므로 장래에 발

154) 윤지영·윤정숙·임석순·김대식·김영환·오영근,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304면.

155) 김영환, “위험사회에서의 책임구소: 자연 재해에 대한 법적 담론”, 홍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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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손해를 회피할 책임을 가려보게 되었고, 형법에서도 위험범 형태의 범

죄를 강조하게 되었다.156) 또한 행위실행으로 인한 결과발생에 있어서의 책

임주체에 대한 접근법도 달라졌다. 과거에 자연인이 강조된 바와 달리, 위

험형법이 강조되면서는 법인의 책임주체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157) 즉, 

법인에 행위에 대해 법익의 침해 또는 위태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책임을 어떻게 귀속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규범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인처벌의 모델을 살펴보건대 통

상적으로 법인의 행위주체성을 부정하면 동일시이론으로 가게 되고 법인의 

행위주체성을 긍정하면 조직체모델로 가게 된다. 

II. 법인처벌에 있어서 독립모델의 부각

 한국에서도 법인을 범죄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에 

법인의 행위주체성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독립모

델에 의거한 법인 형사처벌을 하고 기존의 자연인 처벌을 규정한 형법전에 

법인 처벌도 포함시켜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양상은 실제로 청탁금지법, 산업재해보상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나타나고 있

으며 형법전에서 전통적으로 규정한 자연인 범죄를 법인에게도 적용시켜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인범죄와 자연인범죄의 경계까지 무너지고 있는 실정

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인을 독립모델에 입각해서 처벌하기 위한 연구의 중

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158) 이에 대해 이번 논문을 통해서 필자의 의견

  14권 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828면.
156) 김재윤, “위험사회에서 형법을 통한 위험조정의 가능성과 한계 – 위험형법과  

  적대형법을 중심으로 - ”, 일감법학 제25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24-125면.

157) 윤지영·윤정숙·임석순·김대식·김영환·오영근, 앞의 보고서, 308면.
158) 김성돈,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인정의 법적 근거 –    

   대법원이 말하지 않은 것들 - ” , 형사판례연구회 발표문, 2016.10.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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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진해보도록 하겠다.

III. 조직모델을 취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조직모델, 동일시이론, 대위책임의 3가지 형태

밖에 드러나지 않고 대위책임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모델과 동일시

이론만 남게 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 종업원이 법 위

반행위를 한 경우와 대표가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나누는 것에 비추어 

보게 된다면 동일시이론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고의의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기에 법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현재 이론으로 법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힘든 난점에 비추어 볼 때 조직모

델로는 법인 고의를 설명하기 용이하지 않고 법인 과실부분 설명만 가능하

다고 한다. 또한 한국 양벌규정 체계에서 자연인 범죄를 우선적으로 처벌하

는 게 조문에 나타나 있기에, 조직모델을 양벌규정 해석론과 양립시키기에

도 난점이 있다고 한다. 법인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대위책임은 책임 원

리에 위배되고, 조직모델은 추상적인 이론구성과 법인에 속한 자연인에 대

한 검토가 불가피하기에 법인 고의 성립 관련된 문제 등에서 동일시이론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159) 

 조직체모델을 비판하며 동일시이론을 취하는 입장도 두 갈래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동일시이론 자체가 맞다고 보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동일시이

론도 책임주의 원칙 위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서 손

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나마 동일시이론이라도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159) 이순욱, 앞의 논문, 159-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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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위책임 이론을 취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

 현실적으로 대위책임이론을 국내에 도입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미국 현지에서도 있는 상황이고, 국내의 학자들 또한 대위책임이론

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은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위책임이론을 수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급진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길게 논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V. 동일시이론을 취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

 

1. 대표자 법위반행위사례에서 동일시이론을 취하는 경우의 문제점

 하지만 동일시이론 입장을 취하게 되면 법인 대표자에 의한 범죄성립 요

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동일시이론을 취하면 전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범죄 성립 여부에 좌우된

다는 것인데, 법인의 처벌이 만약 법인 대표자의 범죄성립 요건에만 좌우된

다면 이것은 법인처벌이 자연인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양벌규정에 의

해 법인 처벌을 하는 당위가 작아지게 된다고 생각된다. 굳이 법인 대표자

인 자연인에 의존해서만 법인을 처벌한다면 법인처벌을 두는 의의가 사실

상 형해화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다. 

 동일시이론을 취하는 장점은 물론 있다. 법인의 형사책임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도그마틱적인 부분에서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현재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없는 법인처벌 상황에서 섣불리 법인 자체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도그마틱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

렇다고 하더라도 동일시이론으로 법인의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양벌규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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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동일시이론을 고수하고 

있는 한 법인 자체의 책임으로 나아가는 이론적 체계는 계속 답보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진 않다.

 동일시이론을 채택하는 경우에 법인 대표자의 범죄성립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형식상의 법인 대표자 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으로 법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법인 대표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가령 법인 대표자로 등재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법인 대표자를 조종

하거나 법인 대표자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도 법인 대표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일시이론을 채택

하는 것이 더더욱 법인의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양벌규정 체계를 도그마틱

적으로 정당화하는 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나마 법인 대표자

라는 형식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법인

을 처벌한다면 법인처벌을 위한 정당화의 연계성이라도 있다고 보인다. 하

지만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 그 사람이 범죄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법인

까지 처벌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법인의 범죄를 법인과 형식적 연결고리도 

설정되지 않은 자연인의 범죄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고 이렇

게 되면 책임원칙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 이 점이 대표자가 법 위

반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동일시이론을 취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라

고 생각한다.

2. 종업원 법위반행위사례에서 동일시이론을 취하는 경우의 문제점

 동일시이론을 채택하는 입장에서도 종업원이 법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

는 조직체모델이나 대위책임이론 어느 것을 취해도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

고 입법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160)



- 110 -

제3장  동일시이론과 조직체모델에 대한 교차집중분석

I. 독립모델을 취하는 입장에서 바라본 동일시이론

 동일시이론을 채택하게 되면 조직체모델을 채택할 때보다 책임주의 원칙 

측면에서는 안전한 설명이 가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게 된다

면 법인형사처벌시스템은 영원히 자연인의 위반행위에 종속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더 이상의 법인형사처벌에 대한 논의의 진전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독립모델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동일시이론에서 탈피하여 

독립모델로 방향을 선회할 때만이 자연인의 위반행위에 종속되지 않은 법

인의 형사처벌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독

립모델을 얘기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립모델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자연인을 법인 처벌의 전제로 삼는 것을 언제까지나 지

속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독립모델을 얘기해야만 한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위반행위의 범위에 대한 제한에서도 탈피할 수 있

을 것이고 실질적인 법인처벌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활로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법인처벌은 형벌에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형벌이라기보

다는 행정벌에 가깝다고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법인처벌에 있어서 

그 제재 수단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법 범

주 안으로 들어와서 법인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형사제재로 보

고 있는 것이지 자연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처럼 볼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

렇기 때문에 위에서 살핀 세월호사건의 1심 판결과 같이 법인에게는 행정

상의 위반에 대한 벌금형 부과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법인이 

160) 이순욱, 앞의 논문,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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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에 대한 상응하는 법인처벌인가에 대

한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일시이론을 채택하게 되면 ‘법인독자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차피 동일시이론을 취하더

라도 법인 양벌규정 처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수 없고 이론적 미

비점이 발생한다면 굳이 동일시이론을 고수하기보다 조직체모델을 택하여 

진일보한 법인 처벌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독립모델이 취하

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동일시이론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를 곧 

대표기관의 행위로 간주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법인 대표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인까지 처벌

을 받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이는 이중 처벌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독립모델에서 동일시이론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동일시

이론에 따르면 오히려 책임주의 원칙에서 더욱 멀어지는 효과를 가져 올수

도 있다.

II. 조직체모델을 취할 경우 해결 여부

 그렇다면 조직체모델을 취할 경우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조직체모델을 

취한다고 법인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대위

책임이론을 취하든 조직체모델을 취하든 동일시이론을 취하든 현재 법인의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양벌규정의 문제를 이론상 흡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도그마틱은 없다. 조직체모델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동일시이론에 안

주하기보다는 조직체모델을 취하는 게 법인 자체의 책임으로 진일보하려는 

노력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그 설명은 맞다. 동일시이론은 일견 안전한 이

론일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 안전성에 매몰되어 더 이상의 논의로 진

전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동일시이론이 법인처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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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만능키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연인의 위반행위와 법

인을 따로 떼어놓고 법인이 저지르는 독자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적 제

재를 상정하는 것만이 현재의 법인 양벌규정 체제하에서의 법인처벌범죄종

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보다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직체모델을 취한다고 한들 법인 처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조직체모델을 취해서 법인처벌한계를 극복하려면 법인 자체의 

책임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관련 사유들을 총망라해야 할 것

인데 법인 독자적인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 쉽게 가능한 일도 아닐뿐더러 

만약 그렇게 법인독자적인 처벌규정을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

의 형법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생

각건대 헌법재판소가 과실책임설의 입장에서 법인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법인이 과연 과실을 저지르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과실책임설을 취하는 것에 대

한 이론적 근거는 없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에서는 과실책임설을 취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실추정설을 취

하고 있다.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도 법인이 과실을 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

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법인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보

다는 솔직한 입장인 것 같다. 그렇다고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올바른 입장

이라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과실추정설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인처벌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며 무과실책임주의원칙에 대

해 위헌을 선언했다는 점에 대해 박수만 칠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과연 과실책임주의를 취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실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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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를 천착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저 법인처

벌에 있어서 과실책임주의가 옳다고만 했지 법인의 과실책임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단서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헌으로 선언하기에는 ‘법인의 양벌규정에 있어서의 형사처벌’이 그렇게 간

단한 도그마틱이 아니다.

III. 조직체모델을 취할 때 얻고자 하는 결론

 그렇다면 조직체모델을 취해서 얻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인가? 조직체모델

을 취하게 되면 자연인의 위반행위에 종속되지 않고 법인 자체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한정된 법인 

처벌 형벌규정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게 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 범위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도그마틱적으로 법인의 범죄 

책임을 물어서 법인이 각종 형사범죄의 주체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데 이론

적 근거를 충실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일시이론을 취하는 입장에서도 단체형법이 그 대안이라고 말한다. 하지

만 동일시이론을 취하면서 단체형법을 얘기하는 것은 조직체모델을 취하면

서 단체형법을 얘기하는 것보다 솔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단체형법 자체

가 법인이 자연인처럼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주체라는 것을 상

정하는 쪽에 가까운 것인데 동일시이론을 취하면서 단체형법을 거론한다는 

것은 그 사이에 조직체모델이라는 연결고리가 논리 필연적으로 위치하는 

것을 간과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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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조직체모델이론이 동일시이론을 비판하는 근거

 헌법재판소가 기존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며 2007년 선고한 결정 내용에 따

르면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는 요건으로서 종업원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에 있어서 종업원 등 자연인이 업무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하는 이외에 법

인 자체의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 요지를 반영하여 국회는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할 경우

라는 단서조항을 양벌규정에 부가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도 법인 대표자 

위반행위의 경우가 아닌 법인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있어서 법인을 처벌

하는 근거를 “이 경우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

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

는 것이다”(대법원 2010.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양벌규정 법문에서 

나타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문구나 대법원 

판결의 ‘과실’이라는 문구의 요건으로 미루어보아 법인도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 하는 존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또한 법인이 과실을 저지르는 행

위 주체라는 점도 유추할 수 있는데161) 이러한 요건이 갖는 도그마틱적 중

요성은 양벌규정의 법인 행위성 문제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하여 법인이 직접 행위 주체로서의 성격

을 갖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만 하더라도 법인이 직

접 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렇다 할 만 한 판단 근거가 없었

161) 김성돈,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에 대한 이론적 기초 – 법인의 행  
  위성 문제를 중심으로 - ”,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68호, 2016. 9),  
  한국형사법학회, 17-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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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조직체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의 측면도 없지 않았다.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하여 법인의 행위 주체성의 문제를 다시

금 생각해보고 논의해 볼만한 여건을 마련하게 된 점에 있어서 2007년 헌

법재판소 결정은 우리나라 법인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양벌규정 연구에 전

기를 마련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말

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나와 있는 용어의 쓰임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부

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움도 없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 하

지만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명시적 견해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문언해석

의 측면에서 이 점을 간과할 수만은 없고, 실제로 텍스트에 나온 그대로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V. 한계에 봉착한 동일시이론 

 법인대표자의 의사와 행위를 통해 법인 자체의 의사와 행위로 간주함으로

써, 법인의 형사처벌은 예외적인 사유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자 현실적으로 법인에 의해 

각종 재난이나 사고가 많이 벌어지는 현대사회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

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법인의 규모가 작은 경우보다 법인의 규모가 큰 경

우에 더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대규모의 법인에서는 조

직 자체가 세분화되어 있어 각 조직의 일원들은 톱니바퀴처럼 일을 하게 

되고 법인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파트가 나누어진 경우가 많으며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실제로 법인 하부 파트에서 수행된 업무에 대

해 고의가 없다고 부인하기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시이론

에 따른다면 법인대표자에게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의 규모가 클수

록 드물게 되고, 실제로 대기업들은 처벌받지 않고 면죄를 받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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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하부구조를 이루는 자연인 몇 몇이 처

벌을 받는 선에서 끝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1인 기업 

혹은 소유모의 법인에 대해서만 법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심산이 크

다. 동일시이론이 이러한 한계점에 봉착하는 이유는 이론 툴 자체가 개인의 

귀책사유로부터 법인의 책임을 찾는 전통적 형사법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

문이다. 162) 동일시이론은 여태까지는 법인 형사처벌에서의 나름의 이론적 

역할을 잘 하긴 하였지만 앞으로의 법인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동일시이론

만을 고수한다면 현실적으로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계속 누수현상을 

발생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영국 법원에 의해 창설된 동일시이론이 법인 구성원을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나누어 대표자의 귀책사유는 곧바로 법인의 귀책사유로 판단하

며 발전하여 왔으나 영국에서 1987년에 발생한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사건을 통해 192명의 선원과 승객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고위 경영진들 중 아무도 유죄처벌을 받지 않고 모두 무죄로 됨으로

써 법인 중 특히 대기업이 재난을 발생케 했을 때에는 동일시이론에 의해 

법인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난점이 명백히 드러나게 됨으로써 동일시이

론에 대한 한계에 대해 영국 및 주요 선진국들은 자각을 하게 되었다.163)

162) 김호기,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 - ”, (2010, 봄), 형사법연구, 310-311면.

163) 김호기, 앞의 간담회 자료집,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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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직체모델이론에 대한 비판점

I. 서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벌규정 법문에서 나타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문구나 대법원 판결의 ‘과실’이라는 문구의 요

건으로 미루어보아 법인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는 존재라는 것을 추론

할 수 있고 또한 법인이 과실을 저지르는 행위 주체라는 점도 유추할 수 

있다면 과연 그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는 주체가 

법인 자체인가를 따져보아야 하고, 과실을 범하는 주체가 법인 자체인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법인 자체가 과연 과실을 저지를 수 있는지 혹은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법인 자체는 과실을 저지를 

수 없는 존재이고 법인이 과실을 저지른다는 것은 어차피 자연인을 매개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 자체의 과실을 논하는 것은 자연인을 빼놓고

는 생각할 수 없다. 법인 자체의 고의나 과실을 논하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

하려고 하는 것이 법인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방

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법인 독자적인 불법행위를 물으려면 자연인을 

매개로 해야 하고 자연인을 매개로 한다는 것은 곧 독립모델의 실패로 귀

결되기 때문에 결국 도돌이표가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

다. 법인 자체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등을 모두 규정하는 

새로운 법규범이 창출되고 이를 법인형법이라고 혹은 단체형법이라고 명명

한다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터이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또한 

이렇게 법인형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연인을 배제시키고 있는 한 

전통적 의미의 형법이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근 로봇헌장을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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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는데 로봇헌장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규율한다면 그 로봇헌장은 

인간의 규범과는 다른 독자적인 규율체계가 되는 것인 것처럼 법인형법이

라는 것도 과연 순수한 의미의 형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해

결이 되어야지만 법인형법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법인에 대한 처벌에 관한 

세부법률을 형법총칙에 규율하는 것이 형사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놓치

고 싶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의 이론적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쉽

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조직체모델의 확장에 가장 가까운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독일 베스트

팔렌주 단체형법안의 법인해산제도 같은 형태에 의거하여 법인을 해산하거

나 법인을 종료시키게 된다면 법인 구성원인 자연인들에게도 법인 해산에 

대한 효과가 미치게 되는데 이는 법인의 고의과실 때문에 자연인까지 피해

를 보게 되어 책임주의 원칙 위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II. 조직체모델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체모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비록 무환순환이 이

뤄지기는 하지만 조직체모델을 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상황에 

많은 국가들이 법인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에 영미법계 국가들

이 기존의 동일시이론이 아닌 독립모델에 입각한 법인 형사처벌을 취하고 

있는 점을 주의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인 형사처벌에 기존에는 소극

적이던 대륙법계 유럽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조직

체모델을 도입했다. 법인 형사처벌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괴

리가 적은 이론은 단연 동일시이론보다는 조직체이론이다. 

 그 근거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법인이 형벌 주체로 되기 위해 끊어야만 

할 고리이기 때문이다. 동일시이론을 취하면서 단체형법을 말하는 것보다는 

조직체모델을 취하면서 단체형법을 말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접근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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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체모델을 취하는 것이 이론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님은 누차 강

조했다. 동일시이론으로도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면 굳이 동일시

이론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단체형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 마

련을 위해서는 조직체모델이라는 연결고리를 건너가야만 한다는 것이 결론

이다. 그리고 위에서 예로 든 법인해산에 의해 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법인해산에 의해 자연인이 법률적 직접적 피해를 보았다

기보다는 법인해산에 의해 사라진 법인에 소속된 자연인 구성원으로서 사

실적 피해를 본 것이지 법인해산에 의한 법률적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적 피해를 보았다고 근거지울 수 있는 주요한 이유는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법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법인이 해악을 끼치도록 일조한 점에 

(법인이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았던 몰랐던) 그 책임

을 묻는다는 점에 있어서 사실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이는 마치 범죄조직이나 마피아를 해산하게 될 경우에 

그 조직에서 단순히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한 사람들까지 범죄단체가 해산

하게 되었다고 해서 법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사법당국에 호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가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인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행정적 처분이나 

검찰사법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III. 현실적인 독립모델 사례

 스위스는 법인의 형사처벌을 형법전에 직접 규율하고 있는데 모든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해서 법인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하거

니와 특정범죄에 대해서 자연인 처벌규정 없이도 법인처벌을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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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므로 법인에 의한 각종 사회문제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 법인

은 이러한 강력한 법인 처벌에 대처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Compliance 체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164) 그러한 점에서 스위스 형법과 

같이 독립모델에 입각한 법인처벌 체계는 영미식의 대위책임에서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는 방향과 비슷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V. 소결 

 독립모델에 입각하여 법인을 처벌한다는 것은 현재의 형법전 체계를 유지

한 채 법인도 자연인처럼 범죄의 주체성을 인정하자는 측면이 강한 반면 

단체형법을 만들자는 것은 법인 독자적인 처벌체계를 구성하여 새로운 법

인관련 형법을 만들자는 점에서 독립모델에 입각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

과 단체형법을 만들어서 법인을 처벌하자는 것은 같은 이론 체계는 아니다. 

독립모델은 현재의 형법전 상에 법인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단체형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작업이 용이하기는 하나 책임주의 원칙에 기반한 이론에 

대한 난점이 여전히 깔끔히 해결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동일시이론이 가

진 약점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한가지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법인 처벌 양태는 동일시이론에서 조직체모델을 거쳐 

단체형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법인 처벌에 대한 진화적 관점이라고 생각하

고, 단체형법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수 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는 조직체모델이론에 입각하여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다. 

 

 법인의 형벌론을 강조하는 입장은 형벌의 상징적 효과를 도모하는 이론에 

164) 임정호, 앞의 논문, 6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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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 형벌의 실질적인 효과를 중시한다기보다 낙인효과를 중시하는 입장

이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다. 상징효과에 천

착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형벌에서 벌금형으로 법인 처벌을 규정하

게 된다면 형법에 들어온 이상 형벌의 각종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형사제재인 벌금형을 취한다는 것은 가령 벌금 1천만 원이라도 벌금

형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명분을 중시하는 입장에 가깝다. 과태

료를 부과하는 것만큼 다액을 부과하기에는 형사법적 제한도 있기에 현실

적으로는 실질적 효과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형벌에서

는 책임원칙과 비례성원칙이 들어가니까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기업에 대해서 수천 억 수 조원을 부과하여 기업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독일에서는 벌금으로는 못 하겠고 500억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로 하겠다

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은 형벌로 500억 원이라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명분은 없지만 현실을 중시해서 형벌로 500억 부과하겠다는 것

이다. 형벌의 명분을 중시해서 500억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효과의 현실적 고려를 하여 500억을 형벌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

니까 현실타협론은 형벌의 상징효과와 낙인효과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세 가지 것이 다 가능하긴 하다. 

 그런데 낙인효과에 대해 좀 더 언급해보자면 법인 그 자체를 범죄자로 낙

인찍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

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그 법인이 제공하는 제조물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법인이 입찰을 하려고 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법인에 대한 입찰이 제한되는 등의 제한이 생길 수도 있으며 결국에는 법

인의 영리활동에 지장을 주어 법인에 의한 생명침해 혹은 재난에 대한 경

각심을 법인 스스로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이 법인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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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바꿔놓아 준법적인 법인으로 거듭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낙인효과는 단지 낙인을 찍는 것 이외에도 그 파급효과도 어마어마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결론은 동일시이론을 택하든 조직체모델을 택하든 크게 상관없지만 어쨌

든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는 없고 조직체모델이 법인형법으로 나아가기 위

한 좀 더 가까운 단계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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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바람직한 법인형사처벌 구성 방식

제1절  서론 

 책임주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법인에게 벌금형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벌상 과태료 제재를 부

과한다면 동일시이론을 취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책임원칙에도 충실할 것이

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질서위반법 하에서 질서위반금이라는 것

을 법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독일인들의 입법적 결단이라고 본다. 굳이 책임주의 원칙에 충실한 제재인 

과태료 처분을 놔두고 책임주의원칙에 대한 해결이 난해한 형벌로 법인 형

사책임을 끌고 들어오면서까지 동일시이론을 고수하고자 할 실익은 적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도 짧지 않다. 물론 그 와중에 법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위헌결정에 따라 입법자는 대거 양벌규정

을 개선하고 단서조항을 넣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

턱대고 과태료로 전면 전환하자고하기도 쉽지 않다.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

면 책임주의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실제로 한국에서 법인 형사처벌하

는 현실을 도외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논의는 장기간에 걸쳐서 해봄

직한 문제이기는 하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현재의 법인의 형사처벌을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법인 형사처벌 제

재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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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과태료견지설에서 바라보는 법인범죄 해결방안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설을 취하면 현재의 양벌규정에 대해 모순점이 없이 

논리에 맞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 범죄능력 인정설의 한계점은 형

사법적으로 법인은 자연인이 아닌데도 범죄주체로 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봉착한다. 형사법적 심사는 자연인의 행위를 그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물건 또는 동물이 ‘행위’할 수 없는 것도 이에서 비롯된다. 이는 법인도 다

를 바 없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법 제31조처럼 법적 요구

에 의해 민법에서 만들어 낸 것이 법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

법적으로 법인이 독립하여 행위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으며 민사처벌의 대

상이 된다.165) 그런데 형법에서는 법률적 사람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그래

서 법인의 범죄행위에 관해서는 법인을 대표해서 형사법적 행위를 하는 자

연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법인 자체를 제재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

이라는 개념을 창설한 민사법이나 행정법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

다.166)

165) 민법 제35조 ; 민법 제 38조
166) 배종대, 앞의 책,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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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과태료방식 법인형사처벌의 역기능  

 이탈리아에서 2001년 이전까지 시행했던 방식이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는 방식은 절차는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여 엄격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

는 측면이 있었다. 즉, 법인도 변호인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등 형사

소송절차를 준용하되 부과는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 제재에 가까웠으나 

2001년에 이탈리아는 결국 법인을 형사처벌하기에 이른다. 여러 가지 원인

이 있겠지만 기업의 범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법인

을 적절히 제재할 수 없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기업이 휘청거릴 정도

로 과태료 액수를 높여서 법인이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는 

좋기는 하지만 법인은 과태료를 지불한 뒤 과태료 액수 이상을 벌기 위해 

더 무모한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도 법인인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부과 받았

다. 만약 청해진해운이 과태료로 10억 원을 부과 받았다면 과연 다시는 범

죄행위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이 강하게 자리 잡을 것인가. 10억 원

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 10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뒤 10억 이상의 돈

을 벌기 위해 또 과적행위를 하는 등 무리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따

라 또 다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많은 인명피해를 

낸 기업은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기업

을 해산시켜버린다면 문제가 있을 테니 자연인에 해당하는 전과의 누범처

럼 기업도 기업 형벌이 수 회 누적되면 기업을 종국적으로 해산시키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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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나아가는 것 또한 고려해봄직하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문어발식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영향을 주는 많은 분야에 과

도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단지 대표자 몇 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해결

을 하게 된다면 법인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을 

결코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대표 몇 명이 처벌을 받고 법인은 크

게 형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법인과 대표가 짜고 대표자가 처벌을 

받고 뒷돈을 크게 받는 거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인이 범죄행

위를 했을 때 법인 자체의 존속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법인

에게 심어줘야 법인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을 것이다. 법인의 영속성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본다. 폭스바겐의 대기

오염 조작 사건이나 옥시 사건,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을 보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발생케 하는 것은 전통적인 형법의 살인죄나 

상해죄라기보다는 식품위생, 산업안전 혹은 교통, 환경 등에 관련된 것이

다.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의 종류도 달라졌고 이러한 범죄는 개인에 

의해서 자행된다기보다는 법인 또는 단체에 의해서 자행되는 측면이 다분

해졌으며 우연히 자행됐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자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법인 자체가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없

이는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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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효율적으로 법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안

 법인에게 가장 강한 경각심을 주는 방법으로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법인 

전과가 수 회 누적되면 법인을 해산시키는 것이다. 이는 독일 베스트팔렌주 

단체형법안에 법인해산에 관한 조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

인해산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은 법인 자체를 행위주체로 본다는 

측면에서 위에서 거론한 조직체모델 혹은 독립모델과 가장 유사하게 맞닿

아 있는데 이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이고 현대적인 법인 범죄

의 개념인 식품위생, 교통, 산업안전 등의 범죄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

어서 실질적으로는 형법이 사법화(私法化)되는 경향이 있음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른 반대로 말하자면 현대사회에서는 식품위생, 교통, 산업안전, 

환경 등의 범죄가 형법적인 침해가 이뤄지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프랑스법

에 있어서도 법인에 대한 사형선고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형법 

Article 131-39에 법인에 대한 사형선고 또는 배상명령이 규정되어 있다. 

법인에 대한 사형선고 규정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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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존 패러다임 변경의 허용가능 여부 

 위에서는 환경 관련된 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국내 대기

업들이나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법인 종업원의 숫자는 엄청나다. 그런 엄청

난 숫자의 종업원들이 톱니바퀴처럼 살아가고 있다. 법인 종업원 개개인이 

법인 전체에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작다. 법인에 대한 의사지배는 법

인 종업원 개개인의 의사와는 다소 괴리감이 있다. 개인들은 법인에 대해 

종속화 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167) 수치

적으로 판단하자면 한국의 경우에도 명목 국민 총소득상 기업의 비중이 

26%까지 증가하였다. 40년 전에는 기업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기업이 우리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대해졌다.168) 

 조선시대의 법과 현대의 법은 다르다.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조선시

대의 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경국대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현대 사회의 변모된 질서를 제대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시의 규범

이나 관습이 현재는 상당히 변했고 실제로 규율하는 내용들도 바뀌었으며 

조선시대에 비해 현대사회에는 새로운 위험이 증대했고 그것이 법규범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마찬가지로 19세기와 20세기의 질서로 21세기를 규율

할 수는 없다. 21세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법인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생

활을 영위하는 구조이고 이러한 구조 하에서 법인이 오히려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실제로 법인에 소속된 많은 자연인들

은 인격이 없는 부속품처럼 지내는 시대가 됐다. 법인의 범죄 주체성을 인

정하려는 근간의 형사 법률들은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고육

167) 배종대, 앞의 책, 196면.
168) 임정호, 앞의 논문, 610-6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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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책이라고 본다. 형법 도그마틱적으로 법인이 과연 자연인과 같은 사람인

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애초에 형법이 제정된 시기에 형법의 자

연인 주체성을 구성한 것도 자연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인을 주

체로 설정하여 규범을 하나씩 쌓아간 만들어진 이론이었기에 법인도 하나

씩 규범으로 쌓아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바야흐로 앞으로의 시대는 법인

에 의한 생명침해나 신체상해가 더 빈번하고 광대화될 것이며 이러한 법인

의 범죄를 최소화하고 법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법인을 

형벌의 주체로 삼아 법인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급선무인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명문규정으로 법인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형법을 시

행하고 있다. 또한 많은 프랑스의 법학자들이 법인의 형사처벌에 대해 긍정

하고 있으며 긍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 회사

(companies) 뿐만 아니라 조합(union)이나 협회(association) 혹은 공공단

체(public entities)까지 이러한 법인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가 

처음부터 법인을 형사 책임의 주체로 보았던 것은 아니었다. 대륙법계 국가

들이 대부분 그렇기도 하지만 자연인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여 왔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법인실제설(real theory)이 아닌 법인의제설의 입장이었

는데 현재의 법인 형사처벌의 상황에서는 법인실제설이 그 자리를 꿰차게 

되었다.169) 프랑스 혁명 당시의 프랑스 사회상과 현재의 프랑스는 사뭇 달

라졌기 때문이리라. 현대의 프랑스는 각종 다국적 기업들과 각종 단체에 의

해 자행되는 형사적인 문제를 감당하기 버거웠을 것이다. 그래서 형법적으

로 법인을 처벌하는 프랑스의 현실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169) 김성룡·권창국, 앞의 보고서, 5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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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인의 법인에 대한 종속화 심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어로 수렵 채취를 하며 살아갈 때에는 법인이라

는 개념을 인정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뭇 양상이 다르다. 19세

기 20세기를 지나 21세기 살고 있는 이상 대부분의 자연인들은 규모에 상

관없이 어쨌든 법인에 의탁하며 생존하고 있다. 사람들은 법인의 형태로 존

재하는 회사에 고용된 경우가 많고 법인과 크건 작건 연계성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법인구성원인 개인처벌만으로는 형사

정책의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정의에서도 다소간의 

괴리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 형사처벌은 형사정책적 요청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170)

이론적으로는 법인의제설이 합리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나 현대사회

에서 형법의 개념은 법인실재설로 바뀌어 가야할 당위성을 갖는 추세라고 

생각을 한다. 법인실재설을 통해서만 법인을 형사주체로 삼을 수 있고 법

인이 형사주체가 되어야만 법인처벌이 형법의 주요 테마로 자리 잡을 것이

기 때문이다. 기업형법 혹은 단체형법이라는 것은 현재는 형법과 구분되어 

수식어가 붙은 형법으로 불리지만 단체형법이 언젠가 정착이 된다면 굳이 

기업형법, 법인형법 또는 단체형법이라는 수식어 없이 형법이라고 명명되

는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 시점에 가서는 법인의제설 대신 법인실재

설이 다수설의 태도를 점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170) 배종대, 앞의 책,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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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스위스

I. 법인형사처벌을 형법전에 직접 규정

스위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국민경제상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소속된 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하기에 스위스는 법인에 의한 각종 문

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규

율하지 않고 독일처럼 법인 형사책임 인정에 소극적이었으나 형법을 개정

하여 법인 형사처벌을 형법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스위스는 직접 형법

전에 법인처벌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법인의 형사처벌에 대한 합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스위스도 처음에는 여타의 다른 대륙법계 국가

들처럼 법인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프랑스, 스

위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들이 형법으로 법인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오스

트리아는 형법전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특별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위에서 살펴본 대로 법인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하며 형사

소송절차를 준용하던 소극적 입법방식에서 탈피하여 법인을 형사처벌하고 

있다.171)

171) 임정호, 앞의 논문, 614-6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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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독립모델에 입각하여 법인형사처벌

스위스 형법 제102조는 기업의 책임과 가벌성을 다룬 조항인데 제1항에서 

“기업 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업의 목적범위 안에서, 중죄 

또는 경죄가 범하여지고 그리고 당해 행위가 기업의 결함 있는 조직구조로 

인하여 특정한 자연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때에는 동 중죄 또는 경죄는 당

해 기업에게 귀속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법률

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공법상의 법인이나 사법상의 법인,

1인 회사, 회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한다. 자연인 직

접 행위자가 누군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직접 행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체계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종속모델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지만 제102조 제2항을 보면 스위스 형법전의 법인 형사처벌은 독

립모델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2조 제2항에서는 

형법상 범죄조직행위나 테러에 대한 경제적 지원행위, 자금세탁행위, 금융

기관의 주의의무위반행위와 신고의무위반행위, 뇌물공여행위, 외국공무원에 

대한 부정처사를 위한 뇌물공여행위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연방법이 정하

는 증재행위의 경우에 자연인 처벌과 무관하에 법인을 처벌한다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172)

172) 임정호, 앞의 논문, 613-6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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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프랑스

프랑스의 형사소송규정은 법인에게도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

도록 구조화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법에 의하면 법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행정법상으로도 법적 강제를 겪을 수 있고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 사실상 기업에겐 가혹한 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이런 프랑스의 법

인에 대한 이원적 처벌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프

랑스 헌법위원회는 이에 대해 유효하다고 인정하였다. 법인의제설을 포기하

고 법인실제설을 취한 프랑스의 기업의 형사처벌의지는 매우 단호한 모습

으로 변모하였다.173)

173) 김성룡·권창국, 앞의 보고서, 50-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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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인 제재 수단에 대한 고찰

 법인 제재 수단으로써 현재의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제재 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법위반사실의 공표’나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문제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 있

다.174) 

 이에 대해 필자는 법위반사실 공표는 적절하다는 입장에 서 있고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물론 공정거래법에서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을 인정하고 있지만 공정거래

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법위반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독일의 베스트팔렌주 단체형법안에서는 판결공시제도가 규정되어 있어서 

자연인에 대한 명예형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업의 신용

이 중요한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법인의 형사범죄에 대한 판결공시제도가 

있다면 강력한 형벌적 효과를 발할 것이다.175)

실제로 기업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는 영국의 법인살인법

에 의하면 법인에 대한 처벌로 법인벌금형과 시정명령 그리고 위반사실의 

공표가 도입되어 있다. 이 과정은 모두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영국 

법원은 법인살인법 10조에 의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법인에게 법인살인죄라

는 유죄판결 사실과 상세한 범죄사실 사항 및 벌금 부과 액수, 시정명령사

항 등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76)

 

174) 이순욱, 앞의 논문, 263면 이하.
175) 임정호, 앞의 논문, 629면.
176) 김호기, 앞의 간담회 자료집,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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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법인에 대한 범죄능력이 당연히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현행 양벌규정의 법인 처벌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범죄

능력은 긍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177)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법인의 범

죄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긴 하겠지만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는 이상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이어질 수

가 없다. 무한 순환의 뫼비우스의 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차피 법인 

처벌을 논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이 점이 뒷받

침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최근 형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는데 이

에 대해 그 집행유예에 부가하여 행하는 보호관찰을 참조하여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을 부과할 가능성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도 

조속한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78) 하지만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도입은 법인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검찰사법을 심화

시킬 수 있다는 게 필자의 요지이다. 가뜩이나 지금도 검찰이 공정거래위원

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통제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고, 기업인들은 법인에 대한 각종 관련 법규 위반 수사와 기소 때문

에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

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도입이 곧 수사기관과 검찰로 하여금 더더욱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미국에서도 연방검찰이 회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

에 과도하게 개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179), 우리의 

177) 이순욱, 앞의 논문, 3면.
178) 이순욱, 앞의 논문, 26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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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법인에 대한 ‘기소유예’를 하면서 법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과도

한 조건을 부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하여 향후 

면밀한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180)이 있으나 필자는 그 면밀한 

기준에 대한 세부적 구성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면밀한 기준을 마

련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인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는 이상 기업의 경제

활동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의 법인활동에 대한 전반적 힘의 축이 

법인대표자로부터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필자의 견해이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을 조속히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 법인에게 형벌 대신 보안처분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상 법인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담에서 비롯된 현실

인 측면도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된다.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양벌

규정의 태도가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형

법 이론적으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 대신에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으

로 고려된 면도 다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보안처분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불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는 형사제재이므로 

법인이 과거에 범한 불법에 대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안처분은 법

인에 대한 형사제재를 정당화하는 일의 의미를 정면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181). 따라서 법인 보호관찰 조속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기소재량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 

법인이 기소가 되면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45조에 따라 법관이 사법감

시를 한다고 한다. 법인을 기소할 때 법인뿐만 아니라 자연인을 함께 기소

179) 이순욱, 앞의 논문, 277면.
180) 이순욱, 앞의 논문, 278면.
181) 김성돈,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의 재조명”, 刑事法硏究, Vol.27 No.3,     

   2015, 149-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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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수사단계에 있어서도 법관에 의한 사법통제를 한다고 한

다.182) 법관에 의한 사법 통제가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검찰사법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인에 대한 사법절차 측면에서 안

심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검찰에 의한 통제가 아닌 법관에 

의한 통제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법인에 대한 사법통제를 확대하는 것도 생

각해 봄직하다.  

182) 김성룡·권창국, 앞의 보고서,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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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결론

  법인의 범죄에 대한 우려는 법인을 형법 등을 통해 처벌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불식된 부분은 있다. 법적 실체로 법인을 규율하는 것의 호기능이라

고 본다.183)

 요사이 환경관련 범죄로 인하여 법인(기업)의 책임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자연히 이슈화 되고 있다. 법인(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기업 활동을 

하다보면 환경파괴가 되는 부분들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

한 이슈화되는 상황에 따라 이른바 환경범죄단속법인‘환경범죄등의단속및

가중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6094호, 전문개정 1999.12.31. 기존 환경범

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390호, 1991.5.31. 공포)가 대체 입

법됨)이 전면 개정되었다. 환경범죄 단속범에 있어서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

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제3조 제1항). 그리고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

률을 위반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

서도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제10조). 다시 말하면 환

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조문을 포함

한 것이다. 이로부터 형사법적 측면에서의 법인범죄능력이 문제시된다. 만

183) Gabriel Hallevy, “THE CRIMIN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TITIES - FROM SCIENCE FICTION TO LEGAL       
  SOCIAL CONTROL”, 4 Akron     Intell. Prop. J. 171, The University   
  of Akron, School of Law, 2010, 171-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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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법인범죄능력이 긍정된다고 하면 법인에게 형사법적 처벌을 하여 형벌

을 주는 것이 문제가 없게 된다. 그러나 법인범죄능력이 부정된다면 이렇

게 실정법이 법인에게 형벌인 벌금형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논리일

관성을 갖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된다.184)

 우리나라도 더 이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머

뭇거려서는 아니 된다. 법인을 형사처벌하고 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체할 수 없다. 그 사이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인 몇 명만 솎아낸 채 법인 활동을 

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조직체모델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이론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형법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체계를 살핀 뒤에 자연인이 행한 형법적 행위를 형사처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행위에 대한 형

사처벌은 양벌규정 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서도 형법이론상으로는 법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는 모순된 

구조를 갖고 있다. 앞으로는 법인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184) 배종대, 앞의 책, 192-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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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인종업원인 개개구성원만 처벌할 때의 한계점

 사정이 이러할진대 법인범죄행위가 생겼을 때 법인의 관련 종업원 일부가 

처벌받는 것으로 법인의 범죄행위를 종료하게 된다면 실체적 정의에 부합

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법인범죄행위가 종업원 몇 명을 처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법인이 꼬리자르기를 

감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종업원 몇 명이 잘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큰 타격을 입지 않고 

계속 법인의 지위를 유지해 나간다. 이런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개할 

수 있고 진정한 사법정의인가 의문을 품기도 한다. 법인의 구성원인 종업원

뿐만 아니라 그런 법인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한 법인 또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다. 그래야 또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의 종업원 몇 명만 꼬리자르기식으로 

잘라내고 법인은 유유하게 나아가며 다시금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형사정책적 필요 부분이다.185) 그런데 형사정

책적인 부분에서라도 법인을 형벌로 처벌하게 된다면 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양벌규정에 대해 도그마틱적으로 분석을 거친 뒤에 형사법적 영역에서

의 법인 양벌규정이 적절한지 논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

인 양벌규정의 문제는 형사 도그마틱과 형사정책적인 부분이 얽히고설킨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독일에서는 동일시이론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고 행위능력, 책임능

력, 형벌능력 등 도그마틱 관점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책임능력과 관

185) 배종대, 앞의 책,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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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컸고 법인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일본과 독일에서

는 법인 형사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모델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실용주의 관점에서 여전히 대위책임법리가 유지되고 있

고 이에 대한 도그마틱에서의 비판은 여전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은 대위책임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한국에서는 대위책

임으로 무과실 형사책임을 법인에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보는 입장이

다. 이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난 마당에 한국에서 대위책임은 따르기가 어렵

고 조직모델은 이론이 추상적이며 법인 소속 자연인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는 이론인 점에서 동일시이론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판

단하는 견해가 있다.186) 

 현재로서는 단체형법의 마련을 기다리고 있는데 단체형법이 나오기까지는 

양벌규정을 유지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독일에서의 베스트팔렌주 법안에

서는 단체관련 위반행위나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입법례도 고려해 보면서, 그렇더라도 동일

시이론을 통해서 도그마틱적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낼 문제점이 남아있

긴 한데다가 책임 원리 위반에 대한 답도 내놓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시이론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자연인 대표

를 통해 법인의 범죄를 설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인을 전제로 삼는 

형법 체계에 들어오기 쉬운 구조이고 책임 원리 위반 여부를 논할 필요는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상 독일의 베스트팔렌주 단체형법

안은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 위반 문제를 괘념치 않고 있다. 이론을 중시하

는 독일까지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무리를 주면서까지 법인 처벌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독일의 

186) 이순욱, 앞의 논문,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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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형법안에서는 법인에 대한 단체해산조항까지 두고 있어 자연인의 사형

제도에 버금가는 강한 법조문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살핀 대로 

스위스 형법에서는 자연인에 대한 처벌과는 무관하게 법인 자체를 처벌하

는 독립모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스위스 형법의 독

립모델 입각 방식을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엄밀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독립모델을 취하는 경우는 대체로 종속모델

을 취하는 경우와는 법인형사처벌을 하는 범죄의 종류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체로 경제범죄나 단체범죄, 테러, 자금세탁, 공무원에 대한 

뇌물범죄 등의 경우에 독립모델에 입각하여 범죄처벌을 하고 있다. 현대사

회에 들어와서는 다국적 기업이 국경을 넘어 상행위를 하고 있고 이런 경

우에 자금세탁, 공무원에 대한 뇌물범죄나 경제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이러

한 법인 범죄에 대해 지역 법인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 그친다면 법인은 

계속 몸집을 불리고 지역 법인 대표자를 꼬리자르기 하는 선에서 범죄를 

증폭시킬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에 자연인과 무관하게 법인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독립모델의 지역적 도입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 있어 법인이 각종 경제활동의 주체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자연인 처벌만으로 이러한 현대 산업사회의 자본주의 양태에서 법

인에 의해 자행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

이다. 법인 자체가 아닌 법인 소속 개인에게 그 범죄를 책임지우기 위해서

는 그 자체에도 난점이 생기게 된다. 만약 자연인에게 법인이 일으킨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귀속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법인도 자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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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이었다가 비로소 양벌

규정의 형태를 통해 비로소 법인의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기는 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법인 양벌규정 체계를 유지하며 벌금

형 액수를 높이고 그 때 그 때 단서조항을 손질해 나가며 수 백 개의 법인 

형사처벌 양벌규정 조문을 미봉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형법에 법

인 형사처벌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한다. 

 스위스 형법처럼 완전한 독립모델 체계로 가도 되고, 프랑스 형법처럼 종

속모델과 독립모델을 혼합한 방식도 괜찮다. 독일의 단체형법안처럼 법인형

법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

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법인형사처벌 

양벌규정 자체도 법인의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점차로 개인보다는 법인에 의한 사회적 피해가 극대화될 정도로 법인에 

의해 현실 사회경제가 운용되고 통제되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법인에게 직

접적인 책임을 묻고 법인의 형사책임과 수형능력을 인정하여 법인을 범죄

주체로 직접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비록 Roxin교수가 

주장하는 책임주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됨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책임주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더라도 법인이 현대사회에서 개인에 비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법인의 형사처벌이 매우 절

실한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영리목적 달성을 위해 안전문제를 사소하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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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든 완연한 고의에 의해

서든 몇 회에 걸쳐 누적된 법인 범죄를 저지르는 법인에게는 형법에 의거

하여 법인해산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해야만 한다. 

 장기적으로는 종속적모델을 취하는 한국의 양벌규정체계를 전면 손질하여 

독립모델에 의해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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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동일시이론은 이미 과거의 패러다임 

 법인이 자연인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니 범죄를 범할 수도 없으므로 법인은 형

사책임을 질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인 불처벌 이론으로부터 탈피해 법인대표

자가 범죄의 범의가 있었다면 그것을 곧 법인의 범의로 동일시하여 법인을 

처벌한다는 동일시이론의 등장으로 법인처벌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

에 있어서 동일시이론의 역할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동일시이

론은 그 소임을 다하였고 이제 법인의 대표자를 거치지 않고 법인 자체를 

범죄 주체화하는 입법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평가하는 동일시

이론은 기업불처벌에서 독립모델로 가는 과도기적 이론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호주의 Criminal Code Act 1995는 법인

에게도 형법전에 규율된 개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

게 하였고 심지어 법인도 살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소 

급진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법률도 독립모델에 입각해 있는 만큼 독립

모델은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법률안으로 채택이 된 실정이다.

 또한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벌금형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동의하나 보안처분에 대한 관리를 검찰나 행정

부 기구가 아니라 법원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2005년 4월 25일에 JR 철도 사고로 107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열차운행법

인 경영진이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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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 등 법인에 의한 피해에 대해 아무도 처벌을 받

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법인의 양벌규정 체제를 고수하며 법인의 형

사처벌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에서조차 이제는 법인살인죄 같은 법률에 대한 

제정 요청이 일어나고 있다.187) 

 아마 한국도 곧 유럽 국가들이나 북미국가, 그리고 일본의 경우처럼 이러

한 요청이 거세지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입법적으로 도입이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법의 이론은 중요하다. 이론에 어긋나는 법규범이 창궐한다면 형법의 근

본원리인 책임주의 원리가 위협받고 형법의 근간까지 흔들리게 된다. 하지

만 이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현실에서 법인에 의해 매일 자행되고 있는 

위협적인 현실을 도외시하고 형법이 보호하려는 자연인의 법익이 결과적으

로 침해되기에 이른다면 그 또한 형법의 존재의의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기업지배가 횡행하는 첨단자본주의의 현대사회에서 이 점

을 적절히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법인에 대한 독립모델의 도입, 나

아가 법인형법의 창설이다. 조직모델, 동일시이론, 대위책임이론 자체도 법

인처벌을 위한 툴이라면, 크게 보아 형법 자체도 자연인을 보호하기 위한 

툴이고 이러한 툴은 툴 자체의 이론에 대한 고수를 통해 툴의 근본원리에

서 벗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툴 자체가 툴이 원래 보호하려고 했던 

인간에 대한 보호에 소홀하지 않기 위한 현실적 타협점을 찾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인의 형사책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 세대의 법

률가들에게도 지속 연구를 해야 될 주제가 될 것인 바,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법적 혹은 제도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

187) 김호기, 앞의 간담회 자료집,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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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bin Ahn

Law, Criminal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society, corporations activities have already exceeded 

activities of natural persons. Corporation is a legal person and 

able to commit criminal offenses by In Anglo-American law. In the 

USA, the vicarious liability approach is common, and they country 

assigns liability without fault to a juridical person. So corporat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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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convicted of those criminal offences. 

 By the way, Korea is led by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So it is 

a lot difficult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 of the legal persons. 

Meanwhile there were several big issues in Korea and out of 

Korea these days. Those issues are related to corporate crimes. 

Korea judges have not admitted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t 

is originated from the thinking that corporation has no mind and 

body of conducting crime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Joint Penal Provisions were against for the principle of 

liability, so it is unconstitutional. After that verdiction, attempts of 

a New Interpretation of Corporations' Criminal Liabilities are 

necessary. 

 There are policies related to criminal theory of a corporation as 

a subject or object of an act can be applied to the area of 

crimes. Many countries solve the problem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by using vicarious liability. And Korea declined 

corporation crime ability to solve recent problems by parallel 

punishment provisions according to traditional thinking frames of 

natural person of criminal entity. And I wrote about the desirable 

methods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by analyzing the previous 

studies inside Korea and some studies related to Korea law. I 

concluded that the independent Model is more desirable than the 

identification theory in adjusting Corporate Criminal Law syste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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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mporary and future situations.

Key Words : joint penal provisio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dentification theory, vicarious liability, structural model, 

compliance,  legal person, capacity to commit a crime, vicarious 

liability theory, Corporations, Theory of the nature of a 

corporation, criminal liability , Corporation Crim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 criminal sentencing, criminal sanction to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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