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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단체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로서 한편으로는 개인들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국가에 맞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단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 자체가 가진 막강한 영

향력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단체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수가 된다. “법인의 기본권” 논의는 이러한 단체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법인” 자체에 관해서도 아

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그

러나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근거나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

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법인의

기본권이 개인의 기본권 실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론

적 탐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연방헌법도 법인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미국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

해 왔으며,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도 점차 확대해 왔다. 최근

에는 영리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미국에서의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의 법인의 기본권 논의를 진전

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작업일 수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886년 Santa Clara 판결에서 법인의 기본권주체

성을 인정한 이래로, 경제적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으로 법인의 기본권 인정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다만 연방대

법원의 판례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 일관된

이론을 확립하지 못하였고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

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의 기본권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

기 위하여 인정되는 도구적(instrumental) 개념이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

권은 개인의 기본권과 동일하게 다루어질 수 없다. 법인의 기본권을 인

정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개인의 기

본권 실현을 방해한다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다.

법인은 사람들의 단체라고 하는 단체성(corporateness)과 동시에 그 구

성원들과는 구별되는 분리성(separateness)을 갖는다. 이러한 법인의 특

성은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단체가 국가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인식하

면, 법인의 기본권 보호가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단체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인식하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법인은 개인들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기본권이 그 단체

의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체 구성원

개인들 사이에 기본권적 동질성(homogeneity of protection by

constitutional rights)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본권적 동질성은 개별 법인

의 설립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재산권이나 절차적 기본권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의 구성원 모두에게 기본권적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념에 있어서 이질적인 단체 구성

원들 사이에는 정치적 표현이나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적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설립목적이 정치적 표현 또는 종교의 자유

와 무관한 법인에 대해서는 그 같은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도 개인의 기본권과 법인의 기

본권은 구별된다. 오늘날 대규모 법인은 개인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국가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었고, 법인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형량심사(balancing test)를

통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도,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형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법인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개인들에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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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불이익 또는 이익이다. 법인의 기본권 제한을 통해 기본권이 보호

되는 개인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개인들이 받게 되는 이익도 형량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

본권 제한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다 폭넓은 기본권 제한이 허용될 수 있

다.

우리 헌법학에서 법인의 기본권 논의가 가지는 문제점으로는, 법인의

기본권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의 관계, 즉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

이 개인의 기본권 실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

고, 법인의 기본권 논의가 주로 기본권주체성 문제에만 한정됨으로써 법

인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특수성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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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헌법의 기본적 의미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이지만, 국가의

조직과 구성을 법규범으로 규율하는 목적은 결국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1)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학은 국가와 인

간의 관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와 인간의 관계

를 고찰함에 있어서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단체(團體)이다. 인

간이 ‘사회적 동물’로서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한 단체는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구성 부분이다.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체의 종

류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지만, 단체는 언제나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2)

그동안 우리 헌법학에서 “단체”라는 주제는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였

다. 단체에 관한 법적 규율의 문제는 주로 사법(私法)상의 단체법 영역에

서 다루어져 왔고, 헌법학에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크게 진전되지 못했

다. 헌법학의 논의에서 단체가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논의

들이 주로 “국가 vs. 개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전제로 전개되어 왔

던 점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3)

그러나 단체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로서, 단체에 대한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3-6면.

2) 과거에는 주로 가족, 친족, 부락 등과 같은 혈연(血緣) 혹은 지연(地緣)에 근거한 단체

들이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면, 오늘날에는 학교, 회사, 정당, 언론기관,

동호회 등과 같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권영성, “「法人의 基本權主體性」에 관한 試論”, 『서울대학교 法學』 제35권 제1호

(1994), 94-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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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율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체는 한편으로는 개인들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국가에

맞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단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 자체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

리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단체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4) 단체에 대한 헌법적

고찰은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의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단체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의 하

나가 “법인의 기본권” 문제이다. “법인의 기본권” 논의는 개인과 국가 사

이의 관계를 “단체”라는 매개체를 통해 파악하는 동시에 개인과 단체 사

이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법인” 자체에 관해서도 아

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1년 결정에서 “성질상 법

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5) 최근 들어서는 언론사의 인격권,6) 국립대학교의 대학의 자

율권,7)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8) 등과 관련하여 법인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법률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는 명제는

사실 동어반복(tautology)이다.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

다면 그러한 기본권이 법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명한

4) 단체는 한편으로는 국가와 대립하는 개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

으로는 개인과 대립하는 국가와 유사한 지위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으로는 「基本權主體」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유사한

「基本權保障者」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야누스적 성격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권

영성, 위의 글, 96면.

5)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5.

6) 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판례집 24-2상, 355.(방송사에 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조항’); 헌재 2015. 7. 30. 2013헌가8, 판례집 27-2상, 1.(언론사에 대하여 ‘사

과문 게재 조항’)

7) 헌재 2015. 12. 23. 2014헌마1149, 판례집 27-2하, 710.

8) 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판례집 27-2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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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헌법의 기본적 의미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이지만, 국가의

조직과 구성을 법규범으로 규율하는 목적은 결국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1)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학은 국가와 인

간의 관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와 인간의 관계

를 고찰함에 있어서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단체(團體)이다. 인

간이 ‘사회적 동물’로서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한 단체는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구성 부분이다.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체의 종

류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지만, 단체는 언제나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2)

그동안 우리 헌법학에서 “단체”라는 주제는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였

다. 단체에 관한 법적 규율의 문제는 주로 사법(私法)상의 단체법 영역에

서 다루어져 왔고, 헌법학에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크게 진전되지 못했

다. 헌법학의 논의에서 단체가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논의

들이 주로 “국가 vs. 개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전제로 전개되어 왔

던 점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3)

그러나 단체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로서, 단체에 대한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3-6면.

2) 과거에는 주로 가족, 친족, 부락 등과 같은 혈연(血緣) 혹은 지연(地緣)에 근거한 단체

들이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면, 오늘날에는 학교, 회사, 정당, 언론기관,

동호회 등과 같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권영성, “「法人의 基本權主體性」에 관한 試論”, 『서울대학교 法學』 제35권 제1호

(1994), 94-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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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율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체는 한편으로는 개인들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국가에

맞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단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 자체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

리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단체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4) 단체에 대한 헌법적

고찰은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의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단체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의 하

나가 “법인의 기본권” 문제이다. “법인의 기본권” 논의는 개인과 국가 사

이의 관계를 “단체”라는 매개체를 통해 파악하는 동시에 개인과 단체 사

이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법인” 자체에 관해서도 아

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1년 결정에서 “성질상 법

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5) 최근 들어서는 언론사의 인격권,6) 국립대학교의 대학의 자

율권,7)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8) 등과 관련하여 법인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법률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는 명제는

사실 동어반복(tautology)이다.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

다면 그러한 기본권이 법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명한

4) 단체는 한편으로는 국가와 대립하는 개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

으로는 개인과 대립하는 국가와 유사한 지위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으로는 「基本權主體」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유사한

「基本權保障者」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야누스적 성격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권

영성, 위의 글, 96면.

5)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5.

6) 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판례집 24-2상, 355.(방송사에 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조항’); 헌재 2015. 7. 30. 2013헌가8, 판례집 27-2상, 1.(언론사에 대하여 ‘사

과문 게재 조항’)

7) 헌재 2015. 12. 23. 2014헌마1149, 판례집 27-2하, 710.

8) 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판례집 27-2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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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시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기본

권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지, 또 법인이 기본권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

미인지, 법인이 누리는 기본권과 개인이 누리는 기본권 사이에 어떤 차

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정당하다.

2. 우리 헌법에서 그동안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기본권주

체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9)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기존의 국내

외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상 개별 기본권별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가능성 여부를 망라적으로 검토한 연구도 있었으나,10) 주로 독일의

논의를 소개하거나 독일의 논의들을 전제로 한 논의가 많았고,11) 기본권

의 수범자의 지위에 있는 공법인이 기본권의 주체도 될 수 있는지에 대

한 문제를 중심으로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대한 논의도 적지 않게 있

어 왔다.12)

한편, 법인의 기본권에 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의 이론적 탐색 필요성

을 제기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법인의 기본권 문제를 국가와 개인 그리

고 단체 사이의 삼각 구도 하에서 파악하고 단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는

기본권의 충돌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13) 법인의 기본권주체

9) 허 영,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고시계』 제304호(1982. 6.), 국가고시학회,

1982, 12-21면; 계희열,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방산구

병산박사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박영사 (1991); 정종섭,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

구 서설”, 『헌법논총』 제2집, 헌법재판소 (1991). 362-422면; 권영성, 앞의 글,

94-110면; 김선택,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기본권제한의 특수법리로서 기본권의

충돌”, 『판례연구』 제7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95), 65-92면; 정종섭, “헌법소

원심판청구인으로서의 법인·단체”, 『헌법재판연구(1)』 철학과현실사 (1995) 157-216

면; 김승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고시계』 제540호, 국가고시학회, (2002. 1.), 4-15

면; 신우철,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비판적 재구성”, 『공법연구』 제30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2), 183-203면; 곽상진,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소고”, 『공

법연구』 제30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2); 윤진수, “사법상의 단체와 헌법”, 『비

교사법』 제15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12., 1-69면; 김학성(부분집필), 『기

본권의 주체 (헌법재판연구 제20권)』 헌법재판소, 2009, 146-292면. 권형준, “基本權

의 主體에 관한 考察”, 『경남법학』 제26집, 2010, 7-33면 등.

10) 정종섭, 위의 글 “헌법소원심판청구인으로서의 법인·단체”, 185-198면.

11) 예컨대, 계희열, 위의 글; 김학성(부분집필), 앞의 책; 신우철, 위의 글.

12) 계희열, 위의 글; 곽상진, 위의 글; 김선택,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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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제는 개별 기본권들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

니라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는 고유한 공공성의 강약(强弱)이라는 양적

(量的)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14)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주

장들은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후의 논의들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나 이론

적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편 최근에는 법인의 기본권에 관련된 개별적인 쟁점들에 대한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15)

3. 미국헌법은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해 왔고 법인의 기본권 인정 근거와 범위, 제한의 정도 등에 관한

많은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미

국에서의 논의들은 우리 헌법학에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진전

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미국의 논의는 우리 헌법학에서 그동안 비중 있게 다루어

지지 못했다. 이는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권 논의 일반에 적용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권 조항들의 구조

와 내용이 우리 헌법과는 차이가 있고 이론적 체계나 설명의 방식에 있

어서도 우리와는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논의보다는, 기본권

조항이나 이론적 체계의 유사성으로 인해 우리 헌법해석에 대한 적용이

보다 용이한 독일의 논의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었던 것으

로 생각된다.16)

13) 권영성, 앞의 글, 94-97면.

14) 신우철, 앞의 글, 197-201면.

15) 조소영, “법인의 양심에 대한 헌법적 논의”,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155-184면; 김하열, “주식회사의 기본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

심으로”, 『Business, Finance & Law』 제69호 (2015. 1.), 6-23면; 송진호, “법인의

인격권에 관한 검토 –최근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법조』 제716호, 법조협회

(2016), 122-165면; 김현귀, 『법인의 인격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김

화진, “정치와 종교에 관한 헌법적 가치와 회사법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

로 -”, 『저스티스』 제149호 (2015. 8.), 한국법학원, 5-30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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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시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기본

권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지, 또 법인이 기본권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

미인지, 법인이 누리는 기본권과 개인이 누리는 기본권 사이에 어떤 차

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정당하다.

2. 우리 헌법에서 그동안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기본권주

체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9)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기존의 국내

외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상 개별 기본권별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가능성 여부를 망라적으로 검토한 연구도 있었으나,10) 주로 독일의

논의를 소개하거나 독일의 논의들을 전제로 한 논의가 많았고,11) 기본권

의 수범자의 지위에 있는 공법인이 기본권의 주체도 될 수 있는지에 대

한 문제를 중심으로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대한 논의도 적지 않게 있

어 왔다.12)

한편, 법인의 기본권에 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의 이론적 탐색 필요성

을 제기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법인의 기본권 문제를 국가와 개인 그리

고 단체 사이의 삼각 구도 하에서 파악하고 단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는

기본권의 충돌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13) 법인의 기본권주체

9) 허 영,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고시계』 제304호(1982. 6.), 국가고시학회,

1982, 12-21면; 계희열,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방산구

병산박사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박영사 (1991); 정종섭,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

구 서설”, 『헌법논총』 제2집, 헌법재판소 (1991). 362-422면; 권영성, 앞의 글,

94-110면; 김선택,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기본권제한의 특수법리로서 기본권의

충돌”, 『판례연구』 제7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95), 65-92면; 정종섭, “헌법소

원심판청구인으로서의 법인·단체”, 『헌법재판연구(1)』 철학과현실사 (1995) 157-216

면; 김승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고시계』 제540호, 국가고시학회, (2002. 1.), 4-15

면; 신우철,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 비판적 재구성”, 『공법연구』 제30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2), 183-203면; 곽상진,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소고”, 『공

법연구』 제30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2); 윤진수, “사법상의 단체와 헌법”, 『비

교사법』 제15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12., 1-69면; 김학성(부분집필), 『기

본권의 주체 (헌법재판연구 제20권)』 헌법재판소, 2009, 146-292면. 권형준, “基本權

의 主體에 관한 考察”, 『경남법학』 제26집, 2010, 7-33면 등.

10) 정종섭, 위의 글 “헌법소원심판청구인으로서의 법인·단체”, 185-198면.

11) 예컨대, 계희열, 위의 글; 김학성(부분집필), 앞의 책; 신우철, 위의 글.

12) 계희열, 위의 글; 곽상진, 위의 글; 김선택,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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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제는 개별 기본권들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

니라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는 고유한 공공성의 강약(强弱)이라는 양적

(量的)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14)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주

장들은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후의 논의들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나 이론

적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편 최근에는 법인의 기본권에 관련된 개별적인 쟁점들에 대한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15)

3. 미국헌법은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해 왔고 법인의 기본권 인정 근거와 범위, 제한의 정도 등에 관한

많은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미

국에서의 논의들은 우리 헌법학에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진전

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미국의 논의는 우리 헌법학에서 그동안 비중 있게 다루어

지지 못했다. 이는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권 논의 일반에 적용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권 조항들의 구조

와 내용이 우리 헌법과는 차이가 있고 이론적 체계나 설명의 방식에 있

어서도 우리와는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논의보다는, 기본권

조항이나 이론적 체계의 유사성으로 인해 우리 헌법해석에 대한 적용이

보다 용이한 독일의 논의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었던 것으

로 생각된다.16)

13) 권영성, 앞의 글, 94-97면.

14) 신우철, 앞의 글, 197-201면.

15) 조소영, “법인의 양심에 대한 헌법적 논의”,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155-184면; 김하열, “주식회사의 기본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

심으로”, 『Business, Finance & Law』 제69호 (2015. 1.), 6-23면; 송진호, “법인의

인격권에 관한 검토 –최근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법조』 제716호, 법조협회

(2016), 122-165면; 김현귀, 『법인의 인격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김

화진, “정치와 종교에 관한 헌법적 가치와 회사법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

로 -”, 『저스티스』 제149호 (2015. 8.), 한국법학원, 5-30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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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헌법학에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미국

의 논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본

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은 내국법인에게도 적용

된다.”는 규정이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제19조 제3항) 법인

의 기본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필요가 크지 않은 반면, 미국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

심으로 법인의 기본권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

는 영리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논쟁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국내에 소개하는 문헌

들이 나타나고는 있으나,17) 법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쟁점들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에서 전개

되어 온 법인의 기본권 논의를 개관하고 그 논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과 그 문제점들에 대한 타당한 해결방법을 발견하고 모색함으로써, 우리

헌법학에서의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얻

고자 한다.18)

16) 헌법학에서 일반적으로 미국의 이론들에 대한 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유에 대해 정종섭 교수는 “우리 법체계가 성문법체계이고 많은 부분 대륙법의 내용을

수용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일 법학이 가지고 있는 Dogmatik의 성과로 말미암

아 우리 헌법과 유사한 실정법의 규정에 대한 주석서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으로도 다

소간 이론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미국에 관해서는 많은 판례들을 연구하여야

일정한 이론틀을 도출할 수 있는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종

섭,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전개”,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허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7, 33-34면.

17) 송진호, 앞의 글; 김현귀, 앞의 책; 김화진, 앞의 글.

18) 이 글은 미국헌법상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 필자의 소논문 2편에 서술

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의 개관과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

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인정근거에 관해서는 전상현, “미국헌법상 법인의 기본권

에 관한 소고”,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2016. 12.), 201-239면

의 서술들을 부분적으로 원용하였고,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전상현, “미국헌

법상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고”,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 아주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7. 2.) 175-197면의 서술들을 부분적으로 원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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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이 글은 미국에서의 법인의 기본권 논의를 소개하고 그 논의에서

제기된 주요한 쟁점들을 검토한 후 그 논의에서 얻어진 결론을 우리 헌

법에서의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적용해 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기초적 논의로서, 단체에 대한 법

적 규율의 역사와 그 이념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에서 전개되어

온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단체로서의 법인

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와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미국에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연방대법원의 판

례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으므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방대법

원의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고 판례에서 제시된 논리와 그에 대한 비판들

을 검토한다.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을 시대적으로

고찰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정되는 법인의 기본권 유형을 일정한 기

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 기본권의 유형을 분류하여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법인의 기본권 논

의가 가지는 특성을 확인하고 “기본권주체성” 문제와 “기본권제한의 정

당화 및 그 한계” 문제에 있어서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성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법인의 단체로서의 특성이 기본권주체성과 기

본권 제한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주요하게 고찰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제4장까지의 논의를 우리 헌법에서의 법인의 기본

권 논의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우리 헌법의 논의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법인의 기본권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당한 접근 방법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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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헌법학에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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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 글은 미국헌법상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 필자의 소논문 2편에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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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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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글에서 다루는 주요한 쟁점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는 아래의

문헌들에 근거한 것이다. 먼저, 미국에서의 법인의 역사에 관한 전반적인

해설로는 Lawrence M. Friedman의 A H istory of American Law19)와

James W. Hurst의 The Legitimacy of the Busniness Corporation in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1780-197020)가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20

세기 초반까지는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미국에서 매우 활발히 전개

되었는데, Ernst Freund,21) Arthur W. Machen, Jr.,22) Gerard C.

Henderson,23) Max Radin24) 등의 논의가 대표적이며, 영국의 법사학자

Frederic W. Maitland는 독일의 Otto von Gierke의 Das deutsche

Genossenschaftsrecht(독일단체법)을 번역하여 소개하고25) 영국에서의

법인의 역사와 법적 규율에 관한 저술들도 발표하였는데,26) 미국에서의

법인본질론 전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John Dewey가 법인본질론의 무용성을 주장한 논문27)을 1926

19) Lawrence M. Friedman, A History of American Law (3rd ed.), Touchstone (2001).

번역서로는 안경환 옮김, 『미국법의 역사』, 청림출판 (2008) 참조.

20) James W. Hurst, The Legitimacy of the Busniness Corporation in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1780-1970, The University of Press of Virginia, (1970).
21) Ernst Freund, The Legal Nature of Corpora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897).

22) Arthur W. Machen, Jr., “Corporate Personality”, Harvard Law Review, Vol.24

No.4 (1911).

23) Gerard C. Henderson, The Position of Foreign Corporations i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18).
24) Max Radin, “The Endless Problem of Corporate Personality”, Columbia Law

Review, Vol.32, No.4 (1932).
25) Otto von Gierke, Political Theories of the M iddle Age (translated by Frederic W.

Mait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8). 이 책은 Otto von Gierke의 Das

deutsche Genossenschaftsrecht 중 제3권에 해당하는 Die Staats- und

Korporationslehre des Alterthums und des Mittelalters und ihre Aufnahme in

Deutschland를 Maitland가 영어로 번역하여 1900년에 출판한 것이다.
26) Frederic W. Maitland, The Collected Papers of Frederic William Maitland Vol.3,

(Edited by H. A. L. Fisher), Cambridge Univerity Press (1911).

27) John Dewey, “The Historic Background of Corporate Legal Personality”, Yale

Law Journal, Vol.3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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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발표하면서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쟁이 일단락되었다가, 1970년대

에 들어서 Morton Horwitz가 법인본질론과 법인에 대한 규율의 역사적

전개를 새롭게 조명하면서28)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들이 다시 이루어

지게 되었다.29) 법인본질론의 역사와 대륙법에서의 논의, 각 이론들의 배

경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비판으로는 Roscoe Pound의 『법철

학』이 있다.30)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역사적 전개에 따라

개별 기본권별로 망라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중 가장 유용한 것으로는

Carl Mayer의 문헌과31) 최근의 Branden Garrett의 문헌이 있다.32) Carl

Mayer는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의 발전 과정을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본권 주장의 변화에 상응한 것으로 평가하

였고, Branden Garrett은 당사자적격(standing)의 관점에서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일관성을 부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밖에 본문에서 다루

는 주요 쟁점들에 관한 문헌들은 해당 부분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3. 이 글은 법인의 기본권에 관하여 논의하지만 법인의 기본권과 관련

될 수 있는 모든 쟁점들을 다루지는 않는다. 우선, 이 글이 법인의 기본

권을 고찰하는 목적은 “‘단체’를 매개로 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 또는

“개인과 단체와의 관계”를 기본권 영역에서 파악하는 것에 있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법인”은 단체로서의 “법인”에 한정한다. 따라서 단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법인(재단법인 또는 구성원이 없는 법인)에 관한 논의

는 일반론적인 설명을 위해 필요하거나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8) Morton J. Horwitz, The Translation of American Law 1870-1960,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29) 법인실재론을 중심으로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의 역사와 주요 쟁점을 다룬 것으로

는 Mark M. Hager, “Bodies Politic: The Progressive History of Organizational

‘Real Entity’ Theory”, University of P ittsburgh Law Review, Vol.50 (1989).
30) Roscoe Pound, Jurisprudence Vol.Ⅳ, West Publishing Co. (1959).
31) Carl J. Mayer, “Personalizing the Impersonal: Corporations and the Bill of

Rights”, Hastings Law Journal, Vol.41 (1990).
32) Brandon L. Garrett, “The Constitutional Standing of Corporatio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16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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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Morton J. Horwitz, The Translation of American Law 1870-1960,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29) 법인실재론을 중심으로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의 역사와 주요 쟁점을 다룬 것으로

는 Mark M. Hager, “Bodies Politic: The Progressive History of Organizational

‘Real Entity’ Theory”, University of P ittsburgh Law Review, Vol.50 (1989).
30) Roscoe Pound, Jurisprudence Vol.Ⅳ, West Publishing Co. (1959).
31) Carl J. Mayer, “Personalizing the Impersonal: Corporations and the Bill of

Rights”, Hastings Law Journal, Vol.41 (1990).
32) Brandon L. Garrett, “The Constitutional Standing of Corporatio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16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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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한 이 글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 이른바 공법인도 법인에 포함되

는 것임은 물론이고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 공법인의 기본권에 관

한 논의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글은 공법

인과 사법인의 차이를 불문하고 단체로서의 법인이 가지는 기본권주체로

서의 특성 또는 단체로서의 법인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공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한정되는 쟁점들을 별도로 다루

지는 않는다.

한편 오늘날 법인의 유형 중 현실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것 중의 하나는 영리법인, 즉 회사라고 할 수 있고, 현재 미국에서 진

행되고 있는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에서도 회사법의 영역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이 글은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학적 논의를 소개하고 검

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이라

하더라도 헌법적 의미가 크지 않고 회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

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미국에서는

“법인”과 영리법인으로서의 “회사”를 용어상으로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33) 미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검토함에 있어서 법인과 회사를

구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별하고, 만약 구체적인 맥락에

서는 회사를 전제로 한 논의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인 일반에 관한 논의

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33)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corporation”은 법인(法人) 일반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영리법인으로서의 회사(會社)를 의미하기도 한다. 회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보

다 명확하게 “business corpo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법인과 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corpo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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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기초적 논의

제1절 법인의 개념과 종류

Ⅰ. 법인의 개념

법인(法人)이란 법적 의미에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로 다

루어지는 단체, 즉 하나의 독립된 법적 주체로 다루어지는 단체를 말하

는데, 영미법에서는 이를 “corporation”이라고 한다.34)

일정한 목적 하에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진 단체를 의미하는

“corporation”의 어원(語源)은 라틴어 “corpus”인데35) corpus는 신체

(body), 사람(human being), 단체(organized body of people) 등을 의미

하였다.36) 중세에는 교회에 소속된 여러 단체들이 그 구성원들의 변화에

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체로서 계속해서 교회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 위해 주로 교회의 단체성을 의미하기 위하여

“corpo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중세 이후에는 그 의미가 점

차 확대되어 가정, 지역공동체,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그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었다.37)

미국의 역사에서도 성격을 달리하는 모든 종류의 법인들이 모두

“corporation”이라는 하나의 이름하에 동일한 법적 규율이 적용되었고,

간혹 법인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특성에

따른 차이였다기보다는 사실상 특성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었다.38)

34) Black’s Law Dictionary (2nd ed. 2001).

35)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www.etymonline.com) 2017. 5. 6. 최종확인.

36) Oxford Latin Dictionary (1968).

37) Eric W. Orts, Business Pers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127-128.
38) Samuel Wilston, “History of Law of Business Corporations Before 1800”, Harv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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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ric W. Orts, Business Pers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127-128.
38) Samuel Wilston, “History of Law of Business Corporations Before 1800”, Harv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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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도 “corporation”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적 주체로서의 법인(法人)을 의미하는 경우 이외에

도, 법인격의 유무를 떠나 단순히 사람들의 단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회

사(會社, company)를 의미하기도 하며, town, borough 또는 city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기도 한다.39) 영국을 비롯한 다른 영미법계 국가

에서 회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corporation” 대신 “company”라는 용어

를 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법인의 종류나 목적 또는 국가

기관성 등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corpo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40) 오늘날 미국에서는 “corporation”이 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의미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41) 미국에서 법인에 대한 논의 중 압도적 다수가

회사에 관한 논의인 관계로 법인(corporation)에 관한 논의가 종종 회사,

특히 주식회사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이고, 미국에서

“corporation”이라고 하면 모든 종류의 법인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법인(corporation)은 개념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하나는 “단

체성”, 즉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리

성”, 즉 그 구성원들과는 분리된 별개의 법적 주체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법인이 가지는 이 두 가지 속성, 즉 “단체성”과 “분리성”은 법인을 둘러

싼 법률관계, 특히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법인의 기본권에 있어서

논의의 전체 과정을 지배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 단체성(corporateness)

법인(法人)은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인정된 단체(團體)이다. 법인 개념은

Law Review, Vol.2 No.3 (1888), p.105.
39)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www.oed.com/), Collins Dictionary

(http://www.collinsdictionary.com/) 2017. 5. 6. 최종확인.

40) Orts, 앞의 책, p.128.

41) 미국에서 “corporation”에 관한 논의는 회사에 관한 논의라는 주장으로는 남기윤,

“미국법에서 법인이론의 전개와 그 현 시대적 의의”, 인권과 정의 제335호 (2004. 7.),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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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團體)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단체성(corporateness)”에

있으며 “단체성”은 법인(corporation)의 정의(定義)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법학에서 법인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가 법적 주체로 인정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특성과 문제점에 관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체가 하나의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

실은 그다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인류의 역사에서 단체는 오히려 개

인보다도 먼저 법적 주체로 다루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42)

법인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체가 법적 주체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체로서의 법인이 법적 주체로 다루어질

때 어떠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법인의 단체성으로

인해 법인의 법률관계는 법인을 둘러싼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은 개인에 대한 법적 규율

과 달리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단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법인도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법에 특유한 제도로 “corporation sole”(단독법인)이라는 개념이 있

다. “corporation sole”이란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인 법인을 의미하

는 “corporation aggregate”와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중세 영국의

커먼로(common law)에서 교회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고안된

관념으로 나중에는 국왕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권한 또는 권리관계도

corporation sole의 개념으로 파악하게 되었다.43)44) 이는 교회의 여러 조

42) 대표적으로 Henry S. Maine의 주장에 의하면, 고대의 원시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니

라 가족(family)이 사회의 구성단위였고, 가부장(家父長)에 의해 대표되는 가족이라는

단체가 법적 주체였다. 가족은 남성인 가부장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이러한 가부장적

질서를 기초로 한 가족 단위가 점차 친족, 부족 등으로 확대되었고 그것이 후에 국가

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Henry Sumner Maine, Ancient Law, Henry Holt

and Company (1888), pp.121-129.

43) Maitland, “The Crown as Corporation”, in The Collected Papers of Frederic

William Maitland Vol.3, (Edited by H. A. L. Fisher), Cambridge Univerity Press

(1911), pp.244-245.

44) 영국법에서 corporation sole로 인정되었던 중앙행정기관으로는 Postmaster-General,

Treasurer of Public Charities, Lord High Admiral 등이 있었다. Id. 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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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도 “corporation”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적 주체로서의 법인(法人)을 의미하는 경우 이외에

도, 법인격의 유무를 떠나 단순히 사람들의 단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회

사(會社, company)를 의미하기도 하며, town, borough 또는 city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기도 한다.39) 영국을 비롯한 다른 영미법계 국가

에서 회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corporation” 대신 “company”라는 용어

를 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법인의 종류나 목적 또는 국가

기관성 등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corpo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40) 오늘날 미국에서는 “corporation”이 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의미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41) 미국에서 법인에 대한 논의 중 압도적 다수가

회사에 관한 논의인 관계로 법인(corporation)에 관한 논의가 종종 회사,

특히 주식회사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이고, 미국에서

“corporation”이라고 하면 모든 종류의 법인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법인(corporation)은 개념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하나는 “단

체성”, 즉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리

성”, 즉 그 구성원들과는 분리된 별개의 법적 주체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법인이 가지는 이 두 가지 속성, 즉 “단체성”과 “분리성”은 법인을 둘러

싼 법률관계, 특히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법인의 기본권에 있어서

논의의 전체 과정을 지배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 단체성(corporateness)

법인(法人)은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인정된 단체(團體)이다. 법인 개념은

Law Review, Vol.2 No.3 (1888), p.105.
39)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www.oed.com/), Collins Dictionary

(http://www.collinsdictionary.com/) 2017. 5. 6. 최종확인.

40) Orts, 앞의 책, p.128.

41) 미국에서 “corporation”에 관한 논의는 회사에 관한 논의라는 주장으로는 남기윤,

“미국법에서 법인이론의 전개와 그 현 시대적 의의”, 인권과 정의 제335호 (2004. 7.),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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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團體)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단체성(corporateness)”에

있으며 “단체성”은 법인(corporation)의 정의(定義)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법학에서 법인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가 법적 주체로 인정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특성과 문제점에 관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체가 하나의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

실은 그다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인류의 역사에서 단체는 오히려 개

인보다도 먼저 법적 주체로 다루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42)

법인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체가 법적 주체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체로서의 법인이 법적 주체로 다루어질

때 어떠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법인의 단체성으로

인해 법인의 법률관계는 법인을 둘러싼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은 개인에 대한 법적 규율

과 달리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단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법인도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법에 특유한 제도로 “corporation sole”(단독법인)이라는 개념이 있

다. “corporation sole”이란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인 법인을 의미하

는 “corporation aggregate”와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중세 영국의

커먼로(common law)에서 교회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고안된

관념으로 나중에는 국왕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권한 또는 권리관계도

corporation sole의 개념으로 파악하게 되었다.43)44) 이는 교회의 여러 조

42) 대표적으로 Henry S. Maine의 주장에 의하면, 고대의 원시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니

라 가족(family)이 사회의 구성단위였고, 가부장(家父長)에 의해 대표되는 가족이라는

단체가 법적 주체였다. 가족은 남성인 가부장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이러한 가부장적

질서를 기초로 한 가족 단위가 점차 친족, 부족 등으로 확대되었고 그것이 후에 국가

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Henry Sumner Maine, Ancient Law, Henry Holt

and Company (1888), pp.121-129.

43) Maitland, “The Crown as Corporation”, in The Collected Papers of Frederic

William Maitland Vol.3, (Edited by H. A. L. Fisher), Cambridge Univerity Press

(1911), pp.244-245.

44) 영국법에서 corporation sole로 인정되었던 중앙행정기관으로는 Postmaster-General,

Treasurer of Public Charities, Lord High Admiral 등이 있었다. Id. 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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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들 또는 국가기관들의 법률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 조직이나 기관

의 수장(首長, head)의 직위(office) 그 자체를 하나의 법적 주체로 보아,

교회의 재산관계나 국가기관의 권한이나 권리가 그 수장(head)의 직위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수장을 맡고 있는 개인의 변경과 공백에도 불

구하고 재산관계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될 수 있게 하려는

관념이었는데, 이때 법적 주체로 다루어지는 수장의 직위를 corporation

sole이라고 한 것이다.45) 이러한 corporation sole 관념은 오늘날 미국에

서도 드물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데, 주로 종교단체가 재산을

소유하거나 거래 기타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에 사용되며, 대개는 목사나 주교 등이 설립의 주체가 된다.46)

그러나 corporation sole이라는 관념을 통해 다루려고 하는 법률관계도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조직, 즉 일정한 교

구(敎區)나 국가기관이라는 “단체”의 법률관계이다. 예컨대 교회의 주교

가 corporation sole로서 교회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 전체라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재산을 소유할 뿐인 것이

다.47) 따라서 corporation sole이라는 관념도 궁극적으로는 단체에 귀속

되는 권리관계를 그 단체를 대표하는 직위에 귀속되는 권리관계로 환원

시켜 이해하는 법기술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는 단체를 전제로 하는 법

인 개념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48)

45) Maitland, “Corporation Sole”, in The Collected Papers of Frederic William

Maitland Vol.3, (Edited by H. A. L. Fisher), Cambridge Univerity Press (1911)

pp.210-221. 처음에는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수장인 교구목사나 주교 등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교구목사나 주교 등이 변경되면 교회의 재산관계도 새로운 교

구목사나 주교 등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이러한 관념에 의하면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공석이 되는 등 그 수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연인의 일시적인 부재(不

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재산관계는 중단없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기 위해 고

안된 관념이었다.

46) Fletcher Cyclopedia of the Law of Corporations (2016. Sept.) 1. §50. 오늘날 미국

에서 corporation sole 형태로 설립되는 법인들은 주로 우리의 재단법인(財團法人)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47) Id. pp.220-221.

48) 단체를 의미하는 corporation과 1인을 의미하는 sole을 합성한 “corporation sole”이라

는 표현은 그 자체로 모순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Maitland, 앞의 글 “The Crow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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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성(separateness)

단체라고 해서 모두가 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하

나의 단체로 인식되는 여러 조직들(association, organization, group) 중

에는 법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들도 존재

한다.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단체라고 해서 모두가 법인으

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가 그 자체로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인정되

는 경우에만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49)

여기서 법적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 단체와 법인을 구분 짓는 가장 중

요한 요소는 주체의 “분리성(separateness)”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체

를 하나의 법적 주체인 법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그 개인 구성원들의 총합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존재로서 단체를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0) 구성원 개인이나 그 개인

들의 총합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분리성”은 법인의 핵심적 징표이다.51)52)

Corporation”, p.210.

49)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어 명시적으로 법인격이 부

여된(incorporated) 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명시적인 법인격의 부

여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인식되는 단체도 포함하는 의미이

다. 말하자면 법인이란 법적 주체로서의 단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비법인사

단(unincorporated association)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법적 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50) 법적 주체성의 분리가 인정됨에 따라 법인과 구성원의 법적 책임이 분리되고 법인은

구성원의 개별적인 변동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

게 되는데, 이를 회사법의 맥락에서 보면, 회사와 주주의 재산과 책임이 분리되어 주

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지 않고 투자할 수 있게 되고(유한책임) 그

결과 자본시장의 형성이 가능해지며, 회사는 주주의 개별적인 변동에도 불구하고 동

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속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ent

Greenfield, “In Defense of Corporate Persons”,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30

(2015), pp.313-314,

51) 연방대법원은 법인을 설립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법인을 구성하거나 소유하는 사람들

또는 그 법인에 고용된 사람들과 분리된 별개의 법적 주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Cedric Kushner Promotions, Ltd. v. King, 533 U.S. 158, 16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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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들 또는 국가기관들의 법률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 조직이나 기관

의 수장(首長, head)의 직위(office) 그 자체를 하나의 법적 주체로 보아,

교회의 재산관계나 국가기관의 권한이나 권리가 그 수장(head)의 직위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수장을 맡고 있는 개인의 변경과 공백에도 불

구하고 재산관계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될 수 있게 하려는

관념이었는데, 이때 법적 주체로 다루어지는 수장의 직위를 corporation

sole이라고 한 것이다.45) 이러한 corporation sole 관념은 오늘날 미국에

서도 드물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데, 주로 종교단체가 재산을

소유하거나 거래 기타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에 사용되며, 대개는 목사나 주교 등이 설립의 주체가 된다.46)

그러나 corporation sole이라는 관념을 통해 다루려고 하는 법률관계도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조직, 즉 일정한 교

구(敎區)나 국가기관이라는 “단체”의 법률관계이다. 예컨대 교회의 주교

가 corporation sole로서 교회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 전체라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재산을 소유할 뿐인 것이

다.47) 따라서 corporation sole이라는 관념도 궁극적으로는 단체에 귀속

되는 권리관계를 그 단체를 대표하는 직위에 귀속되는 권리관계로 환원

시켜 이해하는 법기술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는 단체를 전제로 하는 법

인 개념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48)

45) Maitland, “Corporation Sole”, in The Collected Papers of Frederic William

Maitland Vol.3, (Edited by H. A. L. Fisher), Cambridge Univerity Press (1911)

pp.210-221. 처음에는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수장인 교구목사나 주교 등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교구목사나 주교 등이 변경되면 교회의 재산관계도 새로운 교

구목사나 주교 등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이러한 관념에 의하면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공석이 되는 등 그 수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연인의 일시적인 부재(不

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재산관계는 중단없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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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성(separa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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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법인의 “분리성”에 기인한다. 법인은 그 구성원들로 이루어지

지만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존재이다. 법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법인이 독립된 법적 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법인이 사람들의

단체이기만 할 뿐 사람들의 집합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법인의 기능이란 그저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거명하는 대신 하나의 명칭으로 약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인한 편리성53) 이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을 것이다.

Ⅱ. 법인의 종류

미국에서 법인은 설립의 주체, 목적, 구성 또는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예컨대, 공법인과 사법인, 내국법인(domestic)

과 외국법인(foreign),54)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

며, 설립목적과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한다면,

직능단체법인(professional corporation), 지방자치단체법인(municipal

corporation), 기업법인(business corporation), 종교단체법인, 교육기관법

인, 자선단체법인, 공제단체법인(fraternal and mutual benefit) 등으로 분

류하기도 한다.55)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

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에 대하여 살펴보고, 법인

과 비법인단체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다.

52) 회사법에 있어서 법인의 분리성은 회사법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물론이고 모든 주에서 회사의 법인격의 분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Amicus

Curiae Brief of Corporate and Criminal Law Professors in Support of Petitioners,

No. 13-354, 13-356, pp.3-6. (https://1.next.westlaw.com/Document/2017. 5. 12. 최종

확인).

53) Radin, 앞의 글, p.667.

54)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는 다른 주(州)에서 설립되고 법인은 foreign corporation - 주

외법인(州外法人)이라고 한다.

55) Fletcher Cyclopedia of the Law of Corporations (2016. Sept.) 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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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법인과 사법인

역사적으로 영미법에서 법인(corporation)이라고 하면 공법인과 사법인

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과거

에는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영미법에

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등장한 것은 대체로 17세기 이후라고 할 수 있

다.56)

법률 문헌에서 “corporation”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15세기경으로,

1411년 영국의 지방도시인 Plymouth 주민들이 자신들을 “corps

corporat”(corporate body)로 주장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57) 미국에서도

식민지시대와 건국초기의 법인들은 교회나 자선단체가 아니면 대부분

city나 borough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이었다. 대표적으로 New York

City도 법인이었다.58) 특히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는 국가도 하

나의 법인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전통은 미국으로 이어져 초기의 미국

에서는 국가를 헌법이라는 특허장(charter)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다.59)

법인의 설립절차를 살펴보더라도 1800년대 초반까지는 영국과 미국 모

두 개별 법인에 대하여 의회가 설립을 허가하는 방식이었고, 이것은 말

56) 법사학자 Morton J. Horwitz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16세기부터 17세기 사

이에 근대국가(nation-state)와 주권이론(theory of sovereignty)이 등장함에 따라 국

가가 주권에 근거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들을 공법의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

고, 그 후에는 국왕이나 의회가 국가권력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개인들의 생

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사법 영역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다. 예컨대 16세기 후반까지도 과세(taxation)는 납세자의 사적인 증여로 인식되었고,

의회의 동의는 사적 거래에 대하여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한다.

Morton J. Horwitz, “The History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130 (1982), pp.1423-1424.
57) Ernst Freund, 앞의 책 The Legal Nature of Corporations, p.7.
58) Lawrence M. Friedman, A H istory of American Law (3rd ed.), Touchstone (2001),

p.129.

59) 전종익, “공동체로서의 국가와 정부”, 『서울대학교 法學』, 제55권 제4호, 서울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4), 300-3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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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법학연구소 (2014), 300-3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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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면 의회가 특별법을 통해 일종의 특허를 부여하는 절차였다.60) 국가

가 법인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설립 여부는 물론 정관의 내용까

지도 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설립절차를 보면 당시의 모든 법인은 공

법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1819년 Trustees of Dartmouth College v.

Woodward 판결에서 공법인과 사법인을 구별하면서, 사법인에 대한 헌

법적 보호를 인정하였다.61) 위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설립 과정

에 국가가 관여하고 있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법인은 사법인이라

고 하여 공법인과 사법인을 구별하였다.62) 공법인이란 일반적으로는 지

방행정기관(towns, cities, parishes and counties)들을 의미하고, 그 이외

의 다른 형태의 법인들 중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정부)가 설립

한 것으로서 그 이익이 오로지 국가(정부)에 귀속되는 것만이 공법인이

고, 그 밖에 국가가 직접 설립하였더라도 개인이 그 법인의 주식의 일부

를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법인의 설립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

서 국가가 설립을 허가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설립한 법인이라면

그 법인은 사법인이라고 하였다. 예컨대, 금융이나 교량, 도로, 운하 등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들은 공익을 위한 법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 법인은 사법인이라고 보았다.63)

연방대법원은 위 판결을 통해 종전까지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전

제, 즉 법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든 기업이든 모두

국가의 규제를 받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부인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 문제를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

었다고 볼 수 있다.64)

60) James W. Hurst, 앞의 책, pp.3-4.

61) Trustees of Dartmouth College v. Woodward, 17 U.S. 518 (1819).

62) Dartmouth College는 식민지시대(1769년)에 의하여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선교와

교육을 목적으로 New Hampshire 주(州)에 설립된 대학이었는데, 영국 국왕 George

3세의 특허장(Charter)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대학의 설립을 위해 재정을 투자하

고 이사회를 구성한 사람들은 개인들이었다. Id. at 631-635.

63) Id. at 668-669.

64) Horwitz, 앞의 글 “The History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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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법인은 그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

(for-profit corporation)과 비영리법인(not-for-profit 또는 nonprofit

corporation)으로 나누어진다.

중세 영국에서 단체로서의 법인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다룬 문헌들

에 나타난 용어들은 “convent”(수도회), “chapter”(사제단), “community”

(지역공동체), “universitas”(공동체로서의 교회 또는 Cambridge, Oxford

등과 같은 대학) 등 대부분이 교회의 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

을 의미하는 것들이었다.65) 미국에서도 건국 초기에는 법인이라고 하면

공익적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대부분이었다. 1800년대 중반까지도 영리목

적 법인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었고, 영리목적 기업의 조직 형태는 대

부분이 조합(partnership)이었다.66) 영리법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로 은

행, 보험 등 금융회사, 수도회사 또는 도로나 운하, 교량 등의 건설을 위

한 회사와 같이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1828년 출판된 James Kent의 『미국법주석(Commentaries on

American Law)』은 corporation의 종류를 크게 종교단체와 일반단체로

나누면서, 종교단체에는 교회나 수도회가, 일반단체에는 병원, 대학 또는

자선사업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counties, cities, town, villages)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67) 당시에는 법인설립의 목적을 공익적 목

적의 달성에 있다고 보았고 실제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법인들도 대부분

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의 법학문헌들에서는 법인(corporation)이라는 용어를, 주로

회사(會社), 특히 주식회사(株式會社)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지만, 이

65) Frederick Pollock & Frederic W. Maitland, The H istory of English Law (2nd ed.),

Vol.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8), pp.494-495.

66) Lawrence M. Friedman, A H istory of American Law (3rd ed.), Touchstone (2001),

pp.129-130.

67) Margaret M. Blair & Elizabeth Pollman, “The Derivative Nature of Corporate

Constitutional Rights”, William & Mary Law Review, Vol.56 No.5 (2015),

pp.1697-16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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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늘날 미국에서 corporation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제기되는 영역이 주식회사와 관련되고 있기 때문일 뿐이며, 법

인의 범위가 영리법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한편,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지만, 비영리법

인이라고 해서 경제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법인도 영리활

동을 할 수는 있지만, 영리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법인의 구성원이나

임직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금지된다.68) 오늘날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

(州) 법률들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수익을 그 구성원이나 이사 또는 대표

등에게 분배하지 않는 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69) 따라서 비영리법인

이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이라기보다 이익의 배분이 금지되는 법

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법률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따로 정의하

고 있지는 않고, 연방소득세법에 대한 면세 대상 단체를 규정하면서 비

영리법인들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70)

3. 비법인사단과의 구별

단체를 결성하는 경우 그 단체를 법인으로 할 것인지 단순한 단체, 즉

비법인사단(unincorporated association)으로 할 것인지는 단체를 설립하

는 사람들의 선택에 속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노동조합(trade union)이나

이른바 인권단체(organizations for civil liberty)는 법인(corporation)으로

설립하여 활동할 수도 있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형태로 활동할 수도 있

다. 일반적인 단체와 비교할 때 법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체와 구성

원의 법인격의 분리이다. 따라서 특정한 단체를 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는 법인격의

68) Henry B. Hansmann, “Reforming Nonprofit Corporation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129 No.3 (1981), p.501.
69) Marilyn E. Phelan, Nonprofit Organizations: Law and Taxation (2016 Oct.), § 1:1.

(https://1.next.westlaw.com/Browse/Home/SecondarySources/CorporationsSecondary

Sources/CorporationsTextsTreatises/NonprofitOrganizationsLawTaxation?transitionT

ype=DocumentItem&contextData=(sc.Category)

70) 26 U.S.C. § 5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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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여부에 따른 법적 효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인격의 분

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고 각각의 경우에 장

단점이 따른다.71)

그러나 법적 절차에 의한 법인격의 공식적 부여라는 점을 제외하고 단

체로서의 실체(實體)에 초점을 맞춘다면 법인과 비법인단체 사이에 실질

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72) 다만, 법인은 비법인단체에 비해 “법인

격의 분리성”이 법적으로 분명히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그 구성원과의 별개의 주체성을

주장하기가 보다 용이하다는 의미인 동시에 개인, 즉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의 가능성이 보다 커질 수 있음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제2절 법인에 대한 규율의 역사 및 사상적 배경

Ⅰ. 유럽에서 법인에 대한 규율의 역사

71)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구성원과 노동조합 사이의 법인격이 분리됨

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사 등 분쟁의 상대방에 대하여 지는 책임에 대하여 조합원은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만을 지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과의 분

쟁 상대방 입장에서도 분쟁의 상대방으로 개별 노동자들을 일일이 특정할 필요없이

언제든지 노동조합을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권리주장이나 책임추궁이 용이하

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다.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이 법

인으로 설립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Herbert Hovenkamp, “Labor

Conspiracies in American Law, 1880-1930”, Texas Law Review, Vol.66 No.5

(1988), pp.960-961. 한편, 우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에서도 노동조합

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1항).

이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제2항)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보

충적으로 적용된다(제3항).

72) 노동조합의 형태가 법인인지 비법인사단인지에 따라 노동조합의 법적 책임이나 소송

절차에서의 당사자능력에 차이가 없다는 판결로는 United Mine Workers v.

Coronado Co., 259 U.S. 34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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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늘날 미국에서 corporation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자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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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이라기보다 이익의 배분이 금지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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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Henry B. Hansmann, “Reforming Nonprofit Corporation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129 No.3 (1981), p.501.
69) Marilyn E. Phelan, Nonprofit Organizations: Law and Taxation (2016 Oct.), § 1:1.

(https://1.next.westlaw.com/Browse/Home/SecondarySources/CorporationsSecondary

Sources/CorporationsTextsTreatises/NonprofitOrganizationsLawTaxation?transitionT

ype=DocumentItem&contextData=(sc.Category)

70) 26 U.S.C. § 5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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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여부에 따른 법적 효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인격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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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마법

로마법상 국가의 단체성은 초기부터 인식되고 있었지만 사법(私法)상

의 단체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73) 초기에는 자유

로운 단체 설립이 인정되었으나 공화정(共和政) 말기에 이르러서는 정치

적 혼란의 원인으로 인식되어 금지되었다가 제정(帝政) 시대에는 원로원

의, 후대에는 황제의 허가에 의해 설립이 허용되었다.74) 로마의 황제들은

반역을 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사적

단체의 설립을 금지하였고, 특히 지방에서의 단체 설립은 전부 금지시켰

다.75)

따라서 로마법에서는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단체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직 개인들에 대해서만 법적 주체성을 인정

하였다.76) 다만, 고대의 로마법 이래 중세에 이르는 동안 로마법학자들과

주석학자들 사이에서는 법인의 개념이 발전되어 왔고 법인의 본질에 관

한 이론들도 이미 존재하였다고 한다.77)

로마법에서 단체법의 발전과정상의 특징 중 하나는 원래는 공적 단체

(res publica)의 일부였던 지방자치단체(municipia)의 법적 지위가 시민들

의 단체(corpus civitatis)로 변화하면서 공적(公的) 성격을 일부 보유한

사적(私的) 단체가 되었고 이로 인해 규율상의 복잡성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78)

73) 최병조, 『로마법강의』, 박영사 (2007), 311면.

74) 최병조, “사법상 단체에 관한 일반론 –단체법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19권,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1997), 528면.

75) Reuven Avi-Yonah, “The Cyclical Transformations of the Corporate Form: A

Historical Perspectiv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Vol.30(3) (2005), pp.773-774.
76) 이에 따라 단체에 관한 법률관계는 ‘구성원 전원(全員, universi)’으로 표현되었다. 최

병조, 앞의 글 “사법상 단체에 관한 일반론 –단체법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

로-”, 529면.

77) Reuven Avi-Yonah, 앞의 글, pp.773-782.

78) 최병조, 앞의 책 『로마법강의』, 312-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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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

중세 유럽에서는 단체가 인간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이는 종교적으로

는 기독교 교회가, 세속적으로는 봉건제적 지역공동체가 인간생활의 환

경이었던 사실과 관련된다. 중세에 단체에 관한 법이론은 교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회법학자들이 로마법, 게르만법,

기독교의 교리 등을 조화시켜 단체법에 관한 새로운 체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79) 교회법학자들은 개별 교회를 법인으로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전체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고,

세속법에서도 국가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관념이 등장하였다.80)

한편 중세 영국에서는 지역의 자치단체인 borough나 동업자조합인

guild 등의 단체들이 국왕의 허가 없이도 스스로 조직되고 활동하고 있

었고, 국왕이 이들 단체에게 특허장(charter)을 부여하는 것은 단체를 설

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단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의회의 규제로부터 예외를 허용해 주는 일정한 특권(privilege)을 부여한

다는 의미였다.81) 그러나 Tudor 왕조에 이르러서는 단체의 설립을 위해

국왕의 특허장을 받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점차 국왕의 특허장은 법인

설립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 결국에는 오직 국왕(King-in-Parliament)

만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원칙이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이것은 영

국이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하면서 국가의 권위를 확립하고 지방 정부

나 이익단체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확보하고 국왕의 정치권력을 강화하

기 위한 정책의 결과였다.82)

3. 근대국가의 형성기

중세의 봉건질서가 무너지고 중앙집권적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79) 최병조, 앞의 글, 536면.

80) Otto von Gierke, 앞의 책(translated by Frederic W. Maitland), pp.68-69.

81) James W. Hurst, 앞의 책, p.2.

82) Id.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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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최병조, 앞의 글, 536면.

80) Otto von Gierke, 앞의 책(translated by Frederic W. Maitland), pp.68-69.

81) James W. Hurst, 앞의 책, p.2.

82) Id.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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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질서 내에서 단체의 존재는 부인되었다. 국왕과 개인 사이에 여러

층위의 지배단위가 단체로 존재했던 봉건적 사회구조로부터 국왕과 개인

사이에 어떠한 존재도 개입되지 않는, 자유롭고 대등한 개인들과 국가만

이 존재하는 중앙집권적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가와 개인 사이를

가로막는 단체의 존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83) 국가와 개인 사이

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의 독자성과 정당성을 부인한 것이었는데, 이는

Maitland의 표현을 빌리자면, 근대적 의미에서의 완전한 국가는 완전한

개인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었다.84)

한편 Gierke에 따르면,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주권

론에 입각하여85) 국가의 통치권은 국가 내의 모든 개인들에 대해 똑같

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배력을 갖는다고 봄으로써 국가 이외의 모든 단

체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났고,86) 다른 한편으로는 단

체가 공법적 영역에서 국가의 일부로 인식되거나 사법적 영역에서는 의

제적인 존재로 다루어지게 됨으로써, 결국 단체는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

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인정되고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

되었다고 한다.87)

단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근대국가 형성기의 유럽 국가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영국에서는 16세기 이후에는 해외 무역과 식민지

건설을 위해 특허장에 의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정책이었

다. 해외 무역이나 식민지 건설을 담당하는 회사는 국가의 공적 기능(예

컨대, 무역협정 체결, 식민지정부 수립, 세관업무, 업무에 관련된 부분적

인 외교활동 등)을 수행하였고, 경제적 이익은 오히려 그러한 공적 기능

의 수행에 대한 부수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다가 17세기를 거치

면서 점차 공적 기능의 수행보다는 경제적인 교역이 회사의 활동에 더

83) Maitland, “Moral Personality and Legal Personality”, in The Collected Papers of

Frederic William Maitland Vol.3, (Edited by H. A. L. Fisher), Cambridge

Univerity Press (1911) pp.310-311.

84) Id.

85) Otto v. Gierke, 앞의 책(translated by Frederic W. Maitland), p.87.

86) Id. p.94.

87) Id. 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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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법인을 사적인 경제활

동에 유용한 구조로 인식하게 되었고 법인의 공적 책임은 부차적인 것으

로 축소되었다.88) 1600년 Elizabeth 여왕의 특허장에 의해 설립된 영국

동인도회사(the Company of Merchants of London)는 인도와의 무역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였는데, 교역에서의 독점권과 함께 그 교역에 관련

된 규율을 제정할 권한도 부여받았었다.89)

한편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 이후의 과도기 체제에서는 국가와 공공기

관을 제외한 모든 단체에 대해 합법적인 지위를 부인하였는데, 이는 구

체제의 봉건적 질서를 타파하려는 정치적 고려와 개인과 국가 사이에 어

떠한 방해세력도 없애려는 자유주의 사상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제에서 축적된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재정

적 의도 또한 반영된 것이었다고 한다.90) 특히 나폴레옹 통치기에는 결

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여 2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단체를 허가받지

않고 결성하면 처벌하였고, 단체의 결성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단체의 공익성에 대하여 정부가 심사를 거쳐 허가를 한 경우에 한하

여 법인격이 인정되었다.91)

Ⅱ. 미국에서 법인에 대한 규율의 역사

1. 주(州) 의회의 특허에 의한 법인 설립

88) James W. Hurst, 위의 글, p.4.

89) Samuel Wilston, 앞의 글, pp.109-110.

90) 남효순, “프랑스법에서의 법인의 역사 –법인론 및 법인에 관한 판례와 입법의 발달

사- ”, 서울대학교 法學 제40권 제3호, (1999), 155면. 한편, 당시에도 순수한 경제적

목적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였는데, 이러한 국가의 태도에 대

해, 이윤을 위해 모인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보면서,

종교, 자선, 문학, 과학, 예술 등의 목적으로 결합된, 상대적으로 이타적인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한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지적들도 있었

다. Maitland, 앞의 글 “Moral Personality and Legal Personality”, p.312.

91) 남효순, 앞의 글,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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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시대부터 건국초기를 거쳐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에서 법인은 의

회가 법률의 형태로 부여하는 특허에 의해서만 설립되었다. 이는 당시

영국에서 국왕의 특허장에 의해서만 법인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을 이어

받은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주(州)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statute) 형

식의 특허장(charter)을 통해 법인이 설립되었다. 식민지시대의 법인들은

대부분 교회, 자선단체, city나 borough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였고,

180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법인의 설립은 매우 드문 현상이었다.92)

법인의 설립 목적은 대부분 공익적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것이었고 법인

의 활동은 특허장에 규정된 내용에 엄격히 제한되었다.93)

2. 연방의회의 법인 설립 권한에 관한 논쟁

국가와 개인의 직접 대면, 그리고 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이것은 근

대국가의 형성기에는 주권(sovereignty)의 확립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의 설립과 규제에 관한 권한은 곧 주권의 소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점을 잘 보여 주는 것이 미국의 건국초기에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연방정부의 법인 설립 권한’ 문제였다.

연방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권한을 갖는지 여부는 미국의 건국초기에

연방은행의 설립 과정에서 중요한 헌법적 논쟁이었다. 영국법을 계수한

미국에서는 식민지시대부터 건국 초기의 당시에 이르기까지 법인의 설립

은 주권의 행사로 인식되었는데, 연방국가를 건설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의 상황에서 주권(sovereignty)의 행사는 당연히 주(州)의 권한으로 인식

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의 설립 권한은 주(州) 의회만이 보유하는 것으

로 받아들여졌다. 더욱이 연방헌법은 법인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수정헌법 제10조에서 헌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연방

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주(州)와 그 시민이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었

92) Lawrence M. Friedman, 앞의 책, pp.129-130.

93) Horwitz, 앞의 책,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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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94) 연방의회에 의한 법인 설립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 논쟁은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의 차입과 세금징수를 위한 은행으로

미국연방은행(the Bank of the United States)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

한 문제로 제기되었다.95) 연방대법원은 1819년에 선고한 McCulloch v.

State of Maryland 판결에서 ‘연방헌법이 연방의회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의 행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necessary and proper) 법률의 제

정’을 연방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연방헌법조항을 근거로 연방의회의

연방은행 설립권한을 인정하였다.96)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설립 권한이 “주권(sovereignty)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미국에서 주권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94) 연방헌법의 제정 과정에서, James Madison은 연방의회(Congress)의 권한을 구체적

으로 열거하는 조항(Article I Section 8)에 ‘공익상 필요하고 어느 하나의 주(州)가 설

립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연방의회가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중상주의적 독점(mercantile monopolies)과 연방권한의 강화 현

상을 우려한 반연방주의자들(anti-federalists)의 반대로 연방의회의 법인설립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지 못하였다. Daniel A. Crane, “Antitrust Antifederalism”, California

Law Review, Vol.96 No.1 (2008), pp.6-9.
95)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Alexander Hamilton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의 차입과 세금징수를 위해 1791년 미국연방은행(the Bank of the United

States)을 설립하였고, 이 은행은 20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였다가 1811년 폐지되었

다. James Madison은 Thomas Jefferson과 함께 이러한 연방은행 설립에 반대하였는

데, Madison의 생각은 연방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연방의회는 연방은행을

설립할 권한이 없고, 연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다른 헌법조항의 해석상으로도 연방

의회의 그 같은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Annals of Congress, 1789-1824

House of Representatives, 1st Congress 3rd session, Feb. 2, 1791”. pp.1944-1952.

(http://memory.loc.gov/cgi-bin/ampage 2017. 6. 최종방문)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

이 James Madison이 대통령으로 재임중이던 1816년에 연방의회가 다시 두 번째 연

방은행을 설립하였고, 이번에는 James Madison도 연방은행의 설립에 반대하지 않았

다.

96) McCulloch v. State of Maryland, 17 U.S. 316, 421-422 (1819). 이 판결은 연방은행

의 Maryland 지점에 대하여 주(州) 법률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Maryland 주의 과세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한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이 부여한 권한의 집

행을 위해 연방의회가 설립한 연방은행에 대해 주 정부가 과세를 통해 그 활동에 장

애를 초래하는 것은 연방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고, 과세의 근거가 된 법률과

과세에 대해 모두 위헌무효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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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시대부터 건국초기를 거쳐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에서 법인은 의

회가 법률의 형태로 부여하는 특허에 의해서만 설립되었다. 이는 당시

영국에서 국왕의 특허장에 의해서만 법인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을 이어

받은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주(州)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statute) 형

식의 특허장(charter)을 통해 법인이 설립되었다. 식민지시대의 법인들은

대부분 교회, 자선단체, city나 borough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였고,

180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법인의 설립은 매우 드문 현상이었다.92)

법인의 설립 목적은 대부분 공익적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것이었고 법인

의 활동은 특허장에 규정된 내용에 엄격히 제한되었다.93)

2. 연방의회의 법인 설립 권한에 관한 논쟁

국가와 개인의 직접 대면, 그리고 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이것은 근

대국가의 형성기에는 주권(sovereignty)의 확립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의 설립과 규제에 관한 권한은 곧 주권의 소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점을 잘 보여 주는 것이 미국의 건국초기에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연방정부의 법인 설립 권한’ 문제였다.

연방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권한을 갖는지 여부는 미국의 건국초기에

연방은행의 설립 과정에서 중요한 헌법적 논쟁이었다. 영국법을 계수한

미국에서는 식민지시대부터 건국 초기의 당시에 이르기까지 법인의 설립

은 주권의 행사로 인식되었는데, 연방국가를 건설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의 상황에서 주권(sovereignty)의 행사는 당연히 주(州)의 권한으로 인식

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의 설립 권한은 주(州) 의회만이 보유하는 것으

로 받아들여졌다. 더욱이 연방헌법은 법인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수정헌법 제10조에서 헌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연방

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주(州)와 그 시민이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었

92) Lawrence M. Friedman, 앞의 책, pp.129-130.

93) Horwitz, 앞의 책, p.72.

- 26 -

으므로94) 연방의회에 의한 법인 설립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 논쟁은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의 차입과 세금징수를 위한 은행으로

미국연방은행(the Bank of the United States)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

한 문제로 제기되었다.95) 연방대법원은 1819년에 선고한 McCulloch v.

State of Maryland 판결에서 ‘연방헌법이 연방의회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의 행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necessary and proper) 법률의 제

정’을 연방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연방헌법조항을 근거로 연방의회의

연방은행 설립권한을 인정하였다.96)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설립 권한이 “주권(sovereignty)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미국에서 주권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94) 연방헌법의 제정 과정에서, James Madison은 연방의회(Congress)의 권한을 구체적

으로 열거하는 조항(Article I Section 8)에 ‘공익상 필요하고 어느 하나의 주(州)가 설

립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연방의회가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중상주의적 독점(mercantile monopolies)과 연방권한의 강화 현

상을 우려한 반연방주의자들(anti-federalists)의 반대로 연방의회의 법인설립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지 못하였다. Daniel A. Crane, “Antitrust Antifederalism”, California

Law Review, Vol.96 No.1 (2008), pp.6-9.
95)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Alexander Hamilton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의 차입과 세금징수를 위해 1791년 미국연방은행(the Bank of the United

States)을 설립하였고, 이 은행은 20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였다가 1811년 폐지되었

다. James Madison은 Thomas Jefferson과 함께 이러한 연방은행 설립에 반대하였는

데, Madison의 생각은 연방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연방의회는 연방은행을

설립할 권한이 없고, 연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다른 헌법조항의 해석상으로도 연방

의회의 그 같은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Annals of Congress, 1789-1824

House of Representatives, 1st Congress 3rd session, Feb. 2, 1791”. pp.1944-1952.

(http://memory.loc.gov/cgi-bin/ampage 2017. 6. 최종방문)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

이 James Madison이 대통령으로 재임중이던 1816년에 연방의회가 다시 두 번째 연

방은행을 설립하였고, 이번에는 James Madison도 연방은행의 설립에 반대하지 않았

다.

96) McCulloch v. State of Maryland, 17 U.S. 316, 421-422 (1819). 이 판결은 연방은행

의 Maryland 지점에 대하여 주(州) 법률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Maryland 주의 과세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한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이 부여한 권한의 집

행을 위해 연방의회가 설립한 연방은행에 대해 주 정부가 과세를 통해 그 활동에 장

애를 초래하는 것은 연방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고, 과세의 근거가 된 법률과

과세에 대해 모두 위헌무효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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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져 있다고 하였고,97) 법인의 설립은 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

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의 수단으로(as a means)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하였다.98) 이 판결은 연방제(聯邦制)의 핵심적인 쟁점, 즉 연방과

주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판결이지만, 법인 설립의 권한과 법인 설립

의 의미를 밝힌 판결로서도 의미가 있다.

3. 법인설립 자유화 운동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법인설립 자유화 운동’의 결과, 법인 설립

은 주(州) 의회가 제정하는 특허장을 부여하는 방식 대신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고 그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라도 자유롭

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법인설립의 자

유화 운동은, 의회의 특별정관에 의해서만 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이른바

특허주의가 정경유착과 부패, 부의 독점 등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그

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타난 것이었다.99) 따라서 법인의 설립요건으로서

의 정부의 관여는 공공사업을 위한 특허의 성격에서 단순한 행정적인 절

차 수준으로 변화하게 되었다.100) 이에 따라 1880년대에는 미국 전역에

30,000개, California 주(州)에만 500개가 넘는 법인이 활동하게 되었

다.101)

Ⅲ.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의 사상적 배경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을 둘러싼 여러 논쟁의 밑바탕에는 개인과 국가

그리고 단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방식의 차이가 깔려 있다. 법인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어떠한 규율을 가할 것인가는 결국 국가와 개인

97) Id. at 410.

98) Id. at 411, 421 (1819).

99) Morton J. Horwitz, 앞의 책, p.73.

100) James W. Hurst, 앞의 책, pp.18, 30-36.

101) County of San Mateo v. Southern Pacific Co., 13 F. 722, 744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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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속에서 단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미국은 여러 영역에서 유럽의 정치사상과 이론으로부터 영향

을 받았는데, 국가와 개인 그리고 단체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유럽의 정치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102)

이하에서는 미국에서의 법인, 보다 넓게는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유럽의 근대 사상가들과 미국 건국 당시의 헌법기초

자들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단체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간략

히 살펴보기로 한다.

1. 홉스(Thomas Hobbes)

국가와 개인 그리고 주권의 문제에 관한 고전(古典)인 『리바이어던

(Leviathan)』에서 홉스는 단체와 법인에 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다

루고 있다. 그 내용들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고전적 사고를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이론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가. 자연인과 법인

홉스는 “사람(person)”을 “자연인(natural person)”과 “법인(feigned

person 또는 artificial person)”103)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어떤 말이

나 행동이 그것을 실제로(truly) 행한 사람의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자

연인이고, 의제(fiction)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표하거나 다른 것에 귀

속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법인이라고 하였다.104)105) 따라서 법인

102) Robert A. Horn, Groups and the Constitution, AMA Press (1956), p.5.
103) Philip Pettit, Made with Words: Hobbes on Language, Mind, and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pp.70-81, 115-16. Eric W. Orts, 앞의 책, p.43에

서 재인용.

104) Thomas Hobbes, LEVIATHAN (Chapter 16), in HOBBES’S LEVIATHAN

(reprinted from the edition of 1651), Oxford University Press (1909), p.123. 원문의

표기 중 현대 영어와 일부 다른 표기들(예컨대, “Politicall”, “Artificiall” 등)은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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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져 있다고 하였고,97) 법인의 설립은 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

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의 수단으로(as a means)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하였다.98) 이 판결은 연방제(聯邦制)의 핵심적인 쟁점, 즉 연방과

주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판결이지만, 법인 설립의 권한과 법인 설립

의 의미를 밝힌 판결로서도 의미가 있다.

3. 법인설립 자유화 운동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법인설립 자유화 운동’의 결과, 법인 설립

은 주(州) 의회가 제정하는 특허장을 부여하는 방식 대신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고 그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라도 자유롭

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법인설립의 자

유화 운동은, 의회의 특별정관에 의해서만 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이른바

특허주의가 정경유착과 부패, 부의 독점 등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그

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타난 것이었다.99) 따라서 법인의 설립요건으로서

의 정부의 관여는 공공사업을 위한 특허의 성격에서 단순한 행정적인 절

차 수준으로 변화하게 되었다.100) 이에 따라 1880년대에는 미국 전역에

30,000개, California 주(州)에만 500개가 넘는 법인이 활동하게 되었

다.101)

Ⅲ.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의 사상적 배경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을 둘러싼 여러 논쟁의 밑바탕에는 개인과 국가

그리고 단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방식의 차이가 깔려 있다. 법인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어떠한 규율을 가할 것인가는 결국 국가와 개인

97) Id. at 410.

98) Id. at 411, 421 (1819).

99) Morton J. Horwitz, 앞의 책, p.73.

100) James W. Hurst, 앞의 책, pp.18, 30-36.

101) County of San Mateo v. Southern Pacific Co., 13 F. 722, 744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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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속에서 단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미국은 여러 영역에서 유럽의 정치사상과 이론으로부터 영향

을 받았는데, 국가와 개인 그리고 단체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유럽의 정치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102)

이하에서는 미국에서의 법인, 보다 넓게는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유럽의 근대 사상가들과 미국 건국 당시의 헌법기초

자들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단체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간략

히 살펴보기로 한다.

1. 홉스(Thomas Hobbes)

국가와 개인 그리고 주권의 문제에 관한 고전(古典)인 『리바이어던

(Leviathan)』에서 홉스는 단체와 법인에 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다

루고 있다. 그 내용들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고전적 사고를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이론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가. 자연인과 법인

홉스는 “사람(person)”을 “자연인(natural person)”과 “법인(feigned

person 또는 artificial person)”103)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어떤 말이

나 행동이 그것을 실제로(truly) 행한 사람의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자

연인이고, 의제(fiction)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표하거나 다른 것에 귀

속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법인이라고 하였다.104)105) 따라서 법인

102) Robert A. Horn, Groups and the Constitution, AMA Press (1956), p.5.
103) Philip Pettit, Made with Words: Hobbes on Language, Mind, and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pp.70-81, 115-16. Eric W. Orts, 앞의 책, p.43에

서 재인용.

104) Thomas Hobbes, LEVIATHAN (Chapter 16), in HOBBES’S LEVIATHAN

(reprinted from the edition of 1651), Oxford University Press (1909), p.123. 원문의

표기 중 현대 영어와 일부 다른 표기들(예컨대, “Politicall”, “Artificiall” 등)은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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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person)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대신하는 행위자

(actor)와 그 말과 행동의 귀속주체인 본인(author)이 존재하며, 어떤 행

위를 할 수 있는 권한(authority)은 본인이 보유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행위란 본인으로부터 위임(commission)이나 허가(license)를 받아 행위하

는 것이다.106)

홉스에 의하면 교회나 병원 심지어는 교량(bridge)도 각각 목사, 설립

자, 관리인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데, 교회나 병원, 교량 등과 같은 존

재에 대해서는 무생물이므로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정부(Civil

Government)가 존재하기 전에는 법인으로 될 수 없다고 하였다.107) 또

다수의 사람들도 그 사람들 모두가 동의하여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인격

에 의해 대표된다면 단일한 인격으로 될 수 있는데, 대표되는 자들은 각

자가 모두 본인이며 본인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대표자는 행위할 수

있다.108) 홉스의 이러한 주장은 단체로서의 법인(corporation)에 대한 영

국법에서의 전통적 이해방식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홉스에 따르면 단체109)란 동일한 이익 또는 동일한 사업을 위해 결합

된 사람들이다.110)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Common-wealths)도 단체이기

영어 표기로 바꾸었다. 번역서로는 토마스 홉스 지음 / 진석용 옮김, 『리바이어던』,

나남 (2012)을 참조하였고, 번역 용어의 선택이나 문장의 내용은 필자의 이해에 기초

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하였다.

105) 홉스의 설명에 의하면, “person”은 얼굴의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라

틴어 “persona”는 무대 위에서의 인물 모습이나 분장(disguise) 또는 가면(mask) 등을

의미하거나 ‘극장에서의 배역’ 또는 ‘재판정에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person”은 무대에서나 일상용어에서나 모두 “actor(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를

의미하고 “personate”(역할을 맡는다)는 자신을 위해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표한

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Thomas Hobbes, 위의 책, p.123.

106) Id. p.124.

107) Id. p.125.

108) Id. p.126.

109) 홉스는 단체를 “system”, “society” (chapter22), “corporation”(chapter 29) 등의 용

어로 표현하였다. Id. pp.171, 256.

110) Thomas Hobbes, 앞의 책, p.171. 홉스는 단체를 ‘지속적(regular) 단체’와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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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국가는 자신의 대표 이외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절대

적이고 독립적인(absolute and independent) 단체이고, 국가 이외의 모든

단체들은 국가의 주권(sovereign power)에 복종하는 종속적(dependent)

단체라고 하였다.111) 국가도 본질적으로는 다른 단체들과 같은 단체의

하나라고 보면서도 국가와 그 밖의 단체들을 구분한 것이다.

한편, 국가 이외의 단체들 중에는 특허장이나 법률에 의해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공적 단체(bodies politique), 즉 법인(persons in law)과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 존재하는 사적 단체(private

systems)로 나누었는데,112)113) 법인에는 지방정부, 식민지 통치기관, 도

시의 행정조직 등이 포함되었고, 외국과의 무역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14) 홉스에 의하면 사적 단체에는 합법

(lawful) 단체와 불법(unlawful) 단체로 나누어지는데, 합법적인 사적 단

체의 대표적인 예가 가족이었다.115) 단체에 대한 홉스의 이러한 구분은,

당시에는 국가에 의해 설립이 허가된 단체들은 그것이 국가의 통치기구

이거나 외국과의 무역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거나 간에 모두가 공적 단체

로서의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다.

다만, 홉스는 단체(society)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법인

(corporation)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성원들 전부에 대해 법적 규

율을 강제할 수 있는 대표(common representative)가 존재해야만 법인이

라고 하였다. 대표 기능의 존재 여부가 법인(corporation)과 단순한 모임

(irregular) 단체’로 나누었는데, 일시적 단체란 일시적인 군중의 집합이나 집회를 의

미하므로 오늘날 우리가 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홉스의 표현에 따르면 ‘지속적 단체’에

해당한다.

111) Id. pp.171-172.

112) Id. pp.172-173.

113) 홉스는 “Body Politique”, “Person in Law”, “Corporation” 등을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Robert A. Horn, 앞의 책, 5면.

114) Id. pp.175-178.

115) 가부장(家父長)의 지위에 있는 자(Father or Master)에 의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대표(representative)된다는 점에서 단체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권한의 위

임을 받지는 않았으므로 사적 단체였다. Id.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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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person)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대신하는 행위자

(actor)와 그 말과 행동의 귀속주체인 본인(author)이 존재하며, 어떤 행

위를 할 수 있는 권한(authority)은 본인이 보유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행위란 본인으로부터 위임(commission)이나 허가(license)를 받아 행위하

는 것이다.106)

홉스에 의하면 교회나 병원 심지어는 교량(bridge)도 각각 목사, 설립

자, 관리인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데, 교회나 병원, 교량 등과 같은 존

재에 대해서는 무생물이므로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정부(Civil

Government)가 존재하기 전에는 법인으로 될 수 없다고 하였다.107) 또

다수의 사람들도 그 사람들 모두가 동의하여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인격

에 의해 대표된다면 단일한 인격으로 될 수 있는데, 대표되는 자들은 각

자가 모두 본인이며 본인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대표자는 행위할 수

있다.108) 홉스의 이러한 주장은 단체로서의 법인(corporation)에 대한 영

국법에서의 전통적 이해방식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홉스에 따르면 단체109)란 동일한 이익 또는 동일한 사업을 위해 결합

된 사람들이다.110)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Common-wealths)도 단체이기

영어 표기로 바꾸었다. 번역서로는 토마스 홉스 지음 / 진석용 옮김, 『리바이어던』,

나남 (2012)을 참조하였고, 번역 용어의 선택이나 문장의 내용은 필자의 이해에 기초

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하였다.

105) 홉스의 설명에 의하면, “person”은 얼굴의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라

틴어 “persona”는 무대 위에서의 인물 모습이나 분장(disguise) 또는 가면(mask) 등을

의미하거나 ‘극장에서의 배역’ 또는 ‘재판정에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person”은 무대에서나 일상용어에서나 모두 “actor(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를

의미하고 “personate”(역할을 맡는다)는 자신을 위해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표한

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Thomas Hobbes, 위의 책, p.123.

106) Id. p.124.

107) Id. p.125.

108) Id. p.126.

109) 홉스는 단체를 “system”, “society” (chapter22), “corporation”(chapter 29) 등의 용

어로 표현하였다. Id. pp.171, 256.

110) Thomas Hobbes, 앞의 책, p.171. 홉스는 단체를 ‘지속적(regular) 단체’와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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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국가는 자신의 대표 이외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절대

적이고 독립적인(absolute and independent) 단체이고, 국가 이외의 모든

단체들은 국가의 주권(sovereign power)에 복종하는 종속적(dependent)

단체라고 하였다.111) 국가도 본질적으로는 다른 단체들과 같은 단체의

하나라고 보면서도 국가와 그 밖의 단체들을 구분한 것이다.

한편, 국가 이외의 단체들 중에는 특허장이나 법률에 의해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공적 단체(bodies politique), 즉 법인(persons in law)과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 존재하는 사적 단체(private

systems)로 나누었는데,112)113) 법인에는 지방정부, 식민지 통치기관, 도

시의 행정조직 등이 포함되었고, 외국과의 무역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14) 홉스에 의하면 사적 단체에는 합법

(lawful) 단체와 불법(unlawful) 단체로 나누어지는데, 합법적인 사적 단

체의 대표적인 예가 가족이었다.115) 단체에 대한 홉스의 이러한 구분은,

당시에는 국가에 의해 설립이 허가된 단체들은 그것이 국가의 통치기구

이거나 외국과의 무역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거나 간에 모두가 공적 단체

로서의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다.

다만, 홉스는 단체(society)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법인

(corporation)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성원들 전부에 대해 법적 규

율을 강제할 수 있는 대표(common representative)가 존재해야만 법인이

라고 하였다. 대표 기능의 존재 여부가 법인(corporation)과 단순한 모임

(irregular) 단체’로 나누었는데, 일시적 단체란 일시적인 군중의 집합이나 집회를 의

미하므로 오늘날 우리가 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홉스의 표현에 따르면 ‘지속적 단체’에

해당한다.

111) Id. pp.171-172.

112) Id. pp.172-173.

113) 홉스는 “Body Politique”, “Person in Law”, “Corporation” 등을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Robert A. Horn, 앞의 책, 5면.

114) Id. pp.175-178.

115) 가부장(家父長)의 지위에 있는 자(Father or Master)에 의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대표(representative)된다는 점에서 단체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권한의 위

임을 받지는 않았으므로 사적 단체였다. Id.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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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을 구별하는 기준이었던 셈이다.116) 즉,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특정한 사람이나 위원회가 단체의 구성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법인은 구성원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리고 가족과 같은 사적 단체를 제외하고는 법인으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을 대표할 권한에 관하여 반드시 국가로부터 명

시적인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홉스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권(sovereignty)이라고 보았는데, 단체로서의 법인은 그것이 어떤 형태

의 것이든 간에 반드시 주권을 제약하게 된다고 보았다.117) 홉스는 법인

(corporation)을 사람의 내장에 있는 기생충(worms)에 비유하면서 그 숫

자가 많아지면 국가(Common-wealth)는 약화된다고 보았다.118) 이처럼

홉스는 기본적으로 단체 또는 법인의 존재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

고, 단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권의 보유자, 즉 국가로부터 명

시적인 승인이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119)

2. 루소(Jean Jacques Rousseau)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에서 루소는 주권은 전체의사

(volonté générale)로서 양도될 수 없고(제2부 제1장) 분할될 수 없다(제

2부 제2장)고 전제한 뒤, 단체들의 존재가 전체의사의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단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루소는 단체의 의사가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전체의사이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 의사인데, 단체들이 존재하는 경우 투표자의 수는 전체

국민의 수가 아니라 단체의 수가 되고, 그 결과 이견(異見)의 숫자는 적

116) Id. pp.177-178.

117) Richard Boyd, “The Madisonian Paradox of Freedom of Association”,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Vol.25 No.2 (2008), p.240.
118) 『HOBBES’S LEVIATHAN』, pp.256-257.

119) 홉스는 개인들의 영향력을 결집하는 단체는 그것이 나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때

에는 부당한 것이고, 그것을 만든 목적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위험한 것이라고 하였

다. LEVIATHAN ,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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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만, 그 단체들 중 어느 하나가 다른 단체들을 압도하게 되면 오직

하나의 의견만이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국가의 전체의사는 하나의 사적

의사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120) 따라서 전체의사가 올바르게 표

현되기 위해서는 파당적 단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시민 각자가 오직

자신의 의견만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한편, 만약 파당적 단

체들이 존재한다면 그 숫자를 늘리고 그 단체들 사이에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121)

단체가 국가의 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던 루소의

생각은 프랑스혁명 이후 단체에 대한 법제도의 형성에 반영되어 단체의

법인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에 이르렀고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단체의 법

인격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122)

3. 로크(John Locke)

로크의 사상이 미국독립선언 이래 미국의 정치사상과 규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123) 단체와 관련하여 로크가 관

심을 두었던 것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종교단체의 자유에 관한 문제였

다.124) 로크는 홉스와 달리 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로크는 『관용론(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에서 종교단

체에 국한시켜 설명하고는 있지만, 단체가 공공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단체의 본질상 공공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나 자유의 침해가 단체로 하여금 공공에 대한 위협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125)

120) Jean-Jacques Rousseau, On the Social Contract, in the Major Political Writings

of JEAN-JACQUES ROUSSEAU (translated and edited by John T. Scot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pp.182-183.

121) Id. p.183.

122) Robert A. Horn, 위의 책, p.6.

123) 이홍구, “기본권해석의 변천 –John Locke의 사상과 미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자유

권과 재산권의 해석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제1권, 한국아메리카학회 (1969), p.5.

124) Robert A. Horn, 위의 책, pp.7-8.

125) John Locke,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edited by John Horton and Susan



- 31 -

(society)을 구별하는 기준이었던 셈이다.116) 즉,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특정한 사람이나 위원회가 단체의 구성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법인은 구성원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리고 가족과 같은 사적 단체를 제외하고는 법인으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을 대표할 권한에 관하여 반드시 국가로부터 명

시적인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홉스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권(sovereignty)이라고 보았는데, 단체로서의 법인은 그것이 어떤 형태

의 것이든 간에 반드시 주권을 제약하게 된다고 보았다.117) 홉스는 법인

(corporation)을 사람의 내장에 있는 기생충(worms)에 비유하면서 그 숫

자가 많아지면 국가(Common-wealth)는 약화된다고 보았다.118) 이처럼

홉스는 기본적으로 단체 또는 법인의 존재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

고, 단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권의 보유자, 즉 국가로부터 명

시적인 승인이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119)

2. 루소(Jean Jacques Rousseau)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에서 루소는 주권은 전체의사

(volonté générale)로서 양도될 수 없고(제2부 제1장) 분할될 수 없다(제

2부 제2장)고 전제한 뒤, 단체들의 존재가 전체의사의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단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루소는 단체의 의사가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전체의사이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 의사인데, 단체들이 존재하는 경우 투표자의 수는 전체

국민의 수가 아니라 단체의 수가 되고, 그 결과 이견(異見)의 숫자는 적

116) Id. pp.177-178.

117) Richard Boyd, “The Madisonian Paradox of Freedom of Association”,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Vol.25 No.2 (2008), p.240.
118) 『HOBBES’S LEVIATHAN』, pp.256-257.

119) 홉스는 개인들의 영향력을 결집하는 단체는 그것이 나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때

에는 부당한 것이고, 그것을 만든 목적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위험한 것이라고 하였

다. LEVIATHAN ,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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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만, 그 단체들 중 어느 하나가 다른 단체들을 압도하게 되면 오직

하나의 의견만이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국가의 전체의사는 하나의 사적

의사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120) 따라서 전체의사가 올바르게 표

현되기 위해서는 파당적 단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시민 각자가 오직

자신의 의견만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한편, 만약 파당적 단

체들이 존재한다면 그 숫자를 늘리고 그 단체들 사이에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121)

단체가 국가의 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던 루소의

생각은 프랑스혁명 이후 단체에 대한 법제도의 형성에 반영되어 단체의

법인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에 이르렀고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단체의 법

인격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122)

3. 로크(John Locke)

로크의 사상이 미국독립선언 이래 미국의 정치사상과 규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123) 단체와 관련하여 로크가 관

심을 두었던 것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종교단체의 자유에 관한 문제였

다.124) 로크는 홉스와 달리 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로크는 『관용론(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에서 종교단

체에 국한시켜 설명하고는 있지만, 단체가 공공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단체의 본질상 공공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나 자유의 침해가 단체로 하여금 공공에 대한 위협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125)

120) Jean-Jacques Rousseau, On the Social Contract, in the Major Political Writings

of JEAN-JACQUES ROUSSEAU (translated and edited by John T. Scot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pp.182-183.

121) Id. p.183.

122) Robert A. Horn, 위의 책, p.6.

123) 이홍구, “기본권해석의 변천 –John Locke의 사상과 미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자유

권과 재산권의 해석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제1권, 한국아메리카학회 (1969), p.5.

124) Robert A. Horn, 위의 책, pp.7-8.

125) John Locke,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edited by John Horton and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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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국가의 주권에 대한 도전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단체의 존재

와 활동에 대해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태도를 취했던 홉스와는 근본적으

로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126) 로크가 단체의 자유를 주장한 근거

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종교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가

아니라 ‘관용을 통한 사회의 안정’이라는 정책적 고려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127) 로크는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결사의 자유(right to

associate)를 인정하였고 그러한 전제에 따를 때 단체의 권리는 개인이

가지는 결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었다는 평가도

있다.128)

4. 매디슨(James Madison)

가. 파벌(faction)과 단체에 대한 우려

미국의 연방헌법 제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매디슨은 국가와 개인 그리고 단체 사이의 관계에 대

하여 기본적으로는 홉스와 같은 입장에서 단체의 존재를 부정적인 시각

에서 바라보았다.129)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연방주의자(The Federalist)』는 미국연방을 건

설하는 연방헌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신문에 게재되었던 논설들이었

는데, 매디슨은 『연방주의자(The Federalist)』No.10에서 파벌(faction)

로 표현되는 ‘부분적 이익’ 또는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 국가를 지배하는

Mendus), Routledge (2004), p.47. 여기서 로크는 만약 관용의 정신이 정착되어 모든

종교에서 신앙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생래적 권리로 가르치고 이교도들에 대해서도

신앙을 강제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면 분쟁과 소요는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126) 로크의 『관용론(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은 구교도와 신교도가 충돌하고

있던 당시 유럽의 상황에서 신교도(新敎徒)의 입장에서 종교의 자유와 관용을 옹호하

는 내용이었다. 송규범, 존 로크의 관용론, 서양사론, 제78호 (2003), 82면.

127) Richard Boyd, 앞의 글, p.241.

128) Robert A. Horn, 위의 책, p.8.

129) Richard Boyd, 앞의 글, pp.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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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연방국가의 건설을 통해 파벌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매디슨은 민주정치를 지

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파벌의 해악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

면서 연방국가가 지니는 많은 장점 중 하나는 파벌로 인해 야기되는 문

제들을 제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130)

한편, 매디슨은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반해서

자신들의 공동의 열망이나 이익을 위해 하나로 뭉쳐 행동하는 단체를 파

벌(fac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131) 매디슨이 모든 단체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파벌, 즉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반

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만을 부정적으로 본 것뿐

이라는 주장도 있으나,132) 1820년경의 또 다른 저술에서 매디슨이 은행,

독점기업, 지방행정 기구로서의 법인(corporation),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

도 그러한 단체들이 가지는 영향력 또는 그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고려

할 때 그 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비추어 보

면,133) 매디슨은 단체 일반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134)

나. 파벌의 폐해에 대한 통제

매디슨이 파벌, 나아가 단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

고 있었고 그 영향력에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130) James Madison, “Federalist No.10” in The Federalist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Robert A. Ferguson), Barnes & Noble Classics (2006), p.51.

131) Id. p.52.

132) David F. Epstein, The Political Theory of The Federalis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64 - Christopher Jennings, “Madison’s New Audience: The

Supreme Court and The Tenth Federalist Visited”,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Vol.82 (2002), p.844 n.145에서 재인용.

133) James Madison, “Detached Memoranda” (1820). 미국국립문서보관소 인터넷 홈페

이지(https://founders.archives.gov/documents/Madison/04-01-02-0549). 2017. 6. 15.

최종확인.

134) Richard Boyd, 앞의 글,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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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국가의 주권에 대한 도전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단체의 존재

와 활동에 대해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태도를 취했던 홉스와는 근본적으

로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126) 로크가 단체의 자유를 주장한 근거

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종교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가

아니라 ‘관용을 통한 사회의 안정’이라는 정책적 고려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127) 로크는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결사의 자유(right to

associate)를 인정하였고 그러한 전제에 따를 때 단체의 권리는 개인이

가지는 결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었다는 평가도

있다.128)

4. 매디슨(James Madison)

가. 파벌(faction)과 단체에 대한 우려

미국의 연방헌법 제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매디슨은 국가와 개인 그리고 단체 사이의 관계에 대

하여 기본적으로는 홉스와 같은 입장에서 단체의 존재를 부정적인 시각

에서 바라보았다.129)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연방주의자(The Federalist)』는 미국연방을 건

설하는 연방헌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신문에 게재되었던 논설들이었

는데, 매디슨은 『연방주의자(The Federalist)』No.10에서 파벌(faction)

로 표현되는 ‘부분적 이익’ 또는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 국가를 지배하는

Mendus), Routledge (2004), p.47. 여기서 로크는 만약 관용의 정신이 정착되어 모든

종교에서 신앙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생래적 권리로 가르치고 이교도들에 대해서도

신앙을 강제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면 분쟁과 소요는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126) 로크의 『관용론(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은 구교도와 신교도가 충돌하고

있던 당시 유럽의 상황에서 신교도(新敎徒)의 입장에서 종교의 자유와 관용을 옹호하

는 내용이었다. 송규범, 존 로크의 관용론, 서양사론, 제78호 (2003), 82면.

127) Richard Boyd, 앞의 글, p.241.

128) Robert A. Horn, 위의 책, p.8.

129) Richard Boyd, 앞의 글, pp.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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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연방국가의 건설을 통해 파벌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매디슨은 민주정치를 지

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파벌의 해악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

면서 연방국가가 지니는 많은 장점 중 하나는 파벌로 인해 야기되는 문

제들을 제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130)

한편, 매디슨은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반해서

자신들의 공동의 열망이나 이익을 위해 하나로 뭉쳐 행동하는 단체를 파

벌(fac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131) 매디슨이 모든 단체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파벌, 즉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반

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만을 부정적으로 본 것뿐

이라는 주장도 있으나,132) 1820년경의 또 다른 저술에서 매디슨이 은행,

독점기업, 지방행정 기구로서의 법인(corporation),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

도 그러한 단체들이 가지는 영향력 또는 그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고려

할 때 그 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비추어 보

면,133) 매디슨은 단체 일반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134)

나. 파벌의 폐해에 대한 통제

매디슨이 파벌, 나아가 단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

고 있었고 그 영향력에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130) James Madison, “Federalist No.10” in The Federalist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Robert A. Ferguson), Barnes & Noble Classics (2006), p.51.

131) Id. p.52.

132) David F. Epstein, The Political Theory of The Federalis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64 - Christopher Jennings, “Madison’s New Audience: The

Supreme Court and The Tenth Federalist Visited”,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Vol.82 (2002), p.844 n.145에서 재인용.

133) James Madison, “Detached Memoranda” (1820). 미국국립문서보관소 인터넷 홈페

이지(https://founders.archives.gov/documents/Madison/04-01-02-0549). 2017. 6. 15.

최종확인.

134) Richard Boyd, 앞의 글,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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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지만, 파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거나 없앨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파벌의 원인은 인간 본성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어서 어느 사회이든 그 활동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파벌은 항상 존재한

다고 하였다.135) 그러면서 국가가 파벌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어 반대하였다.

파벌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

벌이 존속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자유(liberty)를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의견, 열

망 그리고 이해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파벌의

해악보다 더 해로운 것이다. 자유와 파벌의 관계는 공기와 불의

관계와 같은 것인데 파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활

동에 필수적 요소인 자유를 없애는 것은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생명의 필수적 요건인 공기를 없애는 것과 같다. 그리

고 두 번째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현명

한 방법도 아니다.136)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정치자금지출을 제한하

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파벌을 없애는 것보다 자유를

없애는 것이 더 나쁘다’고 한 매디슨의 위 주장을 원용하기도 하였는

데,137) 매디슨은 파벌로 표현되는 단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

었고 그 영향력과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궁리하기는 하였지

만, 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단체의 결성을 금지하는 입장은 아

니었다. 오히려 매디슨은 단체를 결성할 개인들의 자유에 대해서는 옹호

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138) 단체에 대한 매디슨의 이러한 태도는 단체

135) James Madison, 앞의 글 “Federalist No.10”, p.53.

136) Id. pp.52-53.

137) 후술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부분 중 Citizens United v. FEC 판결 부분 참조.

138) 매디슨은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당시 새로이 제정된 미국연방헌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는데, 미국연방헌법이 채택한 대의제와 연방제가 파벌의

폐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국가형태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Id.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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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들의 시각, 특히 홉스의 시각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39)

한편 법인의 본질과 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매

디슨은 법인은 특허장(charter)에 의해 비로소 만들어지는 존재로서 특허

장에서 부여한 권리와 속성을 가질 뿐이라고 보았는데,140) 이는 당시 법

인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시각이기도 하였지만,141) 단체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을 인정하였던 매디슨의 입장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었다.

5.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과 다원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들이나 Madison과는 달리 토크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체의 기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토크빌을 『미

국의 민주주의(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에서, 미국에서 민주주

의가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하나로 다양한 단체들의 존재와 시

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단체에의 참여를 들었다.142)

토크빌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체의 기능은 크게 정치적인

면과 사회경제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치적인 면에서는, 민주

주의 체제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다수의 폭정에 대항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결사의 자유, 특히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것이다.143) 사회·경제

139) Richard Boyd, 위의 글, p.262.

140) “Annals of Congress, 1789-1824 House of Representatives, 1st Congress 3rd

session, Feb. 2, 1791”. p.1949. (http://memory.loc.gov/cgi-bin/ampage 2017. 6. 최종

방문)

141) 이는 법인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당시의 지배적인 관념이었던 ‘의제론’에 입

각한 것이었다. 미국에서의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상술한다.

142)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traslated,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Harvey C. Mansfield and Delba Winthrop),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p.489. 여기서 토크빌은 미국인들이 연령이나 신분, 성향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끊임없이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를 결성하는 목적도 다양하여 상업

이나 산업을 위해서뿐 아니라, 대학이나 교회, 병원 등을 설립하거나 또는 단순히 오

락을 목적으로도 하는 등 수많은, 크고 작은 단체들을 만든다고 하였다.

143) Id.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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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지만, 파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거나 없앨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파벌의 원인은 인간 본성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어서 어느 사회이든 그 활동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파벌은 항상 존재한

다고 하였다.135) 그러면서 국가가 파벌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어 반대하였다.

파벌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

벌이 존속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자유(liberty)를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의견, 열

망 그리고 이해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파벌의

해악보다 더 해로운 것이다. 자유와 파벌의 관계는 공기와 불의

관계와 같은 것인데 파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활

동에 필수적 요소인 자유를 없애는 것은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생명의 필수적 요건인 공기를 없애는 것과 같다. 그리

고 두 번째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현명

한 방법도 아니다.136)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정치자금지출을 제한하

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파벌을 없애는 것보다 자유를

없애는 것이 더 나쁘다’고 한 매디슨의 위 주장을 원용하기도 하였는

데,137) 매디슨은 파벌로 표현되는 단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

었고 그 영향력과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궁리하기는 하였지

만, 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단체의 결성을 금지하는 입장은 아

니었다. 오히려 매디슨은 단체를 결성할 개인들의 자유에 대해서는 옹호

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138) 단체에 대한 매디슨의 이러한 태도는 단체

135) James Madison, 앞의 글 “Federalist No.10”, p.53.

136) Id. pp.52-53.

137) 후술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부분 중 Citizens United v. FEC 판결 부분 참조.

138) 매디슨은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당시 새로이 제정된 미국연방헌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는데, 미국연방헌법이 채택한 대의제와 연방제가 파벌의

폐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국가형태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Id.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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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들의 시각, 특히 홉스의 시각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39)

한편 법인의 본질과 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매

디슨은 법인은 특허장(charter)에 의해 비로소 만들어지는 존재로서 특허

장에서 부여한 권리와 속성을 가질 뿐이라고 보았는데,140) 이는 당시 법

인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시각이기도 하였지만,141) 단체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을 인정하였던 매디슨의 입장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었다.

5.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과 다원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들이나 Madison과는 달리 토크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체의 기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토크빌을 『미

국의 민주주의(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에서, 미국에서 민주주

의가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하나로 다양한 단체들의 존재와 시

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단체에의 참여를 들었다.142)

토크빌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체의 기능은 크게 정치적인

면과 사회경제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치적인 면에서는, 민주

주의 체제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다수의 폭정에 대항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결사의 자유, 특히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것이다.143) 사회·경제

139) Richard Boyd, 위의 글, p.262.

140) “Annals of Congress, 1789-1824 House of Representatives, 1st Congress 3rd

session, Feb. 2, 1791”. p.1949. (http://memory.loc.gov/cgi-bin/ampage 2017. 6. 최종

방문)

141) 이는 법인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당시의 지배적인 관념이었던 ‘의제론’에 입

각한 것이었다. 미국에서의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상술한다.

142)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traslated,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Harvey C. Mansfield and Delba Winthrop),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p.489. 여기서 토크빌은 미국인들이 연령이나 신분, 성향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끊임없이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를 결성하는 목적도 다양하여 상업

이나 산업을 위해서뿐 아니라, 대학이나 교회, 병원 등을 설립하거나 또는 단순히 오

락을 목적으로도 하는 등 수많은, 크고 작은 단체들을 만든다고 하였다.

143) Id.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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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면에서는 단체가 문명의 유지와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능력을 하나로 결집시켜 개인

혼자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민

주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은 한편으로는 모두 독립적이고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 무력하고 다른 사람의 협력을 강제할 수

도 없는 개인일 뿐이므로, 민주주의 사회가 문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체의 결성과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144)

단체의 존재와 기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토크빌의 사상은 미국의

다원주의(pluralism)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토크빌의 영향을 받은 미국

의 다원주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단체의 결성과 활동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데,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단체를 통해 대표될 수

있고, 단체의 결성과 참여를 통하여 시민들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시민

에게 필요한 소양을 갖출 기회도 갖는다고 보았다.145) 토크빌은 홉스나

루소, 매디슨이 단체에 대해 품었던 의심과 달리 단체가 사회 전체에 긍

정적인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146)

오늘날 미국에서 수많은 이익집단들이 존재하고 그들에 의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표되고 있는 것은 단체에 대한 토크빌의 관점에 많은 영향

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147)

6. 평가

근대의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단체의 존

144) Id. pp.490-492.

145) Mark E. Warren, Democracy and Associ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p.29-30.

146) Id. p.30.

147) 라스키(Harold Laski)는 다원주의(pluralism)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국가와 단체는

그 본질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국가와 단체는 그 구성원이 중첩되면서 서로 경쟁하

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라스키는 단체에 대한 국가의 우월적 지위도 부인

하였다. Harold Laski, “The Personality of Associations”, Harvard Law Review,

Vol.29, (1915), pp.4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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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고, 개인이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로서 활동할

자유, 즉 결사의 자유에 대해는 미온적인 입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148) 다만, 로크의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단체 자체가 사회

적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단체의 존재와 단체의

자유에 대해 긍정하였다.

미국헌법의 제정자들은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태도에 있어서 영국

과 유럽의 자유주의 전통으로부터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정서를 이어받

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도 보호하려는 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단체가 국가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단

체를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태도였다.149) 그런가 하면, 단체를 통하여 국

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견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기를 수도

있다고 본 토크빌의 관점 역시 미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연방헌법의 기초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

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수정헌법 제1조의 다른

자유들(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을 보장함으

로써 결사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도 있다. 또

는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자유들에 비해 결사의 자유가

갖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아서 굳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아니면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

도의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서 의도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

본권 목록에서 제외하였을 수도 있다.150)

미국의 연방헌법 제정 당시에는 단체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우려는 분

명히 존재하였고, 오늘날에도 결사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

148) Richard Boyd, “The Madisonian Paradox of Freedom of Association”,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Vol.25 No.2 (2008), p.236.
149) Id. p.242.

150) Id. pp.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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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면에서는 단체가 문명의 유지와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능력을 하나로 결집시켜 개인

혼자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민

주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은 한편으로는 모두 독립적이고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 무력하고 다른 사람의 협력을 강제할 수

도 없는 개인일 뿐이므로, 민주주의 사회가 문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체의 결성과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144)

단체의 존재와 기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토크빌의 사상은 미국의

다원주의(pluralism)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토크빌의 영향을 받은 미국

의 다원주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단체의 결성과 활동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데,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단체를 통해 대표될 수

있고, 단체의 결성과 참여를 통하여 시민들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시민

에게 필요한 소양을 갖출 기회도 갖는다고 보았다.145) 토크빌은 홉스나

루소, 매디슨이 단체에 대해 품었던 의심과 달리 단체가 사회 전체에 긍

정적인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146)

오늘날 미국에서 수많은 이익집단들이 존재하고 그들에 의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표되고 있는 것은 단체에 대한 토크빌의 관점에 많은 영향

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147)

6. 평가

근대의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단체의 존

144) Id. pp.490-492.

145) Mark E. Warren, Democracy and Associ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p.29-30.

146) Id. p.30.

147) 라스키(Harold Laski)는 다원주의(pluralism)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국가와 단체는

그 본질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국가와 단체는 그 구성원이 중첩되면서 서로 경쟁하

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라스키는 단체에 대한 국가의 우월적 지위도 부인

하였다. Harold Laski, “The Personality of Associations”, Harvard Law Review,

Vol.29, (1915), pp.4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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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고, 개인이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로서 활동할

자유, 즉 결사의 자유에 대해는 미온적인 입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148) 다만, 로크의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단체 자체가 사회

적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단체의 존재와 단체의

자유에 대해 긍정하였다.

미국헌법의 제정자들은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태도에 있어서 영국

과 유럽의 자유주의 전통으로부터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정서를 이어받

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도 보호하려는 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단체가 국가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단

체를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태도였다.149) 그런가 하면, 단체를 통하여 국

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견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기를 수도

있다고 본 토크빌의 관점 역시 미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연방헌법의 기초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

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수정헌법 제1조의 다른

자유들(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을 보장함으

로써 결사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도 있다. 또

는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자유들에 비해 결사의 자유가

갖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아서 굳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아니면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

도의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서 의도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

본권 목록에서 제외하였을 수도 있다.150)

미국의 연방헌법 제정 당시에는 단체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우려는 분

명히 존재하였고, 오늘날에도 결사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

148) Richard Boyd, “The Madisonian Paradox of Freedom of Association”,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Vol.25 No.2 (2008), p.236.
149) Id. p.242.

150) Id. pp.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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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는 있지만 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의 실현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체로서의 법인의 기본권 논의를 전개

하는 데에 있어 유의할 만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제3절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

Ⅰ. 미국에서 법인본질론의 전개

1. 미국의 법인본질론의 특색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주로 사법(私法)상의

권리능력에 관한 문제로 논의되었는데, 19세기에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나 법인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입법과 판례를 통해 해결됨으로써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실익이 없게 되었고,151) 논의의 차원도 ‘본

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실무적이고 법기술적인 문제들로 전환되

었다.152)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논쟁이 벌어지는 영역도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법인의 기본권 주장과 같은 헌법적 쟁점을 둘러싸고도 흔히 벌어

지고 있으며, 법학의 영역을 벗어나 현실 정치에서도 법인의 본질에 대

한 논쟁이 종종 벌어진다.153) 대륙법계 국가들에 비해 학문에서 다루는

151)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제9판)』, 박영사 (2013), 156면. 다만, 법인본질론이 여

전히 이론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는 견해들도 있다. 예컨대, 법인본질론은 프랑

스에서의 법인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으로는 남효순,

앞의 글, 157면, 현재에도 법인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에 실마리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으로는 송호영, 『법인론(제2판)』,

신론사 (2015), 37면.

152) 최병조, 앞의 글, 543-544면.

153) 2012년 미국대통령선거를 위한 선거운동과정에서 공화당의 Mitt Romney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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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성격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이기로

유명한 미국의 법학에서 추상화된 형이상학적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본질론이 오늘날까지도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 의외이다.154)

이러한 시도는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판례에서 종종 등장하는

데, 연방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한 결론을 정당화하는 논거들 중

하나로 법인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종종 언급해 왔던 것이다. 게다가 법

인의 본질에 대한 법원의 설시들은 시대에 따라서는 물론이고, 같은 시

대에서도, 심지어는 같은 판결 안에서도 일관되지 못한 채 서로 모순되

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

가 계속된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155)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중에 대해 “이봐요, 회사도 사람

이에요(Corporations are people, my friend)”, “회사가 버는 돈들은 결국 사람들한테

다 가는 거에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Everything corporations earn ultimately

goes to people. Where do you think it goes?)”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

서는 Romney 후보가 중산층을 희생시키고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Ashley Parker, “‘Corporations Are

People,’ Romney Tells Iowa Hecklers Angry Over His Tax Policy”, New York

Times, August 11, 2011.

(http://www.nytimes.com/2011/08/12/us/politics/12romney.html). 2017. 5. 6. 최종확인.

그 후, Obama 대통령은 유세과정에서 Mitt Romney의 발언에 대해, “아무리 설명

하려 애써도 회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이지(I don’t care how many times

you try to explain it, corporations aren’t people. People are people)”라고 응수하였

다. Amy Gardner & Felicia Sonmez, “In formal campaign kick-off, Obama dings

Romney’s ‘corporations are people’ line”, The Washington Post, May 5, 2012.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obama-to-showcase-technology-at-kickoff-rallies-

saturday/2012/05/05/gIQAZNA32T_story.html?utm_term=.077b29554783) 2017. 5. 6. 최종확인.

154) 19세기 후반에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쟁에 가담한 바 있는 Ernst Freund는 법인본

질론에 대하여 “자칫하면 논의의 실익 없이 형이상학적 공론(空論, speculation)에 빠

져서 길을 잃기 쉬운 주제이어서 법학이 추상적 법이론(abstract jurisprudence)과 동

의어로 받아들여지는 독일에서조차 상당한 오명(disrepute)을 얻었을 정도”라고 하였

다. Ernst Freund, 앞의 책 The Legal Nature of Corporations, p.5.
15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Max Radin은 1930년대에 이미 “The Endless Problem of

Corporate Personality”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똑같은 제

목의 논문이 발표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쟁은 적어

도 미국에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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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는 있지만 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의 실현 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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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미국에서 전개되어 온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와 법인본

질론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법인의 본질

에 근거하여 법인의 기본권을 설명하려는 시도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다.156)

2. 법인본질론의 내용

미국에서 전개되어 온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들은 인공주체이론

(artificial entity theory), 특허이론(grant theory, concession theory), 집

합이론(aggregate theory, partnership theory), 계약이론(contract

theory),157) 실재론(real entity theory, natural entity theory), 계약의 연

결점(nexus of contracts) 이론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전개되었다. 위 이론

들은 대체로 대륙법계에서 논의되었던 법인의제설, 법인부인설, 법인실재

설 등에 대응시켜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회적 맥락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158)

각 이론들에 대한 명칭과 분류 방법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기준 없이

논자들마다 제각각으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지만

,159)160) 크게 분류해 보면, 인공주체이론과 특허이론은 의제론(fiction

156) 미국에서의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의 소개는 전상현, 앞의 글 “미국헌법상 법인

의 기본권에 관한 소고”, 223-229면 참조.

157) 집합이론의 하나로서 1980년대 이후에 기업(business corporation)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으로 등장한 ‘계약의 연결점(nexus of contracts) 이론’은 기업의 외부관

계 뿐 아니라 내부관계, 즉 소유자, 경영자, 종업원 등의 관계도 모두가 계약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사는 그러한 계약들을 위한 연결점(nexus)이라고 보았다. Reinier

Kraakman et al. / 김건식 외 옮김, 『회사법의 해부(The Anatomy of Corpoate

Law)』, 소화 (2009), 28-29면.

158) 1930년대에 대륙법에서의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은 무려 16개에 이른다고 소개한

문헌도 있다. 다만,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는 학설은 의제설, 목적재산설

(目的財産說), Jhering의 법인부인설(법인의 구성원 또는 재단법인의 수익자가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이론), Gierke의 유기체설(有機體說) 등 4개의 학설이라고 하였다.

Martin Wolff, “On the Nature of Legal Persons”, Law Quarterly Review, Vol.54

(1938), pp.496-498.

159) Elizabeth Pollman, “Reconceiving Corporate Personhood”, Utah Law Review,

- 42 -

theory)이라 할 수 있고,161) 계약이론은 집합이론과 같은 이론이고, 1980

년대 이후 법경제학적 틀로써 기업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계약의

연결점 이론’162)은 집합이론의 새로운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163)

따라서 미국에서의 법인본질론을 크게 분류하면 의제론, 집합이론, 실

재론으로 나눌 수 있고,164) 의제론은 다시 인공주체이론과 특허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의제론

의제론에 따르면, 법인은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법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架空)의 존재(artificial being)이며 가공의 존재인 법인이 법적 주체

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는 국가에 의한 법인격의 부여(grant) 또는 승인

(concession)이다. 이러한 관념은 건국을 전후한 시기와 19세기 중반까지

Vol.2011 (2011), p.1641. n.71.

160) 이 점은 미국의 법인본질론을 소개하는 국내의 문헌들에서도 마찬가지다. 번역 용

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집합이론”을 “총합이론”으로, “실재론”을 “실제주체이론”

으로 번역하기도 하고[김화진, “정치와 정교에 관한 헌법적 가치와 회사법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통권 제149호 (2015. 8.), 12면], 혹은

“인공주체이론”을 “인위적 존재이론”으로, “실재론”을 “자연적 존재이론”으로 “계약의

연결점 이론”을 “계약의 연쇄이론”으로 번역하기도 한다[남기윤, “미국법에서 법인이

론의 전개와 그 현 시대적 의의”, 『인권과 정의』, 제335호 (2004), 126-127면].

161) 미국의 인공주체이론(인위적 존재이론)을 의제론(fiction theory)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독일에서의 의제설은 철학적 ‘실체’ 사상을 배경으로

실체없는 존재를 법적 인격자로 의제한 것임에 반해, 미국의 “artificial entity theory”

는 실체사상의 배경 없이 법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전통적인 영미법상의 특허주의가 결합

된 결과라는 것이다. 남기윤, 앞의 글, 123면 참조. 이러한 지적은 인공주체이론과 특

허이론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인공주체이론을 의제론

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162) 법인 중에서도 특히 회사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경제학에서의 논의를 수용하여 회사

를 계약의 “연결점(nexus of contracts)”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David Millon,

“Theories of the Corporation”, Duke Law Journal, Vol.1990 (1990), p.229.
163) 이러한 의미에서 ‘계약의 연결점 이론’(또는 ‘계약의 연쇄 이론’)은 ‘신계약이론’으로

도 불린다. 남기윤, 앞의 글, 143면.

164) Not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Corporate Person”, Yale Law Journal, Vol.91

No.8 (1982), pp.1645-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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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미국에서 전개되어 온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와 법인본

질론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법인의 본질

에 근거하여 법인의 기본권을 설명하려는 시도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다.156)

2. 법인본질론의 내용

미국에서 전개되어 온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들은 인공주체이론

(artificial entity theory), 특허이론(grant theory, concession theory), 집

합이론(aggregate theory, partnership theory), 계약이론(contract

theory),157) 실재론(real entity theory, natural entity theory), 계약의 연

결점(nexus of contracts) 이론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전개되었다. 위 이론

들은 대체로 대륙법계에서 논의되었던 법인의제설, 법인부인설, 법인실재

설 등에 대응시켜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회적 맥락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158)

각 이론들에 대한 명칭과 분류 방법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기준 없이

논자들마다 제각각으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지만

,159)160) 크게 분류해 보면, 인공주체이론과 특허이론은 의제론(fiction

156) 미국에서의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의 소개는 전상현, 앞의 글 “미국헌법상 법인

의 기본권에 관한 소고”, 223-229면 참조.

157) 집합이론의 하나로서 1980년대 이후에 기업(business corporation)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으로 등장한 ‘계약의 연결점(nexus of contracts) 이론’은 기업의 외부관

계 뿐 아니라 내부관계, 즉 소유자, 경영자, 종업원 등의 관계도 모두가 계약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사는 그러한 계약들을 위한 연결점(nexus)이라고 보았다. Reinier

Kraakman et al. / 김건식 외 옮김, 『회사법의 해부(The Anatomy of Corpoate

Law)』, 소화 (2009), 28-29면.

158) 1930년대에 대륙법에서의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은 무려 16개에 이른다고 소개한

문헌도 있다. 다만,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는 학설은 의제설, 목적재산설

(目的財産說), Jhering의 법인부인설(법인의 구성원 또는 재단법인의 수익자가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이론), Gierke의 유기체설(有機體說) 등 4개의 학설이라고 하였다.

Martin Wolff, “On the Nature of Legal Persons”, Law Quarterly Review, Vol.54

(1938), pp.496-498.

159) Elizabeth Pollman, “Reconceiving Corporate Personhood”, Utah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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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이라 할 수 있고,161) 계약이론은 집합이론과 같은 이론이고, 1980

년대 이후 법경제학적 틀로써 기업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계약의

연결점 이론’162)은 집합이론의 새로운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163)

따라서 미국에서의 법인본질론을 크게 분류하면 의제론, 집합이론, 실

재론으로 나눌 수 있고,164) 의제론은 다시 인공주체이론과 특허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의제론

의제론에 따르면, 법인은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법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架空)의 존재(artificial being)이며 가공의 존재인 법인이 법적 주체

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는 국가에 의한 법인격의 부여(grant) 또는 승인

(concession)이다. 이러한 관념은 건국을 전후한 시기와 19세기 중반까지

Vol.2011 (2011), p.1641. n.71.

160) 이 점은 미국의 법인본질론을 소개하는 국내의 문헌들에서도 마찬가지다. 번역 용

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집합이론”을 “총합이론”으로, “실재론”을 “실제주체이론”

으로 번역하기도 하고[김화진, “정치와 정교에 관한 헌법적 가치와 회사법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통권 제149호 (2015. 8.), 12면], 혹은

“인공주체이론”을 “인위적 존재이론”으로, “실재론”을 “자연적 존재이론”으로 “계약의

연결점 이론”을 “계약의 연쇄이론”으로 번역하기도 한다[남기윤, “미국법에서 법인이

론의 전개와 그 현 시대적 의의”, 『인권과 정의』, 제335호 (2004), 126-127면].

161) 미국의 인공주체이론(인위적 존재이론)을 의제론(fiction theory)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독일에서의 의제설은 철학적 ‘실체’ 사상을 배경으로

실체없는 존재를 법적 인격자로 의제한 것임에 반해, 미국의 “artificial entity theory”

는 실체사상의 배경 없이 법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전통적인 영미법상의 특허주의가 결합

된 결과라는 것이다. 남기윤, 앞의 글, 123면 참조. 이러한 지적은 인공주체이론과 특

허이론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인공주체이론을 의제론

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162) 법인 중에서도 특히 회사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경제학에서의 논의를 수용하여 회사

를 계약의 “연결점(nexus of contracts)”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David Millon,

“Theories of the Corporation”, Duke Law Journal, Vol.1990 (1990), p.229.
163) 이러한 의미에서 ‘계약의 연결점 이론’(또는 ‘계약의 연쇄 이론’)은 ‘신계약이론’으로

도 불린다. 남기윤, 앞의 글, 143면.

164) Not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Corporate Person”, Yale Law Journal, Vol.91

No.8 (1982), pp.1645-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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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통설적인 사고방식이었다.165) 연방대법원은 1819년 Dartmouth

판결에서 법인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법인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오로지 법적 사고(思考) 안에

서만 존재하는 가공적(架空的) 존재(artificial being)이다. 그것은

그저 법의 피조물(被造物, creature)로서 법인설립을 위한 특허장에

서 명시적으로 부여하였거나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 재산만을 보

유할 뿐이다.”166)

법인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영국법을 계수한 것이었는데,167) 영국에서

는 중세 이래로 여러 판결들과 문헌들에서 법인을 ‘의회(parliament), 국

왕(King) 또는 교황(Pope)의 행위에 의해 비로소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하면서, 그것은 “볼 수도 없고(invisible), 형체도 없으며(incorporeal), 생

명도 없이(immortal),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법에 의해 사람으로 의제된

(person ficta) 존재”라고 설명해 왔던 것이다.168)

이와 같은 의제론에 의한 법인의 이해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설명이 섞여 있는데, 하나는 법인이 과연 실재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설

명, 즉 법인의 존재 형태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이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다. 전자(前

者)를 강조하는 설명이 인공주체이론(artificial entity theory)이라면 후자

(後者)를 강조한 이론이 특허이론(concession theory, grant theory)이라

고 할 수 있다. 대개는 두 이론을 별개의 이론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의

제론(fiction theory)으로 설명하지만,169) 양자는 역사적 배경과 그 이론

165) Martin Petrin, “Reconceptualizing the Theory of the Firm – From Nature to

Function”, Pennsylvania State Law Review, Vol.118 (2013), p.9.
166) 17 U.S. 518, 636 (1819). “A corporation is an artificial being, invisible, intangible,

and existing only in contemplation of law. Being the mere creature of law, it

possesses only those properties which the charter of its creation confers upon it,

either expressly, or as incidental to its very existence.”

167) Elizabeth Pollman, 앞의 글, p.1632.

168) Frederick Pollock & Frederic W. Maitland, The H istory of English Law (2nd

ed.), Vol.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8), pp.48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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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갖는 함의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170)

(1) 인공주체이론(artificial entity theory)

법인을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존재로 이해하는 인공주체이론은 실체가

없는 법인에게 법적 주체로서의 인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의

제론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중세 교회법에서 발

전된 이론이었다.

중세 교회법에서 재산의 소유 등과 관련하여 교회를 하나의 법적 주체

로 인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종교적인 의미에서나 세속적인 의미에서 교

회에 소속된 구성원들과 교회를 동일시할 수는 없었으므로 실재하는 사

람들의 단체와는 구별되는 가공의 존재로서의 법적 주체로 의제하였던

것이다.171) 이러한 이론의 배경에는 교회가 세속의 권력으로부터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재산관계에서 교회를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교회는 영혼도 없고 육신도 없이

(neither a soul nor a body) 이름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속 권력에

의한 처벌이나 종교적인 파문의 대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처벌과

파문의 대상은 오직 실재하는 개별 구성원들에게만 가해질 수 있는 것이

었기 때문이다.172)

인공주체이론은 단체를 구성하는 현실적인 사람들의 집단과는 구별되

는 관념적 존재로서의 법인을 상정함으로써 법인과 단체의 분리성을 명

확히 드러내 보이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은 사람들로 구

성되지만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이고, 따라서 사람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

169) Not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Corporate Person”, Yale Law Journal, Vol.91

No.8 (1982), pp.1645-1647; Darrell A.H. Miller, “Guns, Inc.: Citizens United,

McDonald, and The Future of Corporate Constitutional Rights”,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Vol.86 (2011), pp.916-917.
170) John Dewey, “The Historic Background of Corporate Legal Personality”, Yale

Law Journal, Vol.35 (1926), p.666.
171) Frederick Pollock & Frederic W. Maitland, The History of English Law (2nd ed.),

Vol.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8), p.502.

172) John Dewey, 앞의 글, p.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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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통설적인 사고방식이었다.165) 연방대법원은 1819년 Dartmouth

판결에서 법인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법인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오로지 법적 사고(思考) 안에

서만 존재하는 가공적(架空的) 존재(artificial being)이다. 그것은

그저 법의 피조물(被造物, creature)로서 법인설립을 위한 특허장에

서 명시적으로 부여하였거나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 재산만을 보

유할 뿐이다.”166)

법인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영국법을 계수한 것이었는데,167) 영국에서

는 중세 이래로 여러 판결들과 문헌들에서 법인을 ‘의회(parliament), 국

왕(King) 또는 교황(Pope)의 행위에 의해 비로소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하면서, 그것은 “볼 수도 없고(invisible), 형체도 없으며(incorporeal), 생

명도 없이(immortal),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법에 의해 사람으로 의제된

(person ficta) 존재”라고 설명해 왔던 것이다.168)

이와 같은 의제론에 의한 법인의 이해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설명이 섞여 있는데, 하나는 법인이 과연 실재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설

명, 즉 법인의 존재 형태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이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다. 전자(前

者)를 강조하는 설명이 인공주체이론(artificial entity theory)이라면 후자

(後者)를 강조한 이론이 특허이론(concession theory, grant theory)이라

고 할 수 있다. 대개는 두 이론을 별개의 이론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의

제론(fiction theory)으로 설명하지만,169) 양자는 역사적 배경과 그 이론

165) Martin Petrin, “Reconceptualizing the Theory of the Firm – From Nature to

Function”, Pennsylvania State Law Review, Vol.118 (2013), p.9.
166) 17 U.S. 518, 636 (1819). “A corporation is an artificial being, invisible, intangible,

and existing only in contemplation of law. Being the mere creature of law, it

possesses only those properties which the charter of its creation confers upon it,

either expressly, or as incidental to its very existence.”

167) Elizabeth Pollman, 앞의 글, p.1632.

168) Frederick Pollock & Frederic W. Maitland, The H istory of English Law (2nd

ed.), Vol.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8), pp.48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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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갖는 함의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170)

(1) 인공주체이론(artificial entity theory)

법인을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존재로 이해하는 인공주체이론은 실체가

없는 법인에게 법적 주체로서의 인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의

제론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중세 교회법에서 발

전된 이론이었다.

중세 교회법에서 재산의 소유 등과 관련하여 교회를 하나의 법적 주체

로 인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종교적인 의미에서나 세속적인 의미에서 교

회에 소속된 구성원들과 교회를 동일시할 수는 없었으므로 실재하는 사

람들의 단체와는 구별되는 가공의 존재로서의 법적 주체로 의제하였던

것이다.171) 이러한 이론의 배경에는 교회가 세속의 권력으로부터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재산관계에서 교회를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교회는 영혼도 없고 육신도 없이

(neither a soul nor a body) 이름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속 권력에

의한 처벌이나 종교적인 파문의 대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처벌과

파문의 대상은 오직 실재하는 개별 구성원들에게만 가해질 수 있는 것이

었기 때문이다.172)

인공주체이론은 단체를 구성하는 현실적인 사람들의 집단과는 구별되

는 관념적 존재로서의 법인을 상정함으로써 법인과 단체의 분리성을 명

확히 드러내 보이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은 사람들로 구

성되지만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이고, 따라서 사람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

169) Not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Corporate Person”, Yale Law Journal, Vol.91

No.8 (1982), pp.1645-1647; Darrell A.H. Miller, “Guns, Inc.: Citizens United,

McDonald, and The Future of Corporate Constitutional Rights”,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Vol.86 (2011), pp.916-917.
170) John Dewey, “The Historic Background of Corporate Legal Personality”, Yale

Law Journal, Vol.35 (1926), p.666.
171) Frederick Pollock & Frederic W. Maitland, The History of English Law (2nd ed.),

Vol.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8), p.502.

172) John Dewey, 앞의 글, p.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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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설명들이 법인에게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2) 특허이론(concession theory, grant theory)

특허이론은 영국의 역사에서 왕권의 성장과 중앙집권화를 배경으로 등

장하게 되었다. 단체는 국가가 그 단체를 법적인 주체로 공식적으로 인

정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존재하였듯이, 영국에서도 지역의 방

위와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 자치기구(boroughs)나 교역을 목적으

로 하는 길드(guilds)는 중세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었다. 그러나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적 국가의 출현과 함께 국가는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개인뿐 아니라 단체들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방

법의 하나로 이미 존재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국왕이 특허장을 수여한

단체들에게 일정한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였고, 이후에는 점차 법적 주체

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왕의 특허장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하였다.173) 단체를 설립할 권한은 최종적으로 주권에서부터

유래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인공주체이론이 법인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인식론이었던 것과 달리

특허이론은 법인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두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174) 특허이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법인이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것이었다.

특허이론에 의하면 법인은 국가의 승인에 의해서만 적법한 주체로 인

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법인에 대한 규율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

을 가지며, 단체의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모든 법인은

그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활동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공법적 규율을 받

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특허이론이 지배하던 시기는 식민지 시대

와 건국초기를 거쳐 대략 1800년대 중반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의 미국에는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고, 영리법

173) James W. Hurst, 앞의 책, pp.2-4.

174) John Dewey, 앞의 글, p.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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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비영리법인은 규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영리회사에 대

해서도 교회나 자선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대한 규율

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175)

나. 집합이론

집합이론은 법인의 본질을 집합체로 모여 있는 개인들과 동일시하는

이론이다. 법인을 그 구성원인 개인들과 독립된 별개의 존재로 보는 것

은 허구이며, 법인의 권리의무란 실제로는 그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라

는 것이다.176) 집합이론에 따르면 법인의 권리의무를 비롯하여 법인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결국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

에 다름 아니다.

집합이론은 법인 존재의 정당성의 근거를 특허라는 국가의 행위에 의

해서가 아니라 개인들의 자유로운 결합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의 규제로부터 법인의 자유를 주장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지

만,177) 한편으로는 법인이 집합체로서의 개인들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인의 독자적 존재를 부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법

인과 조합(partnership)과의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178)

집합이론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을 개인들의 계약의 자유에 속하는 문

제로 이해하고 법인의 재산에 대한 제한은 곧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재산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 특히 기업의 자유를

확대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이론으로 원용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을 그 구성원들의 계약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봄으

175) James W. Hurst, 앞의 책, p.7.

176) Victor Morawetz, A Treatise on the Law of Private Corporations Other than

Charitable, Little, Brown, and Company. (1882), p.2 - David Ciepley, “Neither

Persons nor Associations: Against Constitutional Rights for Corporations”, Journal

of Law and Courts, Vol.1 (2013), p.232에서 재인용.
177) Gregory A. Mark, “The Personification of the Business Corporation in American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54 No 4 (1987), p.1457.
178) 이러한 의미에서 이 이론을 조합이론(partnership theory)라고 부르기도 한다.

Id.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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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설명들이 법인에게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2) 특허이론(concession theory, grant theory)

특허이론은 영국의 역사에서 왕권의 성장과 중앙집권화를 배경으로 등

장하게 되었다. 단체는 국가가 그 단체를 법적인 주체로 공식적으로 인

정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존재하였듯이, 영국에서도 지역의 방

위와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 자치기구(boroughs)나 교역을 목적으

로 하는 길드(guilds)는 중세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었다. 그러나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적 국가의 출현과 함께 국가는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개인뿐 아니라 단체들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방

법의 하나로 이미 존재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국왕이 특허장을 수여한

단체들에게 일정한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였고, 이후에는 점차 법적 주체

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왕의 특허장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하였다.173) 단체를 설립할 권한은 최종적으로 주권에서부터

유래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인공주체이론이 법인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인식론이었던 것과 달리

특허이론은 법인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두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174) 특허이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법인이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것이었다.

특허이론에 의하면 법인은 국가의 승인에 의해서만 적법한 주체로 인

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법인에 대한 규율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

을 가지며, 단체의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모든 법인은

그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활동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공법적 규율을 받

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특허이론이 지배하던 시기는 식민지 시대

와 건국초기를 거쳐 대략 1800년대 중반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의 미국에는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고, 영리법

173) James W. Hurst, 앞의 책, pp.2-4.

174) John Dewey, 앞의 글, p.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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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비영리법인은 규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영리회사에 대

해서도 교회나 자선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대한 규율

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175)

나. 집합이론

집합이론은 법인의 본질을 집합체로 모여 있는 개인들과 동일시하는

이론이다. 법인을 그 구성원인 개인들과 독립된 별개의 존재로 보는 것

은 허구이며, 법인의 권리의무란 실제로는 그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라

는 것이다.176) 집합이론에 따르면 법인의 권리의무를 비롯하여 법인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결국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

에 다름 아니다.

집합이론은 법인 존재의 정당성의 근거를 특허라는 국가의 행위에 의

해서가 아니라 개인들의 자유로운 결합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의 규제로부터 법인의 자유를 주장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지

만,177) 한편으로는 법인이 집합체로서의 개인들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인의 독자적 존재를 부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법

인과 조합(partnership)과의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178)

집합이론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을 개인들의 계약의 자유에 속하는 문

제로 이해하고 법인의 재산에 대한 제한은 곧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재산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 특히 기업의 자유를

확대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이론으로 원용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을 그 구성원들의 계약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봄으

175) James W. Hurst, 앞의 책, p.7.

176) Victor Morawetz, A Treatise on the Law of Private Corporations Other than

Charitable, Little, Brown, and Company. (1882), p.2 - David Ciepley, “Neither

Persons nor Associations: Against Constitutional Rights for Corporations”, Journal

of Law and Courts, Vol.1 (2013), p.232에서 재인용.
177) Gregory A. Mark, “The Personification of the Business Corporation in American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54 No 4 (1987), p.1457.
178) 이러한 의미에서 이 이론을 조합이론(partnership theory)라고 부르기도 한다.

Id.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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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이른바 법인격부인(piercing)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

는 이론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집합이론은 1800년대 후반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철도회사로 대표되는 거대기업의 출현에 때맞춰 기

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원용되었던 이론이지만(재산권 보장의

근거), 당시의 미국에서 법인과 그 구성원을 동일시하는 집합이론이 등

장하게 된 배경은 오히려 그러한 거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려는 시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179)

다. 실재론

실재론이 이해하는 법인의 본질은 의제론, 집합이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먼저 의제론과 다른 점은, 법인은 관념 속

의 가공의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실체를 가진 존재로서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것이다. 한편, 집

합이론과 구별되는 점은, 법인은 그 구성원들의 총합과는 명백히 구별되

는 별개의 존재로서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인 스스로 독자적

인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실재론은 20세기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른

바 유기체설을 통해 법인실재론을 주장한 독일의 Otto von Gierke로부

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지만,180) 미국에서 전개된 실재론

의 기초를 제공한 사람은 Ernst Freund라고 할 수 있다.181) 그는 Gierke

179) Morton J. Horwitz, 앞의 책, 75-76면.

180) 주지하는 바와 같이 Gierke는 대표적인 게르만법학파(Germanisten)로서 독일의 고

유법을 깊이 연구하고 체계화하였지만 그의 단체법 이론은 독일 이외의 다른 나라들

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미국에서도 그의 학문적 영향력은 인정되었는데 Harvard

대학교는 1909년 Gierke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김상용, “옷토 폰 길케의 법

사상”, 『법사학연구』, 제7호 (1983), 162면.

18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Maitland는 Otto von Gierke의 Die Staats- und

Korporationslehre des Alterthums und Mittelalters und ihre Aufnahme in

Deutschland를 영어로 번역한 Political Theories of the Middle Age를 1900년에 출

판하였는데, Ernst Freund는 그보다 앞선 1897년에 법인실재론을 주장하는 The

Legal Nature of Corporations를 출판하였는데, Maitland와 Freund의 논의는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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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기체론을 비판하면서 “대표(representation)” 개념을 통해 법인이

그 구성원들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존재임을 주장하

였다.182)

Freund는 구성원 개인들의 의사(opinion)나 표현(expression)과는 분명

히 구별되는 법인의 의사나 표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소규모 그룹

에서 구성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집단적 의

사를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집단에서도 “대표의 원리

(principles of representation)”에 의해 단체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데, 대표의 원리에 의해 형성된 의견은 그 의견에 반대하는 개인

들이 있더라도 단체의 의견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183) 특히

Freund는 단체 자신의 의견과 표현을 설명하면서, 종교단체나 학술단체

도 단체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84)

Freund는 법인이 그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면

서도, 법인의 존재와 행위가 그 구성원들에 근거하는 것임을 “대표

(representative)”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법인이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는 단체라는 점(단체성)과 법인이 그 구성원들과는 구별

되는 존재라는 점(분리성)을 하나의 원리(대표)로 이해하려고 한 것으로

서, 법인의 기본권 논의를 위한 법인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유용

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Ⅱ. 법인본질론에 입각한 기본권주체성 논의의 문제점

1. 법인본질론의 내재적 한계

가. 법인의 본질에 대한 부분적 이해

서의 법인실재론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Gregory A. Mark, 앞의

글, pp.1465-1466.

182) Ernst Freund, 앞의 책 The Legal Nature of Corporations, pp.49-82.
183) Id. p.70.

184)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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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이른바 법인격부인(piercing)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

는 이론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집합이론은 1800년대 후반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철도회사로 대표되는 거대기업의 출현에 때맞춰 기

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원용되었던 이론이지만(재산권 보장의

근거), 당시의 미국에서 법인과 그 구성원을 동일시하는 집합이론이 등

장하게 된 배경은 오히려 그러한 거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려는 시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179)

다. 실재론

실재론이 이해하는 법인의 본질은 의제론, 집합이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먼저 의제론과 다른 점은, 법인은 관념 속

의 가공의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실체를 가진 존재로서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것이다. 한편, 집

합이론과 구별되는 점은, 법인은 그 구성원들의 총합과는 명백히 구별되

는 별개의 존재로서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인 스스로 독자적

인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실재론은 20세기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른

바 유기체설을 통해 법인실재론을 주장한 독일의 Otto von Gierke로부

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지만,180) 미국에서 전개된 실재론

의 기초를 제공한 사람은 Ernst Freund라고 할 수 있다.181) 그는 Gierke

179) Morton J. Horwitz, 앞의 책, 75-76면.

180) 주지하는 바와 같이 Gierke는 대표적인 게르만법학파(Germanisten)로서 독일의 고

유법을 깊이 연구하고 체계화하였지만 그의 단체법 이론은 독일 이외의 다른 나라들

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미국에서도 그의 학문적 영향력은 인정되었는데 Harvard

대학교는 1909년 Gierke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김상용, “옷토 폰 길케의 법

사상”, 『법사학연구』, 제7호 (1983), 162면.

18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Maitland는 Otto von Gierke의 Die Staats- und

Korporationslehre des Alterthums und Mittelalters und ihre Aufnahme in

Deutschland를 영어로 번역한 Political Theories of the Middle Age를 1900년에 출

판하였는데, Ernst Freund는 그보다 앞선 1897년에 법인실재론을 주장하는 The

Legal Nature of Corporations를 출판하였는데, Maitland와 Freund의 논의는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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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기체론을 비판하면서 “대표(representation)” 개념을 통해 법인이

그 구성원들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존재임을 주장하

였다.182)

Freund는 구성원 개인들의 의사(opinion)나 표현(expression)과는 분명

히 구별되는 법인의 의사나 표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소규모 그룹

에서 구성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집단적 의

사를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집단에서도 “대표의 원리

(principles of representation)”에 의해 단체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데, 대표의 원리에 의해 형성된 의견은 그 의견에 반대하는 개인

들이 있더라도 단체의 의견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183) 특히

Freund는 단체 자신의 의견과 표현을 설명하면서, 종교단체나 학술단체

도 단체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84)

Freund는 법인이 그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면

서도, 법인의 존재와 행위가 그 구성원들에 근거하는 것임을 “대표

(representative)”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법인이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는 단체라는 점(단체성)과 법인이 그 구성원들과는 구별

되는 존재라는 점(분리성)을 하나의 원리(대표)로 이해하려고 한 것으로

서, 법인의 기본권 논의를 위한 법인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유용

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Ⅱ. 법인본질론에 입각한 기본권주체성 논의의 문제점

1. 법인본질론의 내재적 한계

가. 법인의 본질에 대한 부분적 이해

서의 법인실재론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Gregory A. Mark, 앞의

글, pp.1465-1466.

182) Ernst Freund, 앞의 책 The Legal Nature of Corporations, pp.49-82.
183) Id. p.70.

184)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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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질에 관한 각각의 이론들은 법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

성들 중에서 특정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느 하나의 속성만을 강

조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185) 오늘날 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실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재

론이 말하는 법인의 실재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들

을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작용이며, 법이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는 작용은 일종의 의제라고 할 수 있다.186) 법인이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실체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

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한 법인에 대해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여 하나

의 권리주체로 인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제인 것이다. 법인은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실재하는 의제라고 할 수 있다.187) 그런가 하면, 단체의

존재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구성원들을 위한

것이고 단체가 사회적 실체로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그 배후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집합이론의 근본 취

지는 여전히 타당하다.

결국 각각의 법인본질론은 법인의 본질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하고는

있으나 어느 이론도 법인의 전모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결

국 법인본질론 중 어떤 이론도 법인의 전체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거나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185) 미국의 법학에서 법인의 본질에 관한 이론은 처음에는 인공주체이론과 특허이론을

내용으로 한 의제론이 압도적이었으나,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인설립

자유화되고 회사의 자유로운 설립과 자본의 결합에 의한 대규모 기업들의 성장에 따

라 기업의 자유 보장에 보다 더 적합한 집합이론이 등장하여 주류적 지위를 차지하였

다가, 20세기 들어 대규모 주식회사의 등장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본격화되면서

구성원들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실재론이 다시

주류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Not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Corporate

Person”, Yale Law Journal, Vol.91 No.8 (1982), pp.1641-1645.
186) Arthur W. Machen, Jr., “Corporate Personality”, Harvard Law Review, Vol.24

(1911), p.260-261.

187) Eric W. Orts, Business Pers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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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의 “본질”이 아닌 “현상”

법인본질론은 법인의 “본질”에 대한 이론이라기보다는 “현상”을 설명

하는 이론에 가깝다. 미국의 실용주의철학을 대표하는 John Dewey는 법

인본질론의 유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법인본질론은

구체적인 정치적·역사적 맥락 하에서 단체에 대한 일정한 법적 규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들로서, 법인본질론에 관한 특정한 견해를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법인의 권리주체성에 대한 특정한 결론으

로 이어지지 않으며, 서로 다른 이론이 동일한 법적 규율의 근거로 제시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동일한 이론이 전혀 상반된 법적 규율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188)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고

유한 법인의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대를 배

경으로 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법인본질론이라는 것이다.189)190)

예컨대, 실재론은 법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에 용이한 이론임에

는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을 정당화하거나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191) 기업이 구

성원들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라면 기업에게도 사

람과 똑같은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이

다.192)

188) John Dewey, 앞의 글, pp.663-669.

189) John Dewey는 법인이란 법에서 의미하는 사람,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법인이 무엇인지는 법인에 내재하는 핵심적인 속성을 탐구함

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를 법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John Dewey, 앞의 글, pp.658-663.

190) 법적 개념들은 특정한 조건과 구체적인 맥락 하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대상의 범

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법적 개념에 대해 본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도움이 되

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H.L.A. Hart,

“Definition and Theory in Jurisprudence”, in Essays in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p.23. 42-43.
191) Reuven Avi-Yonah, 앞의 글, pp.814-818.

192) E. Merrick Dodd, Jr.,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Harvard

Law Review, Vol.45 (1932), p.1161. 이 견해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자는 주주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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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질에 관한 각각의 이론들은 법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

성들 중에서 특정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느 하나의 속성만을 강

조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185) 오늘날 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실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재

론이 말하는 법인의 실재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들

을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작용이며, 법이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는 작용은 일종의 의제라고 할 수 있다.186) 법인이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실체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

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한 법인에 대해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여 하나

의 권리주체로 인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제인 것이다. 법인은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실재하는 의제라고 할 수 있다.187) 그런가 하면, 단체의

존재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구성원들을 위한

것이고 단체가 사회적 실체로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그 배후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집합이론의 근본 취

지는 여전히 타당하다.

결국 각각의 법인본질론은 법인의 본질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하고는

있으나 어느 이론도 법인의 전모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결

국 법인본질론 중 어떤 이론도 법인의 전체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거나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185) 미국의 법학에서 법인의 본질에 관한 이론은 처음에는 인공주체이론과 특허이론을

내용으로 한 의제론이 압도적이었으나,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인설립

자유화되고 회사의 자유로운 설립과 자본의 결합에 의한 대규모 기업들의 성장에 따

라 기업의 자유 보장에 보다 더 적합한 집합이론이 등장하여 주류적 지위를 차지하였

다가, 20세기 들어 대규모 주식회사의 등장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본격화되면서

구성원들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실재론이 다시

주류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Not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Corporate

Person”, Yale Law Journal, Vol.91 No.8 (1982), pp.1641-1645.
186) Arthur W. Machen, Jr., “Corporate Personality”, Harvard Law Review, Vol.24

(1911), p.260-261.

187) Eric W. Orts, Business Pers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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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의 “본질”이 아닌 “현상”

법인본질론은 법인의 “본질”에 대한 이론이라기보다는 “현상”을 설명

하는 이론에 가깝다. 미국의 실용주의철학을 대표하는 John Dewey는 법

인본질론의 유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법인본질론은

구체적인 정치적·역사적 맥락 하에서 단체에 대한 일정한 법적 규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들로서, 법인본질론에 관한 특정한 견해를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법인의 권리주체성에 대한 특정한 결론으

로 이어지지 않으며, 서로 다른 이론이 동일한 법적 규율의 근거로 제시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동일한 이론이 전혀 상반된 법적 규율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188)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고

유한 법인의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대를 배

경으로 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법인본질론이라는 것이다.189)190)

예컨대, 실재론은 법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에 용이한 이론임에

는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을 정당화하거나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191) 기업이 구

성원들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라면 기업에게도 사

람과 똑같은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이

다.192)

188) John Dewey, 앞의 글, pp.663-669.

189) John Dewey는 법인이란 법에서 의미하는 사람,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법인이 무엇인지는 법인에 내재하는 핵심적인 속성을 탐구함

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를 법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John Dewey, 앞의 글, pp.658-663.

190) 법적 개념들은 특정한 조건과 구체적인 맥락 하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대상의 범

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법적 개념에 대해 본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도움이 되

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H.L.A. Hart,

“Definition and Theory in Jurisprudence”, in Essays in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p.23. 42-43.
191) Reuven Avi-Yonah, 앞의 글, pp.814-818.

192) E. Merrick Dodd, Jr.,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Harvard

Law Review, Vol.45 (1932), p.1161. 이 견해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자는 주주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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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사에서도 건국초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법인은 주(州) 의회

가 개별 법인마다 특허장(Special Charter)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설립

되었고, 대부분의 법인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州) 정부에 의해 설립된

특별한 단체였으므로 법인을 법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 또는 국가의 특허

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19세기 중반부

터 불어 닥친 법인설립 자유화 운동의 결과 일반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

추기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 법

인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개인들의 자유로운 계약과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것

이다.193) 그 후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거대 규모의 주식회사들의

출현으로 법인의 구성원인 주주(shareholder)의 지위가 수동적인 투자자

의 지위로 약화되고, 주식회사의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법리가 일반

화되면서, 법인과 그 구성원 간의 엄격한 분리가 강조되고,194) 기업의 인

수합병의 증대에 따라 그 요건을 보다 간이화하고 주간통상(州間通商)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른 주(州)에서 설립된 회사, 즉 주외회사(州外會社,

foreign corporation)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195) 법인을 그 구성원들과

는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행위하는 사회적 실체로 파악하는 실

재론이 필요했던 것이다.196)

자가 아니라 회사 자체의 수탁자이고 회사가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Adolph A. Berle과 Gardiner C. Means는 이

러한 견해에 반대하여 회사의 경영자를 주주의 수탁자로 파악하면서 회사법의 문제를

대규모 주식회사에서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주주와 경영자의 이익충돌 상황에

서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로 파악하였다. David Millon, 앞의 글,

pp.221-225.

193) Morton J. Horwitz, 앞의 책, pp.72-75.

194) 실재론은 법인이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들에 의해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라는 관념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주식회사의 출현으로 인한 소유와 경영

의 분리 현상 등 구성원들의 의사나 통제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이론이었다. David Millon, “Theories of The

Corporation”, Duke Law Journal, Vol.1990 (1990), pp.211-214.
195) 연방대법원은 1839년의 Bank of Augusta v. Earle 판결 이래 19세기 동안 ‘주(州)

정부는 다른 주(州)에서 설립된 법인(foreign corporation)의 활동을 자신의 주 영역

안에서 보장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196) Morton J. Horwitz, 앞의 책, pp.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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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에서의 법인본질론은 법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기보다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었다고 할 수도 있다.

2. 기본권주체성과의 관련성 부족

법인본질론을 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연결 짓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

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한 법인본질론을 취한다고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이 논리적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의제론에 따라 법인을 “법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가공의 존재” 또는

“법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보면 법인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설령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기본권이 자연인과 동일한 정도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197) 헌법상 기본권은 입법자를 구속하고 법률의 내용에

한계를 정하는데,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인 법인이 자신을 창조한

입법자를 구속하고 법률에 한계를 주장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제론에 따른다고 해서 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해야 한다는 논

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이 법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가공의 존재이

고 국가의 승인 또는 특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만

들어진 법인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한 보호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에서 본 Dartmouth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 의제론에 입각하여 “법인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오로지 법

적 사고(思考) 안에서만 존재하는 가공(架空)의 존재”이며 “법의 피조물

(被造物)”이라고 하였다.198) 이 설시는 연방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법인

의 기본권을 부정하거나 법인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부인하는 경우에 그

것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흔히 원용하는 선례가 되었다. 그러나 막상

197) Darrell A.H. Miller, 앞의 글, pp.918-919.

198) 17 U.S. 518, 63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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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사에서도 건국초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법인은 주(州) 의회

가 개별 법인마다 특허장(Special Charter)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설립

되었고, 대부분의 법인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州) 정부에 의해 설립된

특별한 단체였으므로 법인을 법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 또는 국가의 특허

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19세기 중반부

터 불어 닥친 법인설립 자유화 운동의 결과 일반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

추기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 법

인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개인들의 자유로운 계약과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것

이다.193) 그 후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거대 규모의 주식회사들의

출현으로 법인의 구성원인 주주(shareholder)의 지위가 수동적인 투자자

의 지위로 약화되고, 주식회사의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법리가 일반

화되면서, 법인과 그 구성원 간의 엄격한 분리가 강조되고,194) 기업의 인

수합병의 증대에 따라 그 요건을 보다 간이화하고 주간통상(州間通商)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른 주(州)에서 설립된 회사, 즉 주외회사(州外會社,

foreign corporation)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195) 법인을 그 구성원들과

는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행위하는 사회적 실체로 파악하는 실

재론이 필요했던 것이다.196)

자가 아니라 회사 자체의 수탁자이고 회사가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Adolph A. Berle과 Gardiner C. Means는 이

러한 견해에 반대하여 회사의 경영자를 주주의 수탁자로 파악하면서 회사법의 문제를

대규모 주식회사에서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주주와 경영자의 이익충돌 상황에

서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로 파악하였다. David Millon, 앞의 글,

pp.221-225.

193) Morton J. Horwitz, 앞의 책, pp.72-75.

194) 실재론은 법인이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들에 의해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라는 관념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주식회사의 출현으로 인한 소유와 경영

의 분리 현상 등 구성원들의 의사나 통제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이론이었다. David Millon, “Theories of The

Corporation”, Duke Law Journal, Vol.1990 (1990), pp.211-214.
195) 연방대법원은 1839년의 Bank of Augusta v. Earle 판결 이래 19세기 동안 ‘주(州)

정부는 다른 주(州)에서 설립된 법인(foreign corporation)의 활동을 자신의 주 영역

안에서 보장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196) Morton J. Horwitz, 앞의 책, pp.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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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에서의 법인본질론은 법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기보다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었다고 할 수도 있다.

2. 기본권주체성과의 관련성 부족

법인본질론을 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연결 짓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

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한 법인본질론을 취한다고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이 논리적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의제론에 따라 법인을 “법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가공의 존재” 또는

“법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보면 법인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설령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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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정하는데,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인 법인이 자신을 창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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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앞에서 본 Dartmouth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 의제론에 입각하여 “법인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오로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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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흔히 원용하는 선례가 되었다. 그러나 막상

197) Darrell A.H. Miller, 앞의 글, pp.918-919.

198) 17 U.S. 518, 63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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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mouth 판결의 결론은 특허장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의 정관을 주 의회가 임의로 개정하는 것은 연방헌법이 규정한 계약

보호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었다.199) 법인의 본질에 관해서는 법

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정하는 듯한 설시를 하면서도 정작 결론에 있어

서는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한편, 집합이론을 취하면 법인과 구성원들이 동일시되므로 구성원에게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을 원용하여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기가 용이하

다.200) 법인이 수정헌법 제4조가 규정한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에 의한

보호를 받는지 여부가 문제된 Hale v. Henkel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사안에서 법인이란 결국 “개인들의 집합일 뿐(but an association of

individuals)이고, 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헌법

적 보호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법인도 수정헌법 제4조가

규정한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하였는

데,201) 이는 그 구성원들의 집합과 동일시하는 집합이론에 입각하여 법

인의 기본권을 긍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표현대로 법인이 개인들의 집합일 뿐이라면, 그 개인들과 구별되는 법인

에게 이미 기본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별도로 기본권을 인정할 필요

는 없다는 논리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법인은 법의 승인 이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실재하며 그 구성원들

과는 분리된 실체를 가진 존재라고 보는 실재론에 의한다면, 법인의 기

본권 주장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실체를 가지고 활동하

는 실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법의 적용에 있어서 자연인과 동일하게 다

199) Id. at 650.

200) 집합이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계약이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개인들

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기업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

가 개인들과 같은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예컨대 Henry N. Butler &

Larry E. Ribstein, The Corporation and the Constitution, The AEI Press (1995),

pp.59-78.

201) “A corporation is, after all, but an association of individuals under an assumed

name and with a distinct legal entity. In organizing itself as a collective body it

waives no constitutional immunities appropriate to such body.” 201 U.S. 43, 7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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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실재한다고 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실재한다는 것과 법적으로 권리의무의 주

체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202) 더욱이 헌법상 기본권

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규범적 당위가 사회적 실재성이라는 존재

의 사실성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 구성

원인 사람들과 분리된 별개의 존재라면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을

법인에게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3. 법인과 개인의 동일시 경향

법인본질론에 기초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논의의 문제점 중 하나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를 “법인을 사람(person)으로 볼 수 있는가?”

의 문제, 즉 법인의 인격화(personification)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이

다.203) 이에 대해 Roscoe Pound는, 근대의 자연법사상이 권리주체성의

근거를 인간의 고유한 속성인 도덕성(moral)에서 찾음으로써 모든 인간

에게 권리주체성을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 점차 그 맥락이 무시된

채 단체의 법적 주체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

문이라고 설명한다.204)

그러나 법인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목적이 ‘단체를 하나의 법적 주

체로 인식하고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현

실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법인을 사

람과 같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

다.205)206) 법인을 법적 주체로서 사람과 같이 취급하는 인격화는 법적

202) Arthur W. Machen, Jr., 앞의 글, pp.258-262.

203) Jens David Ohlin, “Is the Concept of the Person Necessary for Human Rights?”,

Columbia Law Review, Vol.105 (2005), p.229.
204) Roscoe Pound, Jurisprudence (Vol.Ⅳ), West Publishing Co. (1959), pp.192-199.
205)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Roscoe Pound는 “legal person”이라는 용어 대신 “legal unit”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Maitland는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의미 그대로

“right-and-duty-bearing unit”으로 표현하였다. Maitland, 앞의 글 “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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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법인과 사람의 차이를 무시하게 될 위험이 있는데,207) 이러한 위

험성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

날 수 있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에 관해서 “법인도 사람이다”는 관념으로 접

근하게 되면 개인, 즉 사람을 전제로 한 기본권 논의들이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법인의 기본권을 인격화

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차별취급에 대한 거부감을 사람

과 법인 사이, 또는 법인과 법인 사이의 차별취급에 대해서도 그대로 갖

게 하는 심리적 효과도 지닌다.208) 이러한 접근방식은 법인의 기본권 주

장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고유한 쟁점들을 모두 시야에서 사라지게

할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법인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들

이 도외시됨으로써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낳게 할 수 있

는 것이다.209) 따라서 법인이란 무엇인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의무에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

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Ⅲ. 법인본질론의 함의

법인의 본질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가 곧바로 법인의 법적 주체성이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특정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법인본

질론이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의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Personality and Legal Personality”, p.307.

206) 또한 인격화(personification)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법적 주체성의 문제를 지나치

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논의로 변질시킨다. 법인의 본질론을 인격화의 문제로 논

의함으로써 논의의 내용이 법적 주체성의 부여라는 실제적인 측면보다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존재론(ontology) 혹은 인식론(epistemology)의 문제로 흐를 가능성도

크다.

207) Max Radin, 앞의 글, p.665.

208) Tamara R. Piety, Tamara R. Piety, “Why Personhood Matters”,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30 (2015), p.385.

209) Darrell A.H. Miller, 앞의 글, pp.92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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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은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른 특정한 이념을 반

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법인본질론 자체가 특정한 정치사상이나

사회이념과 논리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John Dewey의 지

적대로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국

가,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일 수도 있고, 반대로 법인의

본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개인과 국

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

문이다.210)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법인의 본질

에 관한 특정한 이론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11)

그러나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에 접근

함에 있어 무용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 미국에서 전개된 법인본질론은 각 이론이 제기되었던 시대적 상

황과 역사적 맥락 하에서 고찰할 때,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의 정책적

의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212) 법인의

본질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이해가 법인의 법적 주체성 또는 기본권주체

210) 예컨대, 법인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서 단체를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유기체로 이

해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견해를 취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개인과 국가를 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는데, Althusius는 이를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논리로 사

용한 반면, Laski는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주권면책사상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국

가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기 위하여, Figgis는 영국성공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법인실재론을 지지하였다고 한다. 한편 Duguit는 국가를 비롯한 모든 단체에 대

해 법인격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목적은 국가, 즉 모든 공무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음에 반해, Ernest Baker는 Duguit와는 반대로 국

가의 법인격을 강하게 인정하는 입장이었음에도 그 목적은 Duguit와 같았다고 한다.

John Dewey, 위의 글, 671-672면.

211) 법인의 본질에 관한 특정한 이론들과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 문제를 논

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예컨대,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기

업의 헌법상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

으로 Larry E. Ribstein, “The Constitutional Conception of the Corporation”,

Supreme Court Economic Review, Vol.4 (1995), pp.124-138. 그러나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동일한 이론을 취하더라도 법인의 법적 주체성이나 법적 보호의 정도에 대해

서는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에

서도 법인의 본질에 관한 특정한 이해가 법인의 기본권에 관하여 특정한 결론으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다.

212) Morton J. Horwitz, 앞의 책,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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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법인과 사람의 차이를 무시하게 될 위험이 있는데,207) 이러한 위

험성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

날 수 있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에 관해서 “법인도 사람이다”는 관념으로 접

근하게 되면 개인, 즉 사람을 전제로 한 기본권 논의들이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법인의 기본권을 인격화

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차별취급에 대한 거부감을 사람

과 법인 사이, 또는 법인과 법인 사이의 차별취급에 대해서도 그대로 갖

게 하는 심리적 효과도 지닌다.208) 이러한 접근방식은 법인의 기본권 주

장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고유한 쟁점들을 모두 시야에서 사라지게

할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법인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들

이 도외시됨으로써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낳게 할 수 있

는 것이다.209) 따라서 법인이란 무엇인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의무에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

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Ⅲ. 법인본질론의 함의

법인의 본질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가 곧바로 법인의 법적 주체성이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특정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법인본

질론이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의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Personality and Legal Personality”, p.307.

206) 또한 인격화(personification)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법적 주체성의 문제를 지나치

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논의로 변질시킨다. 법인의 본질론을 인격화의 문제로 논

의함으로써 논의의 내용이 법적 주체성의 부여라는 실제적인 측면보다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존재론(ontology) 혹은 인식론(epistemology)의 문제로 흐를 가능성도

크다.

207) Max Radin, 앞의 글, p.665.

208) Tamara R. Piety, Tamara R. Piety, “Why Personhood Matters”,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30 (2015), p.385.

209) Darrell A.H. Miller, 앞의 글, pp.92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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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법인본질론 자체가 특정한 정치사상이나

사회이념과 논리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John Dewey의 지

적대로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국

가,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일 수도 있고, 반대로 법인의

본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개인과 국

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

문이다.210)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법인의 본질

에 관한 특정한 이론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11)

그러나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에 접근

함에 있어 무용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 미국에서 전개된 법인본질론은 각 이론이 제기되었던 시대적 상

황과 역사적 맥락 하에서 고찰할 때,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의 정책적

의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212) 법인의

본질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이해가 법인의 법적 주체성 또는 기본권주체

210) 예컨대, 법인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서 단체를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유기체로 이

해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견해를 취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개인과 국가를 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는데, Althusius는 이를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논리로 사

용한 반면, Laski는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주권면책사상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국

가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기 위하여, Figgis는 영국성공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법인실재론을 지지하였다고 한다. 한편 Duguit는 국가를 비롯한 모든 단체에 대

해 법인격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목적은 국가, 즉 모든 공무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음에 반해, Ernest Baker는 Duguit와는 반대로 국

가의 법인격을 강하게 인정하는 입장이었음에도 그 목적은 Duguit와 같았다고 한다.

John Dewey, 위의 글, 671-672면.

211) 법인의 본질에 관한 특정한 이론들과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 문제를 논

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예컨대,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기

업의 헌법상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

으로 Larry E. Ribstein, “The Constitutional Conception of the Corporation”,

Supreme Court Economic Review, Vol.4 (1995), pp.124-138. 그러나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동일한 이론을 취하더라도 법인의 법적 주체성이나 법적 보호의 정도에 대해

서는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에

서도 법인의 본질에 관한 특정한 이해가 법인의 기본권에 관하여 특정한 결론으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다.

212) Morton J. Horwitz, 앞의 책,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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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인과 관

련된 개인들, 나아가 사회 일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

에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법인본질론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이기는 하지만 법적 주

체로서의 법인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드러내 준다는 점도 법인본질론의

유용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의제론은 법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

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도구적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법인이 실재하는 사회적 실체라고 하더라도 그 실체를 만들어낸

것은 사람이고 그 실체를 만들어 낸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의제론은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집합이론은 법인의 단체성을 명료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법인은

결국 사람들의 집합에 다름 아니며 여러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법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집합이론을 염두에 둔다면 법인의 배후

에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실재론은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인정되는 법인은 그 법인을

설립하거나 구성하는 사람들 각자의 의사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준다. 법인은 그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지

는 것이지만 법인의 의사나 이해관계는 구성원들의 의사나 이해관계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실재론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요컨대 법인의 본질에 관한 이론들은 법적 주체로서의 법인이 갖는 특

성 중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의제론은 법인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집합이론은 법인이 결국은 사람들의

단체라는 것을, 실재론은 법인과 그 구성원들 사이에 법적 주체성이 분

리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을 인

정하는 것이 법인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보는 과정에서 각각의 법인본질론이 강조하는 법인의 도구성, 단체성,

분리성을 통해 법인과 개인의 관계를 파악한다면,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인본질론은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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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설

1. 연방대법원 판례의 분류 기준

비교법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개인이 누리는

권리 중 많은 부분을 법인도 누리는 나라로 평가받는다.213) 연방헌법이

“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

원은 헌법해석을 통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였고,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경제적

자유 또는 재산권의 보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보장

을 거쳐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으로 발전해 왔음

을 알 수 있다.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가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치게

된 것은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규제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 규제들에 대한 법인의 대응방식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

가하기도 한다.214) 법인에 대한 규제가 과거에는 주로 주(州) 정부 차원

에서 경제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현대로 오면서 규제의 주체

도 연방(聯邦) 정부 차원으로 변화하였고, 규제의 내용도 경제적 활동 영

역뿐 아니라 환경문제, 소비자문제, 기타 다양한 사회정책적 내용들로 변

화함에 따라, 법인이 주장하는 기본권들도 초기에는 주(州) 정부의 경제

규제에 맞서기 위한 수정헌법 제14조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이었던 것

213) David Ciepley, 앞의 글, p.221.

214) Carl J. Mayer, “Personalizing the Impersonal: Corporations and the Bill of

Rights”, Hastings Law Journal, Vol.41 (1990), pp.58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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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인과 관

련된 개인들, 나아가 사회 일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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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도구적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법인이 실재하는 사회적 실체라고 하더라도 그 실체를 만들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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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람들의 집합에 다름 아니며 여러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법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집합이론을 염두에 둔다면 법인의 배후

에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실재론은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인정되는 법인은 그 법인을

설립하거나 구성하는 사람들 각자의 의사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준다. 법인은 그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지

는 것이지만 법인의 의사나 이해관계는 구성원들의 의사나 이해관계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실재론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요컨대 법인의 본질에 관한 이론들은 법적 주체로서의 법인이 갖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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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라는 것을, 실재론은 법인과 그 구성원들 사이에 법적 주체성이 분

리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을 인

정하는 것이 법인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보는 과정에서 각각의 법인본질론이 강조하는 법인의 도구성, 단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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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제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현대로 오면서 규제의 주체

도 연방(聯邦) 정부 차원으로 변화하였고, 규제의 내용도 경제적 활동 영

역뿐 아니라 환경문제, 소비자문제, 기타 다양한 사회정책적 내용들로 변

화함에 따라, 법인이 주장하는 기본권들도 초기에는 주(州) 정부의 경제

규제에 맞서기 위한 수정헌법 제14조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이었던 것

213) David Ciepley, 앞의 글, p.221.

214) Carl J. Mayer, “Personalizing the Impersonal: Corporations and the Bill of

Rights”, Hastings Law Journal, Vol.41 (1990), pp.58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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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차 주 정부뿐 아니라 연방정부에 대해서도 법인의 기본권 보호를

주장하게 되었고 주장하는 기본권의 내용들도 절차적 기본권(수정헌법

제4조, 제5조 등)이나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제1조)와 같이 이른바 권리

장전(Bill of Rights)의 다양한 기본권조항들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215)

위와 같은 설명은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의 역사적 전

개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되므로, 이하에서는 연방대법

원의 판례의 흐름에 대체로 부합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순으로

나누어 해당 영역별로 “leading case”라고 할 만한 연방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평등권(평등보호)”과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of

law)의 자유(liberty)”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차별취급이나

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해 문제되는 자유 또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위 네

가지 분류 기준 중 하나에 포함시켜 논의하기로 한다.216)

2.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조항에서의 법인

기본권 이외의 영역에서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법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문제된다. 연방헌법은 여러 조항들에서 “citizen”과 “pers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방의회 의원이나 대통령의 피선거권

에 관한 규정들과 같이217) 그 의미가 사람, 즉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

임이 명백한 조항들도 있지만, “citizen”이나 “person”에 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가 문제되는 조항들도 있다.

“person”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방헌법상 기본권 조항

들에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연방법률의 총칙규정인 이

른바 “Dictionary Act”에서도, 연방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상 달리 해

석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람(person)” 또는 “누구든지(whoever)”라 함

215) Id. pp.583-620.

216)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 개관은 전상현, 앞의 글 “미국헌법상 법

인의 기본권에 관한 소고”, 204-222면 참조.

217) Article 1 Section 2, 3; Article 2 S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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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인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18) 반면 “citizen”에 관

해서는, 법률해석의 차원에서는 연방대법원이 구체적인 법률조항의 목적

에 비추어 법인도 당연히 “citizen”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

석해 오고 있지만,219) 헌법에 규정된 “citizen”에 관해서는 법인도

“citizen”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매우 꺼리거나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

다.

헌법조항에서 “citizen”의 의미에 법인도 포함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문

제되었던 경우는 이른바 이주간쟁송(異州間爭訟, diversity jurisdiction)

에 대한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규정한 조항(이하 “이주간쟁송 조항”이라

한다)과 각 주(州)의 시민이 가지는 특권과 면책은 다른 주(州)에 의해서

도 보장된다는 것을 규정한 이른바 특권과 면책(privileges and

immunities) 조항(이하 “특권·면책권 조항”이라 한다)이었다.

이주간쟁송 조항과 특권·면책권 조항에서 법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의 문제는 법인의 기본권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조

항에 의한 법인의 보호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연방대법

원의 판례는 시기적으로 법인의 기본권 논의보다 앞서고, 그 논의의 내

용도 법인의 기본권 논의와 구별되므로 이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먼

저 살펴본 후 기본권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18) 1 U.S.C. §1 (80 Cong. Ch. 388, July 30, 1947, 61 Stat. 633).

219) 예컨대, 인디언에 의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시민(citizen)”은 연방법원에 소를 제

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해서 법인도 포함된다고 하였고[U.S. v.

Northwestern Express Stage & Transportation Co. 164 U.S. 686 (1897)], 광업권을

규정한 법률에서 그 법률의 입법목적, 다른 조항들의 해석을 통해 “시민(citizen)”에는

법인(corporation)과 단체(association)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McKinley

v. Wheeler et al. 130 U.S. 630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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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의 자유(liberty)”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차별취급이나

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해 문제되는 자유 또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위 네

가지 분류 기준 중 하나에 포함시켜 논의하기로 한다.216)

2.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조항에서의 법인

기본권 이외의 영역에서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법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문제된다. 연방헌법은 여러 조항들에서 “citizen”과 “pers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방의회 의원이나 대통령의 피선거권

에 관한 규정들과 같이217) 그 의미가 사람, 즉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

임이 명백한 조항들도 있지만, “citizen”이나 “person”에 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가 문제되는 조항들도 있다.

“person”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방헌법상 기본권 조항

들에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연방법률의 총칙규정인 이

른바 “Dictionary Act”에서도, 연방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상 달리 해

석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람(person)” 또는 “누구든지(whoever)”라 함

215) Id. pp.583-620.

216)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 개관은 전상현, 앞의 글 “미국헌법상 법

인의 기본권에 관한 소고”, 204-222면 참조.

217) Article 1 Section 2, 3; Article 2 S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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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인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18) 반면 “citizen”에 관

해서는, 법률해석의 차원에서는 연방대법원이 구체적인 법률조항의 목적

에 비추어 법인도 당연히 “citizen”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

석해 오고 있지만,219) 헌법에 규정된 “citizen”에 관해서는 법인도

“citizen”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매우 꺼리거나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

다.

헌법조항에서 “citizen”의 의미에 법인도 포함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문

제되었던 경우는 이른바 이주간쟁송(異州間爭訟, diversity jurisdiction)

에 대한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규정한 조항(이하 “이주간쟁송 조항”이라

한다)과 각 주(州)의 시민이 가지는 특권과 면책은 다른 주(州)에 의해서

도 보장된다는 것을 규정한 이른바 특권과 면책(privileges and

immunities) 조항(이하 “특권·면책권 조항”이라 한다)이었다.

이주간쟁송 조항과 특권·면책권 조항에서 법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의 문제는 법인의 기본권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조

항에 의한 법인의 보호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연방대법

원의 판례는 시기적으로 법인의 기본권 논의보다 앞서고, 그 논의의 내

용도 법인의 기본권 논의와 구별되므로 이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먼

저 살펴본 후 기본권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18) 1 U.S.C. §1 (80 Cong. Ch. 388, July 30, 1947, 61 Stat. 633).

219) 예컨대, 인디언에 의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시민(citizen)”은 연방법원에 소를 제

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해서 법인도 포함된다고 하였고[U.S. v.

Northwestern Express Stage & Transportation Co. 164 U.S. 686 (1897)], 광업권을

규정한 법률에서 그 법률의 입법목적, 다른 조항들의 해석을 통해 “시민(citizen)”에는

법인(corporation)과 단체(association)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McKinley

v. Wheeler et al. 130 U.S. 630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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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조항과 법인

Ⅰ. 이주간쟁송 조항과 법인

1. 이주간쟁송 조항의 의미

연방법원(federal courts)의 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연방헌법 제3

조 제2항은 연방법원의 관할 중 하나로 이른바 “diversity jurisdiction”을

들고 있다.220) 둘 이상의 주(州) 사이의 분쟁, 서로 다른 주(州)에 속한

시민들(citizens) 사이의 분쟁, 같은 주(州)에 속하는 시민들(citizens)이

다른 주(州)에 의해 부여된 토지재산권에 관하여 제기한 분쟁 등 이른바

이주간쟁송(異州間爭訟, diversity jurisdiction)에 대한 연방법원의 관할

권을 인정한 것인데,221) 이는 서로 다른 주에 속하거나 서로 다른 주의

이해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

느 한 주의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222) 법인을 이주간쟁송 관할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법인의 기본

권 논의와 관련된다. 법인이 당사자가 된 이주간쟁송에서 법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법인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법인에게도 공정한 재판의 기

회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법인의 다른 기본권들, 특히 재산권의

보장을 절차적으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223)

220) U.S. Const. Artcle Ⅲ Section 2 Clause 1.

221) 다만, 특정 주(州)를 상대로 다른 주(州)의 시민(citizens) 또는 외국인이나 외국정부

가 제기한 분쟁도 연방법원의 관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州) 정부의 주권면

책(sovereign immunity)을 인정하는 수정헌법 제11조가 1795년에 추가됨으로써 주

(州)를 상대로 다른 주(州)의 시민(citizens)이나 외국인, 외국정부가 제기한 분쟁은 연

방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었다.

222) Alexander Hamilton, “The Federalist, No.80”, in The Federalist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Robert A. Ferguson), Barnes & Noble Classics (2006),

p.441.

- 62 -

2. 이주간쟁송 조항의 “citizen”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1) 이주간쟁송 조항에서는 물론 위 헌법조항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제정된 연방법원조직법(Judiciary Act of 1789)에서도 법인에 대한 특별

한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따라서 법인이 당사자로서 연방법원에 제소하

거나 법인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이주

간쟁송 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고, 연방대법원은 이주간쟁송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시민(citizen)”에 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 문제로 접근하였다.224)

연방대법원은 Bank of U.S. v. Deveaux 판결에서, 법인은 ‘볼 수도 만

질 수도 없는 가공의 존재(invisible, intangible, and artificial being)’로서

시민(citizen)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하면서,225) 법인이 당사자가 된 분쟁

은 “사실적 측면에서나 법률적 측면에서(in fact and in law)” 법인으로

대표되는 “법인의 구성원들”과 그 소송의 상대방의 분쟁이므로, 서로 다

른 주(州)에 속한 시민 사이의 분쟁인지 여부는 결국 법인 그 자체가 아

니라 법인의 구성원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26) 이주간

쟁송에 있어서 법인이란 그저 ‘명칭’에 불과하고, 그 법인을 구성하는 자

연인들이 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므로 그 자연인들을 기준으로 연방법

원의 관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227) 그런데 법인의 구성원

들이 소속된 주를 기준으로 이주간쟁송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구성원

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들이 소속된 주

(州)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228)

223) Margaret M. Blair & Elizabeth Pollman, 앞의 글, p.1695.

224) 연방대법원은 diversity jurisdiction의 판단에 있어서 비법인(unincorporated) 단체도

법인과 동일하게 다루었다. Thomas v. Board of Trustee of Ohio State University

195 U.S. 207, 215 (1909).

225) 9 U.S. 61, 86 (1809).

226) Id. at 87-88.

227) Id. at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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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조항과 법인

Ⅰ. 이주간쟁송 조항과 법인

1. 이주간쟁송 조항의 의미

연방법원(federal courts)의 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연방헌법 제3

조 제2항은 연방법원의 관할 중 하나로 이른바 “diversity jurisdiction”을

들고 있다.220) 둘 이상의 주(州) 사이의 분쟁, 서로 다른 주(州)에 속한

시민들(citizens) 사이의 분쟁, 같은 주(州)에 속하는 시민들(citizens)이

다른 주(州)에 의해 부여된 토지재산권에 관하여 제기한 분쟁 등 이른바

이주간쟁송(異州間爭訟, diversity jurisdiction)에 대한 연방법원의 관할

권을 인정한 것인데,221) 이는 서로 다른 주에 속하거나 서로 다른 주의

이해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

느 한 주의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222) 법인을 이주간쟁송 관할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법인의 기본

권 논의와 관련된다. 법인이 당사자가 된 이주간쟁송에서 법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법인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법인에게도 공정한 재판의 기

회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법인의 다른 기본권들, 특히 재산권의

보장을 절차적으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223)

220) U.S. Const. Artcle Ⅲ Section 2 Clause 1.

221) 다만, 특정 주(州)를 상대로 다른 주(州)의 시민(citizens) 또는 외국인이나 외국정부

가 제기한 분쟁도 연방법원의 관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州) 정부의 주권면

책(sovereign immunity)을 인정하는 수정헌법 제11조가 1795년에 추가됨으로써 주

(州)를 상대로 다른 주(州)의 시민(citizens)이나 외국인, 외국정부가 제기한 분쟁은 연

방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었다.

222) Alexander Hamilton, “The Federalist, No.80”, in The Federalist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Robert A. Ferguson), Barnes & Noble Classics (2006),

p.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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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간쟁송 조항의 “citizen”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1) 이주간쟁송 조항에서는 물론 위 헌법조항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제정된 연방법원조직법(Judiciary Act of 1789)에서도 법인에 대한 특별

한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따라서 법인이 당사자로서 연방법원에 제소하

거나 법인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이주

간쟁송 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고, 연방대법원은 이주간쟁송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시민(citizen)”에 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 문제로 접근하였다.224)

연방대법원은 Bank of U.S. v. Deveaux 판결에서, 법인은 ‘볼 수도 만

질 수도 없는 가공의 존재(invisible, intangible, and artificial being)’로서

시민(citizen)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하면서,225) 법인이 당사자가 된 분쟁

은 “사실적 측면에서나 법률적 측면에서(in fact and in law)” 법인으로

대표되는 “법인의 구성원들”과 그 소송의 상대방의 분쟁이므로, 서로 다

른 주(州)에 속한 시민 사이의 분쟁인지 여부는 결국 법인 그 자체가 아

니라 법인의 구성원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26) 이주간

쟁송에 있어서 법인이란 그저 ‘명칭’에 불과하고, 그 법인을 구성하는 자

연인들이 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므로 그 자연인들을 기준으로 연방법

원의 관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227) 그런데 법인의 구성원

들이 소속된 주를 기준으로 이주간쟁송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구성원

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들이 소속된 주

(州)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228)

223) Margaret M. Blair & Elizabeth Pollman, 앞의 글, p.1695.

224) 연방대법원은 diversity jurisdiction의 판단에 있어서 비법인(unincorporated) 단체도

법인과 동일하게 다루었다. Thomas v. Board of Trustee of Ohio State University

195 U.S. 207, 215 (1909).

225) 9 U.S. 61, 86 (1809).

226) Id. at 87-88.

227) Id. at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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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대법원은 이후의 판결에서 이러한 태도를 곧바로 변경하였는

데, Louisville, Cincinnati & Charleston Railroad Co. v. Letson 판결229)

에서 법인의 구성원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을 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소송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법인이므로 연방법원의 관할 유무는

그 구성원들이 아니라 법인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30)

법인은 모든 면에서(all intents and purposes) 사람(person)으로 간주되

어야 하고, 법인 설립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그 주(州)의 주민으로서 자

연인과 똑같이 시민(citizen)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

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당사자의 자격에 있어서도 법

인이 설립된 주(州)의 시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231) 이러한 판단

은 Deveaux 판결에서의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232) 이는

회사의 설립이 확대되고 그 활동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회사의 주주들

의 소재지가 미국 전역에 산재한 회사들이 증가하게 된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 변화가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

다.233)

(3) 이주간쟁송 조항의 법인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위와 같은 명백한

판례들 사이의 충돌은 해결이 필요하였는데, Marshall v. Baltimore &

228) 이 사건에서는 원고인 Bank of U.S.의 은행장, 이사, 주주 등이 모두 Pennsylvania

주(州) 시민이었고 피고였던 Deveaux 등은 Georgia 주(州)의 시민이었으므로 이주간

쟁송으로 연방법원의 관할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Bank of U.S.의 경우

주식의 5분의 1은 미국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었고, 주주들 많은 사람들이

Pennsylvania 주민들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 중 몇몇은 피고와 같은 주(州)인

Georgia의 주의 시민이었으므로 Deveaux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Frederick Green, “Corporations as Persons, Citizens, and Possessors of Liber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94, No.2 (1946), p.212.
229) 43 U.S. 497 (1844).

230) Id. at 554-556.

231) Id. at 558.

232) 다만 연방대법원은 Deveaux 판결을 명시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은 채, Deveaux 판

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며 더 이상 그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고

만 하였다. Id. at 556.

233) Reuven Avi-Yonah, 앞의 글, p.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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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o Railroad Company 판결(이하 “Baltimore 판결)234)에서 연방대법원

은 충돌하는 두 선례들에서의 판시를 서로 혼합하는 논리를 구성하였다.

즉 법인은 가공의 존재(artificial person)이므로 시민이 될 수 없다는

Deveaux 판결의 전제를 받아들여 법인은 그 구성원들의 소속 주를 기준

으로 이주간쟁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의

구성원들은 법인의 이름으로 대표(representation)를 통해 행위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편의를 얻고 있는데, 연방법원의 관할 문제에 있어서만 법

인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현상을 무시하고 유동적이고 특정하기도 어

려운 구성원들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법인의 상대방 당

사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어느 한 주(州)의 법률에 의해 설립

된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구성원들은 그 법인이 설립된 주(州)의 시민

들이라는 점이 사실상 의제(conclusive presumption)된다는 것이었다.235)

이는 법인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소속된 주(州)가 어디인지를 따지지

않고 법인의 구성원들은 그 법인이 설립된 주(州)의 주민이라는 전제에

서 이주간쟁송의 관할을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법인도 시민”이라는 판

단은 피하면서, 동시에 법인 구성원들의 소속 주(州)를 일일이 확인하여

야 하는 문제점도 피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236)

그 후 연방법률에 이주간쟁송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은 그 법인이

설립된 주 그리고 주사무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가 속한 주의 시

민으로 본다는 조항이 규정됨으로써237)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

다.

234) 57 U.S. 314 (1853).

235) Id. at 327-329.

236) James W. Moore and Donald T. Weckstein, “Corporations and Diversity of

Citizenship Jurisdiction: A Supreme Court Fiction Revisited”, Harvard Law

Review, Vol.77 (1964), p.1428.
237) 28 U.S.C. §133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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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대법원은 이후의 판결에서 이러한 태도를 곧바로 변경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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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erick Green, “Corporations as Persons, Citizens, and Possessors of Liber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94, No.2 (1946), p.212.
229) 43 U.S. 497 (1844).

230) Id. at 554-556.

231) Id. at 558.

232) 다만 연방대법원은 Deveaux 판결을 명시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은 채, Deveaux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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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Reuven Avi-Yonah, 앞의 글, p.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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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57 U.S. 314 (1853).

235) Id. at 327-329.

236) James W. Moore and Donald T. Weckstein, “Corporations and Diversity of

Citizenship Jurisdiction: A Supreme Court Fiction Revisited”, Harvard Law

Review, Vol.77 (1964), p.1428.
237) 28 U.S.C. §133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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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권·면책권 조항과 법인

1. 특권·면책권 조항의 의미

연방헌법 제4조 제2항은 “각 주(州)의 시민(citizens)은 다른 주(州)에

서도 그 주의 시민이 갖는 모든 특권과 면책(privileges and immunities)

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권·면책권 조항”).238) 이 조항의 목적

은 어느 한 주(州)에 속하는 시민이 다른 주에서도 그 주의 시민과 동일

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주 정부가 자신의 주에

속한 시민에 비하여 다른 주의 시민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인

데,239) 이를 통해 시민은 누구나 다른 주로 이동하여 자유롭게 거주하거

나 그 주로부터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그 주의 주민들과 동등하게 재산

을 취득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조항의 목적이

다.240)

다만, 위 조항이 다른 주의 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

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금지되는 차별의 내용에 해당하는

“특권과 면책(privilege and immunities)”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경우에는 특권과 면책에 당

연히 포함되며, 기본권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한 경제활동

의 경우에는 특권과 면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41)

법인이 특권·면책권 조항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 정부가 다른

주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어

느 정도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 조항이 기본권조항

과는 별도로 법인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 정부가 다른 주에

238) “The Citizens of each State shall be entitled to all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Citizens in the several States.”

239) Hague v. Committe for Industrial Organization, 307 U.S. 496, 511 (1939).

240) Paul v. Virginia, 75 U.S. 168, 180 (1868).

241)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 rinciples and Policies- (3rd ed.),

ASPEN Publishers (2006), pp.47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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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경제적 활동에 차별적 규제를 가하는 경우 그

경제적 활동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지는 않는 때에도 특권·면책

권 조항에 의해 법인이 그 경제적 활동에 대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242)

2. 특권·면책권 조항의 “citizen”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Bank of Augusta v. Earle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은 설립된 주

의 영역 내에서만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 주의 영역을 벗어나서

는 법적 존재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특권·면책권

조항에 의한 보호를 부인하였다.243) 이 판결은 Georgia 주(州)에서 설립

된 은행Bank of Augusta가 Alabama 주(州)에서 구입한 어음에 대하여

Alabama 주(州) 시민에게 배서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데, 원고 은행은 앞에서 본 Deveaux 판결에서의 설시를 원용하

면서 법인의 구성원들이 특권·면책권 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는 시민들이

므로 그 시민들로 구성된 법인도 위 헌법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Deveaux 판결은 오직 관할의 문제에서만

타당하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원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244) 만약 거래

행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법인이나 회사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면 회사의 채무도 주주 개인의 재산으로 책임져야 하는데,

이는 법인으로서의 회사를 단순한 동업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245) 다만, 이 판결에서는 법인이 특권·면책권 조항

의 “citizen”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242) 특권·면책권 조항의 적용이 문제가 된 사례들은 주로 헌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된 기

본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제활동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에 관

한 경우이다.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특권·면책권 조항

을 원용할 필요 없이 수정헌법 제14조 및 다른 수정헌법의 기본권조항들을 직접 원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d. pp.470-471.

243) 38 U.S. 519, 588 (1839).

244) Id. at 586.

245)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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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권·면책권 조항과 법인

1. 특권·면책권 조항의 의미

연방헌법 제4조 제2항은 “각 주(州)의 시민(citizens)은 다른 주(州)에

서도 그 주의 시민이 갖는 모든 특권과 면책(privileges and immunities)

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권·면책권 조항”).238) 이 조항의 목적

은 어느 한 주(州)에 속하는 시민이 다른 주에서도 그 주의 시민과 동일

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주 정부가 자신의 주에

속한 시민에 비하여 다른 주의 시민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인

데,239) 이를 통해 시민은 누구나 다른 주로 이동하여 자유롭게 거주하거

나 그 주로부터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그 주의 주민들과 동등하게 재산

을 취득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조항의 목적이

다.240)

다만, 위 조항이 다른 주의 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

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금지되는 차별의 내용에 해당하는

“특권과 면책(privilege and immunities)”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경우에는 특권과 면책에 당

연히 포함되며, 기본권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한 경제활동

의 경우에는 특권과 면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41)

법인이 특권·면책권 조항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 정부가 다른

주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어

느 정도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 조항이 기본권조항

과는 별도로 법인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 정부가 다른 주에

238) “The Citizens of each State shall be entitled to all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Citizens in the several States.”

239) Hague v. Committe for Industrial Organization, 307 U.S. 496, 511 (1939).

240) Paul v. Virginia, 75 U.S. 168, 180 (1868).

241)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 rinciples and Policies- (3rd ed.),

ASPEN Publishers (2006), pp.47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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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경제적 활동에 차별적 규제를 가하는 경우 그

경제적 활동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지는 않는 때에도 특권·면책

권 조항에 의해 법인이 그 경제적 활동에 대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242)

2. 특권·면책권 조항의 “citizen”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Bank of Augusta v. Earle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은 설립된 주

의 영역 내에서만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 주의 영역을 벗어나서

는 법적 존재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특권·면책권

조항에 의한 보호를 부인하였다.243) 이 판결은 Georgia 주(州)에서 설립

된 은행Bank of Augusta가 Alabama 주(州)에서 구입한 어음에 대하여

Alabama 주(州) 시민에게 배서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데, 원고 은행은 앞에서 본 Deveaux 판결에서의 설시를 원용하

면서 법인의 구성원들이 특권·면책권 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는 시민들이

므로 그 시민들로 구성된 법인도 위 헌법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Deveaux 판결은 오직 관할의 문제에서만

타당하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원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244) 만약 거래

행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법인이나 회사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면 회사의 채무도 주주 개인의 재산으로 책임져야 하는데,

이는 법인으로서의 회사를 단순한 동업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245) 다만, 이 판결에서는 법인이 특권·면책권 조항

의 “citizen”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242) 특권·면책권 조항의 적용이 문제가 된 사례들은 주로 헌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된 기

본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제활동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에 관

한 경우이다.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특권·면책권 조항

을 원용할 필요 없이 수정헌법 제14조 및 다른 수정헌법의 기본권조항들을 직접 원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d. pp.470-471.

243) 38 U.S. 519, 588 (1839).

244) Id. at 586.

245)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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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연방대법원은 Paul v. Virginia 판결246)에서 “위 헌법조항의 시

민(citizens)이라는 용어는 정치공동체(body politic)의 구성원으로서의 자

연인(natural persons)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의회에 의해 만들어지고

의회가 규정한 속성만을 지니는 인위적 존재로서의 법인(artificial

person)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47)248) 이러한 판시는 이후의

판결들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법인은 특권·면책권 조항에 의한 보호는 받

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로 확립되었다.249)

Ⅲ. 검토

이주간쟁송 조항이나 특권·면책권 조항이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

한 문제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도 “시민(citizen)”인지 여부의 문제로 접

근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시민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인이 시민이 될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문

제는 이주간쟁송 조항이나 특권·면책권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보

호를 법인에게도 부여할 것인지 여부이고, 이는 결국 위 조항들의 목적

에 비추어 그 조항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에게도 그 보호를 인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위에서 살펴

246) 75 U.S. 168 (1868). Virginia 주(州)에서 설립되지 않은 보험회사가 Virginia 주 안

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Virginia 주 법률에 대하여,

Virginia 주에서 설립된 회사에게 인정되는 권리(Virginia 주에서의 보험영업)가

Virginia 주 이외의 주에서 설립된 회사(주외회사)에게는 부인된다는 점에서 특권·면

책권 조항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이다.

247) Id. at 177.

248)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설립은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며, 법인의 존재는 주(州)의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어서 다른 주(州)

에서 그 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각 주(州)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였다. 75 U.S. 168, 180-181. 그러나 이러한 설시대로라면 법인에 대한 헌법적 보호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

249) Pembina Consolidated Silver Mining & Milling Co. v. Pennsylvania 125 U.S. 181,

189 (1888); Blake v. McClung, 172 U.S. 239 (1898); Western Turf Association v.

Greenberg, 204 U.S. 359 (1907); Hemphill v. Orloff, 277 U.S. 53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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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것처럼 이주간쟁송 조항에 관해서는 이주간쟁송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 법인도 일정한 주의 시민으로 볼 수 있다는 연방법률에 의해 입법적

으로 해결되었는데, 이는 법인이 시민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와는 무관

하게 이주간쟁송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특권·면책권 조항에 관하여는 연방대법원이 “법인은 시민이 아니

다”라는 이유로 주(州) 정부가 입법을 통해 그 주에서 활동하는 주외회

사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허용함에 따라 그 후 많은 주(州)에서 주외회

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250) 이러한 입법에 대해 결론

적으로는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지만, 그 입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법인은 시민이 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은 누구나 특권·

면책권 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지만, 단체를 통한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

한 규율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설명되었어야 한다. 한편, 특권·면책

권 조항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수정헌법 제14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데,251)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인은 주(州)의 시민

(citizen)도 아니고, 미국연방의 시민(citizen)도 아니므로 수정헌법 제14

조에서의 특권 및 면책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252)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수정헌법 제14조 중에서도 평등보

호조항과 적법절차조항에 규정된 “person”에는 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253)과 비교해 보면 연방대법원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일

관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시민(citizen)”과 “사람(person)”이라는 용

어 사이의 일반적인 용법상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이 “시민(citizen)”이 될 수 없다면 “사람(person)”도 될 수 없는 것

이다. 법인은 “시민(citizen)”일 수는 있지만 “사람(person)”일 수는 있다

250) Gregory A. Mark, “The Personification of the Business Corporation in American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54 No. 4 (1987), p.1456.
251) 수정헌법 제14조는 “주는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책(privileges or immunities)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52) Ausbury Hospital v. Cass County (1945) 326 U.S. 207, 210-211

253) 예컨대, 평등보호조항에 대해서는 County of Santa Clara v. Southern Pacific

Railroad Co., 118 U.S. 394 (1886), 적법절차조항의 “자유(liberty)”에 대해서는

Grosjean v. American Press Co., Inc. 297 U.S. 233 (19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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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연방대법원은 Paul v. Virginia 판결246)에서 “위 헌법조항의 시

민(citizens)이라는 용어는 정치공동체(body politic)의 구성원으로서의 자

연인(natural persons)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의회에 의해 만들어지고

의회가 규정한 속성만을 지니는 인위적 존재로서의 법인(artificial

person)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47)248) 이러한 판시는 이후의

판결들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법인은 특권·면책권 조항에 의한 보호는 받

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로 확립되었다.249)

Ⅲ. 검토

이주간쟁송 조항이나 특권·면책권 조항이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

한 문제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도 “시민(citizen)”인지 여부의 문제로 접

근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시민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인이 시민이 될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문

제는 이주간쟁송 조항이나 특권·면책권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보

호를 법인에게도 부여할 것인지 여부이고, 이는 결국 위 조항들의 목적

에 비추어 그 조항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에게도 그 보호를 인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위에서 살펴

246) 75 U.S. 168 (1868). Virginia 주(州)에서 설립되지 않은 보험회사가 Virginia 주 안

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Virginia 주 법률에 대하여,

Virginia 주에서 설립된 회사에게 인정되는 권리(Virginia 주에서의 보험영업)가

Virginia 주 이외의 주에서 설립된 회사(주외회사)에게는 부인된다는 점에서 특권·면

책권 조항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이다.

247) Id. at 177.

248)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설립은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며, 법인의 존재는 주(州)의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어서 다른 주(州)

에서 그 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각 주(州)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였다. 75 U.S. 168, 180-181. 그러나 이러한 설시대로라면 법인에 대한 헌법적 보호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

249) Pembina Consolidated Silver Mining & Milling Co. v. Pennsylvania 125 U.S. 181,

189 (1888); Blake v. McClung, 172 U.S. 239 (1898); Western Turf Association v.

Greenberg, 204 U.S. 359 (1907); Hemphill v. Orloff, 277 U.S. 53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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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것처럼 이주간쟁송 조항에 관해서는 이주간쟁송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 법인도 일정한 주의 시민으로 볼 수 있다는 연방법률에 의해 입법적

으로 해결되었는데, 이는 법인이 시민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와는 무관

하게 이주간쟁송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특권·면책권 조항에 관하여는 연방대법원이 “법인은 시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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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Gregory A. Mark, “The Personification of the Business Corporation in American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54 No. 4 (1987), p.1456.
251) 수정헌법 제14조는 “주는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책(privileges or immunities)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52) Ausbury Hospital v. Cass County (1945) 326 U.S. 207, 210-211

253) 예컨대, 평등보호조항에 대해서는 County of Santa Clara v. Southern Pacific

Railroad Co., 118 U.S. 394 (1886), 적법절차조항의 “자유(liberty)”에 대해서는

Grosjean v. American Press Co., Inc. 297 U.S. 233 (19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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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물론, 시민(citizen)을 주체로 규정한 조항들 중에는 연방의회 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피선거권의 자격에 관한 규정과 같이 법인이 그

조항에서 의미하는 시민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도 있다. 그러

나 이주간쟁송 조항이나 특권·면책권 조항에 관해서는 그 조항들이 보호

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법인에게도 그 조항들을 적용할 것

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문언상의 시민(citizen)의 일반적

의미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위에서 보았듯이 이주간쟁송 조항의 법인에 대한 적용 문제에 있

어서 초기의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가 다

시 법인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등 혼란스러운 입장을 취하였는

데, 이는 법인에게 동시에 귀속되는 두 가지 특성인 단체성과 분리성을

상반된 결론을 위해 그때 그때 자의적으로 강조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3절 경제적 기본권

Ⅰ. 계약보호조항과 법인

1. 계약보호조항

연방헌법 제1조 제10항 제1문(Article I section 10 clause 1, 이하 “계

약보호조항”)은 주(州) 정부가 이미 존재하는 계약상 의무의 내용에 변

경을 초래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54) 미국독

립혁명과 연방헌법제정 당시의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채무자들의 대규모

254) “No state shall ...... pass ...... law impairing the obligation of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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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사태가 우려되자 주(州) 정부 차원에서 사인(私人) 간의 계약에 대

하여 변제기를 연장하거나 이행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구제

(救濟)하는 법률들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입법은 장기적인 관

점에서 미국 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주(州)

정부들의 그 같은 입법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었다.255)256)

이 조항은 사적 자치와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규정한 조항이다.257) 이

미 유효하게 성립되고 존속하는 계약의 내용을 사후적인 입법으로 침해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간섭없이 자

유롭게 계약의 내용을 형성할 자유를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liberty of

contract)”와는 구별된다.258) 미국헌법상 계약의 자유(liberty of contract)

는 수정헌법 제5조,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of Law) 조항

에 의해 보호된다.259)

따라서 계약보호조항이 구체적인 기본권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적 자치와 법적 안정성 보장을 통해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

을 보호하려는 조항임은 분명하다. 이 조항은 연방헌법의 수정헌법상의

기본권조항들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편입(incorporation)

됨으로써 주(州)의 입법에 대하여 연방헌법에 의한 통제가 본격화 되기

이전 시기인 19세기 동안에 주(州)의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무효화

시키는 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원용된 헌법조항이었다.260)

255) Geoffrey R. Stone, Louis Michael Seidman, Cass R. Sunstein, Mark V. Tushnet,

Pamela S. Karlan, Constitutional Law (7th Ed.),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3), pp.973-974.

256) Geoffrey R. Stone, Louis Michael Seidman, Cass R. Sunstein, Mark V. Tushnet,

Pamela S. Karlan, Constitutional Law (7th Ed.),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3) 973-974.

257) Henry N. Butler & Larry E. Ribstein, 앞의 책, pp.30-31.

258) Herbert Hovenkamp, “The Classical Corporation in American Legal Thought”,

Georgetown Law Journal, Vol.76 (1988), p.1602.
259) Allgeyer v. Louisiana, 165 U.S. 578 (1897).

260) 계약보호조항을 경제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3rd ed.), ASPEN

Publishers, 2006, p.605, 6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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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pp.973-974.

256) Geoffrey R. Stone, Louis Michael Seidman, Cass R. Sunstein, Mark V. Tushnet,

Pamela S. Karlan, Constitutional Law (7th Ed.),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3) 973-974.

257) Henry N. Butler & Larry E. Ribstein, 앞의 책, pp.30-31.

258) Herbert Hovenkamp, “The Classical Corporation in American Legal Thought”,

Georgetown Law Journal, Vol.76 (1988), p.1602.
259) Allgeyer v. Louisiana, 165 U.S. 578 (1897).

260) 계약보호조항을 경제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3rd ed.), ASPEN

Publishers, 2006, p.605, 6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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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호조항을 통한 법인의 보호

이러한 계약보호조항이 법인(corporation)에게도 적용되는지, 즉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계약보호조항이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연방대

법원은 1819년 Dartmouth 판결에서 그것을 긍정하였다.261)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명

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영국 국왕이 Dartmouth 대학의 설립 당시

부여한 특허(charter)는 계약보호조항에서 의미하는 계약(contract)에 해

당하므로 New Hampshire 주(州)가 사후적으로 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한 것은 연방헌법 계약보호조항에 위반된다고 판결

하였다.262)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Dartmouth 대학이 교육과 선교라

는 공익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어디까지나 사법인

(private corporation)이며 법인의 설립을 국왕 또는 국가가 허가하였다고

해서 사법인으로서의 성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263) 대학의

설립 당시 만들어진 특허장(charter)은 일종의 계약이며, 그 계약에 따라

대학에 재산이 양도된 것이므로, 그 특허장에 명시된 내용은 위 헌법조

항에서 의미하는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264) 결국 대학이라는 법인도

그것이 사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법인설립을 위한 특허도 일종의 계약에

261) Dartmouth College는 식민지시대(1769년)에 영국 국왕 George 3세의 특허장

(Charter)에 의하여 New Hampshire 주(州)에 설립된 대학이었다. 위 대학 설립 당시

특허장에 의하면 대학의 운영 권한은 12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Trustees of

Dartmouth College)에 부여되어 있었는데, New Hampshire 주 의회는 1816년 법률

제정을 통해 위 대학의 이사회 정원을 21명으로 늘리고 늘어난 정원에 해당하는 이사

들을 주 정부가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 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25명의 감

사로 구성되는 감독위원회(board of overseers)를 신설하되 감사의 임명권을 주지사가

갖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자 위 대학의 기존 이사회(Trustees of Dartmouth College)

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정관(특허장) 변경을 거부하고 대학의 운영권한과 재산에 관한

권한이 기존 이사회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정관 변경을 내용으로 제정된 New

Hampshire 주 법률이 연방헌법의 계약보호조항(Article I, section 10, clause 1.)에 위

반된다고 주장한 사건이었다. 17 U.S. 518, 624-627 (1819).

262) Id. at 650, 654 (1819).

263) Id. at 638-639.

264) Id. at 6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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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

었다.265)266)

국가가 법인설립을 위한 특허를 계약으로 보고 계약보호조항을 통해

법인의 설립 당시 정관을 보호하게 됨에 따라 한번 법인이 설립된 이후

에는 법인에 대한 국가의 사후적 통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

만, 위 판결의 별개의견에서 Joseph Story 대법관은 “법인을 설립할 당

시에 법인의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거나 법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

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동의 없이는 정관에 대하

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는데,267) 이러한 설시에 착

안하여 여러 주(州)에서는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정

관에 대한 개정·변경·폐지 권한을 미리 주(州) 의회에 유보하는 관행이

나타나게 되었고, Dartmouth 판결이 법인을 규제하는 주 정부의 권한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268)

Ⅱ. 평등보호조항에 의한 재산권 보호

1. 수정헌법 제14조의 “person”과 법인

연방대법원의 선례들 중에서 법인에 대한 평등보호조항의 적용이 문제

된 사안들은 대부분 법인의 재산권 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차별적 취

급이 문제된 사례들이다. 평등보호조항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적

265) 법인이 계약보호조항에 의해 보호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Charles River Bridge v. Warren Bridge 36 U.S.

420 (1837); Home Building & Loan Association v. Blaisdell 290 U.S. 398 (1934).

266) Dartmouth 판결에 대해서는 당시 엇갈린 평가들이 존재하였는데, 사회적·경제적 문

제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국민(또는 국민의 대표)의 권한을 상당부분 박탈한 것으

로서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에 대한 타격을 가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는가

하면, 수시로 변화하는 여론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함

으로써 미국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Lawrence M. Friedman, 앞의 책, pp.136-137.

267) 17 U.S. 518, at 675.

268) Lawrence M. Friedman, 앞의 책,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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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호조항을 통한 법인의 보호

이러한 계약보호조항이 법인(corporation)에게도 적용되는지, 즉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계약보호조항이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연방대

법원은 1819년 Dartmouth 판결에서 그것을 긍정하였다.261)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명

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영국 국왕이 Dartmouth 대학의 설립 당시

부여한 특허(charter)는 계약보호조항에서 의미하는 계약(contract)에 해

당하므로 New Hampshire 주(州)가 사후적으로 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한 것은 연방헌법 계약보호조항에 위반된다고 판결

하였다.262)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Dartmouth 대학이 교육과 선교라

는 공익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어디까지나 사법인

(private corporation)이며 법인의 설립을 국왕 또는 국가가 허가하였다고

해서 사법인으로서의 성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263) 대학의

설립 당시 만들어진 특허장(charter)은 일종의 계약이며, 그 계약에 따라

대학에 재산이 양도된 것이므로, 그 특허장에 명시된 내용은 위 헌법조

항에서 의미하는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264) 결국 대학이라는 법인도

그것이 사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법인설립을 위한 특허도 일종의 계약에

261) Dartmouth College는 식민지시대(1769년)에 영국 국왕 George 3세의 특허장

(Charter)에 의하여 New Hampshire 주(州)에 설립된 대학이었다. 위 대학 설립 당시

특허장에 의하면 대학의 운영 권한은 12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Trustees of

Dartmouth College)에 부여되어 있었는데, New Hampshire 주 의회는 1816년 법률

제정을 통해 위 대학의 이사회 정원을 21명으로 늘리고 늘어난 정원에 해당하는 이사

들을 주 정부가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 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25명의 감

사로 구성되는 감독위원회(board of overseers)를 신설하되 감사의 임명권을 주지사가

갖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자 위 대학의 기존 이사회(Trustees of Dartmouth College)

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정관(특허장) 변경을 거부하고 대학의 운영권한과 재산에 관한

권한이 기존 이사회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정관 변경을 내용으로 제정된 New

Hampshire 주 법률이 연방헌법의 계약보호조항(Article I, section 10, clause 1.)에 위

반된다고 주장한 사건이었다. 17 U.S. 518, 624-627 (1819).

262) Id. at 650, 654 (1819).

263) Id. at 638-639.

264) Id. at 6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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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

었다.265)266)

국가가 법인설립을 위한 특허를 계약으로 보고 계약보호조항을 통해

법인의 설립 당시 정관을 보호하게 됨에 따라 한번 법인이 설립된 이후

에는 법인에 대한 국가의 사후적 통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

만, 위 판결의 별개의견에서 Joseph Story 대법관은 “법인을 설립할 당

시에 법인의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거나 법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

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동의 없이는 정관에 대하

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는데,267) 이러한 설시에 착

안하여 여러 주(州)에서는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정

관에 대한 개정·변경·폐지 권한을 미리 주(州) 의회에 유보하는 관행이

나타나게 되었고, Dartmouth 판결이 법인을 규제하는 주 정부의 권한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268)

Ⅱ. 평등보호조항에 의한 재산권 보호

1. 수정헌법 제14조의 “person”과 법인

연방대법원의 선례들 중에서 법인에 대한 평등보호조항의 적용이 문제

된 사안들은 대부분 법인의 재산권 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차별적 취

급이 문제된 사례들이다. 평등보호조항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적

265) 법인이 계약보호조항에 의해 보호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Charles River Bridge v. Warren Bridge 36 U.S.

420 (1837); Home Building & Loan Association v. Blaisdell 290 U.S. 398 (1934).

266) Dartmouth 판결에 대해서는 당시 엇갈린 평가들이 존재하였는데, 사회적·경제적 문

제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국민(또는 국민의 대표)의 권한을 상당부분 박탈한 것으

로서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에 대한 타격을 가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는가

하면, 수시로 변화하는 여론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함

으로써 미국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Lawrence M. Friedman, 앞의 책, pp.136-137.

267) 17 U.S. 518, at 675.

268) Lawrence M. Friedman, 앞의 책,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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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재산권 또는 경제적 자유에 관한 것이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남북전쟁 이후 이른바 재건기(Reconstruction)에 추

가된 헌법조항들(수정헌법 제13조 내지 제15조) 중 하나로, 수정헌법 제

13조가 노예제도의 금지를 규정한 것에 이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의 시민임을 선언하고, 주 정부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에 대해서도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고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부인할 수 없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주 정부에 의한

기본권침해로부터 시민의 보호, 특히 흑인에 대한 보호가 제정 목적이었

다고 할 수 있다.269)

그런데 1880년대 철도회사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들에서 철도회사의 대

리인들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사람(person)에 법인도 포함된다고 주장하

기면서 수정헌법 제14조의 제정 당시 헌법개정초안 작성 위원들이 수정

헌법 제14조의 보호 대상에 법인도 포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citizen”이 아닌 “pers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

으나,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270)

오히려 수정헌법 제14조 제정자들의 관심은 당시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

들을 주 정부의 차별과 부당한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고, 법

인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271)

Hugo Black 대법관은 법인도 수정헌법 제14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해

석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문언이나 역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법

인이 수정헌법 제14조의 “person”에 포함된다는 연방대법원의 선례는 변

269) 수정헌법 제14조는 물론이고 기본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수정헌법 조항들

에 있어서도 그 조항들을 기초(起草)하고 비준한 사람들은 자연인들에 대한 보호를

의도한 것일 뿐 법인(corporation)도 그 조항들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

았다는 주장으로는, Jonathan A. Marcantel, “The Corporation as a ‘Real’

Constitutional Person”, U .C. Davis Business Law Journal, Vol.11 (2011),

pp.254-265.

270) Howard J. Graham, “The Conspiracy Theory of the Fourteenth Amendment”,

Yale Law Journal, Vol.47 No.3 (1938), pp.385-386.
271) Charles Fairman, Reconstruction and Reunion Vol.2, 1864-1888, p.724 - Adam

Winkler, “Corporate Personhood and the Rights of Corporate Speech”, Seattle

University Law Review, Vol.30 (2007), p.86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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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2) Black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제

정 동기는 Slaughter House Cases273)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인종차별을

금지하려는 것이었으며, 수정헌법 제14조의 문언들을 보더라도 법인이

수정헌법 제14조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274)

2. 평등보호조항에 대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가. 판시(判示) 없는 선례의 출현

연방대법원은 1886년 선고한 County of Santa Clara v. Southern

Pacific Railroad Co. 판결(이하 “Santa Clara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14

조의 평등보호조항에 대하여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였다.275) 이

판결은 철도회사에 대한 주(州) 정부의 과세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가 문제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캘리포니아 주(州)는 그 헌법에서

“둘 이상의 County에서 철도를 운영하는 철도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272) Connecticut General Life Insurance Co. v. Johnson, 303 U.S. 77, at 85-86. (Hugo

Black 대법관의 반대의견) 코넥티컷 주에서 설립된 회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영업하

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이외의 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 위반이라는 판결이었다.

273) 83 U.S. 36 (1873). 남북전쟁 이후 추가된 수정헌법조항들(제13조 내지 제15조)의

해석이 최초로 문제된 사건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은

주(州) 정부의 차별적 취급으로부터 흑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항이므로 백인

도축업자들 사이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이 적용

되지 않는다 하였다. 김현철, 『미국헌법상 평등보호와 엄격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4-15면.

274) 303 U.S. 77, 85-89 (1938). 수정헌법 제14조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제1

항의 제1문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시민은 미국시민’이라는 것으로서 법인이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제2문의 전단도 “citizens”의 특권·면책권조항으로서 법인

이 포함될 수 없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적법절차조항에서도 “life”와 “liberty”는 법인

에게 적용될 수 없는데, “property”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수정헌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의 “person”이나 “citizen”에 법인이 포함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결국

수정헌법 제14조의 문언에 “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75) 118 U.S. 394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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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재산권 또는 경제적 자유에 관한 것이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남북전쟁 이후 이른바 재건기(Reconstruction)에 추

가된 헌법조항들(수정헌법 제13조 내지 제15조) 중 하나로, 수정헌법 제

13조가 노예제도의 금지를 규정한 것에 이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의 시민임을 선언하고, 주 정부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에 대해서도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고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부인할 수 없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주 정부에 의한

기본권침해로부터 시민의 보호, 특히 흑인에 대한 보호가 제정 목적이었

다고 할 수 있다.269)

그런데 1880년대 철도회사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들에서 철도회사의 대

리인들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사람(person)에 법인도 포함된다고 주장하

기면서 수정헌법 제14조의 제정 당시 헌법개정초안 작성 위원들이 수정

헌법 제14조의 보호 대상에 법인도 포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citizen”이 아닌 “pers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

으나,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270)

오히려 수정헌법 제14조 제정자들의 관심은 당시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

들을 주 정부의 차별과 부당한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고, 법

인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271)

Hugo Black 대법관은 법인도 수정헌법 제14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해

석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문언이나 역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법

인이 수정헌법 제14조의 “person”에 포함된다는 연방대법원의 선례는 변

269) 수정헌법 제14조는 물론이고 기본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수정헌법 조항들

에 있어서도 그 조항들을 기초(起草)하고 비준한 사람들은 자연인들에 대한 보호를

의도한 것일 뿐 법인(corporation)도 그 조항들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

았다는 주장으로는, Jonathan A. Marcantel, “The Corporation as a ‘Real’

Constitutional Person”, U .C. Davis Business Law Journal, Vol.11 (2011),

pp.254-265.

270) Howard J. Graham, “The Conspiracy Theory of the Fourteenth Amendment”,

Yale Law Journal, Vol.47 No.3 (1938), pp.385-386.
271) Charles Fairman, Reconstruction and Reunion Vol.2, 1864-1888, p.724 - Adam

Winkler, “Corporate Personhood and the Rights of Corporate Speech”, Seattle

University Law Review, Vol.30 (2007), p.86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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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2) Black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제

정 동기는 Slaughter House Cases273)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인종차별을

금지하려는 것이었으며, 수정헌법 제14조의 문언들을 보더라도 법인이

수정헌법 제14조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274)

2. 평등보호조항에 대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가. 판시(判示) 없는 선례의 출현

연방대법원은 1886년 선고한 County of Santa Clara v. Southern

Pacific Railroad Co. 판결(이하 “Santa Clara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14

조의 평등보호조항에 대하여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였다.275) 이

판결은 철도회사에 대한 주(州) 정부의 과세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가 문제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캘리포니아 주(州)는 그 헌법에서

“둘 이상의 County에서 철도를 운영하는 철도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272) Connecticut General Life Insurance Co. v. Johnson, 303 U.S. 77, at 85-86. (Hugo

Black 대법관의 반대의견) 코넥티컷 주에서 설립된 회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영업하

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이외의 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 위반이라는 판결이었다.

273) 83 U.S. 36 (1873). 남북전쟁 이후 추가된 수정헌법조항들(제13조 내지 제15조)의

해석이 최초로 문제된 사건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은

주(州) 정부의 차별적 취급으로부터 흑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항이므로 백인

도축업자들 사이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이 적용

되지 않는다 하였다. 김현철, 『미국헌법상 평등보호와 엄격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4-15면.

274) 303 U.S. 77, 85-89 (1938). 수정헌법 제14조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제1

항의 제1문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시민은 미국시민’이라는 것으로서 법인이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제2문의 전단도 “citizens”의 특권·면책권조항으로서 법인

이 포함될 수 없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적법절차조항에서도 “life”와 “liberty”는 법인

에게 적용될 수 없는데, “property”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수정헌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의 “person”이나 “citizen”에 법인이 포함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결국

수정헌법 제14조의 문언에 “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75) 118 U.S. 394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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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산에 설정된 담보의 가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

었는데,276)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과세가 “두 개 이상의 County에서 철

도를 운영하는 철도회사”와 그 밖의 집단(자연인, 철도회사 이외의 법인,

하나의 County에서만 철도를 운영하는 철도회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취

급하고 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되었던 것이다.277)

흥미로운 것은 연방대법원이 평등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가 법

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하였지만, 판결의 이유는 세액(稅額) 산정의

일부가 관할을 위반한 것이어서 전체 세액 산정이 무효라는 것이었

다.278) 평등보호조항 위반 여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인이 평등보호조항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도 판결

이유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 연방대법원 판례집(US Reports)에 수록된

판결문 앞 부분의 ‘사건의 개요’(Statement of Facts)에서만 언급되었는

276) 1879년 개정된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3조 제4항은 과세 대상 재산에 담보가 설정

된 경우 그 담보된 가치만큼 세액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철도

기타 공법인인 준하는 법인”(railroad and other quasi public corporation)에 대해서는

그 같은 공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다. Article 13 section. 4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California (1879)

277) 당시 철도회사들은 대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을 담보로 제

공하고 있어 담보가액을 공제할 경우 철도회사들이 납부하게 될 세금이 매우 적게 되

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공제된 담보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채권자들, 즉 철도회사의 재산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은 자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 다른 주(州)에 속해 있어 캘리포니아 주로서는 그 담보된 가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철도회사에 대해

서는 여전히 담보로 제공된 부분의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과세하도록 하는 예외규

정을 두게 된 것이었다. Paul Kens, Justice STEPHEN FIELD – Shaping Liberty

from Gold Rush to the Gilded Age, Universtiy Press of Kensas (1997),

pp.237-238.

278) 당시 캘리포니아 주(州) 헌법과 법률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조물(improvements)은

분리하여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주(州) 정부의 과세관청

(Board of Equalization, BOE)은 철도회사인 Southern Pacific Railroad Co.에 대해 재

산세를 부과하면서 철도의 선로보호 목적으로 설치된 선로 주변의 울타리(fence)에

대해서도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연방순회법원과 연방대법원은 울타리에 대한

세액산정의 권한은 주(州)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county에 있다는 이유로 세

액산정이 무효라고 보았던 것이다. 18 F. 385, 389-392; 118 U.S. 394, 4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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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Waite 대법원장이 변론과정에서 ‘본 법정은 평등보호원칙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가 법인(회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은 변

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대법관들 모두가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

된다는 의견이다’라고 말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279)

이에 따라 Santa Clara 판결에 대해서는, 과연 이 판결이 법인의 기본

권 보장의 선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과 비판들이 제기되었

고,280) 최근까지도, ‘엄밀히 말해서 연방대법원이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판단을 내린 적은 없었으며, 단지 판단을 내렸다고 추측할 뿐’이라는 비

판이 제기되곤 한다.281)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Santa Clara 판결 이후의

판결들에서 Santa Clara 판결을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과 평등

조항에 의한 보호를 법인에게도 인정한 선례로 원용하기 시작하였고,282)

나중에는 Santa Clara 판결을 따른 일련의 판결들을 근거로 들면서 법인

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과 평등조항에서 의미하는 “person”

에 해당된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283) 판결문

자체에서는 구체적인 설시나 논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Santa Clara

판결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 선례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

다.284)285)

279) 118 U.S. 394, 396.

280) 대표적으로, Howard Jay Graham, 앞의 글. 이에 관한 대중적 문헌으로는 Thom

Hartmann, 이시은 옮김, 『기업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어마마마 (2014), 27-66

면.

281) David Ciepley, “Neither Persons nor Associations: Against Constitutional Rights

for Corporations”, Journal of Law and Courts, Vol.1 (2013), p.224.
282) Minneapolis & St. Louis Railway Co. v. Beckwith 129 U.S. 26, 28 (1889);

Charlotte, C. & A. R. Co. v. Gibbes, County Treasurer. 142 U.S. 386, 391 (1892).

283) Smyth v. Ames, 169 U.S. 466, 522 (1898).

284) Santa Clara 판결은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한 leading case로 간주됨으로써 선례구

속의 원칙에 의해 미국의 경제와 산업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William O. Douglas, “Stare Decisis”, Comumbia Law Reivew, Vol.49 No.6 (1949),

p.738. 그러나 William Douglas 대법관은, Santa Clara 판결에서 법인도 당연히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Waite 대법원장의 의견을 뒷받침할 아무런 역사

적 근거나 논리 또는 이유가 없었으며, 그러한 판시에 따라 결론이 명백하게 달라질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러한 설시를 할 필요도 없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Wheeling Steel Corp. v. Glander, 337 U.S. 562, at 577 (1949) (Douglas,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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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산에 설정된 담보의 가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

었는데,276)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과세가 “두 개 이상의 County에서 철

도를 운영하는 철도회사”와 그 밖의 집단(자연인, 철도회사 이외의 법인,

하나의 County에서만 철도를 운영하는 철도회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취

급하고 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되었던 것이다.277)

흥미로운 것은 연방대법원이 평등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가 법

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하였지만, 판결의 이유는 세액(稅額) 산정의

일부가 관할을 위반한 것이어서 전체 세액 산정이 무효라는 것이었

다.278) 평등보호조항 위반 여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인이 평등보호조항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도 판결

이유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 연방대법원 판례집(US Reports)에 수록된

판결문 앞 부분의 ‘사건의 개요’(Statement of Facts)에서만 언급되었는

276) 1879년 개정된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3조 제4항은 과세 대상 재산에 담보가 설정

된 경우 그 담보된 가치만큼 세액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철도

기타 공법인인 준하는 법인”(railroad and other quasi public corporation)에 대해서는

그 같은 공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다. Article 13 section. 4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California (1879)

277) 당시 철도회사들은 대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을 담보로 제

공하고 있어 담보가액을 공제할 경우 철도회사들이 납부하게 될 세금이 매우 적게 되

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공제된 담보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채권자들, 즉 철도회사의 재산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은 자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 다른 주(州)에 속해 있어 캘리포니아 주로서는 그 담보된 가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철도회사에 대해

서는 여전히 담보로 제공된 부분의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과세하도록 하는 예외규

정을 두게 된 것이었다. Paul Kens, Justice STEPHEN FIELD – Shaping Liberty

from Gold Rush to the Gilded Age, Universtiy Press of Kensas (1997),

pp.237-238.

278) 당시 캘리포니아 주(州) 헌법과 법률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조물(improvements)은

분리하여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주(州) 정부의 과세관청

(Board of Equalization, BOE)은 철도회사인 Southern Pacific Railroad Co.에 대해 재

산세를 부과하면서 철도의 선로보호 목적으로 설치된 선로 주변의 울타리(fence)에

대해서도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연방순회법원과 연방대법원은 울타리에 대한

세액산정의 권한은 주(州)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county에 있다는 이유로 세

액산정이 무효라고 보았던 것이다. 18 F. 385, 389-392; 118 U.S. 394, 4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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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Waite 대법원장이 변론과정에서 ‘본 법정은 평등보호원칙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가 법인(회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은 변

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대법관들 모두가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

된다는 의견이다’라고 말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279)

이에 따라 Santa Clara 판결에 대해서는, 과연 이 판결이 법인의 기본

권 보장의 선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과 비판들이 제기되었

고,280) 최근까지도, ‘엄밀히 말해서 연방대법원이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판단을 내린 적은 없었으며, 단지 판단을 내렸다고 추측할 뿐’이라는 비

판이 제기되곤 한다.281)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Santa Clara 판결 이후의

판결들에서 Santa Clara 판결을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과 평등

조항에 의한 보호를 법인에게도 인정한 선례로 원용하기 시작하였고,282)

나중에는 Santa Clara 판결을 따른 일련의 판결들을 근거로 들면서 법인

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과 평등조항에서 의미하는 “person”

에 해당된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283) 판결문

자체에서는 구체적인 설시나 논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Santa Clara

판결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 선례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

다.284)285)

279) 118 U.S. 394, 396.

280) 대표적으로, Howard Jay Graham, 앞의 글. 이에 관한 대중적 문헌으로는 Thom

Hartmann, 이시은 옮김, 『기업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어마마마 (2014), 27-66

면.

281) David Ciepley, “Neither Persons nor Associations: Against Constitutional Rights

for Corporations”, Journal of Law and Courts, Vol.1 (2013), p.224.
282) Minneapolis & St. Louis Railway Co. v. Beckwith 129 U.S. 26, 28 (1889);

Charlotte, C. & A. R. Co. v. Gibbes, County Treasurer. 142 U.S. 386, 391 (1892).

283) Smyth v. Ames, 169 U.S. 466, 522 (1898).

284) Santa Clara 판결은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한 leading case로 간주됨으로써 선례구

속의 원칙에 의해 미국의 경제와 산업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William O. Douglas, “Stare Decisis”, Comumbia Law Reivew, Vol.49 No.6 (1949),

p.738. 그러나 William Douglas 대법관은, Santa Clara 판결에서 법인도 당연히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Waite 대법원장의 의견을 뒷받침할 아무런 역사

적 근거나 논리 또는 이유가 없었으며, 그러한 판시에 따라 결론이 명백하게 달라질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러한 설시를 할 필요도 없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Wheeling Steel Corp. v. Glander, 337 U.S. 562, at 577 (1949) (Douglas,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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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근거에 대해 Santa Clara 판결

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 원심판결에서는 구체적인 이유

를 제시하였는데,286) “법인은 개인들의 단체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원들

이 단체를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상실하지는 않으며, 법인

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든 그 구성원들의 재산상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이나 법률조항은 법인에게

도 적용된다”고 하였다.287) 특히, “법원으로서는 언제나 단체에 의해 대

표되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개인들에 주목하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288)

나. 선례의 확립

연방대법원은 Gulf, C. & S.F. Ry. Co. v. Ellis (1897) 판결에서 “법인

dissenting).

285) 법인의 기본권 문제는 Santa Clara 판결문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아무런 논증도 설

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판결들에서 Santa Clara 판결을 선례로 원용함으

로써 Santa Clara 판결이 선례로 자리 잡게 된 사정과 비교할 만한 유사 사례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선례에서도 발견된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전혀 문

제되지 않은 93헌마120 사건(‘국회 노동위원회’의 기본권주체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

이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외국인이 어떤 면에서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지, 외국

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증한 바 없었

다. 그러나 이후의 결정에서 93헌마120 결정을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 선례

로 원용하였고(99헌마494 결정) 결국 93헌마120 결정은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

한 선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전상현, “외국인의 기본권”, 『강원법학』 제43권, 강원

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582-592면 참조.

286) Santa Clara 판결의 원심판결은 Stephen Field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순회법원의 재

판장으로서 관여하여 판결문을 집필한 사건이었다. 이후 Field 대법관은 원심판결의

상고사건인 Santa Clara 판결에도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다시 관여하였다.

287) 18 F. 385, 402-403

288) Id. at 403. “So, therefore, whenever a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or of a law

guaranties to persons protection in their property, ...... the benefits of the provision

or law are extended to corporations; not to the name under which different

persons are united, but to the individuals composing the union. The courts will

always look through the name to see and protect those whom the name

repres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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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사람(persons)이라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다”라고

하면서, 위 헌법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개인에게 부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에게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 정부는 개인에 대

해 평등보호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법인에게도 평등보호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289) 이 사건은 철도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 손해배상, 부

당운임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철도회사를

상대로 변호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텍사스 주 법률이 법인

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철도

회사 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290)

이 판결은 평등원칙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의 합리성심사 기준291)을 처

음 제시한 판결로 평가받는데,292) 사안에서 문제가 된 차별취급은 개인

에 비해 법인을 차별한다거나, 비영리법인에 비해 영리법인을 혹은 영리

법인 중에서도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철도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개인과 법인에 비

해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었다.293)

반면 대법관 3인은 반대의견에서 주(州) 의회의 입법목적은 정당한 것

으로 추정해야 하며, 텍사스 주 의회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철도

회사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변호사비용 부담을 부과할 만한 충분한 이유

가 있었을 수 있고 부담하도록 정한 비용도 크지 않으므로 평등보호조항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94)

289) Id. at 154-155.

290) 165 U.S. 150 (1897). 텍사스 주 법률은 철도회사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러한 차별취급이 평등보호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91)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차별취급을 위해서는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차이에 근거해야 하고, 그러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차

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292) 김현철, 앞의 글, 73-75면.

293) 165 U.S. 150, 157-158.

294) Id. at 167-168.



- 77 -

다만,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근거에 대해 Santa Clara 판결

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 원심판결에서는 구체적인 이유

를 제시하였는데,286) “법인은 개인들의 단체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원들

이 단체를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상실하지는 않으며, 법인

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든 그 구성원들의 재산상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이나 법률조항은 법인에게

도 적용된다”고 하였다.287) 특히, “법원으로서는 언제나 단체에 의해 대

표되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개인들에 주목하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288)

나. 선례의 확립

연방대법원은 Gulf, C. & S.F. Ry. Co. v. Ellis (1897) 판결에서 “법인

dissenting).

285) 법인의 기본권 문제는 Santa Clara 판결문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아무런 논증도 설

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판결들에서 Santa Clara 판결을 선례로 원용함으

로써 Santa Clara 판결이 선례로 자리 잡게 된 사정과 비교할 만한 유사 사례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선례에서도 발견된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전혀 문

제되지 않은 93헌마120 사건(‘국회 노동위원회’의 기본권주체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

이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외국인이 어떤 면에서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지, 외국

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증한 바 없었

다. 그러나 이후의 결정에서 93헌마120 결정을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 선례

로 원용하였고(99헌마494 결정) 결국 93헌마120 결정은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

한 선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전상현, “외국인의 기본권”, 『강원법학』 제43권, 강원

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582-592면 참조.

286) Santa Clara 판결의 원심판결은 Stephen Field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순회법원의 재

판장으로서 관여하여 판결문을 집필한 사건이었다. 이후 Field 대법관은 원심판결의

상고사건인 Santa Clara 판결에도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다시 관여하였다.

287) 18 F. 385, 402-403

288) Id. at 403. “So, therefore, whenever a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or of a law

guaranties to persons protection in their property, ...... the benefits of the provision

or law are extended to corporations; not to the name under which different

persons are united, but to the individuals composing the union. The courts will

always look through the name to see and protect those whom the name

repres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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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사람(persons)이라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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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Id. at 154-155.

290) 165 U.S. 150 (1897). 텍사스 주 법률은 철도회사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러한 차별취급이 평등보호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91)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차별취급을 위해서는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차이에 근거해야 하고, 그러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차

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292) 김현철, 앞의 글, 73-75면.

293) 165 U.S. 150, 157-158.

294) Id. at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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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재산권 또는 경제적 자유의 보호

1. “재산(property)”

연방대법원은 1889년 Minneapolis & St. Louis Railway Co. v.

Beckwith 판결(이하 “Beckwith 판결”)에서 Santa Clara 판결을 원용하

면서, 법인도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의 재산에 의한 재산권보호

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95)

이 사건은, 모든 철도회사에 대해 철로 주변에 울타리(fence)를 설치하

지 않았거나 울타리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가축의 살상에 대해서

는 그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액의 두 배에 이르는 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한 Iowa 주(州)

법률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과 적법절차조항의 재산권보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었다.296)

연방대법원은 철도회사인 법인도 위 헌법조항들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고는 보았지만, 결론에서는 위 법률이 위 헌법조항의 평등보호조항에 위

반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철도의 운영은 위

험을 수반하는 사업이므로 주 정부는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철도회사

에 대하여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는 것이며,297)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98) 법인은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 뿐

아니라 적법절차조항의 재산권도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특수성(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킬 위

험이 높은 철도사업)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의 배상책임을 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295) 129 U.S. 26 (1889).

296) Id. at 27-28.

297) Id. at 33.

298) Id. at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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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관해서도 법인은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99)

2. “자유(liberty)”

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인

Beckwith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 중

재산권(property)에 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였으나, 동일한 적

법절차조항 중 “자유(liberty)”에 관해서는, 1906년 선고한 Northwestern

National Life Insurance Co. v. Riggs 판결300)(이하 “Riggs 판결”)에서

“자연인의 자유이지 법인의 자유가 아니다(the liberty of natural, not

artificial persons)”라고 하였다.301) 동일한 적법절차조항에서도 “재산

(property)”과 “자유(liberty)”를 구별하여 전자(前者)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자(後者)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Riggs 판결은,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지

급거부에 관한 보험증서상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Missouri 주(州) 법

률302)이 주외회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관한 것이었

다. 연방대법원은, 생명보험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주(州)는 입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러한 주(州) 법률을 주외회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

항의 자유(liberty)에 대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은 위 조항의 자유

299)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조항에 관해서는 Noble v. Union River Logging

Railroad, 147 U.S. 165 (1893); Pennsylvania Coal Co. v. Mahon 160 U.S. 393

(1922); Russian Volunteer Fleet v. United States 282 U.S. 481, 489 (1931).

300) 203 U.S. 243 (1906).

301) 203 U.S. 243, 255.

302)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경우 보험회

사는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나 고지가 없었던 사항이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과

는 무관한 것인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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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129 U.S. 26 (1889).

296) Id. at 27-28.

297) Id. at 33.

298) Id. at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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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303)

법인은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에 따라 재산에 대한 보호를 주

장할 수는 있지만, 자유에 대한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그 이후의 판결들에서도 잠시 이어졌다.304) 이러한 판시는 법인

의 자유에 관한 문제도 법인의 재산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을 낳

게 되었다. 예컨대, 초등교육을 반드시 공립학교에서 받도록 강제한

Oregon 주(州) 법률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법인은 적법절차조항의 자

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위 법률이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

해 설립된 법인의 사업과 재산(business and property)을 침해할 수 있

다는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305)

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연방대법원은 1936년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를 주(州) 정부에 대해 주장한 사건에서는 법인도 수정헌법 제14

조의 적법절차조항의 자유(liberty)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306)

그런데 법인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 중 자유(liberty)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는 종전의 판시를 명시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음으

로써 법인이 적법절차조항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방대

법원의 판례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충돌은 연방대법

원이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1978년 판결에서 법인도 적법

절차조항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해소되었다.307)

303) 203 U.S. 243, 254-255.

304) Western Turf Association v. Greenberg, 204 U.S. 359, 363 (1907); Pierce v.

Society of Sisters of the Holy Names of Jesus and Mary 268 U.S. 510, 535 (1925).

305) Pierce v. Society of Sisters of the Holy Names of Jesus and Mary 268 U.S. 510,

535 (1925).

306) Grosjean v. American Press Co., Inc., 297 U.S. 233 (1936).

307) First National Bank of Boston v. Bellotti 435 U.S. 765 (1978). 이 쟁점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제5절 표현의 자유’ 중 Ⅱ., Ⅲ.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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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결

모든 법의 과제는 재산분배를 통해 발생하는 불평등과 다양한 경제계

층의 이익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의 제정과 형성 과정도 경제

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08) 특히 미국헌법의 제정자

들이 지향한 사회가 사유재산제도에 근거한 자유시장경제였다는 점에서

재산권과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는 미국헌법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

니는 기본권들이라는 주장도 있다.309) 이러한 관점들이 지니는 일반적인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관점들이 특히 타당성을 지니는 영

역은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 영역이다. 법인이라는 관념이 형성된

배경이 곧 단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할

뿐 아니라 미국에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확립된 배경

도 법인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계약의 보호, 재산권과 경제활동에서의 평등권 등에 관

해서는 법인도 헌법조항들에 의한 보호를 받고 그 조항들이 규정하고 있

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 왔다.

Dartmouth 판결은 이른바 시장(market)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

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법인을 국가의 일부로 보았던 과거의 지배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기업들에게 국가의 규제로부터

자유를 부여하려는 사고가 바탕이 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310) 연방대

법원이 평등보호조항과 적법절차조항의 재산권 조항을 통해 법인의 경제

적 기본권을 인정한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은 미국 역사에서 자

본주의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철도산업으로 대표되는 전국적인 거대기업

이 출현하고 성장하던 시기였는데, 연방대법원 역시 이러한 사회·경제적

308) 대표적으로, 찰스 비어드 / 양재열·정성일 옮김,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지식

을만드는지식 (2009). 특히, 46-49면.

309) 예컨대, James W. Ely Jr., “The Constitution and Economic Liberty”, Harvard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Vol.35 (2012), p.35.
310) Morton J. Horwitz, 앞의 글 “The History of the Public/Private Distintion”,

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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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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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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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311)

다만, 이 시기의 연방대법원은 평등보호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개인에

비해 법인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문제까지는 평등보호조항 또는 적법절

차조항의 재산권 문제로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이것은 법인에게도

평등권과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개인과의 명백한 차이로 인해 개

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규율될 수는 없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연방대법원이 개별 사건들에서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한 근거나 법인의

기본권이 보호되는 정도와 관련하여 제시한 이유들이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계약의 보호, 평등보호조항과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재산권

보호 등에 관하여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 것 자체는 당시 미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제4장에서 살펴볼 법

인의 기본권의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절차적 기본권

Ⅰ.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수정헌법 제4조)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연방대법원은 1906년 Hale v. Henkel 판결(이하 “Hale 판결”)에서 부

당한 압수수색 금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는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된

다고 하였다.312) 이 사건은 McAndrews & Forbes Company라는 회사의

311) 이홍구, 앞의 글, 17면.

312) 201 U.S. 4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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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officer)인 Hale이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대배심(grand jury)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

의 영장(subpoena duces tecum, 문서지참증언 소환영장)을 받고 대배심

에 출석하였으나 증언과 문서제출을 거부하여 법정모욕죄로 구금되자 그

구금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의 임

원은 그 회사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러

한 판단이 법인은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의한 보호를 받

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313) “법인은 결국 개인

들의 집합일 뿐(but an association of individuals)”인데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에 대해서

도 적용될 수 있는 헌법조항은 법인도 그 조항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314)

이 판시는 방론(dicta)적인 판단이었지만,315) 이 판결을 통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 또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법인도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반해 Harlan 대법관은, 법인의 본질을 언급하면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오직 법률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존재’인 법인은 수

정헌법 제4조에서 의미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면서, 만약 법인이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보게 되면, 국가는 자신의 산물인 법인이 법을 준수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의 장부나 기록, 서류들을 살펴볼 수 있

는 권한이 심히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하였다.316)

313) Id. at 75-76.

314) Id. at 76.

315)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문서지참 증인소환 영장(subpoena duces tecum)’은 제

출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영장의 집행 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

는 부당한 압수와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그와 같은 위법이 상고인의 구금

을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Id. at 77.

316) Id. at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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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제4장에서 살펴볼 법

인의 기본권의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절차적 기본권

Ⅰ.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수정헌법 제4조)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연방대법원은 1906년 Hale v. Henkel 판결(이하 “Hale 판결”)에서 부

당한 압수수색 금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는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된

다고 하였다.312) 이 사건은 McAndrews & Forbes Company라는 회사의

311) 이홍구, 앞의 글, 17면.

312) 201 U.S. 4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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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officer)인 Hale이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대배심(grand jury)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

의 영장(subpoena duces tecum, 문서지참증언 소환영장)을 받고 대배심

에 출석하였으나 증언과 문서제출을 거부하여 법정모욕죄로 구금되자 그

구금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의 임

원은 그 회사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러

한 판단이 법인은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의한 보호를 받

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313) “법인은 결국 개인

들의 집합일 뿐(but an association of individuals)”인데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에 대해서

도 적용될 수 있는 헌법조항은 법인도 그 조항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314)

이 판시는 방론(dicta)적인 판단이었지만,315) 이 판결을 통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 또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법인도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반해 Harlan 대법관은, 법인의 본질을 언급하면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오직 법률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존재’인 법인은 수

정헌법 제4조에서 의미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면서, 만약 법인이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보게 되면, 국가는 자신의 산물인 법인이 법을 준수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의 장부나 기록, 서류들을 살펴볼 수 있

는 권한이 심히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하였다.316)

313) Id. at 75-76.

314) Id. at 76.

315)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문서지참 증인소환 영장(subpoena duces tecum)’은 제

출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영장의 집행 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

는 부당한 압수와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그와 같은 위법이 상고인의 구금

을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Id. at 77.

316) Id. at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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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에 대한 심사기준의 완화

연방대법원은 법인도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하여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

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부

당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강도를 대폭 완화하여 개인에 비해

폭넓은 제한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United States v. Morton Salt Co. 판결(이하 “Morton Salt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은 개인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법인의 활동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그 조사의

계기가 단순히 직무상의 호기심(official curiosity)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었더라도 허용되며, 그 조사가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 이상 부

당한 수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317)

법인에 대해서는 자연인에 비해 폭넓은 제한이 허용된다는 판시는 그

이후에도 이어졌는데, 법인이든 비법인사단이든 자신의 업무를 비밀로

할 무제한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고,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에 관하

여 재무부가 은행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

다.318) 연방대법원은, 정부는 법인에 대해 광범위한 방문조사권(visitorial

power)을 갖는다는 것이 오랜 역사이며, 법인도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보호는 받기는 하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할 문서의 범위를 매우 포괄

적으로 적시하여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고 하였다.319)320)

한편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4조가 금지하는 영장없는 수색은 사업

장(business premise)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일정한 범위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가 허용되고 사업자는 스스로

317) 338 U.S. 632, 652 (1950).

318) California Bankers Association v. Schultz, 416 U.S. 21, 66-67 (1974).

319) Oklahoma Press Publishing Co. v. Walling, 327 U.S. 186, 204-206 (1946).

320) Wilson v. U.S. (1911) 판결에서는 “1909년 5월과 6월 사이에 회사의 대표가 서명

하였거나 서명하기로 되어 있던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한 것도 수정헌법 제4조

의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221 U.S. 361, 368, 375

(1911).

- 86 -

그러한 사업을 선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영장없는 수색도 허용된다고

하였다.321) 이러한 예외는 주로 법인에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법인에

대한 수정헌법 제4조의 기본권 제한 문제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정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규제 문

제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에 의한 보호에 관해서는 개인

과 법인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확립된 판

례라고 할 수 있다.

Ⅱ. 자기부죄거부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

수정헌법 제5조는 누구든지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른바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를 규정하고 있다.322) 자기부죄거부

가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기본권인지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일관되게 이

를 부정해 오고 있다.

Hale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 반면, 수정헌법 제5조

의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이를 주장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가 규정한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는 오로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만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서, 자기 자신의 범죄가 아닌 제3자의 범죄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purely a personal

321) 전기배관설치업 Marshall v. Barlow’s, Inc., 436 U.S. 307 (1978); 총기판매업 U.S.

v. Biswell, 406 U.S. 311 (1972); 광물업 Donovan v, Dewey, 452 U.S. 594 (1981);

폐차장업 New York v. Burger, 482 U.S. 691 (1987) 등.

322) U.S. Const. Amend. Ⅴ. “No person ……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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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에 대한 심사기준의 완화

연방대법원은 법인도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하여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

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부

당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강도를 대폭 완화하여 개인에 비해

폭넓은 제한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United States v. Morton Salt Co. 판결(이하 “Morton Salt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은 개인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법인의 활동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그 조사의

계기가 단순히 직무상의 호기심(official curiosity)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었더라도 허용되며, 그 조사가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 이상 부

당한 수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317)

법인에 대해서는 자연인에 비해 폭넓은 제한이 허용된다는 판시는 그

이후에도 이어졌는데, 법인이든 비법인사단이든 자신의 업무를 비밀로

할 무제한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고,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에 관하

여 재무부가 은행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

다.318) 연방대법원은, 정부는 법인에 대해 광범위한 방문조사권(visitorial

power)을 갖는다는 것이 오랜 역사이며, 법인도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보호는 받기는 하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할 문서의 범위를 매우 포괄

적으로 적시하여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고 하였다.319)320)

한편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4조가 금지하는 영장없는 수색은 사업

장(business premise)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일정한 범위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가 허용되고 사업자는 스스로

317) 338 U.S. 632, 652 (1950).

318) California Bankers Association v. Schultz, 416 U.S. 21, 66-67 (1974).

319) Oklahoma Press Publishing Co. v. Walling, 327 U.S. 186, 204-206 (1946).

320) Wilson v. U.S. (1911) 판결에서는 “1909년 5월과 6월 사이에 회사의 대표가 서명

하였거나 서명하기로 되어 있던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한 것도 수정헌법 제4조

의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221 U.S. 361, 368, 37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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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업을 선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영장없는 수색도 허용된다고

하였다.321) 이러한 예외는 주로 법인에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법인에

대한 수정헌법 제4조의 기본권 제한 문제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정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규제 문

제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에 의한 보호에 관해서는 개인

과 법인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확립된 판

례라고 할 수 있다.

Ⅱ. 자기부죄거부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

수정헌법 제5조는 누구든지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른바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를 규정하고 있다.322) 자기부죄거부

가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기본권인지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일관되게 이

를 부정해 오고 있다.

Hale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 반면, 수정헌법 제5조

의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이를 주장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가 규정한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는 오로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만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서, 자기 자신의 범죄가 아닌 제3자의 범죄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purely a personal

321) 전기배관설치업 Marshall v. Barlow’s, Inc., 436 U.S. 307 (1978); 총기판매업 U.S.

v. Biswell, 406 U.S. 311 (1972); 광물업 Donovan v, Dewey, 452 U.S. 594 (1981);

폐차장업 New York v. Burger, 482 U.S. 691 (1987) 등.

322) U.S. Const. Amend. Ⅴ. “No person ……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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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ilege”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인(agent)의 증언이 본인

(principal)의 범죄를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본인은

증언을 하는 대리인에게는 제3자일뿐이므로 수정헌법 제5조를 원용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여기서 그 본인(principal)이 개인인지 법인

인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323)

자기부죄거부는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데 법인의

대표나 대리인에게 법인은 제3자이므로 법인의 범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문서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후 일관되게 법인이 자기부죄거부를 원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

다. 또한 그 단체가 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incorporated or

unincorporated)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거부를 주장할 수 없고 이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324)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의 근거

가. 기본권의 성질 – “개인적인(purely personal) 권리”

연방대법원은 Hale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거부가 “전적

으로 개인적인(purely personal)” 권리이므로 법인이나 단체에게는 적용

될 수 없는 성질의 권리라고 보았고, 이후의 판결들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325)

U.S. v. White 판결에서는 자기부죄거부를 인정하는 목적은 고문이나

강압적 수사를 통해 자백을 얻어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유로 “본질적으로(essentially)” 또는 “전적으로(purely)” 개인적인 권리이

고, 따라서 자연인에게만 적용되며 법인과 같은 단체는 주장할 수도 없

고 적용될 수도 없다고 하였다.326)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문서에 대하여

323) 201 U.S. 43, 69-70, (1906).

324) U.S. v, White 322 U.S. 694, 701 (1944).

325) Hale v. Henkel. 201 U.S. 43, 69, (1906); Wilson v. U.S, 221 U.S. 361, 377-378

(1911); U.S. v. White, 322 U.S. 694, 698-69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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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심으로부터 제출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의 대표가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처벌받게 되자 자기부죄거부를 주장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노동조합의 대표가 그 조합의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문서는 노

동조합의 문서이지 대표자 개인의 문서가 아니므로 그 문서의 제출로 인

해 대표자 개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327) 그 근거로 법인이 자

기부죄거부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던 것이다.

나. 법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

한편, 연방대법원이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부죄거부를 부정할 뿐 아니

라 개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자기부죄거부를 주장하더라도 법인의

문서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데에는 법인이 관

련된 범죄의 처벌에 대한 실효성 확보라는 정책적 고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Hale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독점규제법(anti-turst law) 위반과 같은

범죄행위는 범죄를 실행한 대표자나 임원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자들

이외에는 증인이 없어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는 것 말고는 범죄혐의를 입

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법인이 자기부죄거부를 주장하여

문서제출마저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면 법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사

실상 무의미해지므로 법인에게는 자기부죄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

다.328) 그러면서 법인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州) 법률에 의해 만들

어지고 법률에 의해 승인된 정관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갖는 존재

이므로 주(州) 정부는 법인이 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권한을

당연히 갖는다고 하였다.329)

326) 322 U.S. 694, 698-699 (1944).

327) Id. at 699-700.

328) 201 U.S. 43, 70, 74.

329) Id. 74-75. “the corporation is a creature of the state. It is presumed to be

incorporated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It receives certain special privileges and

franchises, and holds them subject to the laws of the state and the limita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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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ilege”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인(agent)의 증언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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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Id. 74-75. “the corporation is a creature of the state. It is presum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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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s, and holds them subject to the laws of the state and the limita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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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집행의 실효성 문제는 법인뿐 아니라 자연인에게도 똑같이

문제될 수 있으며, 법집행의 실효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 법인의

자기부죄거부를 제한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정책적 목적을 이유로 기본

권주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인 대표자의 자기부죄거부 문제

연방대법원은 법인이 자기부죄거부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법인

의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은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

우에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Wilson v. U.S. 판결

에서, 회사의 대표와 일부 임원 및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혐의에 관

하여 대배심에서 위 “회사”를 상대로 문서제출을 명하는 영장을 발부하

였는데, 회사의 대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

서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거부를 주장하며 문서제출을 거부하였지

만, 연방대법원은 위 영장은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발

부된 것이고 회사는 수정헌법 제5조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문서

를 소지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는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

다.330) 법인이 자기부죄거부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331) 회사의 문

서를 보관하고 있는 대표자 개인이 자신의 자기부죄거부를 주장하는 것

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문서의 성격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

인 한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332) 이후에도 연방대법원

은 법인의 장부나 문서에 대해서는 그 보관자 자신의 자기부죄거부를 주

장하더라도 그 장부나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되풀이하

여 왔고 이 원칙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333)

그러나 법인은 언제나 자연인인 대표자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행위할

its charter.”

330) 221 U.S. 361, 383-386 (1911).

331) Id. at 382.

332) Id. at 379-380 .

333) Wheeler v. United States, 226 U.S. 478, 488-490 (1913); Curcio v. United States,

354 U.S. 118, 1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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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는데,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 개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되는 문서에 대해서도 그것이 법인의 문서이고, 법인에게 제출을 명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표자나 대리인 개인의 자기부죄거부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법인이 보유하는 문서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의 자기부죄거부

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334)

Ⅲ. 이중위험금지(수정헌법 제5조)

법인이 수정헌법 제5조의 이중위험금지(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회사와 직원이 동시에 피고인

이었던 사건에서 이중처벌금지조항을 적용한 바 있고(Fong Foo v.

United States),335) 회사가 피고인이었던 사건에서도 이중위험금지조항의

위반을 인정하였다(United States v. Martin Linen Supply Co.).336)

법인에게도 이중처벌금지 조항에 의한 보호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중에는 그 이유에 대해 설시한 사례가 있다. 병원과 그 임원이 진

료비청구서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

되자 검사가 법인인 병원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United

States v. Hospital Monteflores, Inc.,) 연방제1항소법원은 위 Fong Foo

판결과 Martin Linen Supply 판결을 원용하면서 법인에게도 이중위험금

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중위험에 따른 형사절차의 장기화로 인

해 법인은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나쁜 평판을 받게 됨

으로써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데, 이는 법인의 활동에 영향

을 미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라는 것이다.337)

334) 연방대법원 판결들 중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반대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Wilson v.

U.S. 221 U.S. 359, 387; (1911) McKenna 대법관의 반대의견; Braswell v. U.S., 487

U.S. 99, 110. (1988) Kennedy 대법관의 반대의견.

335) 369 U.S. 141 (1962).

336) 430 U.S. 564 (1977).

337) 575 F.2d. 332, 333, 335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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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법인이 자기부죄거부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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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charter.”

330) 221 U.S. 361, 383-386 (1911).

331) Id. at 382.

332) Id. at 379-380 .

333) Wheeler v. United States, 226 U.S. 478, 488-490 (1913); Curcio v. United States,

354 U.S. 118, 1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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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는데,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 개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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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v. Hospital Monteflores, Inc.,) 연방제1항소법원은 위 Fong F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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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법인은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나쁜 평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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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연방대법원 판결들 중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반대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Wilson v.

U.S. 221 U.S. 359, 387; (1911) McKenna 대법관의 반대의견; Braswell v. U.S., 487

U.S. 99, 110. (1988) Kennedy 대법관의 반대의견.

335) 369 U.S. 141 (1962).

336) 430 U.S. 564 (1977).

337) 575 F.2d. 332, 333, 335 (1978).



- 91 -

한편, 법인에 대해서도 자연인과 동일한 정도로 이중위험금지 조항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중위험금지 조항

의 목적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재판에 놓이게 될 때의 불안과 걱정

으로부터 피고인을 벗어나게 해 주는 동시에 무고한 피고인이 유죄판결

을 받게 될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데,338) 법인이 피고인

인 경우에는 첫 번째 이유, 즉 피고인을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려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오로지 두 번째 이유, 즉 국가가 공소권

을 남용하여 하나의 범죄에 대해 반복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방지

하는 것에 대해서만 타당하다는 것이다.339)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무죄판결

이 선고된 경우에는 상소를 통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이중위험금지 조항을 통해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공동

체 구성원 누구라도 무죄라고 해서 풀려났다가 다시 처벌의 위험에 놓이

게 됨으로써 느끼게 될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그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부득이 범죄를 단죄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국

가공동체의 의사 때문인데, 다시 처벌받을 위험에 놓이더라도 그로 인한

불안과 걱정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존재인 법인에 대해서까지도 명백한

오류에 의한 무죄판결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의 상소도 금지하는 것은 부

당하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괴롭히려

는 의도에 의한 상소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중위험금지의 적용을 제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40) 또한 이중위험금지 조항의 목적은 재판의 장

기화에 따른 피고인의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므로

United States v. Hospital Monteflores, Inc., 판결에서 연방제1항소법원

이 제시한 이유는 법인에게도 자연인과 동일한 정도의 이중위험금지 조

항의 보호를 주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341)

338) Green v. United States, 355 U.S. 184, 187-188 (1957).

339) Peter J. Henning, “The Conundrum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eeking a

Consistent Approach to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in Criminal

Prosecuations”, Tennessee Law Review, Vol.63 (1996), pp.833-834, 850-851.
340) Id. pp.851-853.

341) Id. pp.8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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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수정헌법 제6조, 제7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수정헌법 제6조)

이중처벌금지,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법인도 기본권을 주

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342) 민사재판에서 배심재판

을 받을 권리343)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위와 같은 헌법조항들

에 의한 보호를 법인도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다만 법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었다. 다만, 법인은 구성원이나 임직원과 별

도로 기소될 수 있고, 법인과 구성원 또는 임직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

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인에게도 인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344)

제5절 표현의 자유

Ⅰ. 서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

게 원용되는 기본권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보호가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기본권으로서의 이러한 유

용성과 유효성은 오늘날 법인 특히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들에서 더욱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42) Southern Union Co. v. U.S. 132 S.Ct. 2344 (2012).

343) Ross v. Bernhard 396 U.S. 531 (1970).

344) Branden Garrett, 앞의 글.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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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Green v. United States, 355 U.S. 184, 187-188 (1957).

339) Peter J. Henning, “The Conundrum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eeking a

Consistent Approach to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in Criminal

Prosecuations”, Tennessee Law Review, Vol.63 (1996), pp.833-834, 850-851.
340) Id. pp.851-853.

341) Id. pp.8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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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Southern Union Co. v. U.S. 132 S.Ct. 234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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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Branden Garrett, 앞의 글.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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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 이후로 표현의 자유가 문제

되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사건들 중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비율이 꾸

준히 증가해 왔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의

비율도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현저한 증가의 추세를 보여왔다고 한

다.345) 물론 이러한 현상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여 승소하는 사건의 비

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346)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비해 법인(기업)이 당사자인 사건

에서 증가의 비율이 더 현저하다고 한다.347) 이제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

는 법인에 대한 법적 규제에 맞서는 경우에, 가장 자주 쓰이면서도 동시

에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법인의 기본권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 준다. 개

인보다는 법인에 의한 기본권 주장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법인의 기본권 이론을 적용했을 때 영리

법인에게도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의 자유(freedom of

corporate commercial speech), 법인의 기본권 주장의 특성으로 인한 문

제적 상황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freedom of corporate political expression), 그리고 법인의 기본권과 구

성원의 기본권의 일체화 현상과 관련된 법인을 통한 집단적 표현

345)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사건들 중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비율은 1970년대 중반까지 대략 20% 정도에 머물렀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약 40%를 차지하였고, 그 후 2000년까

지 대체로 35%에서 4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표

현의 자유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의 비율도 크게 증가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약

20% 정도에 불과하던 승소 비율이 그 이후에는 55%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John

C. Coates Ⅳ, “Corporate Speech & The First Amendment: History, Data, and

Implications”,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30 (2015), pp.250-251.
346) 이는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 오고 있다

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가 증가하였다는 의미

가 될 수도 있다. 이 문제 역시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이 글에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347) 한편,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의 비율은

1976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41%였던 것이 그 이후에는 55%로 증가하였는데, 표

현의 자유를 주장하여 승소하는 사건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인정한다 하

더라도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들과 비교할 때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승소 비율

이 더욱 뚜렷함을 알 수 있다. Id.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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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al speech) 등은 법인의 기본권이 가지는 특성과 그로 인해

개별 기본권 영역들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압축적이고도 대표적

으로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말하자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행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에 속하는 개별 기본권들에 있어서 법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근거에서 적

용되고 또 제한이 정당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법인의 기본권 전반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348)

Ⅱ. 언론의 자유

연방대법원은 Grosjean v. American Press Co., Inc. 판결349)(이하

“Grosjean 판결”)에서, 일주일에 20,000부 이상을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출판물에 대하여 그 광고수입의 2%를 세금으로 징수하

도록 한 Louisiana 주(州) 법률350)이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의

“자유” 조항을 통해 주(州) 정부에 적용되는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

다.351)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은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에서

말하는 “person”에 해당하고, 그 조항에 규정된 재산권(property)과 자유

348) 미국헌법상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전상현, 앞의 글 “미국헌법상 법인

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고”, 179-192면 참조.

349) 297 U.S. 233 (1936).

350) “That every person, firm, association or corporation, domestic or foreign,

engaged in the business of selling, or making any charge for, advertising or for

advertisements, whether printed or published, or to be printed or published, in any

newspaper, magazine, periodical or publication whatever having a circulation of

more than 20,000 copies per week, or displayed and exhibited, or to be displayed

and exhibited, by means of moving pictures, in the State of Louisiana, shall, in

addition to all other taxes and licenses levied and assessed in this State, pay a

license tax for the privilege of engaging in such business in this State of two per

cent. (2%) of the gross receipts of such business.” 297 U.S. 233, 240.

351) 297 U.S. 233,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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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 이후로 표현의 자유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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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346) 그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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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현의 자유는 법인의 기본권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 준다. 개

인보다는 법인에 의한 기본권 주장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법인의 기본권 이론을 적용했을 때 영리

법인에게도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의 자유(freedom of

corporate commercial speech), 법인의 기본권 주장의 특성으로 인한 문

제적 상황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freedom of corporate political expression), 그리고 법인의 기본권과 구

성원의 기본권의 일체화 현상과 관련된 법인을 통한 집단적 표현

345)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사건들 중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비율은 1970년대 중반까지 대략 20% 정도에 머물렀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약 40%를 차지하였고, 그 후 2000년까

지 대체로 35%에서 4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표

현의 자유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의 비율도 크게 증가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약

20% 정도에 불과하던 승소 비율이 그 이후에는 55%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John

C. Coates Ⅳ, “Corporate Speech & The First Amendment: History, Data, and

Implications”,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30 (2015), pp.250-251.
346) 이는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 오고 있다

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가 증가하였다는 의미

가 될 수도 있다. 이 문제 역시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이 글에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347) 한편,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의 비율은

1976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41%였던 것이 그 이후에는 55%로 증가하였는데, 표

현의 자유를 주장하여 승소하는 사건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인정한다 하

더라도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들과 비교할 때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승소 비율

이 더욱 뚜렷함을 알 수 있다. Id.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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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al speech) 등은 법인의 기본권이 가지는 특성과 그로 인해

개별 기본권 영역들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압축적이고도 대표적

으로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말하자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행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에 속하는 개별 기본권들에 있어서 법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근거에서 적

용되고 또 제한이 정당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법인의 기본권 전반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348)

Ⅱ. 언론의 자유

연방대법원은 Grosjean v. American Press Co., Inc. 판결349)(이하

“Grosjean 판결”)에서, 일주일에 20,000부 이상을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출판물에 대하여 그 광고수입의 2%를 세금으로 징수하

도록 한 Louisiana 주(州) 법률350)이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의

“자유” 조항을 통해 주(州) 정부에 적용되는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

다.351)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은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에서

말하는 “person”에 해당하고, 그 조항에 규정된 재산권(property)과 자유

348) 미국헌법상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전상현, 앞의 글 “미국헌법상 법인

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고”, 179-192면 참조.

349) 297 U.S. 233 (1936).

350) “That every person, firm, association or corporation, domestic or foreign,

engaged in the business of selling, or making any charge for, advertising or for

advertisements, whether printed or published, or to be printed or published, in any

newspaper, magazine, periodical or publication whatever having a circulation of

more than 20,000 copies per week, or displayed and exhibited, or to be displayed

and exhibited, by means of moving pictures, in the State of Louisiana, shall, in

addition to all other taxes and licenses levied and assessed in this State, pay a

license tax for the privilege of engaging in such business in this State of two per

cent. (2%) of the gross receipts of such business.” 297 U.S. 233, 240.

351) 297 U.S. 233,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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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y)를 모두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352)353)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기본권 일반에 관

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다. 수정헌법 제1조를 비롯한 수정헌법

의 권리장전 조항들(Bill of Rights)이 연방(聯邦)을 수범자로 하고 있으

므로 주(州) 정부를 상대로 권리장전에 규정된 기본권들을 주장하기 위

해서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으로의 “편입(incorporation)”이

필요한데, 경제적 기본권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은

Riggs 판결을 통해 법인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 중 “재산권

(property)” 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 “자유(liberty)” 조항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법인은 권리장전에 규정된

기본권들 중에서 재산권을 제외한 기본권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 대해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 정부에 대해 주장할 수

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Grosjean 판결에 의해 법인도 수정헌법 제

14조 적법절차조항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방을 직접적

인 수범자로 하고 있는 다른 기본권조항들도 주(州) 정부를 상대로 법인

이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법인이 위 조항의 “person”에 해당한다는 결론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근거나 논증을 제시

하지는 않았다. 한편, Grosjean 판결은 앞에서 본 Riggs 판결에서의 판

단, 즉 법인은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의 자유(liberty)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는데, 연방대법원은 Riggs

판결을 폐기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판결에서 문제된 Louisiana 주(州) 법률은 법인에 대해서만

특별한 과세를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즉, 신문과 잡지 등의 출판에 관련

된 업무를 하면서 광고수입을 얻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운영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비법인단체이든 간에 과세의 대상이 된다

352) 297 U.S. 233, 244.

353)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특권·면책권 조항(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에서 말하는 “citizens”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97

U.S. 233,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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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every person, firm, association or

corporation”). 법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규

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법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언론사의 영업활동

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Grosjean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 침해를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광고수입에 대한 과세’의 위헌 여부였으므로, 전형

적인 표현의 자유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적 기본권에 속하

는 판결로 분류할 수도 있다.

Ⅲ. 정치적 표현의 자유

1. 법인의 정치적 표현에 관한 논의의 특수성

가. 금전지출에 의한 표현행위의 제한과 법인

미국에서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논의는 주로 정치적 표현을 위

한 금전지출의 허용 또는 제한의 문제로 논해지고 있다.354) 금전의 지출

을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지만, 금

전의 지출도 표현행위 중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

354) 이하에서 다루는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을 “정치

자금규제”의 관점에서 검토한 국내 문헌들로는 정영철, “기업의 정치적 표현과 언론

의 자유 –최근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10, 200-219면; 김재선, “미국 연방선거법상 기업의 정치적

독립지출 허용의 의미와 시사점 –Citizens United v. FEC 판례를 중심으로”, 『외법

논집』 제36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9-57면; 성중탁,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자금 규제의 관계에 관한 소고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관

련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인하대학교, 2015. 6., 64-78면; 임

성희, “미국의 선거자금규제 판례와 표현의 자유 –역사적 배경과 판례를 중심으로-”,

『법조』 제718권, 법조협회, 2016. 8., 44-56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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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y)를 모두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352)353)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기본권 일반에 관

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다. 수정헌법 제1조를 비롯한 수정헌법

의 권리장전 조항들(Bill of Rights)이 연방(聯邦)을 수범자로 하고 있으

므로 주(州) 정부를 상대로 권리장전에 규정된 기본권들을 주장하기 위

해서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으로의 “편입(incorporation)”이

필요한데, 경제적 기본권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은

Riggs 판결을 통해 법인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 중 “재산권

(property)” 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 “자유(liberty)” 조항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법인은 권리장전에 규정된

기본권들 중에서 재산권을 제외한 기본권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 대해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 정부에 대해 주장할 수

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Grosjean 판결에 의해 법인도 수정헌법 제

14조 적법절차조항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방을 직접적

인 수범자로 하고 있는 다른 기본권조항들도 주(州) 정부를 상대로 법인

이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법인이 위 조항의 “person”에 해당한다는 결론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근거나 논증을 제시

하지는 않았다. 한편, Grosjean 판결은 앞에서 본 Riggs 판결에서의 판

단, 즉 법인은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의 자유(liberty)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는데, 연방대법원은 Riggs

판결을 폐기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판결에서 문제된 Louisiana 주(州) 법률은 법인에 대해서만

특별한 과세를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즉, 신문과 잡지 등의 출판에 관련

된 업무를 하면서 광고수입을 얻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운영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비법인단체이든 간에 과세의 대상이 된다

352) 297 U.S. 233, 244.

353)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특권·면책권 조항(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에서 말하는 “citizens”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97

U.S. 233,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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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every person, firm, association or

corporation”). 법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규

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법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언론사의 영업활동

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Grosjean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 침해를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광고수입에 대한 과세’의 위헌 여부였으므로, 전형

적인 표현의 자유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적 기본권에 속하

는 판결로 분류할 수도 있다.

Ⅲ. 정치적 표현의 자유

1. 법인의 정치적 표현에 관한 논의의 특수성

가. 금전지출에 의한 표현행위의 제한과 법인

미국에서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논의는 주로 정치적 표현을 위

한 금전지출의 허용 또는 제한의 문제로 논해지고 있다.354) 금전의 지출

을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지만, 금

전의 지출도 표현행위 중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

354) 이하에서 다루는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을 “정치

자금규제”의 관점에서 검토한 국내 문헌들로는 정영철, “기업의 정치적 표현과 언론

의 자유 –최근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10, 200-219면; 김재선, “미국 연방선거법상 기업의 정치적

독립지출 허용의 의미와 시사점 –Citizens United v. FEC 판례를 중심으로”, 『외법

논집』 제36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9-57면; 성중탁,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자금 규제의 관계에 관한 소고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관

련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인하대학교, 2015. 6., 64-78면; 임

성희, “미국의 선거자금규제 판례와 표현의 자유 –역사적 배경과 판례를 중심으로-”,

『법조』 제718권, 법조협회, 2016. 8., 44-56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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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낙태를 옹호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 또는 총기협회에 기

부하는 행위는 낙태에 관한 정책 또는 총기규제에 관한 정책에 관한 자

신의 의견을 적어도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와 같은 기부행위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355)

연방대법원은 Buckley v. Valeo 판결(이하 “Buckley 판결”)에서 선거

나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위한 금전지출도 정치적 표현의 자

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하였다.356) 오늘날에는 효과적인 의사의 전달

을 위한 모든 수단에 돈이 들기 마련인데,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 지출

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곧 의사표현의 양(量)과 질(質)

그리고 청중 규모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표현에 대한 중

대하고 직접적인 제한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357) 다만,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을 위한 금전지출’과 ‘정치자금의 기부’ 사이의 차이에 근거

하여358) 개인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

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

다.359) 이 판결에서 선언한, 금전지출의 제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

한 제한이라는 법리는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

다.

Buckley 판결은 금전지출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는 법리를

선언한 판결로서, 이 판결 자체가 법인에 관한 판결은 아니었지만, 오늘

날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의 기초가 된 판결이라고 평

355) Greenfield, 앞의 글 “In Defense of Corporate Persons”, p.325.

356) 424 U.S. 1, (1976).

357) Id. at 19. 전단지의 작성과 배포, 연설 장소의 임대와 행사 준비 등에 모두 돈이 필

요하고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데에도 돈이 든다는 것이다.

358) 정치자금의 기부가 그 상대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

로서 특정한 의견이 표명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 기부를 받은 정치

인이나 정당이 정치적 토론의 장에서 벌이는 구체적인 의견표명을 통해서 비로소 정

치적 표현으로 탈바꿈되는 것으로, 정치적 의견표명의 주체는 기부자가 아니라 기부

를 받은 그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다. Id. at 21.

359) Id. at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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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다. ‘금전지출도 표현으로 볼 것인가’, ‘표현행위로 본다면 어

느 정도로 보호되는가?’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일반에 관한

문제로서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만 특유한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날 미국

에서의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제는 주로 법인의 자금지출에 대한

제한 및 한계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개인보

다는 법인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표현을 위한

금전지출을 제한하는 경우에 금전의 조달과 지출의 구조에 있어서 개인

과는 확연히 다른 법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쟁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금전지출에 의한 표현행위의 제한 문제는 개

인보다는 법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나. 표현행위의 내용 제한과 법인의 기본권

한편 표현의 내용을 근거로 한 제한의 경우에는 표현의 주체가 누구인

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기본권제한이 갖는 위헌성에 대해 법인

이 다투더라도 소송법적인 쟁점을 제외한다면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법

인이라는 것은 별다른 쟁점이 되지 않는다.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은

그것이 법인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위헌성 문제는 법인

의 기본권제한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 제한

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

는 소송법적 의미에서 법인이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

에 한정된다. 따라서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위헌 여부는

“법인”이라는 이유에 근거한 “법인의 표현행위”에 대한 특수한 제한의

경우에 문제되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주로 법인의 정치자금 지출

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인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주로 정치자

금의 지출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논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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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uckley 판결은 금전지출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는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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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Greenfield, 앞의 글 “In Defense of Corporate Persons”, p.325.

356) 424 U.S. 1, (1976).

357) Id. at 19. 전단지의 작성과 배포, 연설 장소의 임대와 행사 준비 등에 모두 돈이 필

요하고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데에도 돈이 든다는 것이다.

358) 정치자금의 기부가 그 상대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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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표현으로 탈바꿈되는 것으로, 정치적 의견표명의 주체는 기부자가 아니라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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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Id. at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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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다. ‘금전지출도 표현으로 볼 것인가’, ‘표현행위로 본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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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연방대법원이 법인도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은 1978년의 First National Bank of Boston v. Bellotti 판결

(이하 “Bellotti 판결”)이었다.360) 물론, Bellotti 판결 이전에도 법인이 당

사자가 되었던 사건들에서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이

유로 법률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들을 이미 여러 차례 해오고 있었

다.361) 따라서 Bellotti 판결 이전에도 법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Bellotti 판결에서 법인, 특히 영리

법인(그 사건에서는 은행)이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제기되었고, 법인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Bellotti 판결에서는, 법인(또는 회사)의 재산이나 영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한 공직선거 또는 국민투표(referendum)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체의 금품지출행위를 금지한 Massachusetts 주

(州) 법률이 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362)

연방대법원은, 문제가 된 주(州)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

의 자유, 그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법인의 기본권주

360) 435 U.S. 765 (1978).

361) Id. at 778 fn.14. 연방대법원이 예로 들고 있는 판결들로는, Linmark Associates,

Inc. v. Township of Willingboro, 431 U.S. 85 (1977); Time, Inc. v. Firestone, 424

U.S. 448 (1976); Doran v. Salem Inn, Inc., 422 U.S. 922 (1975); Southeastern

Promotions, Ltd. v. Conrad, 420 U.S. 546 (1975);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420 U.S. 469 (1975);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 (1974);

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403 U.S. 713 (1971); Time, Inc. v. Hill, 385

U.S. 374 (1967);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Kingsley

Int’l Pictures Corp. v. Regents, 360 U.S. 684 (1959); Joseph Burstyn, Inc. v.

Wilson, 343 U.S. 495 (1952).

362) 앞서 본 바와 같이 금품지출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Buckley 판결에서 이미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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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

전반에 걸친 쟁점들이 다루어진 사건으로서, 법인의 표현의 자유 뿐 아

니라 법인의 기본권 논의 일반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이다. 이하에서는

Bellotti 판결의 내용과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실관계 및 쟁점

개인소득세를 누진세로 변경하는 입법을 허용하려는 Massachusetts

주(州) 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은행과 회사들은 그와 같은 누진세

개헌은 은행의 금융관련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신문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려 하였다. 그

러나 매사추세츠 주(州) 법률[Massachusetts Gen. Laws Ann., ch. 55, §

8 (West Supp. 1977)]은 금융, 철도, 전화, 가스, 전기, 난방, 수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그 임원 등에 대해, 공직선거 또는 주(州)의 국

민투표(referendum)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체의 금품지출행위를 금지

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로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안이 법인의 재산, 영업

또는 자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 때”를 규정하였지만, 개인

의 소득세, 재산세, 양도세나 취득세 등에 관한 문제는 그 예외에 해당하

지 않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Boston에 영업소를

둔 은행들이 위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이었다.363)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Riggs 판결을 원용하면서 법인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 중 “자유(liberty)”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없

고, 적법절차조항 중 “재산(property)”에 대한 보호만을 주장할 수 있으

며, 법인의 재산이나 영업상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인도 정치적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이나 재산에 대한 보호

에 부수적인 표현행위에 대해서만 보호된다고 하였다.364) 문제된 법률은

법인의 재산이나 영업에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는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

363) Id. at 767-770.

364) 371 Mass. 773, 784-785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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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이나 영업에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는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

363) Id. at 767-770.

364) 371 Mass. 773, 784-785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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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자금지출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365)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법인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는 보았지만 그 근거를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 중 “재

산” 조항으로 보아, 법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범위를 “재산과 영

업의 보호”에 부수적으로 요청되는 표현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았던 것이

다.

나. 연방대법원의 판단

(1) 법인의 표현의 자유 인정 및 근거

연방대법원은 먼저, 수정헌법 제1조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중요한 사회적 공익(societal interests)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올바른 쟁점은 “법인이 수정헌법 제1조

의 표현의 자유를 갖는지 여부” 혹은 “법인의 기본권이 자연인의 기본권

과 동일하게 보호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문제된 법률이 수정헌법 제1

조가 보호하는 표현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라고 하였다.366)

표현행위는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에 필수불가결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표현의 주체가 법인(corporation)인지, 단체(association)인지 노

동조합인지 또는 개인인지에 따라 표현행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

니며, 개인이 했더라면 보호되었을 표현이 단지 법인의 표현이라는 이유

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로부터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367) 그

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현, 즉 공직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당연히, 그리고 강력하게 보호

되어야 하는 표현이라고 하였다.368)

이어 연방대법원은,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이 채택한 바로 그 논리, 즉

365) Id. at 793.

366) 435 U.S. 765, 776 (1978).

367) Id. at 776-777, 784.

368) Id.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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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적법절차조항의 “자유(Liberty)”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주

장은 연방대법원이 Grosjean 판결에서 이미 배척하였고, 똑같은 기본권

을 자연인이 주장하느냐 아니면 법인이 주장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헌

법조항들에서 그 근거를 찾은 적은 없으며, 연방대법원이 다수의견에서

그러한 논리를 받아들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였다.369)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을 “표현행위의 주체”가 아

니라 표현행위의 보장을 통해 달성되는 “사회적 공익”으로 봄으로써, 표

현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표현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

에 의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설시에 따른다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기본권주체성은 언제나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

으로 이어진다.

(2) 법인이 주장할 수 없는 기본권

한편 Bellotti 판결은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이 있는지, 그러

한 기본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인(purely personal)” 기본권은 법인이나 단체가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떤 기본권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기본권인지 여부

또는 다른 이유에서라도 법인이나 단체가 주장할 수 없는 기본권인지 여

부는 “헌법조항의 성질(nature), 역사(history), 목적(purpose)”에 의해 판

단된다고 하였다.370)

이 설시는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Bellotti 판결에서 각주에 언급되었을 뿐

이 기준을 사안에 직접 적용하여 결론을 논증하지는 않았고 이후의 판결

들에서도 자주 원용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371)

369) Id. 780.

370) Id. at 778 footnote 14.

371) 이러한 기준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문제의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비판이 있다. Darrell A.H. Miller, 앞의 글, 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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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대의견

(1) White 대법관

White 대법관은 법인의 표현에서 문제된 사안과 관련한 구성원의 이

질성, 법인의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더라도 개인적 표현의 자유는 그대로

보장되고 있는 점, 법인의 표현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보호 필요성 등을

근거로 영리법인, 즉 회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정치

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충분한 이

유가 있다고 보았다.

회사의 정보나 의견을 전파하거나 정치적·사회적 신념의 확산을 위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주주가 되는 것이어서

주주들은 공통된 정치적·사회적 의견을 공유하지 않으며, 정치적 사안들

에 대한 주주들의 신념은 이질적(heterogeneous)일 수밖에 없는데, 주주

들의 이질적인 신념들이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회

사가 표현행위를 하는 목적도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372)

또한 회사의 정치적 표현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주주들이나 직

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완벽하게 보장

되고 있고 정치적 표현을 위한 별도의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고 있으므로 회사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373)

한편,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정치적 표현을 회사의 표현이라는 이유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주주들 중에서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

372) 435 U.S. 765, at 804-806. 다만, White 대법관은 법인들 중에서는 구성원들이 공유

하는 특정한 이념의 실현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정보나 의견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와 같이 표현행위가 법인설립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

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그러한 법인에 해당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하

였다.

373) Id. at 80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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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이 동의하지도 않는 내용의 의견이 회사의 의견으로 표현되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회사의 의견에 동의하

지 않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 정부는 회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

유를 제한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374)

(2) Rehnquist 대법관

Rehnquist 대법관은 Riggs 판결을 원용하면서 수정헌법 제14조의 “자

유(liberty)” 조항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하였다.375)

법인은 법에 의해 창조된 존재(피조물)이므로 자연인과 동일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고, Dartmouth 판결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 존립에 부수되

는(incidental to its very existence)” 것에 한해서만 헌법적 보호를 받을

있다고 보았다.376) 따라서 법인은 재산의 보유와 사용에 관한 권한이 부

여되어 있으므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마다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행위, 즉 신문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언론의 자유

(freedom of the press)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상업

적 표현의 자유(commercial speech)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

로 설립된 기업의 존립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

다는 것이다.377)

Rehnquist 대법관은, 법원이 기업의 재산적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고

있다면 기업의 이익은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기업

374) Id. at 812-813.

375) Id. at 822. 이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연인과 달리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를 수

정헌법 제14조의 자유 조항에 편입(incorporation)시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법인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를 주 정부에 대해서도 주장하려면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이 그랬던 것처럼 수정헌법 제14조의 재산 조항에 편입시켜야

하고, 그 결과 법인은 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376) Id. at 824.

377) Id. at 82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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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대의견

(1) White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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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Id. at 80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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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이 동의하지도 않는 내용의 의견이 회사의 의견으로 표현되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회사의 의견에 동의하

지 않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 정부는 회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

유를 제한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374)

(2) Rehnquist 대법관

Rehnquist 대법관은 Riggs 판결을 원용하면서 수정헌법 제14조의 “자

유(liberty)” 조항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하였다.375)

법인은 법에 의해 창조된 존재(피조물)이므로 자연인과 동일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고, Dartmouth 판결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 존립에 부수되

는(incidental to its very existence)” 것에 한해서만 헌법적 보호를 받을

있다고 보았다.376) 따라서 법인은 재산의 보유와 사용에 관한 권한이 부

여되어 있으므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마다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행위, 즉 신문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언론의 자유

(freedom of the press)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상업

적 표현의 자유(commercial speech)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

로 설립된 기업의 존립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

다는 것이다.377)

Rehnquist 대법관은, 법원이 기업의 재산적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고

있다면 기업의 이익은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기업

374) Id. at 812-813.

375) Id. at 822. 이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연인과 달리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를 수

정헌법 제14조의 자유 조항에 편입(incorporation)시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법인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를 주 정부에 대해서도 주장하려면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이 그랬던 것처럼 수정헌법 제14조의 재산 조항에 편입시켜야

하고, 그 결과 법인은 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376) Id. at 824.

377) Id. at 824-825.



- 105 -

이 경제적 힘을 이용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을 막기 위해 법인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378)

바. Bellotti 판결의 의의

Bellotti 판결에서는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법인의 기본

권 일반에 대하여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었고, 그 쟁점들에 대한 서로 다

른 견해들이 대법관들의 의견으로 등장한 판결이었다. Bellotti 판결에서

제시되었던 쟁점들과 논거들은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이후의 논의들에서

반복해서 제기되면서 논쟁의 대상이 됨으로써 Bellotti 판결은 법인의 정

치적 표현의 자유는 물론,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에 하나의 틀을 제

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적법절차조항의 “자유(Liberty)”와 법인

Bellotti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의 “자

유(liberty)”를 법인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379) 앞서 보았듯이 이 쟁

점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한 Riggs 판결과 그것을 긍정하는

Grosjean 판결이 병존하고 있었는데,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이나

Rehnquist 대법관은 Riggs 판결에서의 판시를 전제로 법인은 “자유” 조

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고, 연방대법원은 Grosjean 판결에 따라 법

인도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의 “자유(liberty)”에 의한 보호를 받

는다고 하였다.380)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의 자유 조항에 의한 보호도 주장할 수

있게 되면서, 법인은 주(州) 정부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378) Id. at 825-826.

379) 435 U.S. 765, 780-781.

380) 다만, Grosjean 판결은 언론의 자유(freedom of press)에 관한 판결이었지만

Bellotti 판결은 법인 일반의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관한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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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의 “재산(property)”

조항이 아니라 “자유(liberty)” 조항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

게 되었다.381)

(2) 법인의 표현의 자유 인정 근거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표현에 대한 헌법적 보호’라는, 표현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표현에 대한 헌법적 보호’라는 표현의 대상에 대한 보호 문

제로 환원시킴으로써, 논증이 필요한 쟁점이었던 “법인의 표현에 대한

보호” 문제는 회피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표현에 대한 보호”의

정당성을 들어 법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382)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는 표

현 주체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례들에 입각한 것이었다. 연방대법

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주체(source, speaker)뿐

아니라 그 상대방(recipient, listener)도 함께 보호하며,383) 따라서 수정헌

법 제1조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는 정보와 의견을 표현할 권

리는 물론이고 그러한 정보와 의견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자유도 포

함된다고 했었다.384)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상업광고도 수

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단의 근거로도 원용되었

는데, 상업적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free flow of information)을 통한 소

비자의 이익 또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근거로 상업적 표현도 수정헌법

381) 법인은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의 “재산”에 관해서만 보호를 주장할 수 있고

“자유”에 대해서는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 법인의 표현에 대한 제한이 연방

에 의한 것인지 주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그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연방정부

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수정헌법 제1조가 곧바로 적용될 수 있지만, 주정부가 표

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수정헌법 제1조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의 “자유”

조항을 통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 중 “재산” 조항

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382) Thomas W. Joo, “Corporate Speech & The Rights of Others”,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30 (2015), p.335.
383) Lamont v. Postmaster General, 381 U.S. 301, 385 (1965).

384) Kleindienst v. Mandel, 408 U.S. 753, 762-763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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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는 표

현 주체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례들에 입각한 것이었다. 연방대법

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주체(source, speaker)뿐

아니라 그 상대방(recipient, listener)도 함께 보호하며,383) 따라서 수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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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법인은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의 “재산”에 관해서만 보호를 주장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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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Thomas W. Joo, “Corporate Speech & The Rights of Others”,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30 (2015), p.335.
383) Lamont v. Postmaster General, 381 U.S. 301, 385 (1965).

384) Kleindienst v. Mandel, 408 U.S. 753, 762-763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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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한 것이다.385)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선례에 의

하더라도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386)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Bellotti 판결에서 연방대

법원은 일반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정보의 본질적 가치는 그 표현

의 주체가 누구인지, 즉 법인인지, 단체인지, 조합인지, 개인인지 등에 따

라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였던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 따른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또는 제한에 관한 한 표현의 주체의 특성은 전혀 고려 요소가 되지 않으

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 판단에 있어서 법인의 본질 또는

법인으로서의 특성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387) 표현의 자유

인정 여부를 수신자(listener)의 보호에 근거하여 판단함으로써 표현주체

(speaker)의 특성은 완전히 무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의 표현과

개인의 표현은 헌법적 보호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던 것이

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표현주체의 특성을 고

려하지 않음으로써 법인도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된다는 입장

은 주(州)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전기 또는 가스 공급 회사의 표현

의 자유에 관한 판결들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388)

(3)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의 판단기준

Bellotti 판결에서,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된 “헌법조항의 성질(nature), 역사(history), 목적

(purpose)”이라는 판시는 이후의 판례들이나 학계의 논의에서 그 타당성

385) Virginia State Board of Pharmacy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Council, Inc.,

425 U.S. 748, 762-764 (1976).

386) 435 U.S. 765, 783.

387) Adam Winkler, “Corporate Personhood and the Rights of Corporate Speech”,

Seattle University Law Review, Vol.30 (2007), p.867-868.
388) Consolidated Edison Co. v.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N.Y., 447 U.S. 530, 544

(1980); Pacific Gas and Electric Co. v. Public Utilities Com'n of California, 475

U.S. 1, 8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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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논의는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법정의견을 집필한 Powell 대법관이 이

부분을 각주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권위나 영향력이

사실상 제한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도 있지만,389) 법인의 기본권 인정

범위에 관한 일응의 기준이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

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

다만, 위 기준이 실제 사례들에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판단하는 데

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타당하게 작용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압수수색의 금지나

수정헌법 제5조의 이중처벌금지와 같은 조항은 순전히 개인들을 보호하

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는 것들도 연방대법원은 법인도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인정해 오고 있고, 법인에게도 인정되지만 보호의 정도는 개

인에 비해 약한 기본권들이 존재함에도 위 기준은 그러한 기본권들에 대

해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전적

으로 개인적인 기본권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인에게도 기본권

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390)

(4) 기본권주체성 문제와 기본권제한의 정당성의 구별 문제

White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Rehnquist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법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바, 기본권

주체성 문제와 기본권제한의 정당성 문제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본권 논의에서는 대체로 기본권의 제한 여부와 그 제한의 정

389) 판결문의 각주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선례로서의 권위나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주지하듯이 위헌심사에서 엄격심사가 요구되는 유형화에 관하여 언

급한 U.S. v. Carolene Products Co. 판결(1938)의 각주 4번은 연방대법원의 선례 중

가장 유명한 선례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Bellotti 판결의 각주 14번은 그 이후의 판결

들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390) Darrell A.H. Miller, 앞의 글, pp.9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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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표현주체의 특성을 고

려하지 않음으로써 법인도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된다는 입장

은 주(州)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전기 또는 가스 공급 회사의 표현

의 자유에 관한 판결들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388)

(3)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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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Virginia State Board of Pharmacy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Council, Inc.,

425 U.S. 748, 762-764 (1976).

386) 435 U.S. 765, 783.

387) Adam Winkler, “Corporate Personhood and the Rights of Corporate Speech”,

Seattle University Law Review, Vol.30 (2007), p.867-868.
388) Consolidated Edison Co. v.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N.Y., 447 U.S. 530, 544

(1980); Pacific Gas and Electric Co. v. Public Utilities Com'n of California, 475

U.S. 1, 8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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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논의는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법정의견을 집필한 Powell 대법관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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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Darrell A.H. Miller, 앞의 글, pp.9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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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 여부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은 채 결론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

는 미국의 소송구조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소송의 당사자로

서의 지위를 갖는 이상, 하나의 절차에서 법률상 권리의 침해 주장과 헌

법상 기본권 침해 주장이 모두 가능하므로, 법원으로서는 헌법상 기본권

주체성 문제와 기본권제한의 정당성 문제를 구별할 실익이 우리의 헌법

재판절차에 비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Bellotti 판결 이후에도 법인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제한이 주로 문제

되는 영역은 법인의 정치적 표현을 위한 자금지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영역이다. 자금지출을 통한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은 후술할 Citizens United 판

결 이전까지는 대체로 법인의 설립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달리 판단하였

다. 일정한 의견표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하

여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만 영리법인 또는 비영

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의견표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법인

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Citizens United 판결에서 기존의 판례들을 변경하면서, 법인의

설립목적을 묻지 않고 법인의 정치적 표현을 위한 자금지출의 제한을 헌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았다.

가. 법인의 목적에 따른 구별 – Citizens United 판결 이전

(1) 의견의 표현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한 제한은 위헌

(가) 법인이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위해

서는 그 비용을 법인의 일반재정(general treasury)에서 지출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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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기부에 의한 별도의 기금(separate segregated funds)을 통해서

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연방선거법 조항391)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FEC v. Massachusetts Citizens for Life, Inc., 판결에서 낙태반대를 목

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Massachusetts Citizens for Life”(‘매사추

세츠생명보호시민협회’, 이하 “MCFL”,)에게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392)

이 사건은 낙태반대운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매사추세츠 주의

선거를 앞두고 낙태에 반대하는 후보자들과 찬성하는 후보자들의 명단과

사진을 포함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 위한 비용을 그 법인의 일반재정

에서 지출하는 것이 위 연방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

는데,393)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

의 정치적 표현을 위한 자금지출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경제활동의 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축적한

단체가 정치활동의 영역에서도 부당하게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의 정치적 표현을 위한 자금지출을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

고, 따라서 그러한 규제가 영리법인, 즉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정한 의견표명을 위해 설립된 법인과 같이

정치적 결사체(associations)에 가까운 법인들의 경우에는, 단지 법인이라

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지출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다.394)

연방대법원은 특히 MCFL가 갖는 세 가지 특징을 들어 MCFL의 정치

적 표현을 위한 지출에 대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첫째,

MCFL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고 영리활동을 목적으

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

원(財源, resource)은 그 단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둘째, MCFL의 구성원들은 회사의 주주들과는 달리 법인의 정치적

391) 2 U.S.C. § 441b.

392) 479 U.S. 238 (1986).

393) Id. at 238.

394) Id. at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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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 여부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은 채 결론적으로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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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 문제와 기본권제한의 정당성 문제를 구별할 실익이 우리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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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2 U.S.C. § 441b.

392) 479 U.S. 238 (1986).

393) Id. at 238.

394) Id. at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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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법인의 구성원으

로 남아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 마지막으로 MCFL은 회사나 노동조

합 양쪽 모두로부터 기부를 거부하는 방침을 갖고 있어 회사나 노조의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전달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395)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제한이 개인의 정치적

의사들이 왜곡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법인의 성

격상 정치적 의사표현이 왜곡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법인을 통한 정

치적 의사표현이 개인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나) 한편 Rehnquist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법인이 비영리법인인지,

소규모 법인인지, 재원이 풍부한 법인인지 등에 따라 정치과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차이는 어디까지나 정도

(degree)의 문제일 뿐이고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법인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법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을 목적으로

한 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연방의회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396)

(2) 영리법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상공회의소)에 대한

제한은 합헌

(가) 연방대법원은 Austin v. Michigan Chamber of Commerce 판

결397)(이하 “Austin 판결”)에서 법인이 주(州)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

를 지지하기 위해 금원을 지출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되는 별도의 기금(separate segregated funds)에 의

하여야 하고, 법인의 일반재정(general treasury)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

하기 위한 금원의 지출 또는 기부를 금지한 미시간 주(州) 법률에 대해

395) Id. at 263-264.

396) 479 U.S. 238, 268-269.

397) 494 U.S. 652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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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으로 결정하였다.398)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위 미시간 주 법률이 Michigan Chamber

of Commerce(미시간 상공회의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였

는데, 연방대법원은 법인이라고 해서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의 보

호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

기 위한 금원을 일반재정으로부터 지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인의 정

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임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399) 법인의 재

정규모가 그 법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막대한 규모의 재정으로부터

의 지출을 통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주 정부로서는 그러한 왜곡 현상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미시간 주(州) 법률은 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400)

법인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법인이 일반 재정

으로부터 특정 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지출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

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을 위해 금전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의 지출에 동

의하는 사람들로부터 별도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기구

(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미시간 상공회의소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

서 MCFL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상공회의소 역시 특정한 이념을 주

장하기 위한 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본 MCFL 판결과

충돌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미시간 상공회의소는 MCFL과는 다른 성격의

398) 비영리법인인 Michigan 주(州) 상공회의소는 그 구성원의 3/4이 기업이었고 상공회

의소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였는데, 정치적 활동도 그 법인의 목적에 포함

되어 있었다. 위 상공회의소가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신문광고를 내려고

하였으나 Michigan 주(州) 법률은 언론사를 제외한 모든 법인에 대해 일반 재정을 통

해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금전 지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399) 494 U.S. 652, at 657-658.

400) Id. at 65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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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왜곡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법인의 성

격상 정치적 의사표현이 왜곡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법인을 통한 정

치적 의사표현이 개인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나) 한편 Rehnquist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법인이 비영리법인인지,

소규모 법인인지, 재원이 풍부한 법인인지 등에 따라 정치과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차이는 어디까지나 정도

(degree)의 문제일 뿐이고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법인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법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을 목적으로

한 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연방의회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396)

(2) 영리법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상공회의소)에 대한

제한은 합헌

(가) 연방대법원은 Austin v. Michigan Chamber of Commerce 판

결397)(이하 “Austin 판결”)에서 법인이 주(州)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

를 지지하기 위해 금원을 지출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되는 별도의 기금(separate segregated funds)에 의

하여야 하고, 법인의 일반재정(general treasury)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

하기 위한 금원의 지출 또는 기부를 금지한 미시간 주(州) 법률에 대해

395) Id. at 263-264.

396) 479 U.S. 238, 268-269.

397) 494 U.S. 652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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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으로 결정하였다.398)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위 미시간 주 법률이 Michigan Chamber

of Commerce(미시간 상공회의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였

는데, 연방대법원은 법인이라고 해서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의 보

호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

기 위한 금원을 일반재정으로부터 지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인의 정

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임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399) 법인의 재

정규모가 그 법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막대한 규모의 재정으로부터

의 지출을 통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주 정부로서는 그러한 왜곡 현상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미시간 주(州) 법률은 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400)

법인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법인이 일반 재정

으로부터 특정 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지출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

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을 위해 금전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의 지출에 동

의하는 사람들로부터 별도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기구

(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미시간 상공회의소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

서 MCFL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상공회의소 역시 특정한 이념을 주

장하기 위한 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본 MCFL 판결과

충돌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미시간 상공회의소는 MCFL과는 다른 성격의

398) 비영리법인인 Michigan 주(州) 상공회의소는 그 구성원의 3/4이 기업이었고 상공회

의소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였는데, 정치적 활동도 그 법인의 목적에 포함

되어 있었다. 위 상공회의소가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신문광고를 내려고

하였으나 Michigan 주(州) 법률은 언론사를 제외한 모든 법인에 대해 일반 재정을 통

해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금전 지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399) 494 U.S. 652, at 657-658.

400) Id. at 65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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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아 MCFL 판결과 구별하였는데, 첫째, MCFL은 정치적인 견

해의 표현만을 목적으로 하였고 경제적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 법인이

었음에 반해 미시간 상공회의소는 정치적 의사표현 이외에도 기업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소송활동을 비롯하여 주로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활동도 그 목적에 포함하고 있었고, 둘째, 상공회의소의 전체 구성원 중

4분의 3 이상이 기업들이었는데 그 구성원들은 상공회의소의 활동으로부

터 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상공회의소의

일반재정으로부터 정치자금의 지출을 허용하게 되면 기업들은 자신들이

직접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는 없지만 상공회의소를 중간 전달자로 이용

하여 정치자금의 지출 제한을 회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정치자금

지출 제한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MCFL과 달리 미시간 상공회의

소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을 위한 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401)402)

(다) 한편, Scalia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다수의견에 의하면 너무 많

은 의견이 제시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하고 정치적 논쟁의 공정성을 위해

정부가 검열(Censorship)도 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는 수정헌법 제1조

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403) 또한, 법인의 재정규모가 그 법인의 정치

적 이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법

인이 그 재정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지출을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면,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로 정치적

401) Id. at 662-664.

402)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된 미시간 주 법률은 법인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었으므로

비법인 노동조합(unincorporated labor-union)은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고

위 법률은 뉴스를 위한 신문, 잡지의 출판이나 방송에 필요한 금전의 지출은 금지 대

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평등보호조항에 위반되

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은, 먼저 비법인사단에 대해 규율하지 않았

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노종조합의

정치적 의견에 반대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회비납부는 거부할 수 있다

는 점(이른바 opt-out 제도), 그리고 언론사의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위해 법인의 일

반재정에서 금원을 지출하는 것은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것임을 이유로 위헌이

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Id. at 665-668.

403) Id. at 67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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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위한 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인데, 개인의 지출은

왜 허용되는지 반문한다.404)

(라) 이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Scalia의 반대의견 모두 사상의 자유시장

(marketplace of idea)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Scalia의

견해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서, 이

른바 자유방임(laissez-faire)을 강조한 견해였다면, 다수의견은 사상의

자유시장이 경제력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시장

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허용된다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405)

나.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 Citizens United 판결

(1) 쟁점

연방대법원은 2010년 Citizens United v. FEC 판결(이하 “Citizens

United 판결”)에서, 법인의 경우에는 선거일 이전 60일 동안은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활동(electioneering communication)을 위한 일반재정의

지출을 금지한 이른바 “초당적 선거운동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이406)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407)

이 사건은 비영리법인인 Citizens United가 2008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예비선거 후보자인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을 비난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VOD 방식408)

으로 전송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초당적 선거운동개혁법’에 의

404) Id. at 684-685.

405) David Cole, “First Amendment Antiturust: The End of Laissez-Faire in

Campaign Finance”, Yale Law & Policy Review, Vol.9 (1991), pp.276-277.
406) 기존의 연방법률인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을 민주당소속 Russ

Feingold 상원의원과 공화당소속 John McCain이 초당적으로 발의하여 개정한 법률이

다.

407) 558 U.S. 310 (2010).

408) Video-On-Demand.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 사용자가 원

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영상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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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아 MCFL 판결과 구별하였는데, 첫째, MCFL은 정치적인 견

해의 표현만을 목적으로 하였고 경제적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 법인이

었음에 반해 미시간 상공회의소는 정치적 의사표현 이외에도 기업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소송활동을 비롯하여 주로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활동도 그 목적에 포함하고 있었고, 둘째, 상공회의소의 전체 구성원 중

4분의 3 이상이 기업들이었는데 그 구성원들은 상공회의소의 활동으로부

터 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상공회의소의

일반재정으로부터 정치자금의 지출을 허용하게 되면 기업들은 자신들이

직접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는 없지만 상공회의소를 중간 전달자로 이용

하여 정치자금의 지출 제한을 회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정치자금

지출 제한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MCFL과 달리 미시간 상공회의

소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을 위한 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401)402)

(다) 한편, Scalia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다수의견에 의하면 너무 많

은 의견이 제시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하고 정치적 논쟁의 공정성을 위해

정부가 검열(Censorship)도 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는 수정헌법 제1조

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403) 또한, 법인의 재정규모가 그 법인의 정치

적 이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법

인이 그 재정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지출을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면,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로 정치적

401) Id. at 662-664.

402)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된 미시간 주 법률은 법인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었으므로

비법인 노동조합(unincorporated labor-union)은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고

위 법률은 뉴스를 위한 신문, 잡지의 출판이나 방송에 필요한 금전의 지출은 금지 대

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평등보호조항에 위반되

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은, 먼저 비법인사단에 대해 규율하지 않았

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노종조합의

정치적 의견에 반대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회비납부는 거부할 수 있다

는 점(이른바 opt-out 제도), 그리고 언론사의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위해 법인의 일

반재정에서 금원을 지출하는 것은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것임을 이유로 위헌이

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Id. at 665-668.

403) Id. at 67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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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비영리법인인 Citizens United가 2008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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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ton)을 비난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VOD 방식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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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Id. at 684-685.

405) David Cole, “First Amendment Antiturust: The End of Laissez-Faire in

Campaign Finance”, Yale Law & Policy Review, Vol.9 (1991), pp.276-277.
406) 기존의 연방법률인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을 민주당소속 Russ

Feingold 상원의원과 공화당소속 John McCain이 초당적으로 발의하여 개정한 법률이

다.

407) 558 U.S. 310 (2010).

408) Video-On-Demand.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 사용자가 원

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영상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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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금지되자 그 법률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Austin 판결에서 이미 판단하였고 이어 McConnell v. FEC 판결409)에서

도 확인한 바 있는,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이

다시 문제 되었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법인의 정치

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였던 Austin 판결과 McConnell

v. FEC 판결을 폐기하였고, Austin 판결이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근거로 제시했던 논리들을 모두 부정하였다.

(2) 연방대법원의 판단

연방대법원은 먼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막론하고 “법인”이라는

표현주체의 특성(identity)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410)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서 표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지고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내용

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411)

또한 법인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법인 못지않게 막대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만약 법인의 정치적 표현을 위한

자금지출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의 재정규모가 그 법인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법인의 정

치자금지출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면, 개인의 경우에

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富, wealth)의 규모는 그 개인의 정

치적 표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은 법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법인에 대해서만 정치적 표현을 위해 일반재정에서

409) 540 U.S. 93, 205, 209 (2003). 이 판결은 Austin 판결에 따라 법인의 독립지출

(independent expenditure,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요청이나 사전협의 없이 특정 후보

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을 금지한 ‘초당적 선거운

동개혁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410) 558 U.S. 310, at 365.

411) Id. at 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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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412) 정치적 표현을 위한

자금지출을 허용하는 것이 부패(corruption)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

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413) 나아가 법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허용함으로써 그 정치적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입는 불이익 또는 그에 대한 보호의 문제

는 법인 내부의 민주적 의사형성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이를 이

유로 법률로 법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

다.414)

이러한 이유들에 근거하여 법인의 유형과 목적을 막론하고 법인이 정

치적 표현을 위하여 일반재정으로부터 정치적 표현을 위한 지출을 금지

하는 것은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

였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정치자금 지출의 제한이 부당하다는 논

거의 하나로 ‘파벌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자유를 없애는 것은 파벌의 폐

해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했던 『연방주의자』No.10에서의 매디슨의 주

장을 원용하면서, 파벌에 대한 통제는 모두에게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

다.415)

(3) 반대의견

Stevens 대법관이 집필한 4인의 반대의견에서는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금전지

출에 의한 정치적 표현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헌법제정자들은 공익을 위해서는 법인에 대해 포괄적인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할 때는 개인의 표현의 자

412) Id. at 349-356.

413) Id. at 356-360.

414) Id. at 361-362.

415) Id. at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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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법인 못지않게 막대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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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Id. at 356-360.

414) Id. at 361-362.

415) Id. at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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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염두에 둔 것이며,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표현행위를 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업을 그러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법인의 정치적 표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제정자들의 의사에 반

한다고 하였다.416)

또한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형성과

정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개인의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제

한하는 것이 아니고,417) 법인이 정치자금의 지출을 통해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누가 그 표현의 주체인지도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인의 정치자금지출을 제한한다고 해서 개인 그 누구도 자율성이나 인간

의 존엄성 또는 정치적 평등이 침해받지는 않는다고 하였다.418)

한편, 법인은 인간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법인을 사람과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 유용한 법적 의제이긴 하지만, 헌

법을 제정한 주체이면서 헌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은 ‘국민(WE

THE PEOPLE)’이고 법인이 여기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419)

(4) 판결에 대한 평가

Citizens United 판결은 법인의 목적과 종류를 묻지 않고 법인의 정치

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금지함으로써 법인, 특히 기업의 정치자

금 지출을 전폭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많은 비

판과 논쟁이 제기되었다.420) 기업이 정치자금을 통해 선거에 막대한 영

416) 558 U.S. 310, 428-429.

417) Id. at 419.

418) Id. at 466-467.

419) Id. at 466. 이에 덧붙여 법인은 의식도, 신념도, 감정도, 생각도, 욕구도 가질 수 없

다고 하였다(“corporations have no consciences, no beliefs, no feelings, no thoughts,

no desires.”)

420) Obama 대통령은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0년 1월 27일 연방의회 상하원합동

연설에서, 위 판결로 인해 외국기업까지도 포함된 각종 이익집단들이 아무런 제한 없

이 미국의 선거에 자금을 지출할 수 있게 되고 선거가 국내외 이익집단들의 돈으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면서 선거가 미국 국민의 결정에 따라 치러질 수 있도록 위 판결

에 따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입법을 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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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가 사실상 기업에 의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 주된 우려이다. 시민단체들 중에는 “법인은 사람

이 아니다”라거나 “헌법상 기본권은 자연인의 권리이다”라는 문구를 헌

법에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주장하기도 한다.421)422)

정치적인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Citizens United 판결은 법인의 기본권

의 논의에 있어서 중심적인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연방대법

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법인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이것은

Bellotti 판결에서 이미 선언한 바 있다) 그 제한의 정당성 요건에 있어

서 법인과 개인을 사실상 동일시함으로써, 다른 기본권들에 있어서도 법

인의 기본권 인정 범위 또는 제한의 한계에 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방헌법의 수정헌법 제2조가 무장할 권리

(the right to keep and bear arms)를 규정하고 있는데,423) Citizens

“Transcript: Obama’s first State of the Union speech CNN”, January 28, 2010.,

CNN 홈페이지

(http://edition.cnn.com/2010/POLITICS/01/27/sotu.transcript/index.html) 참조. 2017.

6 1. 최종방문.

421) 예컨대, “The People’s Right Amendment”라는 단체는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을 마련

하여 헌법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들이 제안하는 헌법개정의 내용은 헌법상 기

본권의 보호대상은 자연인이라는 것(“this Constitution intend the rights protected

by this Constitution to be the rights of natural persons”), 헌법에 규정된 “people”,

“person”, “citizen” 등의 용어에는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려는 것이다(“do not include corporation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or other

corporate entities”).

https://freespeechforpeople.org/the-amendment/the-peoples-rights-amendment/

(2017. 4. 11. 최종방문)

422)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지지하는 정당을 불문하고 압도적 다수(약 80%)의

미국인들이 위 결정에 반대하면서, 회사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에 찬성하

고 있으며, 2015년 6월 현재 16개 주(州)에서, 그리고 38개 주(州)에 산재한 665개의

city와 town에서 Citizens United 판결을 번복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Ronald A. Fein, “Symposium Foreword” in the Symposium of “Money,

Politics, Corporation and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30

(2015), pp.213-214.

423) 이 조항의 의미가 개인 각자에게 무장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것

인지, 아니면 주(州) 별로 조직되는 민병대(Militia)가 무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

해 논란이 있어 왔는데, 연방대법원은 개인 각자가 가지는 권리라고 하였다.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554 U.S. 570 (2008). 또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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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염두에 둔 것이며,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표현행위를 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업을 그러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법인의 정치적 표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제정자들의 의사에 반

한다고 하였다.416)

또한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형성과

정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개인의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제

한하는 것이 아니고,417) 법인이 정치자금의 지출을 통해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누가 그 표현의 주체인지도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인의 정치자금지출을 제한한다고 해서 개인 그 누구도 자율성이나 인간

의 존엄성 또는 정치적 평등이 침해받지는 않는다고 하였다.418)

한편, 법인은 인간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법인을 사람과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 유용한 법적 의제이긴 하지만, 헌

법을 제정한 주체이면서 헌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은 ‘국민(WE

THE PEOPLE)’이고 법인이 여기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419)

(4) 판결에 대한 평가

Citizens United 판결은 법인의 목적과 종류를 묻지 않고 법인의 정치

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금지함으로써 법인, 특히 기업의 정치자

금 지출을 전폭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많은 비

판과 논쟁이 제기되었다.420) 기업이 정치자금을 통해 선거에 막대한 영

416) 558 U.S. 310, 428-429.

417) Id. at 419.

418) Id. at 466-467.

419) Id. at 466. 이에 덧붙여 법인은 의식도, 신념도, 감정도, 생각도, 욕구도 가질 수 없

다고 하였다(“corporations have no consciences, no beliefs, no feelings, no thoughts,

no desires.”)

420) Obama 대통령은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0년 1월 27일 연방의회 상하원합동

연설에서, 위 판결로 인해 외국기업까지도 포함된 각종 이익집단들이 아무런 제한 없

이 미국의 선거에 자금을 지출할 수 있게 되고 선거가 국내외 이익집단들의 돈으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면서 선거가 미국 국민의 결정에 따라 치러질 수 있도록 위 판결

에 따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입법을 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였다.

- 118 -

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가 사실상 기업에 의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 주된 우려이다. 시민단체들 중에는 “법인은 사람

이 아니다”라거나 “헌법상 기본권은 자연인의 권리이다”라는 문구를 헌

법에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주장하기도 한다.421)422)

정치적인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Citizens United 판결은 법인의 기본권

의 논의에 있어서 중심적인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연방대법

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법인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이것은

Bellotti 판결에서 이미 선언한 바 있다) 그 제한의 정당성 요건에 있어

서 법인과 개인을 사실상 동일시함으로써, 다른 기본권들에 있어서도 법

인의 기본권 인정 범위 또는 제한의 한계에 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방헌법의 수정헌법 제2조가 무장할 권리

(the right to keep and bear arms)를 규정하고 있는데,423) Citizens

“Transcript: Obama’s first State of the Union speech CNN”, January 28, 2010.,

CNN 홈페이지

(http://edition.cnn.com/2010/POLITICS/01/27/sotu.transcript/index.html) 참조. 2017.

6 1. 최종방문.

421) 예컨대, “The People’s Right Amendment”라는 단체는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을 마련

하여 헌법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들이 제안하는 헌법개정의 내용은 헌법상 기

본권의 보호대상은 자연인이라는 것(“this Constitution intend the rights protected

by this Constitution to be the rights of natural persons”), 헌법에 규정된 “people”,

“person”, “citizen” 등의 용어에는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려는 것이다(“do not include corporation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or other

corporate entities”).

https://freespeechforpeople.org/the-amendment/the-peoples-rights-amendment/

(2017. 4. 11. 최종방문)

422)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지지하는 정당을 불문하고 압도적 다수(약 80%)의

미국인들이 위 결정에 반대하면서, 회사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에 찬성하

고 있으며, 2015년 6월 현재 16개 주(州)에서, 그리고 38개 주(州)에 산재한 665개의

city와 town에서 Citizens United 판결을 번복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Ronald A. Fein, “Symposium Foreword” in the Symposium of “Money,

Politics, Corporation and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30

(2015), pp.213-214.

423) 이 조항의 의미가 개인 각자에게 무장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것

인지, 아니면 주(州) 별로 조직되는 민병대(Militia)가 무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

해 논란이 있어 왔는데, 연방대법원은 개인 각자가 가지는 권리라고 하였다.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554 U.S. 570 (2008). 또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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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의 논리처럼 법인의 기본권을 자연인의 기본

권과 구별하지 않는다면, 사설경비업체나 이념 단체, 사업장 등에서의 총

기 휴대를 규제하는 법률들에 대해서도 법인이나 회사가 수정헌법 제2조

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424)

요컨대 Citizens United 판결은 법인의 목적과 종류를 묻지 않고 모든

법인을 자연인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전제에서 기본권의 제한 문제를 접

근함으로써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고려를 전부 무시

하고 있는 것이다.

Ⅳ. 상업적 표현의 자유

연방대법원은 1980년 선고한 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oration v.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New York 판결(이하

“Central Hudson 판결”)에서 상업광고, 즉 상업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도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였다.425)

이 사건은 에너지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뉴욕 주(州)에서 전기사용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전기공급회사가 표현의 자

유 침해를 주장한 사건이었다. 연방대법원은 뉴욕 주가 에너지효율을 높

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광고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광고를 금지한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제한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

는데,426) 이러한 판시 자체는 상업적 표현의 주체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

통해 주 정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424) Darrell A.H. Miller, “Guns, Inc.: Citizens United, McDonald, and The Future of

Corporate Constitutional Rights”, New York Univerity Law Review, Vol.86 (2011),

pp.887, 905-907.

425) 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oration v.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New York, 447 U.S. 557 (1980).

426) Id. at 566-571.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상업적 표현의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을 확립한 판결이기도 하다. 표현의 대상이 적법한 활동(lawful activity)에 관한 것인

지, 표현의 상대방이 표현 내용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없는(not misleading) 것인지,

그리고 표현에 대한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중요한(substantial) 것이면서, 그

제한이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directly advance)하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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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표현의 제한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의 상

업적 표현에 관한 설시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상업적 표현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서, ‘독점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아무런 관심도 없

고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내용을 광고할 리 없고, 정부

의 규제를 받는 독점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발전시킨 새로운 서비

스나 사업방식에 대한 광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427)

법인(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법인을 포함하여)의 상업적 표현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판시는 상업적 표현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시한 Virginia State Bd. of Pharmacy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Council, Inc. 판결(이하 “Virginia Pharmacy 판결”)428)에서 상업적 표현

에 대한 보호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논리, 즉 표현의 자유는 표현행위자

(source) 뿐 아니라 표현의 상대방(recipients)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

이며,429) 상업적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공익이기도 하다430)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

었다. Bellotti 판결의 다수의견에서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에 있어

서 표현의 주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법인의 상업적 표현에

관해서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Rehnquist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에게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기공급회사와 같이 주(州) 정부에 의해

독점권이 부여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독점권의

행사에 관하여 주(州) 정부의 폭넓은 감시 및 감독이 정당화되므로 상업

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431) Rehnquist 대법관은

Bellotti 판결에서 영리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부정한

를 넘어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Id. at 566.

427) Id. at 567.

428) 425 U.S. 748 (1976).

429) Id. at 756-757.

430) Id. at 763-764.

431) Id. at 58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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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구별하지 않는다면, 사설경비업체나 이념 단체, 사업장 등에서의 총

기 휴대를 규제하는 법률들에 대해서도 법인이나 회사가 수정헌법 제2조

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424)

요컨대 Citizens United 판결은 법인의 목적과 종류를 묻지 않고 모든

법인을 자연인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전제에서 기본권의 제한 문제를 접

근함으로써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고려를 전부 무시

하고 있는 것이다.

Ⅳ. 상업적 표현의 자유

연방대법원은 1980년 선고한 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oration v.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New York 판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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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에너지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뉴욕 주(州)에서 전기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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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침해를 주장한 사건이었다. 연방대법원은 뉴욕 주가 에너지효율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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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Darrell A.H. Miller, “Guns, Inc.: Citizens United, McDonald, and The Future of

Corporate Constitutional Rights”, New York Univerity Law Review, Vol.86 (2011),

pp.887, 905-907.

425) 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oration v.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New York, 447 U.S. 557 (1980).

426) Id. at 566-571.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상업적 표현의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을 확립한 판결이기도 하다. 표현의 대상이 적법한 활동(lawful activity)에 관한 것인

지, 표현의 상대방이 표현 내용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없는(not misleading) 것인지,

그리고 표현에 대한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중요한(substantial) 것이면서, 그

제한이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directly advance)하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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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표현의 제한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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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관하여 주(州) 정부의 폭넓은 감시 및 감독이 정당화되므로 상업

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431) Rehnquist 대법관은

Bellotti 판결에서 영리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부정한

를 넘어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Id. at 566.

427) Id. at 567.

428) 425 U.S. 748 (1976).

429) Id. at 756-757.

430) Id. at 763-764.

431) Id. at 58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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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달리 이 판결에서는 법인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은 채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의 특수성, 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기업이라는 특성을 근거로 상업적 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이 허

용된다고 본 것이다.

Ⅴ. 결사의 자유

1. 결사의 자유의 성격

미국연방헌법에는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에 관한 규정

이 없다. 그러나 연방헌법은 수정헌법 제9조에서 헌법이 구체적인 권리

들을 열거하고 있다고 해서 열거되지 않은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432) 연방대법원도 결사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사회의 기초가 되

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433) 가장 기본적인 헌

법상의 자유434)라고 하였다. 결사의 자유의 기본권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

준이 적용된다고 보았다.435)

연방대법원은 결사의 자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표현

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권, 종교의 자유 등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를

단체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자유(expressive association)이고 다른 하

나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맺는 것, 즉

결혼이나 가족생활 등의 영역에서의 자유(intimate association)도 포함되

432)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들도 역사적, 이념적 정당성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인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기본권의 예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들

고 있는 것으로는 Randy E. Barnett, “Are Enumerated Constitutional Rights the

Only Rights We Have? The Case of Associational Freedom”,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10 (1987), pp.101-115.
433) Shelton v. Tucker, 364 U.S. 479, 486 (1960)..

434) Kusper v. Pontikes, 414 U.S. 51, 57 (1973).

435) NAACP v. Alabama, supra, 357 U.S. 449, 460-46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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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본다.436) 후자가 결사(association)라는 고유한(intrinsic) 의미

에서의 자유라고 한다면, 전자는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

한 도구 또는 수단(instrumental)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437) 연방대법원은 결사의 자유가 문제된 사건들 대부분을 표현의 자

유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 왔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적인 기본

권으로 결사의 자유를 이해해 왔다.438)

결사의 자유는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를 통해 활동할 자유라는 점에서

단체 자신이 주체가 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기본권이

라고 할 수 있지만, 연방대법원은 구성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단체 자신

의 결사의 자유로 인정함으로써439) 결사의 자유도 법인의 기본권의 하나

로 인정되었다.

2. 법인의 결사의 자유

가.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는 법인은 대부분 일정한

가입조건을 갖춘 회원들이 구성원인 단체가 법인으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이른바 비영리 회원제법인(nonprofit membership corporation)이었고, 그

법인이 주장하는 결사의 자유도 법인 자신의 기본권으로서 결사의 자유

가 아니라 법인의 구성원(회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440) National Association of Advancement of Colored

436) Roberts v. U.S. Jaycees, 468 U.S. 609, 617-618 (1984).

437) Id. at 618.

438)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의 한계에 관한 법리로 유명한 Holmes 대법관의 “명

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가 설시된 Whitney v. California 판결도 그 내용을 들

여다 보면, 생디칼리즘(syndicalism)을 주장하고 있는 공산당(Communist Party)에 가

입한 자를 처벌하는 문제였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결사의 자

유에 관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Ashutosh Bhagwat, “Associational Speech”, Yale

Law Journal, Vol.120 (2011), pp.983-984.
439) 530 U.S. 640, 648 (2000).

440) 대표적으로, Hague v. CIO, 307 U.S. 496 (1939); NAACP v. Alabama ex 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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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Kusper v. Pontikes, 414 U.S. 51, 57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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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NAACP) v. Alabama ex rel. Patterson 판결(이하 “Patterson 판

결”)에서 흑인인권운동 단체로서 ‘회원제 비영리법인’이었던 NAACP(전

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가 그 회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주장한 것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NAACP의 주장을 인정하였다.441) 이 사건에서 NAACP는

회원명단을 제출하라는 Alabama 주 정부의 명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NAACP는 그 회원들을 대신하여 회원들이 가지는 개인적

권리로서의 결사의 자유(right to association)을 주장하였는데, 연방대법

원은, 자신이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어서는 문제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442) 그를 위해 다른 사람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도 허용

된다고 하였다. 만약 NAACP 회원이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기 위해 소

송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면, 이는 회원으로서의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결

사의 자유에 의한 보호 자체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것이었다.443) 연방대

법원은, NAACP의 원칙과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NAACP의

회원이 될 수 있고, NAACP는 회원 개인들이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만든 도구(medium)에 불과하므로, NAACP와 그 회원

들은 모든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identical) 보았다.444) 단체가

그 구성원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가 그 구성원

들을 대신하여 구성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은 그 후에도 법인이 그 구성원(회원)의 결사의 자유를 주

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United States Jaycees(미국청년상공회의

소)는 회원 자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Minnesota 주(州) 법무부가, 성별(性別) 등을 이유로 한 공공시설 등에

Patterson 357 U.S. 449 (1958); NAACP v. Button 371 U.S. 415 (1963); Roberts v.

U.S. Jaycees, 468 U.S. 609 (1984) 등이 있다. CIO(Committee for Industrial

Organization)은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단체이고, NAACP(National Association of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는 흑인인권운동 단체로서 모두 ‘회원제 비영리법인

(nonprofit membership corporation)이다.

441) 357 U.S. 449, 459 (1958).

442) 당시 남부지역에서 NAACP의 회원신분이 노출되면 경제적 보복, 해고, 물리적 위

협 등 일반 대중들의 적대감 표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357 U.S. 449, 462.

443) 357 U.S. 449, 458-459.

444) Id. at 459.

- 124 -

대한 이용의 차별을 금지한 미네소타 주(州) 인권법(Minnesota Human

Rights Act)을 근거로, 위 단체의 미네소타 지부(支部)에 대해 여성들에

게도 동등한 회원자격을 부여하라고 명령하자, United States Jaycees가

그 구성원들의 결사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였다.445) 이에 대해 연방대법

원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여야 할 주 정부의 이익이 United

States Jaycees의 남성 회원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한다

고 판단하였다.446) 이는 법인이 그 구성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법인의 결사의 자유

연방대법원은 Boy Scouts of America v. Dale 판결(이하 “Dale 판결”)

에서 법인 자신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였다.447) 이 판결은 Boy Scouts

의 간부였다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후 Boy Scout로부터 제명당한

Dale이 차별금지를 규정한 New Jersey 주(州) 법률에 근거하여 복직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었다. 연방대법원은 단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448) 연방대법원은, 동성애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

로 보는 것이 Boy Scouts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Boy Scout의 이러한 입

장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구성원들 전원

이 단체의 입장에 동의해야만 단체의 입장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449)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일부 구성

445) 468 U.S. 609 (1984). United States Jaycees는 ‘젊은 남성들로 구성되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 진정한 미국의 정신을 고취하고 개인의 발전과 전국의 젊은 남성

들 사이의 상호 유대와 이해’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었는데, 18세부터 35세

사이의 남성들에게만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여성들에게는 준회원의 지위만 인정

함으로써 여성회원들은 운영진에 참여하거나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Id. at

612-613.

446) Id. at 622-623 (1984).

447) 530 U.S. 640 (2000).

448) Id. at 648.

449) Id. at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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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NAACP) v. Alabama ex rel. Patterson 판결(이하 “Patterson 판

결”)에서 흑인인권운동 단체로서 ‘회원제 비영리법인’이었던 NAACP(전

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가 그 회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주장한 것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NAACP의 주장을 인정하였다.441) 이 사건에서 NAACP는

회원명단을 제출하라는 Alabama 주 정부의 명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NAACP는 그 회원들을 대신하여 회원들이 가지는 개인적

권리로서의 결사의 자유(right to association)을 주장하였는데, 연방대법

원은, 자신이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어서는 문제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442) 그를 위해 다른 사람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도 허용

된다고 하였다. 만약 NAACP 회원이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기 위해 소

송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면, 이는 회원으로서의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결

사의 자유에 의한 보호 자체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것이었다.443) 연방대

법원은, NAACP의 원칙과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NAACP의

회원이 될 수 있고, NAACP는 회원 개인들이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만든 도구(medium)에 불과하므로, NAACP와 그 회원

들은 모든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identical) 보았다.444) 단체가

그 구성원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가 그 구성원

들을 대신하여 구성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은 그 후에도 법인이 그 구성원(회원)의 결사의 자유를 주

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United States Jaycees(미국청년상공회의

소)는 회원 자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Minnesota 주(州) 법무부가, 성별(性別) 등을 이유로 한 공공시설 등에

Patterson 357 U.S. 449 (1958); NAACP v. Button 371 U.S. 415 (1963); Roberts v.

U.S. Jaycees, 468 U.S. 609 (1984) 등이 있다. CIO(Committee for Industrial

Organization)은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단체이고, NAACP(National Association of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는 흑인인권운동 단체로서 모두 ‘회원제 비영리법인

(nonprofit membership corporation)이다.

441) 357 U.S. 449, 459 (1958).

442) 당시 남부지역에서 NAACP의 회원신분이 노출되면 경제적 보복, 해고, 물리적 위

협 등 일반 대중들의 적대감 표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357 U.S. 449, 462.

443) 357 U.S. 449, 458-459.

444) Id. at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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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용의 차별을 금지한 미네소타 주(州) 인권법(Minnesota Human

Rights Act)을 근거로, 위 단체의 미네소타 지부(支部)에 대해 여성들에

게도 동등한 회원자격을 부여하라고 명령하자, United States Jaycees가

그 구성원들의 결사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였다.445) 이에 대해 연방대법

원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여야 할 주 정부의 이익이 United

States Jaycees의 남성 회원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한다

고 판단하였다.446) 이는 법인이 그 구성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법인의 결사의 자유

연방대법원은 Boy Scouts of America v. Dale 판결(이하 “Dale 판결”)

에서 법인 자신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였다.447) 이 판결은 Boy Scouts

의 간부였다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후 Boy Scout로부터 제명당한

Dale이 차별금지를 규정한 New Jersey 주(州) 법률에 근거하여 복직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었다. 연방대법원은 단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448) 연방대법원은, 동성애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

로 보는 것이 Boy Scouts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Boy Scout의 이러한 입

장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구성원들 전원

이 단체의 입장에 동의해야만 단체의 입장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449)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일부 구성

445) 468 U.S. 609 (1984). United States Jaycees는 ‘젊은 남성들로 구성되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 진정한 미국의 정신을 고취하고 개인의 발전과 전국의 젊은 남성

들 사이의 상호 유대와 이해’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었는데, 18세부터 35세

사이의 남성들에게만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여성들에게는 준회원의 지위만 인정

함으로써 여성회원들은 운영진에 참여하거나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Id. at

612-613.

446) Id. at 622-623 (1984).

447) 530 U.S. 640 (2000).

448) Id. at 648.

449) Id. at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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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단체 자체의 견해는 헌법적으

로 보호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Stevens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단체 내부의 서로 충돌하

는 여러 입장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의견을 단체의 의견으로

보아 결사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450) 다만, Stevens 대법

관의 의견도 단체의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되어야만 단체의 의견으

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에서 동성애에 관하여 Boy

Scouts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존재하는데, Boy Scouts의

대표가 동성애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그것이 Boy Scouts의 입장

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Boy Scouts의 의견이라고 볼 만한 한 의견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451)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인의 견해가 존재

할 수 있고 법인의 견해와 다른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견해는 법인의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보았다.

다. 법인의 결사의 자유의 두 가지 성격

연방대법원이 법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는 두 가

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 하나는 국가에 의한 간섭으로부터 구성원

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과 그 구성원 사

이의 대립, 즉 법인의 내부규율에 관해서도 법인의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법인은 그 구성원들이 국가에 대

해 단체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수단(medium)이지만, 후자의 경우 법인은

그 구성원 개인과 대립적 지위에 서게 된다. 다만 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과 대립하는 문제는 결국은 법인의 구성원들 사이의 대립이다. 법인

을 구성하는 개인들 중 다수 또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개인들과 그들에 반대하는 개인들 사이의 대립인 것이다.

450) Id. at 676.

451) Id. at 67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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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유)

1.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유)의 성격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에 관한 논의는

유럽에서와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역사에서 대학의

설립과 운영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기인한다.452) 유럽에서의 대학은 중세에서부터 교회와 국가로부터

독립된 단체로서, 그 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교수회(faculty)

는 대학의 재산과 사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는 법인(corporation)으로서

학문의 주체인 동시에 대학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였지만, 미국의 경우에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주로 종교단체 또는 자선단체 등에 의

해 설립된 이사회(board)였고, 교수들은 그 법인(이사회)에 고용된 사람

들로서 대학법인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을 실현하는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하였다.453) 또한 19세기 중반까지는 대학이 담당하는 역

할도 학문의 탐구라기보다는 각 대학의 설립 이념에 따른 종교적 교육이

거나 전문직업인의 양성과 같은 것이었고, 진리의 발견과 같은 학문 연

구와는 거리가 멀었다.454)

따라서 미국에서 학문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다

루어지기 어려웠고, 주로 학교법인에 대한 교수 개인의 지위의 보호 문

제로 전개되어 왔다.455) 그것도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지

기보다는, 교수들의 직업적 이념이나 관습의 문제로 다루어졌으며 분쟁

의 해결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국의 대학의 교원들로 구성

된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AAUP, 미국대학교

원협회)라는 자율적 단체의 분쟁 해결절차에 주로 의존하였다.456) 그러

452) Peter Byrne, “Academic Freedom: A ‘Special Concern of the First Amendment’”,

The Yale Law Journal, Vol.99 No.2 (1989), p.267.
453) Id. pp.267-268.

454) Id. p.269.

455) Id.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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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단체 자체의 견해는 헌법적으

로 보호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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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에서 동성애에 관하여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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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Id. at 676.

451) Id. at 67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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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유)

1.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유)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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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Id. p.269.

455) Id. p.267.



- 127 -

다가 1950년대에 불어 닥친 이른바 매카시즘이 대학 교수들의 반체제활

동에 대한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학문의 자유가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서 연방대법원에서 다

루어지기 시작하였다.457)

2.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유)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가.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유)의 내용

연방대법원은 1957년 Sweezy v. New Hampshire 판결458)(이하

“Sweezy 판결”)에서 방론(dictum)이기는 하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

유에 관하여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다.459) 다수의견은 대학이라

는 공동체에서 자유의 중요성은 자명한 것이고, 지성의 지도자들에게 재

갈을 물리는 것(to impose any strait jacket)은 국가의 미래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460) Frankfurter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특히 대학의 자유(freedom of university)의 네 가지 요소는 ‘누가 가르

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누구를 학

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대학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

456) Id. p.256.

457) David M. Rabban, “Functional Analysis of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Academic Freedom under the First Amendment”,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53, No.3 (1990), pp.235-236.
458) 354 U.S. 234 (1957). 이 판결은 New Hampshire 주(州) 의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

반체제활동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주(州) 검찰총장이 New Hampshire 대학 교수인

Paul Sweezy에게 그가 담당한 강의 내용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나 Sweezy가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

다.

459) Peter Byrne, 앞의 글, p.256. 주(州)의 모든 학교에 대해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교육

하거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수업하는 것을 금지한 Nebraska 주(州) 법률이 적법절차

에 위반하여 교사와 부모의 자유(liberty)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한 1923년의 Meyer v.

Nebraska 판결이 있으나, 이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 보기는 어렵고(Id.

p.251, n.147.) 교육을 받을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60) 354 U.S. 234, at 250.

- 128 -

였다.461)

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연방대법원은 학문의 자유가 수정헌법 제1조의 특별한 관심 대상(a

special concern of the First Amendment)이라고 하여462) 수정헌법 제1

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다른 기본

권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는 기본권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

게 설명하지 않았다.463)

대학의 자유는 앞서 본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와 마찬가지

로 대학이라는 기관(institution)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연방대법원은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판결464)

(이하 “Bakke 판결”)에서 Sweezy 판결에서 설시한 대학의 자유의 네 가

지 요소를 원용하면서,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465) 이 판결에서 대학의 자유를 주장한 상고인(petitioner)은 주립대

학인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의 평의원회(Regents)로서 법인

(corporation)이었다.466) 그 후 Widmar v. Vincent 판결(이하 “Widmar

판결”)에서는 대학이 보유한 한정된 자원을 학문적 목적을 위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학은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467)468)

461) Id. at 263.

462) Keyishian v. Board of Regents of University of State of New York, 385 U.S.

589, 603 (1967);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438 U.S. 265, 312

(1978).

463) Walter P. Metzger, “Profession and Constitution: Two Definitions of Academic

Freedom in America”, Texas Law Review, Vol.66 (1988), p.1289.
464) 438 U.S. 265 (1978).

465) Id. at 312-313.

466) Id. at 366 fn.42.

467) 454 U.S. 263, 278 (1981).

468) 이 판결은 Missouri 주립대학이 등록된 학생단체에게는 일반적으로 교내 시설의 사

용을 허용하면서도 종교적 목적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판결이

었는데, 연방대법원은 대학이 한정된 자원의 사용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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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종교의 자유

Ⅰ. 종교법인의 종교의 자유

1. 종교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연방대법원은 종교단체로서의 법인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법인의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해 오고 있다.

종교서적을 비롯한 종교적 내용의 물건을 판매하는 종교법인에 대해

일반 물건의 판매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교법인

도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종교법인의 종교의 자유

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469) 반면, 시(市)가 조례를 통해 종교 의식

(ritual)의 목적으로 동물을 살해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특정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삼는 종교 의식을 갖고 있는 종교단체를 겨냥한 것으로서 법

인으로 설립된 그 종교단체의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

다.470)

2. 종교법인의 종교적 자유의 인정 범위

종교법인의 활동 중에서 직접적인 종교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종교법인이 종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이러한 문제가 흔히 제기되는 영역이 종교법인의 고용관계이다. 종

교법인이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고용관계에서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

469) Jimmy Swaggart Ministries v. Board of Equalization of Cal., 493 U.S. 378,

389-390 (1990).

470) Church of Lukumi Babalu Aye, Inc. v. Hialeah, 508 U.S. 520, 539-540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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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연방대법원은 종교법인이 종교를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가하는 차별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Corporation of Presiding Bishop of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v. Amos 판결(이하 “Amo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Civil Rights Act(민권법)의 적

용과 관련하여, 종교단체가 그 단체에 관련된 업무를 그 종교를 가진 사

람으로만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 민권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한 예외조항(종교예외조항)471)에 대해 종교단체의 비영리활동(nonprofit

activities)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472)

이 판결은 교회가 선교(宣敎) 등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의 직원을 그 교회의 신자(信者) 중에서만 채용하고 신자가 아닌 일부

직원들을 해고한 사안이었는데, 연방대법원은 문제가 된 조항이 종교단

체가 선교 활동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규제는 국가가 종교에 대해 지

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종교적 예외조항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473)474)

이 판결에서 Brennan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종교적 예외조항의 근거

를 “종교단체의 자율성(autonomy)”으로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종교단체

471) 42 U.S.C. § 2000e-1(a) “...... shall not apply to ...... a religious corporation,

association, educational institution, or society with respect to the employment of

individuals of a particular religion to perform work connected with the carrying on

by such corporation, association, educational institution, or society of its activities.”

472) 483 U.S. 327, 339 (1987).

473)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가

교회의 선교 기타 공익적 활동을 위해 Utah 주(州) 법률에 의해 설립된 “Corporation

of the Presiding Bishop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CPB)”

와 “Corpor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COP)”가 비영리 체육시설을 운영한 사안이었다. 483 U.S. 327, 330.

474) 해고된 직원들은 위 예외조항이 국교부인(國敎否認) 조항(Establishment Clause)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위 예외조항이 종교적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 아니고 주된 효과도 종교를 도와주거나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예외조항이 없다면 오히려 정부가 종교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 예외조항이 국교부인조항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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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 신앙을 공유함으로써 종교 활

동을 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곧 개인들의 종

교의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475) “종교단체의 자율성(church

autonomy)”이란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지도자를 스스로 선출하고, 규율을

정하고, 내부의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들이 설립한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476)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인정되

는 근거는 이를 통해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자율성을 어느 범위까지 보장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Brennan 대법관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

동477)에 속한다면,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478)

그 후에도 연방대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특히 고용

관계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 종교단체에게 인정되는 예외를 이른바 “성직

예외(聖職例外, ministerial exception)”라는 관념으로 구체화하였다. 종교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일정한 종교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채용

하고 성직자로 간주하는 교사들과 맺는 고용관계는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선교를 어떤 방식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정

부가 그 고용관계를 강제하는 것은 종교법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라고 하였다.479) 종교단체의 고용관계에 관해서는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

475) 483 U.S. 327, 342.

476) Douglas Laycock, “Towards a General Theory of The Religion Clauses: The

Case of Church Labor Relations and the Right to Church Autonomy”, Columbia

Law Review, Vol.81 (1981), pp.1388-1390. 여기서 Laycock은 종교의 자유 조항에 의

해 보호되는 행위에는 종교활동의 자유, 종교단체의 자율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

해 종교적 양심에 근거하여 반대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477) 여기서 비영리활동이란 수익활동도 포함된다. 비영리 목적의 수익활동이란 그 수익

을 단체나 구성원들의 사적 이익으로 배분하지 않고 비영리 목적에 충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478) Id. 345-346. 여기서 종교단체의 자율성 인정 범위의 판단 기준을 “종교적 활동 여

부”가 아니라 “영리활동 여부”로 한 것은 “종교적 활동 여부”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종교적 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가가 종교에 지나치게 관여하게 되는 문제점

이 있으며,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종교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Id. 3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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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성직예외’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고용에서

의 법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480)

Ⅱ. 비종교법인(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

1. 연방법률에 의한 종교의 자유 보호

종교법인 이외의 법인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아직 없

다. 다만, 연방법률인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RFRA, 이하

“종교자유회복법”)481)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는 긴절한 공익의 달성을

위해 덜 침해적인 수단이 없는 한 개인(person)의 종교의 자유 행사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482)에 의한 보호가 법인,

479) Hosanna–Tabor Evangelical Lutheran Church and School v. EEOC, 132 S.Ct.

694, 706 (2012).

480) Id. 707.

481) 종교자유회복법은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1990년 Employment Division,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of Oregon v. Smith 판결(494 U.S. 872)로 인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다고 판단한 연방의회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정당화요건으로서의 엄격심사원칙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연방법률이었다. Smith 판결은, Peyote(선인장에서

추출한 마약)를 종교의식으로 섭취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한 실직자가 실업연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Oregon주 정부가 범죄행위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거부하자 그 연금지

급거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고 일반

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그것이 종교행사에 대한 제한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 판

결이었다. 이는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기존의 심사기준에 비해 완화된 심사

기준이었다. 이에 연방의회는 종교자유회복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종교의 자유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을 위헌심사에서의 엄격심사의 내용과 같이 규정하였던 것이

다.

482) 42 U.S.C. § 2000bb-1. “Government shall not substantially burden a person’s

exercise of religion even if the burden results from a rule of general applicability,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b) Exception

Government may substantially burden a person’s exercise of religion only if it

demonstrates that application of the burden to th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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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 신앙을 공유함으로써 종교 활

동을 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곧 개인들의 종

교의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475) “종교단체의 자율성(church

autonomy)”이란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지도자를 스스로 선출하고, 규율을

정하고, 내부의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들이 설립한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476)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인정되

는 근거는 이를 통해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자율성을 어느 범위까지 보장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Brennan 대법관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

동477)에 속한다면,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478)

그 후에도 연방대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특히 고용

관계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 종교단체에게 인정되는 예외를 이른바 “성직

예외(聖職例外, ministerial exception)”라는 관념으로 구체화하였다. 종교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일정한 종교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채용

하고 성직자로 간주하는 교사들과 맺는 고용관계는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선교를 어떤 방식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정

부가 그 고용관계를 강제하는 것은 종교법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라고 하였다.479) 종교단체의 고용관계에 관해서는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

475) 483 U.S. 327, 342.

476) Douglas Laycock, “Towards a General Theory of The Religion Clauses: The

Case of Church Labor Relations and the Right to Church Autonomy”, Columbia

Law Review, Vol.81 (1981), pp.1388-1390. 여기서 Laycock은 종교의 자유 조항에 의

해 보호되는 행위에는 종교활동의 자유, 종교단체의 자율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

해 종교적 양심에 근거하여 반대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477) 여기서 비영리활동이란 수익활동도 포함된다. 비영리 목적의 수익활동이란 그 수익

을 단체나 구성원들의 사적 이익으로 배분하지 않고 비영리 목적에 충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478) Id. 345-346. 여기서 종교단체의 자율성 인정 범위의 판단 기준을 “종교적 활동 여

부”가 아니라 “영리활동 여부”로 한 것은 “종교적 활동 여부”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종교적 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가가 종교에 지나치게 관여하게 되는 문제점

이 있으며,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종교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Id. 3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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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성직예외’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고용에서

의 법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480)

Ⅱ. 비종교법인(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

1. 연방법률에 의한 종교의 자유 보호

종교법인 이외의 법인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아직 없

다. 다만, 연방법률인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RFRA, 이하

“종교자유회복법”)481)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는 긴절한 공익의 달성을

위해 덜 침해적인 수단이 없는 한 개인(person)의 종교의 자유 행사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482)에 의한 보호가 법인,

479) Hosanna–Tabor Evangelical Lutheran Church and School v. EEOC, 132 S.Ct.

694, 706 (2012).

480) Id. 707.

481) 종교자유회복법은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1990년 Employment Division,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of Oregon v. Smith 판결(494 U.S. 872)로 인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다고 판단한 연방의회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정당화요건으로서의 엄격심사원칙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연방법률이었다. Smith 판결은, Peyote(선인장에서

추출한 마약)를 종교의식으로 섭취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한 실직자가 실업연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Oregon주 정부가 범죄행위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거부하자 그 연금지

급거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고 일반

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그것이 종교행사에 대한 제한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 판

결이었다. 이는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기존의 심사기준에 비해 완화된 심사

기준이었다. 이에 연방의회는 종교자유회복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종교의 자유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을 위헌심사에서의 엄격심사의 내용과 같이 규정하였던 것이

다.

482) 42 U.S.C. § 2000bb-1. “Government shall not substantially burden a person’s

exercise of religion even if the burden results from a rule of general applicability,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b) Exception

Government may substantially burden a person’s exercise of religion only if it

demonstrates that application of the burden to th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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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리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Burwell v. Hobby

Lobby Stores, Inc. 판결(이하 “Hobby Lobby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영리법인도 위 종교자유회복법 조항에 의한

종교의 자유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483) 영리법인도 사

실상 헌법상 기본권과 같은 정도로 종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Hobby Lobby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판단

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헌법상 기본권과 같은 종교의 자유가

결과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종교자유회복법 조항의 특이성 때문

이다. 종교자유회복법 조항은 “정부는 긴절한 공익의 달성을 위해 덜 침

해적인 수단이 없는 한 개인(person)의 종교의 자유 행사에 실질적인 부

담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

의 정당화요건으로서의 엄격심사원칙과 동일한 내용이다. 따라서 종교자

유회복법은 연방법률이지만 그 법률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484) 결국 종교자유

회복법 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종교

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Hobby Lobby 판결은 이른바 “오바마케어(Obamacare)”로 불리는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 이하 “의료보험개

혁법”)에서 정한 의료보험제공의무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의료보험개

혁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그 피용자들에 대하여 의료보험제공 의무를 부

담하고 그 의료보험의 내용 중에는 피임을 위한 약품이나 의료행위도 포

함되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의료보험제공의무, 즉 피임과 관련한 약품이

(1) is in furtherance of a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 and

(2) is the least restrictive means of furthering that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

483) 134 S.Ct. 2751 (2014).

484) Kent Greenawalt, “Hobby Lobby Its Flawed Interpretive Techniques and

Standards of Application”, in The Rise of Corporate Religious Liberty (edited by

Micah Schwartzman, Chad Flanders, and Zoё Robins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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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고용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

(Hobby Lobby, Mardel, Conestoga Wood Specialties)은 모두 기독교 신

자들인 가족들이 각 회사의 전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폐쇄회사(closely

held)들이었는데,485) 의료보험개혁법에서 의료보험의 범위에 피임 약품이

나 기구도 포함시키는 것이 종교적 신념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486)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회사에 대하여 피고용자에 대한 의료보험제공의

무를 부과하면서 피임관련 약품이나 기구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

은 폐쇄회사(for-profit closely held corporation)에 적용되는 한 종교자

유회복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487)

2. 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 인정 근거

Hobby Lobby 판결의 결론은 의료보험개혁법이 피임관련 약품이나 도

구에 대한 의료보험제공의무는 피임에 반대하는 종교를 가진 주주들로

구성된 폐쇄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대규모 공개

회사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수의견은 판

단을 회피하였지만, 이에 대해 반대의견에서는 다수의견이 결론만 폐쇄

회사에 대한 적용으로 한정했을 뿐 그 논리는 결국 규모와 종류를 불문

하고 모든 영리법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

485) Hobby Lobby는 공예품 소매업을 하고 있는 영리회사로서 13,000명이 넘는 직원들

과 500여개의 매장을 가진 회사였고, 그 자회사의 하나인 Mardel은 기독교서적판매점

을 35개 운용하고 있었고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Conestoga

Wood Specialties는 영리회사로서 950명을 고용하고 있는 목공업 회사였다. Id. at

2764-2765.

486) 의료보험개혁법에 따라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의료보험의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

기관인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의 행정입법에 의해 정해졌는데,

피임을 위한 약품이나 기구들도 의료보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약품이나

기구들 중 일부는 이미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포함되

어 있었다. 한편,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나 종교적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피임

을 위한 약품이나 기구들에 대한 의료보험제공의무를 면제하였다. Id. at 2754-2755.

487) 134 S.Ct. 275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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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 이하 “의료보험개

혁법”)에서 정한 의료보험제공의무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의료보험개

혁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그 피용자들에 대하여 의료보험제공 의무를 부

담하고 그 의료보험의 내용 중에는 피임을 위한 약품이나 의료행위도 포

함되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의료보험제공의무, 즉 피임과 관련한 약품이

(1) is in furtherance of a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 and

(2) is the least restrictive means of furthering that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

483) 134 S.Ct. 2751 (2014).

484) Kent Greenawalt, “Hobby Lobby Its Flawed Interpretive Techniques and

Standards of Application”, in The Rise of Corporate Religious Liberty (edited by

Micah Schwartzman, Chad Flanders, and Zoё Robins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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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고용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

(Hobby Lobby, Mardel, Conestoga Wood Specialties)은 모두 기독교 신

자들인 가족들이 각 회사의 전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폐쇄회사(closely

held)들이었는데,485) 의료보험개혁법에서 의료보험의 범위에 피임 약품이

나 기구도 포함시키는 것이 종교적 신념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486)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회사에 대하여 피고용자에 대한 의료보험제공의

무를 부과하면서 피임관련 약품이나 기구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

은 폐쇄회사(for-profit closely held corporation)에 적용되는 한 종교자

유회복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487)

2. 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 인정 근거

Hobby Lobby 판결의 결론은 의료보험개혁법이 피임관련 약품이나 도

구에 대한 의료보험제공의무는 피임에 반대하는 종교를 가진 주주들로

구성된 폐쇄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대규모 공개

회사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수의견은 판

단을 회피하였지만, 이에 대해 반대의견에서는 다수의견이 결론만 폐쇄

회사에 대한 적용으로 한정했을 뿐 그 논리는 결국 규모와 종류를 불문

하고 모든 영리법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

485) Hobby Lobby는 공예품 소매업을 하고 있는 영리회사로서 13,000명이 넘는 직원들

과 500여개의 매장을 가진 회사였고, 그 자회사의 하나인 Mardel은 기독교서적판매점

을 35개 운용하고 있었고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Conestoga

Wood Specialties는 영리회사로서 950명을 고용하고 있는 목공업 회사였다. Id. at

2764-2765.

486) 의료보험개혁법에 따라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의료보험의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

기관인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의 행정입법에 의해 정해졌는데,

피임을 위한 약품이나 기구들도 의료보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약품이나

기구들 중 일부는 이미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포함되

어 있었다. 한편,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나 종교적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피임

을 위한 약품이나 기구들에 대한 의료보험제공의무를 면제하였다. Id. at 2754-2755.

487) 134 S.Ct. 275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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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였다.

(1) 다수의견

Alito 대법관이 집필한 다수의견은 먼저 종교자유회복법이 규정하고

있는 “person”이라는 문언의 해석에 근거하여 영리법인도 종교자유회복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연방법률의 총칙규정인 Dictionary Act에

서는 연방법률 해석에 있어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

람(person)”에는 법인(corporation)도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연방의회가

종교자유회복법에서 법인을 제외하려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비영

리법인도 위 조항의 “person”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연방대법원이 판

례를 통해 인정해 왔는데,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488)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권리이든 법률상의 권리이든 간에 법인에게도 권리를 인정하

는 목적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When rights, whether

constitutional or statutory, are extended to corporations, the purpose

i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se people)”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회사

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그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되고,489) 법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특히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도 종교의 자

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법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이유로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490)

영리법인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에 있으므로 종교자유회복법의 보호대

488) Id. at 2768-2769.

489) Id. at 2768.

490) Id. at 2769-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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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날 영리법인은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윤 추구의 목적 이외에도 자

선사업이나 환경문제와 같은 비영리 또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추구할 수

있고, 이는 회사법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종교적 목적을 함께

갖는 영리법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였다.491)

한편, 다수의견은 대규모 공개회사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

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을 회피하였다. 이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 동일한 하나의 가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폐쇄회사에 관

한 것이므로 대규모 공개회사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회

사들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주장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는 이유에

서였다.492)

(2) 반대의견

Ginsburg 대법관이 집필한 4인의 반대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먼저 헌법상 종교의 자유 조항에 의해서든 종교자유회복법 조항에 의

해서든 간에, 영리법인이 종교의 자유를 들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판결은 없었는데,493) 그 이유는, 먼저 종교의 자

유 행사란 자연인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가공적 존재(artificial being)

491) Id. at 2770-2771.

492) Id. at 2774.

493) Id. at 2794. 다수의견은 연방대법원이 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선례가 이

미 존재한다고 하면서 Gallagher v. Crown Kosher Super Market of Mass., Inc. 판

결(366 U.S. 617, 1961)을 언급하였으나(Id. at 2772-2773), 이에 대해 Ginsburg 대법

관은, 그 판결의 당사자들은 하나의 영리법인과 4명의 개인들이었는데 문제가 된 쟁

점(일요일 휴무를 강제하는 주 법률이 유대교 신자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 평

등원칙 또는 국교부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합헌으로 판단한 다른 선

례[Braunfeld v. Brown, 366 U.S. 599 (1961)]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포

함한 당사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굳이 판

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침해 주장을) 문제 삼지 않은 것

뿐이었다고 반박하였다. Id. f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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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였다.

(1) 다수의견

Alito 대법관이 집필한 다수의견은 먼저 종교자유회복법이 규정하고

있는 “person”이라는 문언의 해석에 근거하여 영리법인도 종교자유회복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연방법률의 총칙규정인 Dictionary Act에

서는 연방법률 해석에 있어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

람(person)”에는 법인(corporation)도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연방의회가

종교자유회복법에서 법인을 제외하려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비영

리법인도 위 조항의 “person”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연방대법원이 판

례를 통해 인정해 왔는데,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488)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권리이든 법률상의 권리이든 간에 법인에게도 권리를 인정하

는 목적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When rights, whether

constitutional or statutory, are extended to corporations, the purpose

i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se people)”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회사

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그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되고,489) 법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특히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도 종교의 자

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법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이유로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490)

영리법인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에 있으므로 종교자유회복법의 보호대

488) Id. at 2768-2769.

489) Id. at 2768.

490) Id. at 2769-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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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날 영리법인은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윤 추구의 목적 이외에도 자

선사업이나 환경문제와 같은 비영리 또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추구할 수

있고, 이는 회사법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종교적 목적을 함께

갖는 영리법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였다.491)

한편, 다수의견은 대규모 공개회사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

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을 회피하였다. 이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 동일한 하나의 가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폐쇄회사에 관

한 것이므로 대규모 공개회사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회

사들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주장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는 이유에

서였다.492)

(2) 반대의견

Ginsburg 대법관이 집필한 4인의 반대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먼저 헌법상 종교의 자유 조항에 의해서든 종교자유회복법 조항에 의

해서든 간에, 영리법인이 종교의 자유를 들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판결은 없었는데,493) 그 이유는, 먼저 종교의 자

유 행사란 자연인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가공적 존재(artificial being)

491) Id. at 2770-2771.

492) Id. at 2774.

493) Id. at 2794. 다수의견은 연방대법원이 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선례가 이

미 존재한다고 하면서 Gallagher v. Crown Kosher Super Market of Mass., Inc. 판

결(366 U.S. 617, 1961)을 언급하였으나(Id. at 2772-2773), 이에 대해 Ginsburg 대법

관은, 그 판결의 당사자들은 하나의 영리법인과 4명의 개인들이었는데 문제가 된 쟁

점(일요일 휴무를 강제하는 주 법률이 유대교 신자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 평

등원칙 또는 국교부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합헌으로 판단한 다른 선

례[Braunfeld v. Brown, 366 U.S. 599 (1961)]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포

함한 당사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굳이 판

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침해 주장을) 문제 삼지 않은 것

뿐이었다고 반박하였다. Id. f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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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한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 조항

은 교회 또는 종교적인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 인정되어 오기는 했지

만, 종교단체는 동일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함에 반해, 영리법인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은 하나의 종교 공동

체에 속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규율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

문에 영리법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494)

한편, 이 사건에서 회사들에게 강제되는 것은 여러 혜택들을 모두 포

함한 포괄적인 의료보험금의 지출일 뿐 피임관련 약품이나 의료행위를

직접 구입하거나 제공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피임관련 약품이나

의료행위도 피보험자인 노동자들 또는 그들의 담당의사가 그러한 의료행

위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비로소 문제된다는 점에서 특정 종교를 가진

폐쇄회사의 주주들의 종교의 자유 행사에 실질적인 부담(substantially

burdens)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495)

또한, 다수의견은 영리법인의 종교적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 제3자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Hobby Lobby

회사에는 수천 명의 여성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고, 이들 여성들이 남성

들과 동등하게 사회적·경제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회사 주주의 종교적 신념을 위

해 그 여성 근로자들의 이익(피임과 관련된 의료보험)을 부정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496)

나아가 다수의견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도 종교의 자유

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리법인도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종교의 자

유에 대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영리법인은 주주와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다르다.497) 또한 다수의견의 결

론은 “폐쇄회사(for-profit closely held corporation)에 적용되는 한 종교

자유회복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지만, 다수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논리

494) Id. at 2795.

495) Id. at 2799.

496) Id. at 2787-2788, 2791.

497) Id. at 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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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사의 규모나 성격을 불문하고 모든 영리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

는 것이어서 회사도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폐쇄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영리법인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이

다.498)

(3) 검토

Hobby Lobby 판결에서의 쟁점은 다수의견이 제한한 범위에 따른다면

영리법인도 종교자유회복법의 보호대상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지만, 반대의견의 지적처럼 그 판결에서 제시된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수의견의 명시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

리법인 일반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

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수의견은 대규모 공개회사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주장되는 사건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았지만,

법인의 종교의 자유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더욱 관심을 끄는 부분은 오

히려 영리법인 일반의 종교의 자유 주장 가능성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제7절 연방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Ⅰ. 법인의 기본권 인정 범위의 확대 경향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기본권에 관하여,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서 시

작하여 절차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으로 기본권의 인정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건국초기부터 계약보호조항에 의한 보호를

시작으로499) 조세에서의 평등권500)과 재산권501)을 인정하고, 수정헌법 제

498) Id.

499) Dartmouth 판결 (1819).

500) Santa Clara 판결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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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한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 조항

은 교회 또는 종교적인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 인정되어 오기는 했지

만, 종교단체는 동일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함에 반해, 영리법인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은 하나의 종교 공동

체에 속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규율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

문에 영리법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494)

한편, 이 사건에서 회사들에게 강제되는 것은 여러 혜택들을 모두 포

함한 포괄적인 의료보험금의 지출일 뿐 피임관련 약품이나 의료행위를

직접 구입하거나 제공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피임관련 약품이나

의료행위도 피보험자인 노동자들 또는 그들의 담당의사가 그러한 의료행

위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비로소 문제된다는 점에서 특정 종교를 가진

폐쇄회사의 주주들의 종교의 자유 행사에 실질적인 부담(substantially

burdens)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495)

또한, 다수의견은 영리법인의 종교적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 제3자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Hobby Lobby

회사에는 수천 명의 여성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고, 이들 여성들이 남성

들과 동등하게 사회적·경제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회사 주주의 종교적 신념을 위

해 그 여성 근로자들의 이익(피임과 관련된 의료보험)을 부정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496)

나아가 다수의견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도 종교의 자유

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리법인도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종교의 자

유에 대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영리법인은 주주와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다르다.497) 또한 다수의견의 결

론은 “폐쇄회사(for-profit closely held corporation)에 적용되는 한 종교

자유회복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지만, 다수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논리

494) Id. at 2795.

495) Id. at 2799.

496) Id. at 2787-2788, 2791.

497) Id. at 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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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사의 규모나 성격을 불문하고 모든 영리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

는 것이어서 회사도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폐쇄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영리법인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이

다.498)

(3) 검토

Hobby Lobby 판결에서의 쟁점은 다수의견이 제한한 범위에 따른다면

영리법인도 종교자유회복법의 보호대상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지만, 반대의견의 지적처럼 그 판결에서 제시된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수의견의 명시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

리법인 일반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

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수의견은 대규모 공개회사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주장되는 사건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았지만,

법인의 종교의 자유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더욱 관심을 끄는 부분은 오

히려 영리법인 일반의 종교의 자유 주장 가능성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제7절 연방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Ⅰ. 법인의 기본권 인정 범위의 확대 경향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기본권에 관하여,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서 시

작하여 절차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으로 기본권의 인정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건국초기부터 계약보호조항에 의한 보호를

시작으로499) 조세에서의 평등권500)과 재산권501)을 인정하고, 수정헌법 제

498) Id.

499) Dartmouth 판결 (1819).

500) Santa Clara 판결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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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에 의한 보호,502) 언론의 자유,503) 영리법인

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504) 영리법인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505) 법인 자

신의 결사의 자유,506) (연방법률의 해석을 통한) 영리법인의 종교의 자

유507) 등으로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고 있는 경향은 법인

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 법인이 헌법상 기본권을 원용하여 그 규제를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

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방대법원이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

위를 확대해 오고 있는 것은 통시적인 관찰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경향

이다.

Ⅱ. 법인의 기본권 인정 근거의 일관성 결여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 체계적인

법리를 확립하지는 못하였다.508) 개별 사건마다 논증 방식이나 이유들도

달리해 왔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문제되었던 사

안들에서 종종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설시해 왔으나, 사안에 다라 법인

의 본질에 관한 다른 견해를 각각 제시하거나,509) 심지어 동일한 판결

내에서도 법인의 본질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근거로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Hale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4조

의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에 관해서는 법인은 결국 “개인들의 집합일 뿐

501) Beckwith 판결 (1906).

502) Hale 판결 (1906).

503) Grosjean 판결 (1936).

504) Bellotti 판결 (1978).

505) Central Hudson 판결 (1980).

506) Dale 판결 (2000).

507) Hobby Lobby 판결 (2014).

508) Michael D. Rivard, “Toward a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Personhood: A

Theory of Constitutional Personhood for Transgenic Humanoid Species”, U.C.L.A.

Law Review, Vol.39 (1992), p.1465.
509)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artmouth 판결에서는 의제론, Santa Clara 판결에서는 집합

이론, Hale 판결에서는 의제론과 집합이론 모두에 입각한 설시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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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n association of individuals)이고, 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단체에

도 적용될 수 있는 헌법적 보호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법

인도 수정헌법 제4조가 규정한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에 의한 보호를 받

는다고 하였으나,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거부 조항에 관해서는 다시

법인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州)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고 법률에 의

해 승인된 정관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갖는 존재라는 이유에서 법

인의 기본권을 부정하였던 것이다.510)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처음부터 법인

의 기본권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구성을 포기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

하는 실용주의적으로 접근방식으로 일관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511)

학계에서는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는(ad hoc)”, “권리마다 다른(right-by-right)”, “일관성

없는(inconsistent and incoherent)”, “자의적인(arbitrary)” 판결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512)

Ⅲ. 법인의 기본권 특성에 대한 고찰의 부족

연방대법원은 자기부죄거부는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으로

보았고,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와 관련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호의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과 법인 사이에

명백한 차이를 두었다. 또한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도

Austin 판결에서와 같이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에 비해 보다 폭넓은 제

한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 바 있다.

510) 이 판결에서 Harlan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 조항에 대해

서도 법인은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는

Dartmouth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설시한 법인의 본질, 즉 ‘법인은 볼 수도 없고, 만

질 수도 없는, 오직 법률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가공의 존재’이므로 수정헌법 제4조

에서 의미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1 U.S. 43, 78 (1906).

511)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Constitutional Operationalism”(헌법학적 조작주의)라

고 부르기도 한다. Carl J. Mayer, “Personalizing the Impersonal: Corporations and

the Bill of Rights”, Hastings Law Journal, Vol.41 (1990), p.650.
512) Brandon L. Garrett, 앞의 글,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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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에 의한 보호,502) 언론의 자유,503) 영리법인

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504) 영리법인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505) 법인 자

신의 결사의 자유,506) (연방법률의 해석을 통한) 영리법인의 종교의 자

유507) 등으로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고 있는 경향은 법인

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 법인이 헌법상 기본권을 원용하여 그 규제를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

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방대법원이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

위를 확대해 오고 있는 것은 통시적인 관찰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경향

이다.

Ⅱ. 법인의 기본권 인정 근거의 일관성 결여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 체계적인

법리를 확립하지는 못하였다.508) 개별 사건마다 논증 방식이나 이유들도

달리해 왔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문제되었던 사

안들에서 종종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설시해 왔으나, 사안에 다라 법인

의 본질에 관한 다른 견해를 각각 제시하거나,509) 심지어 동일한 판결

내에서도 법인의 본질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근거로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Hale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4조

의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에 관해서는 법인은 결국 “개인들의 집합일 뿐

501) Beckwith 판결 (1906).

502) Hale 판결 (1906).

503) Grosjean 판결 (1936).

504) Bellotti 판결 (1978).

505) Central Hudson 판결 (1980).

506) Dale 판결 (2000).

507) Hobby Lobby 판결 (2014).

508) Michael D. Rivard, “Toward a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Personhood: A

Theory of Constitutional Personhood for Transgenic Humanoid Species”, U.C.L.A.

Law Review, Vol.39 (1992), p.1465.
509)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artmouth 판결에서는 의제론, Santa Clara 판결에서는 집합

이론, Hale 판결에서는 의제론과 집합이론 모두에 입각한 설시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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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n association of individuals)이고, 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단체에

도 적용될 수 있는 헌법적 보호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법

인도 수정헌법 제4조가 규정한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에 의한 보호를 받

는다고 하였으나,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거부 조항에 관해서는 다시

법인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州)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고 법률에 의

해 승인된 정관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갖는 존재라는 이유에서 법

인의 기본권을 부정하였던 것이다.510)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처음부터 법인

의 기본권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구성을 포기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

하는 실용주의적으로 접근방식으로 일관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511)

학계에서는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는(ad hoc)”, “권리마다 다른(right-by-right)”, “일관성

없는(inconsistent and incoherent)”, “자의적인(arbitrary)” 판결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512)

Ⅲ. 법인의 기본권 특성에 대한 고찰의 부족

연방대법원은 자기부죄거부는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으로

보았고,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와 관련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호의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과 법인 사이에

명백한 차이를 두었다. 또한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도

Austin 판결에서와 같이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에 비해 보다 폭넓은 제

한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 바 있다.

510) 이 판결에서 Harlan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 조항에 대해

서도 법인은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는

Dartmouth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설시한 법인의 본질, 즉 ‘법인은 볼 수도 없고, 만

질 수도 없는, 오직 법률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가공의 존재’이므로 수정헌법 제4조

에서 의미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1 U.S. 43, 78 (1906).

511)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Constitutional Operationalism”(헌법학적 조작주의)라

고 부르기도 한다. Carl J. Mayer, “Personalizing the Impersonal: Corporations and

the Bill of Rights”, Hastings Law Journal, Vol.41 (1990), p.650.
512) Brandon L. Garrett, 앞의 글,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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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itizens United 판결에서는 금전지출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

유에 관하여 법인의 종류를 묻지 않고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 정

도를 자연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설시를 하였고, Hobby

Lobby 판결에서는 폐쇄회사에 대한 적용으로 범위를 한정하기는 하였지

만 영리회사도 개인과 같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일부 기본권에 관해서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이 갖는 특수성에 대하

여 아무런 고려 없이 법인의 기본권을 개인의 기본권 논의에 그대로 대

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기본권도 자연인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할 뿐 법인과 개인의 차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목적 등에 관하여 주목하지 않고 있으며, 결

국 법인의 기본권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한 검토를 통한 법인의 기본권에

대해 적용되는 특수한 법리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Ⅳ. 소송법적 논의 부족

기본권주체성은 실체법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의 문제이면서 소송법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사

건에서 적법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소송법

적 의미에서 적법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구체적 사건에

서의 주장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위가 있

는지 여부의 문제(당사자능력)와 구체적인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

권 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당사자적

격)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판례들

에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관련한 소송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언

급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이 소송법적 의미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재판구조 하에서는 기본권주체성의 소송법적 의미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재판구조 하에서는 일반법원의 소송

절차에서 법률적 쟁점과 헌법적 쟁점이 모두 다루어지는데, 법인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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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쟁점에 대하여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법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에 대하여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

송절차에서 법인의 당사자 지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

으로서는 기본권주체성의 소송법적 의미에 대해 언급할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권침해 여부의 판단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또는 법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이 소송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법

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반드시 구별

하여 그에 앞서 기본권주체성의 인정 여부를 따질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본권주체성에 대한 논의와 기본권제한의 정당화 논의를 구별하지 않고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당사자적격

(standing)의 관점에서 분석한 견해가 있다.513) 이 견해에 따르면 법인을

비롯한 단체가 헌법상 기본권침해의 주장을 하는 유형은 (1) 그 구성원

의 기본권 침해를 단체가 주장하는 경우(“association standing”), (2) 단

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organization standing”), 그리

고 (3)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으로서 제3자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경

우(“third party standing”)로 나누어진다.514) 그동안 연방대법원이 법인

의 기본권주장을 인정한 사례들은 모두 위 세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들이었는데, Hobby Lobby 판결은 당사자인 회사가 그 주주들

의 종교의 자유 침해를 주장한 사건으로서 제3자 소송담당(third-party

standing)의 요건515)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연방대법원은 그 요건에 해당

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주주의 종교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회사

에 대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잘못 판단한

513) Brandon L. Garrett, 앞의 글, pp.95-164.

514) Id. pp.137.

515)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은 (1) 소송당사자에게도 일정한 손해(injury)

가 있을 것, (2) 침해된 권리의 주체인 제3자와 당사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close

relationship)가 있을 것, (3) 침해된 권리의 주체인 제3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데

에 장애가 있을 것이다. Id.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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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itizens United 판결에서는 금전지출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

유에 관하여 법인의 종류를 묻지 않고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 정

도를 자연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설시를 하였고, Hobby

Lobby 판결에서는 폐쇄회사에 대한 적용으로 범위를 한정하기는 하였지

만 영리회사도 개인과 같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일부 기본권에 관해서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이 갖는 특수성에 대하

여 아무런 고려 없이 법인의 기본권을 개인의 기본권 논의에 그대로 대

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기본권도 자연인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할 뿐 법인과 개인의 차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목적 등에 관하여 주목하지 않고 있으며, 결

국 법인의 기본권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한 검토를 통한 법인의 기본권에

대해 적용되는 특수한 법리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Ⅳ. 소송법적 논의 부족

기본권주체성은 실체법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의 문제이면서 소송법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사

건에서 적법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소송법

적 의미에서 적법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구체적 사건에

서의 주장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위가 있

는지 여부의 문제(당사자능력)와 구체적인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

권 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당사자적

격)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판례들

에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관련한 소송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언

급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이 소송법적 의미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재판구조 하에서는 기본권주체성의 소송법적 의미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재판구조 하에서는 일반법원의 소송

절차에서 법률적 쟁점과 헌법적 쟁점이 모두 다루어지는데, 법인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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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쟁점에 대하여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법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에 대하여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

송절차에서 법인의 당사자 지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

으로서는 기본권주체성의 소송법적 의미에 대해 언급할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권침해 여부의 판단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또는 법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이 소송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법

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반드시 구별

하여 그에 앞서 기본권주체성의 인정 여부를 따질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본권주체성에 대한 논의와 기본권제한의 정당화 논의를 구별하지 않고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당사자적격

(standing)의 관점에서 분석한 견해가 있다.513) 이 견해에 따르면 법인을

비롯한 단체가 헌법상 기본권침해의 주장을 하는 유형은 (1) 그 구성원

의 기본권 침해를 단체가 주장하는 경우(“association standing”), (2) 단

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organization standing”), 그리

고 (3)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으로서 제3자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경

우(“third party standing”)로 나누어진다.514) 그동안 연방대법원이 법인

의 기본권주장을 인정한 사례들은 모두 위 세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들이었는데, Hobby Lobby 판결은 당사자인 회사가 그 주주들

의 종교의 자유 침해를 주장한 사건으로서 제3자 소송담당(third-party

standing)의 요건515)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연방대법원은 그 요건에 해당

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주주의 종교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회사

에 대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잘못 판단한

513) Brandon L. Garrett, 앞의 글, pp.95-164.

514) Id. pp.137.

515)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은 (1) 소송당사자에게도 일정한 손해(injury)

가 있을 것, (2) 침해된 권리의 주체인 제3자와 당사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close

relationship)가 있을 것, (3) 침해된 권리의 주체인 제3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데

에 장애가 있을 것이다. Id.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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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주장한다.516)

법인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누가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의 문제인 당사자적격(standing)은 개념상 구별된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

권주체성 논의를 당사자적격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517) 그러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주체

성이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연방대법

원은 법인의 기본권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그것이 갖는 소송법적 의미

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Ⅴ. 소결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은 비록 법인의 기본권 인정 근거에 대해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성에 대한 고려

나 소송법적 의미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지만, 오랜 기간 다양한 영역에

서 법인의 기본권 문제를 다루어 오면서 법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타당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시사점들

을 제공하고 있다.

516) Id. pp.150-151.

517) Zoё Robinson, “Constitutional Personhood”,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Vol.84 (2016), pp.61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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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법인의 기본권 및 그 제한

제1절 법인의 기본권 논의의 특성

Ⅰ. 도구적 개념으로서의 “법인의 기본권”

헌법이 국가의 조직과 구성 및 그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이유는 국가

권력을 헌법에 기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국가권력을 헌법으로써 통

제하려는 목적은 결국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목적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

장 및 실현이며, 기본권의 궁극적인 향유(享有)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헌법과 헌법상 기본권의 이와 같은 존재 이유는 헌법의 역사에서 분명

하게 표현되어 왔다. 현대 헌법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미국연방헌법은 전

문(preamble)에서 “우리 미국 국민”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한다고 선언하였고518) 그보다 앞서

미국건국의 기초가 되었던 독립선언문에서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불가

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간들 사이에서(among men) 국가

(Government)는 수립되는 것”이라고 하였다.519) 또한 시민혁명을 통한

근대국가 수립의 전형(典型)이라고 할 프랑스혁명에서의 “인간과 시민을

위한 권리선언”(1789)도, 그 전문에서 “인간의 권리(droits de l’

518) “WE THE PEOPEL OF THE UNITED STATE, in order to form ......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519) “ ......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http://www.ushistory.org/declaration/document/ 2017. 5. 9.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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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Id. pp.150-151.

517) Zoё Robinson, “Constitutional Personhood”,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Vol.84 (2016), pp.61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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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mes)”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제1조에서 “인간(Les

hommes)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존재한다”고 하

였다. 우리의 제헌헌법 역시 전문(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

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

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 이 헌법을 제정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법인에게도 헌법상 기본

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기본권 실현이

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보호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인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인간과 마

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과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이 아무

리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하더라도 법인 그 자체가 기본권 보장의 궁극

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법인이란 그 자체로서 존재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인간 이외의 존재를 권리

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종종 회자되

는 표현처럼 “여름의 마지막 장미”에게도 “뽑히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

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520)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를 사람과

같은 법적 주체로 인식하여 그 단체를 법인이라고 하고 그 법인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권리 부여의 목

적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521)522)

520) Gerard C. Henderson, The Position of Foreign Corporations I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18), p.166. 해사법(admiralty)에서

선박(ship)을 권리의무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521) Radin, 앞의 글, p.665.

522) 이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태아(또는 배아)나 외국인의 기본권 논의

와는 차원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human rights)을 논함에 있어

서도 인권의 주체를 의미하는 “person”의 개념도 태아(배아)나 뇌사자 등에 관한 논

의에서 사용되는 경우와 법인, 동물 또는 단체에 관한 논의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Jens David Ohlin, “Is the Concept of th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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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인에게도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법인의 기본

권도 개인의 기본권과 같은 정도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그 바탕에

는 법인을 통해 보호되고 실현되는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법인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법인의 배

후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본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수단”에 불

과한 것이다.523) 법인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에 의한 보호가 향하는 마지막 종착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법인의 기본권”이란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고안된 도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524)

Ⅱ.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법인의 기본권”의 양면적 성격

법인의 기본권 논의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단체가 갖는 의미

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상반된 방향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법인

의 기본권 논의는, 단체라는 존재를 통해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기본

권이라는 틀로 고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단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기본적

인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단체에 대

Necessary for Human Rights?”, Columbia Law Review, Vol.105 (2005), pp.212-229.
523) Machen, 앞의 글, pp.265-266.

524)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이러한 도구적 성격은 기본권 또는 권리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권리”의 본질을 설명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른바 이익설(interest theory 또는

beneficiary theory)로서 권리를 “이익(interest)의 향유”로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이른바 의사설(will theory 또는 choice theory)로서 “의사(will)의 실현”이라는 관

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Brian Bix, Jurisprudence : Theory and Context (4th ed.),

Carolina Academic Press (2006), p.129]. 그런데 권리의 성격을 의사의 실현으로 보

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이익의 향유로 보는 경우에도, 법질서가 권리를 보장하는 궁극

적인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질서가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하

여(그것이 자연에 실재하는 존재이든 인간의 관념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든) 권리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권리의 부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의사를 실현하거

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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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mes)”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제1조에서 “인간(Les

hommes)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존재한다”고 하

였다. 우리의 제헌헌법 역시 전문(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

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

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 이 헌법을 제정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법인에게도 헌법상 기본

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기본권 실현이

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보호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인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인간과 마

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과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이 아무

리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하더라도 법인 그 자체가 기본권 보장의 궁극

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법인이란 그 자체로서 존재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인간 이외의 존재를 권리

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종종 회자되

는 표현처럼 “여름의 마지막 장미”에게도 “뽑히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

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520)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를 사람과

같은 법적 주체로 인식하여 그 단체를 법인이라고 하고 그 법인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권리 부여의 목

적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521)522)

520) Gerard C. Henderson, The Position of Foreign Corporations I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18), p.166. 해사법(admiralty)에서

선박(ship)을 권리의무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521) Radin, 앞의 글, p.665.

522) 이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태아(또는 배아)나 외국인의 기본권 논의

와는 차원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human rights)을 논함에 있어

서도 인권의 주체를 의미하는 “person”의 개념도 태아(배아)나 뇌사자 등에 관한 논

의에서 사용되는 경우와 법인, 동물 또는 단체에 관한 논의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Jens David Ohlin, “Is the Concept of th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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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인에게도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법인의 기본

권도 개인의 기본권과 같은 정도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그 바탕에

는 법인을 통해 보호되고 실현되는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법인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법인의 배

후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본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수단”에 불

과한 것이다.523) 법인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에 의한 보호가 향하는 마지막 종착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법인의 기본권”이란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고안된 도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524)

Ⅱ.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법인의 기본권”의 양면적 성격

법인의 기본권 논의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단체가 갖는 의미

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상반된 방향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법인

의 기본권 논의는, 단체라는 존재를 통해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기본

권이라는 틀로 고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단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기본적

인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단체에 대

Necessary for Human Rights?”, Columbia Law Review, Vol.105 (2005), pp.212-229.
523) Machen, 앞의 글, pp.265-266.

524)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이러한 도구적 성격은 기본권 또는 권리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권리”의 본질을 설명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른바 이익설(interest theory 또는

beneficiary theory)로서 권리를 “이익(interest)의 향유”로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이른바 의사설(will theory 또는 choice theory)로서 “의사(will)의 실현”이라는 관

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Brian Bix, Jurisprudence : Theory and Context (4th ed.),

Carolina Academic Press (2006), p.129]. 그런데 권리의 성격을 의사의 실현으로 보

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이익의 향유로 보는 경우에도, 법질서가 권리를 보장하는 궁극

적인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질서가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하

여(그것이 자연에 실재하는 존재이든 인간의 관념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든) 권리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권리의 부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의사를 실현하거

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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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적 규율의 태도는 달라지는데,525) 홉스나 매디슨과 같이 단체의 존

재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아서 법인의 기본권 인정에 신중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단체가

지니는 강력한 힘에 주목하여 단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단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자

유와 권리에 대한 잠재적인 침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되고, 단체의 권

리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526)

반면 토크빌과 같이 개인들이 단체를 통해 활동함으로써 자신들의 이

익을 실현하고 다양한 단체들이 단체의 힘을 통해 국가권력을 효과적으

로 통제함으로써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서는 법인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곧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목

적이 무엇이건 간에 모든 법인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단체(association)이

고 토크빌이 제시한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개인들의 자유를 확보하고 정

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며 기업들도 이

윤의 극대화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영리법인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 폭넓은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527)

법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

로서 존재하는 것인 만큼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곧 궁극적으로

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방대법원

이 Santa Clara 판결에서부터 Hobby Lobby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그 기본권을 보호해 온 데에는 바로 법인의 기

525) 앞의 제2장 제2절 Ⅲ. 참조.

526) Dan-Cohen, 앞의 책, pp.158-161.

527) 예컨대, Ronald J. Colombo, “The Corporation as A Tocquevillian Association”,

Temple Law Review, Vol.85 No.1 (2012), pp.21, 35-42; 같은 저자, “The Naked

Private Square”, Houston Law Review, Vol.51 (2013),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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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 보호가 곧 그 법인에 관련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의 부과에 의한 법인의 재산권 제한

이 문제되었던 Santa Clara 판결의 실질적인 판단 근거(항소법원의 판결

이유)는 ‘법인에게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법인 그

자체가 아니라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법원으로서는 항상 법인 너머에 있는, 법인에 의해 대표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고,528) 법인에게도 부당한 압

수수색 금지조항이 적용된다고 한 Hale 판결에서는, ‘법인은 결국 개인들

의 집합일 뿐이고 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헌법조항은 법인도 그 조항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529) 연방법률의 해석 문제이기

는 하였으나 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인정한 Hobby Lobby 판

결에서는 ‘헌법상의 권리이든 법률상의 권리이든 간에 법인에게도 권리

를 인정하는 목적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530)

반면, 법인은 그 단체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

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갖는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단체로서의 법인에 대해 가하는 법적 규율은 결

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Citizens United 판

결의 반대의견이나 Austin 판결에서의 연방대법원이 법인의 정치적 표

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하다고 보았던 데에는531) 단체로서의 법인

이 개인의 자유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려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의 기본권 논의는 법인의 기본권주장이 가지는 위와 같

은 양면성, 즉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잠재적

528) 18 F. 385, 402-403.

529) 201 U.S. 43, 76.

530) 134 S.Ct. 2751, 2768.

531) 앞의 제3장 제5절 Ⅲ.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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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적 규율의 태도는 달라지는데,525) 홉스나 매디슨과 같이 단체의 존

재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아서 법인의 기본권 인정에 신중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단체가

지니는 강력한 힘에 주목하여 단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단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자

유와 권리에 대한 잠재적인 침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되고, 단체의 권

리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526)

반면 토크빌과 같이 개인들이 단체를 통해 활동함으로써 자신들의 이

익을 실현하고 다양한 단체들이 단체의 힘을 통해 국가권력을 효과적으

로 통제함으로써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서는 법인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곧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목

적이 무엇이건 간에 모든 법인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단체(association)이

고 토크빌이 제시한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개인들의 자유를 확보하고 정

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며 기업들도 이

윤의 극대화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영리법인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 폭넓은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527)

법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

로서 존재하는 것인 만큼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곧 궁극적으로

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방대법원

이 Santa Clara 판결에서부터 Hobby Lobby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그 기본권을 보호해 온 데에는 바로 법인의 기

525) 앞의 제2장 제2절 Ⅲ. 참조.

526) Dan-Cohen, 앞의 책, pp.158-161.

527) 예컨대, Ronald J. Colombo, “The Corporation as A Tocquevillian Association”,

Temple Law Review, Vol.85 No.1 (2012), pp.21, 35-42; 같은 저자, “The Naked

Private Square”, Houston Law Review, Vol.51 (2013),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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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 보호가 곧 그 법인에 관련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의 부과에 의한 법인의 재산권 제한

이 문제되었던 Santa Clara 판결의 실질적인 판단 근거(항소법원의 판결

이유)는 ‘법인에게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법인 그

자체가 아니라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법원으로서는 항상 법인 너머에 있는, 법인에 의해 대표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고,528) 법인에게도 부당한 압

수수색 금지조항이 적용된다고 한 Hale 판결에서는, ‘법인은 결국 개인들

의 집합일 뿐이고 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헌법조항은 법인도 그 조항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529) 연방법률의 해석 문제이기

는 하였으나 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인정한 Hobby Lobby 판

결에서는 ‘헌법상의 권리이든 법률상의 권리이든 간에 법인에게도 권리

를 인정하는 목적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530)

반면, 법인은 그 단체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

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갖는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단체로서의 법인에 대해 가하는 법적 규율은 결

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Citizens United 판

결의 반대의견이나 Austin 판결에서의 연방대법원이 법인의 정치적 표

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하다고 보았던 데에는531) 단체로서의 법인

이 개인의 자유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려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의 기본권 논의는 법인의 기본권주장이 가지는 위와 같

은 양면성, 즉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잠재적

528) 18 F. 385, 402-403.

529) 201 U.S. 43, 76.

530) 134 S.Ct. 2751, 2768.

531) 앞의 제3장 제5절 Ⅲ.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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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라는 측면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Ⅲ. 기본권의 성질에 근거한 논의의 한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은 Bellotti 판결에서 “전적으로

개인적인(purely personal)” 권리는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532)

개별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법인에게 인정될 수 없는 기본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기본권을 개인의 기본권실현을 위한 도구

적 개념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기본권의 성질을 기준으로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어차피 법인 그 자체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

는 기본권”이라는 관념이 따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법인

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을 향유하는 행위나 상

태가 사람의 경우와 같이 법인 그 자체의 행위나 상태일 수는 없고 법인

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위나 상태를 통해서 기본권 향유가 인정되는 일종

의 의제(擬制)임을 인정한다면, 기본권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법인 그 자

체는 어떠한 기본권도 누릴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어차피 의제인 이상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은 없다는 주장도 가

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본권이 보호되고 실현되는 주체는 법인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보면 특

정 기본권에 대해 그것의 성질을 근거로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

부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들 중에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기본권들, 예컨

대 생명권이나 투표권, 혼인이나 성적(性的)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들은

결국 법인의 기본권주장이라는 방식을 통해 개인이 그 기본권을 보호받

거나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기본권들을 의미

532) 435 U.S. 765, 778 footnot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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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기본권들은 개인 각자가

고유하게 행사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는 기본권인 것이다. 또한 현실적

으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여부가 진지하게 문제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기본권의 성질만으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성질”이라는 기준은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

거나 인정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쉽게 원용되지만, 정작 법

인의 기본권 인정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영역에서는 오히려 아무

런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성질상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

거부에 대해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지만,533) 법인의 자기부죄거부를 통해 법인의

대표 등 개인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부죄거부가 성

질상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534)

법인의 대표가 처벌되는 상황에서도(문서제출명령의 상대방이 대표가 아

니라 법인이므로 대표는 자신의 자기부죄거부를 주장할 수도 없다) 기본

권의 성질상 자기부죄거부는 법인이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

게 형식논리적인 접근이다.

무엇보다도, 기본권의 성질을 기준으로 법인의 기본권 인정 여부를 결

정하는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인의 기본권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기본권의 성질에만 주목하고 법인의 특성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음으로

써, 법인의 기본권 주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그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에 있다. 개별 기본권에 대해 그 성질상 법

인도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판단한 후에는 법인의 기본권 주장을

개인이 기본권 주장과 아무런 구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개인과

533) Hale v. Henkel. 201 U.S. 43, 69, (1906); Wilson v. U.S, 221 U.S. 361, 377-378

(1911); U.S. v. White, 322 U.S. 694, 698-699 (1944).

53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이 법인의 자기부죄거부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들이 개진된 바 있다. 제3장 제4절 Ⅱ.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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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라는 측면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Ⅲ. 기본권의 성질에 근거한 논의의 한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은 Bellotti 판결에서 “전적으로

개인적인(purely personal)” 권리는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532)

개별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법인에게 인정될 수 없는 기본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기본권을 개인의 기본권실현을 위한 도구

적 개념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기본권의 성질을 기준으로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어차피 법인 그 자체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

는 기본권”이라는 관념이 따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법인

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을 향유하는 행위나 상

태가 사람의 경우와 같이 법인 그 자체의 행위나 상태일 수는 없고 법인

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위나 상태를 통해서 기본권 향유가 인정되는 일종

의 의제(擬制)임을 인정한다면, 기본권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법인 그 자

체는 어떠한 기본권도 누릴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어차피 의제인 이상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은 없다는 주장도 가

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본권이 보호되고 실현되는 주체는 법인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보면 특

정 기본권에 대해 그것의 성질을 근거로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

부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들 중에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기본권들, 예컨

대 생명권이나 투표권, 혼인이나 성적(性的)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들은

결국 법인의 기본권주장이라는 방식을 통해 개인이 그 기본권을 보호받

거나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기본권들을 의미

532) 435 U.S. 765, 778 footnot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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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기본권들은 개인 각자가

고유하게 행사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는 기본권인 것이다. 또한 현실적

으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여부가 진지하게 문제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기본권의 성질만으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성질”이라는 기준은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

거나 인정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쉽게 원용되지만, 정작 법

인의 기본권 인정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영역에서는 오히려 아무

런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성질상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

거부에 대해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지만,533) 법인의 자기부죄거부를 통해 법인의

대표 등 개인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부죄거부가 성

질상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534)

법인의 대표가 처벌되는 상황에서도(문서제출명령의 상대방이 대표가 아

니라 법인이므로 대표는 자신의 자기부죄거부를 주장할 수도 없다) 기본

권의 성질상 자기부죄거부는 법인이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

게 형식논리적인 접근이다.

무엇보다도, 기본권의 성질을 기준으로 법인의 기본권 인정 여부를 결

정하는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인의 기본권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기본권의 성질에만 주목하고 법인의 특성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음으로

써, 법인의 기본권 주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그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에 있다. 개별 기본권에 대해 그 성질상 법

인도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판단한 후에는 법인의 기본권 주장을

개인이 기본권 주장과 아무런 구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개인과

533) Hale v. Henkel. 201 U.S. 43, 69, (1906); Wilson v. U.S, 221 U.S. 361, 377-378

(1911); U.S. v. White, 322 U.S. 694, 698-699 (1944).

53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이 법인의 자기부죄거부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들이 개진된 바 있다. 제3장 제4절 Ⅱ.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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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본권 주장이 가지는 차이, 나아가 개별 법인의 특성에 따른 기

본권 주장의 의미나 차이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법인의

기본권은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도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 문제는 개인의 기본권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는 판단만으로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잘

못을 범하는 것이다.535)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은 Bellotti 판결에

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주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정보수령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호하는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주체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표현의 자유는 보호된다’는 이유에서 영리법인의 정치적 표현

의 자유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성질”만을

근거로 법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법인의 표현” 또는 “영리법인

의 표현”이 갖는 특성은 도외시함으로써, 법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개

인의 기본권 실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요컨대, 도구적 개념으로서의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한 법인의 기

본권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기본권의 성질”이라는 기준이 갖는 의미는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권의 성질에만 근거하여 법인의 기본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성을 간과하게 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 “기본권의 성질”에

대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기본권의 성질보다

는, 특정한 기본권을 법인에게 인정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개인들에게 어

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여부가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35) 제3장 제5절 Ⅲ. 2. 바.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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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Ⅰ. 서설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법인의 기본권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개

념임을 인정한다면, 법인에게도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법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하지만 그 기본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법인 그 자체가 아니라 법인의 배후에 있는 개인들이라고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536)

법인에게도 기본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인간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것

이므로,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기 위해 법인의 본질에서 자연인과의 공

통점을 찾을 필요도 없고, 반대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

(person)” 또는 “시민(citizen)”이 아니라고 해서 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해

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법인의 본질로부

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 아니라 법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

이 개인의 기본권 실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536) 단체의 권리 또는 기본권이 갖는 이러한 특성을 “파생적 권리(derivative right)”라

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Meir Dan-Cohen 교수는 권리가 보호하는 대상이 권

리주체 자신인 경우를 “본원적 권리(original right)”라 하고, 권리주체 자신이 아닌 제

3자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파생적 권리(derivative right)”라고 하면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해 가지는 권리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단순히 대리(subrogate)하는 것

이 아니라, 권리주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그 권리를 인정한 목적이

권리주체 이외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파생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단체

(organization)가 권리주체가 되는 경우에 단체에게 귀속되는 권리들은 모두 파생적

권리라고 보았다. Meir Dan-Cohen, Rights, Persons, and Organizations: A Legal

Theory for Bureaucratic Society (2nd. Ed.), Quid Pro Books (2016).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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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본권 주장이 가지는 차이, 나아가 개별 법인의 특성에 따른 기

본권 주장의 의미나 차이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법인의

기본권은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도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 문제는 개인의 기본권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는 판단만으로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잘

못을 범하는 것이다.535)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은 Bellotti 판결에

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주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정보수령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호하는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주체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표현의 자유는 보호된다’는 이유에서 영리법인의 정치적 표현

의 자유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성질”만을

근거로 법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법인의 표현” 또는 “영리법인

의 표현”이 갖는 특성은 도외시함으로써, 법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개

인의 기본권 실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요컨대, 도구적 개념으로서의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한 법인의 기

본권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기본권의 성질”이라는 기준이 갖는 의미는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권의 성질에만 근거하여 법인의 기본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성을 간과하게 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 “기본권의 성질”에

대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기본권의 성질보다

는, 특정한 기본권을 법인에게 인정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개인들에게 어

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여부가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35) 제3장 제5절 Ⅲ. 2. 바.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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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Ⅰ. 서설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법인의 기본권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개

념임을 인정한다면, 법인에게도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법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하지만 그 기본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법인 그 자체가 아니라 법인의 배후에 있는 개인들이라고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536)

법인에게도 기본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인간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것

이므로,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기 위해 법인의 본질에서 자연인과의 공

통점을 찾을 필요도 없고, 반대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

(person)” 또는 “시민(citizen)”이 아니라고 해서 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해

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법인의 본질로부

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 아니라 법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

이 개인의 기본권 실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536) 단체의 권리 또는 기본권이 갖는 이러한 특성을 “파생적 권리(derivative right)”라

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Meir Dan-Cohen 교수는 권리가 보호하는 대상이 권

리주체 자신인 경우를 “본원적 권리(original right)”라 하고, 권리주체 자신이 아닌 제

3자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파생적 권리(derivative right)”라고 하면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해 가지는 권리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단순히 대리(subrogate)하는 것

이 아니라, 권리주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그 권리를 인정한 목적이

권리주체 이외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파생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단체

(organization)가 권리주체가 되는 경우에 단체에게 귀속되는 권리들은 모두 파생적

권리라고 보았다. Meir Dan-Cohen, Rights, Persons, and Organizations: A Legal

Theory for Bureaucratic Society (2nd. Ed.), Quid Pro Books (2016).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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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법인의 배후에 있는 개

인의 기본권이 보호되므로 성질상 법인에 대해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아

닌 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견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정당화하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법인과 관련된 개인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한

법인이 구체적인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인의 기본권을 통해 자유와

권리가 실현되는 개인들도 있지만 법인의 기본권 주장이 자유와 권리의

실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개인도

있을 수 있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법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하면 개인의 기본권도 실현되는가?’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법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하면 누구의 기본권이 실현되는가?’, ‘법인의 기

본권을 통해 그 개인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물음을 통

해 판단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업의 기본권을 보호하면 주주, 대표 및 임직원 등의 기본권

이 보호되므로 기업에게도 기본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537) 법인

의 기본권주체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기업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업의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기업의 정치적 표현

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인이 특정한 종교적 교리에 따라 기업의 행위

를 결정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는 사

람들도 있을 테지만, 그 법인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종교를 신봉

하지 않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는 무시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538)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판결들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

호와 실현을 위해 법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해 왔지

537) Ilya Shapiro & Caitlyn W. McCarthy, “So What If Corporations Aren’t People?”,

John Marshall Law Review, Vol.44 (2011), p.707-709.; Ronald J. Colombo, 앞의 글,

p.46-47.

538) Tamara R. Piety, “Why Personhood Matters”,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30

(2015), pp.37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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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는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목적만을 이야기한 것일 뿐 개별 법

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주장에 관하여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

는 근거는, 법인의 기본권을 통해 누군가의 기본권은 실현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법인의 기본권

을 통해 자신들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을

통해 기본권이 실현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법인의 기본권을 통해 그들

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곧

특정한 기본권의 실현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함으로써 누군가

의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개별

법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주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법인

의 기본권을 통해 “누구의” 기본권이 실현되며, 또 실현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2. 단체성 및 분리성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를 ‘법인의 기본권을 통해 누구의 기본권이

실현되고, 실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파악하면, 문제의 핵심은 법인의

기본권주장을 통한 기본권 실현이 문제되는 개인(들)과 법인 사이의 관

계에 있다.

그런데 법인은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는 단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법인

의 기본권 주장은 법인을 구성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법인의 기본권 주장이 법인을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의 기본권 실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법인의 기본

권 주장은 허용되는가? 또한 법인은 구성원들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

적 주체라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 주장은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 주장과

는 구별된다. 그렇다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함에 따른 효과도 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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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법인의 배후에 있는 개

인의 기본권이 보호되므로 성질상 법인에 대해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아

닌 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견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정당화하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법인과 관련된 개인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한

법인이 구체적인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인의 기본권을 통해 자유와

권리가 실현되는 개인들도 있지만 법인의 기본권 주장이 자유와 권리의

실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개인도

있을 수 있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법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하면 개인의 기본권도 실현되는가?’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법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하면 누구의 기본권이 실현되는가?’, ‘법인의 기

본권을 통해 그 개인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물음을 통

해 판단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업의 기본권을 보호하면 주주, 대표 및 임직원 등의 기본권

이 보호되므로 기업에게도 기본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537) 법인

의 기본권주체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기업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업의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기업의 정치적 표현

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인이 특정한 종교적 교리에 따라 기업의 행위

를 결정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는 사

람들도 있을 테지만, 그 법인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종교를 신봉

하지 않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는 무시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538)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판결들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

호와 실현을 위해 법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해 왔지

537) Ilya Shapiro & Caitlyn W. McCarthy, “So What If Corporations Aren’t People?”,

John Marshall Law Review, Vol.44 (2011), p.707-709.; Ronald J. Colombo, 앞의 글,

p.46-47.

538) Tamara R. Piety, “Why Personhood Matters”,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30

(2015), pp.37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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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는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목적만을 이야기한 것일 뿐 개별 법

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주장에 관하여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

는 근거는, 법인의 기본권을 통해 누군가의 기본권은 실현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법인의 기본권

을 통해 자신들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을

통해 기본권이 실현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법인의 기본권을 통해 그들

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곧

특정한 기본권의 실현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함으로써 누군가

의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개별

법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주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법인

의 기본권을 통해 “누구의” 기본권이 실현되며, 또 실현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2. 단체성 및 분리성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를 ‘법인의 기본권을 통해 누구의 기본권이

실현되고, 실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파악하면, 문제의 핵심은 법인의

기본권주장을 통한 기본권 실현이 문제되는 개인(들)과 법인 사이의 관

계에 있다.

그런데 법인은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는 단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법인

의 기본권 주장은 법인을 구성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법인의 기본권 주장이 법인을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의 기본권 실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법인의 기본

권 주장은 허용되는가? 또한 법인은 구성원들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

적 주체라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 주장은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 주장과

는 구별된다. 그렇다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함에 따른 효과도 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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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성원들에게 달라질 수 있는가? 특정한 기본권에 의한 보호의 효과

가 법인과 그 구성원에게 달리 나타나는 경우에도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이 법인의 기본권주장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 사이의 관계는 법

인의 단체성과 분리성에 따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은 여러 개인들

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 그리고 법인은 그 개인들과는 구별되는 별개

의 법적 주체로 인정된다는 사실은 법인의 기본권주장이 그 배후에 있는

개인 각자의 기본권 실현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그

러므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법인의 단체성과 분리성을 토대로 논의되

어야 한다.

Ⅱ. 법인의 단체성과 기본권주체성

1.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들 사이의 기본권적 동질성

Santa Clara 판결(1886)에서 연방대법원은, 철도회사에 대한 과세에 대

해 철도회사에게도 헌법상 평등보호조항의 주장에 의한 보호를 인정함으

로써 철도회사인 법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였다.539) 정부의 과세에 대해

철도회사가 평등권 또는 재산권을 주장함으로써 보호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 또는 경제적 이익이다. 법인의 재산과 경제적 이익의 보호는 결국

법인의 구성원, 즉 철도회사 주주들의 재산540)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

고 실현하는 결과가 된다. 이때 법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구성

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수단이 되므로 법인의 기본권은 도

구적 개념에 부합하고, 법인의 기본권을 통해 법인의 구성원 모두가 보

호된다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

539) 제3장 제3절 Ⅱ. 참조.

540) 법적 주체성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재산감소가 곧바로 그 구성원의 재산감소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성원들은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의 재산 감소는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재산적 이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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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MCFL 판결(1986)에서의 낙태반대활동을 위한 법인이나 NAACP

판결(1958)에서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법인의 경우에, 낙태

반대 또는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의사표현 활동을 표현의 자유로 주장한

다면, 법인의 표현의 자유는 곧바로 그 법인의 구성원(회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되므로, 역시 법인의 기본권주체

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Santa Clara 판결에서 평등권과 재산권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 철도회사가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하거나 인종차별에 반대

하는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기본권의 객관적 성질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MCFL 판결에서

법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표현의 자유는 법인

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회사가 낙

태나 인종차별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면, 그 결과 ‘누구의’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는 것인지가 문

제된다.

철도회사의 구성원인 주주가 되는 과정이나 주주가 된 이후에도 낙태

문제나 인종차별 문제는 철도회사의 주주의 지위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주주들 개인은 낙태나 인종차별 문제에 관하여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공간에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철도회사 주

주로서의 지위와는 무관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들

중에는 낙태나 인종차별에 대해 철도회사가 취하는 입장에 반대하는 사

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철도회사가 낙태나 인종차별 문

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주주들의 표현의 자유 실현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주주들의 표현의 자유 실현

을 저해할 수도 있다.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연방대법원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법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541) 이때 법인의 종교의 자유는

541) 제3장 제6절 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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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성원들에게 달라질 수 있는가? 특정한 기본권에 의한 보호의 효과

가 법인과 그 구성원에게 달리 나타나는 경우에도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이 법인의 기본권주장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 사이의 관계는 법

인의 단체성과 분리성에 따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은 여러 개인들

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 그리고 법인은 그 개인들과는 구별되는 별개

의 법적 주체로 인정된다는 사실은 법인의 기본권주장이 그 배후에 있는

개인 각자의 기본권 실현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그

러므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법인의 단체성과 분리성을 토대로 논의되

어야 한다.

Ⅱ. 법인의 단체성과 기본권주체성

1.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들 사이의 기본권적 동질성

Santa Clara 판결(1886)에서 연방대법원은, 철도회사에 대한 과세에 대

해 철도회사에게도 헌법상 평등보호조항의 주장에 의한 보호를 인정함으

로써 철도회사인 법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였다.539) 정부의 과세에 대해

철도회사가 평등권 또는 재산권을 주장함으로써 보호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 또는 경제적 이익이다. 법인의 재산과 경제적 이익의 보호는 결국

법인의 구성원, 즉 철도회사 주주들의 재산540)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

고 실현하는 결과가 된다. 이때 법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구성

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수단이 되므로 법인의 기본권은 도

구적 개념에 부합하고, 법인의 기본권을 통해 법인의 구성원 모두가 보

호된다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

539) 제3장 제3절 Ⅱ. 참조.

540) 법적 주체성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재산감소가 곧바로 그 구성원의 재산감소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성원들은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의 재산 감소는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재산적 이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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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MCFL 판결(1986)에서의 낙태반대활동을 위한 법인이나 NAACP

판결(1958)에서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법인의 경우에, 낙태

반대 또는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의사표현 활동을 표현의 자유로 주장한

다면, 법인의 표현의 자유는 곧바로 그 법인의 구성원(회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되므로, 역시 법인의 기본권주체

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Santa Clara 판결에서 평등권과 재산권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 철도회사가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하거나 인종차별에 반대

하는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기본권의 객관적 성질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MCFL 판결에서

법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표현의 자유는 법인

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회사가 낙

태나 인종차별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면, 그 결과 ‘누구의’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는 것인지가 문

제된다.

철도회사의 구성원인 주주가 되는 과정이나 주주가 된 이후에도 낙태

문제나 인종차별 문제는 철도회사의 주주의 지위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주주들 개인은 낙태나 인종차별 문제에 관하여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공간에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철도회사 주

주로서의 지위와는 무관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들

중에는 낙태나 인종차별에 대해 철도회사가 취하는 입장에 반대하는 사

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철도회사가 낙태나 인종차별 문

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주주들의 표현의 자유 실현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주주들의 표현의 자유 실현

을 저해할 수도 있다.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연방대법원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법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541) 이때 법인의 종교의 자유는

541) 제3장 제6절 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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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성원들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Bellotti 판결(1978)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

받은 은행이 만약 종교의 자유까지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의 은행이 특정 종교의 종교적 신념이나 교

리에 근거하여 은행 영업을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은행의

종교의 자유 주장을 통해 기본권이 실현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은행의

구성원(주주) 중에는 그 은행이 지지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종교에 반대하는 구성원들도 얼마

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

서 은행의 구성원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호되고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의 기본권 주장이 어떤 경우에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실

현하는 것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기본권 실현과 무관한 것

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Bellotti 판결에서 White 대법관은 회사의 구성원

인 주주들은 정치적 사안들에 있어서 이질적(heterogeneous)이기 때문에

회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542) 회사의 주주

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주주가 된 것이지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

기 위해 주주가 된 것은 아니므로 주주들 사이 공통된 정치적 의견을 상

정할 수 없고, 따라서 주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법인의 정

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543) 법인의 기본권 주장

이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 실현과 무관하게 되는 경우란, 이와 같이 법인

이 주장하는 기본권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구성원들 사이에 동질성

(homogeneity)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인

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구성원 개인들 사이에 법

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동질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 그 구성

원들은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동질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542) 435 U.S. 765, at 806.

543) Id. at 8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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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법인이 만약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법인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법인의 종교의 자유에 관

하여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법인의 종교의 자유 주장은 정당

화하기 어렵다. 회사가 영업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 회사의 구성원들

은 경제적 기본권으로서의 영업의 자유에 관하여 동질성이 인정되지만,

회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

에 있다고 한다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여부는 결국 법인이 주장

하는 기본권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법인의 구성원 개인들이 가지는 동질

성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있어서

구성원 개인들이 가지는 “기본권적 동질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본권적 동질성의 인정 기준 - 법인의 설립목적

Dartmouth 판결(1819)에서 Marshall 대법원장은 “법인은 법의 피조물

로서 법인설립을 위한 특허장에서 부여하였거나(charter confers)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incidental to its very existence) 재산만을 소유할 뿐”

이라고 하였다.544) Dartmouth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법인에 대해서도 헌

법(계약보호조항)의 보호를 인정한 판례였지만, Marshall 대법원장의 위

설시는 법인의 권리 또는 기본권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논거로 종종 원

용되어 왔지만,545)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인정 기준을 설명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위 설시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법적 주체성의 인정 범위를 재산의

소유에 한정하였지만, 재산의 소유 이외의 기본권에 대해 논함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은 “법인설립을 위한 특허장에서 부여하였거나 법인의 존속

544) 17 U.S. 518, 636 (1819).

545) 제2장 제3절 Ⅱ.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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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성원들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Bellotti 판결(1978)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

받은 은행이 만약 종교의 자유까지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의 은행이 특정 종교의 종교적 신념이나 교

리에 근거하여 은행 영업을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은행의

종교의 자유 주장을 통해 기본권이 실현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은행의

구성원(주주) 중에는 그 은행이 지지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종교에 반대하는 구성원들도 얼마

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

서 은행의 구성원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호되고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의 기본권 주장이 어떤 경우에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실

현하는 것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기본권 실현과 무관한 것

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Bellotti 판결에서 White 대법관은 회사의 구성원

인 주주들은 정치적 사안들에 있어서 이질적(heterogeneous)이기 때문에

회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542) 회사의 주주

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주주가 된 것이지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

기 위해 주주가 된 것은 아니므로 주주들 사이 공통된 정치적 의견을 상

정할 수 없고, 따라서 주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법인의 정

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543) 법인의 기본권 주장

이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 실현과 무관하게 되는 경우란, 이와 같이 법인

이 주장하는 기본권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구성원들 사이에 동질성

(homogeneity)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인

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구성원 개인들 사이에 법

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동질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 그 구성

원들은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동질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542) 435 U.S. 765, at 806.

543) Id. at 8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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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법인이 만약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법인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법인의 종교의 자유에 관

하여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법인의 종교의 자유 주장은 정당

화하기 어렵다. 회사가 영업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 회사의 구성원들

은 경제적 기본권으로서의 영업의 자유에 관하여 동질성이 인정되지만,

회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

에 있다고 한다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여부는 결국 법인이 주장

하는 기본권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법인의 구성원 개인들이 가지는 동질

성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있어서

구성원 개인들이 가지는 “기본권적 동질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본권적 동질성의 인정 기준 - 법인의 설립목적

Dartmouth 판결(1819)에서 Marshall 대법원장은 “법인은 법의 피조물

로서 법인설립을 위한 특허장에서 부여하였거나(charter confers)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incidental to its very existence) 재산만을 소유할 뿐”

이라고 하였다.544) Dartmouth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법인에 대해서도 헌

법(계약보호조항)의 보호를 인정한 판례였지만, Marshall 대법원장의 위

설시는 법인의 권리 또는 기본권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논거로 종종 원

용되어 왔지만,545)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인정 기준을 설명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위 설시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법적 주체성의 인정 범위를 재산의

소유에 한정하였지만, 재산의 소유 이외의 기본권에 대해 논함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은 “법인설립을 위한 특허장에서 부여하였거나 법인의 존속

544) 17 U.S. 518, 636 (1819).

545) 제2장 제3절 Ⅱ.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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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수되는”이라는 부분이다. 당시에는 법인의 설립이 특허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특허장에서 부여한 것으로 표현하였지만 오늘날의 상황

에서는 “법인설립의 목적과 그 존속에 부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인은 법인설립의 목적과 그에 부수되는 범위에서 권

리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기본권적 동질성은 언제나 법인의 설립목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인정 근거를 법인 구성원 개인들의

기본권적 동질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본다면, 결국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을 결정하는 것은 법인의 설립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구성원들은 경제적 이윤추구라는 점에서 재산권과 경제적

기본권에 관하여 기본권적 동질성을 가지고, 종교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

인의 구성원들은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정치적 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

인의 구성원들은 정치적 자유에 관하여 기본권적 동질성을 가지는 것이

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들의 기본권적 동질성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을 결정한다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결정되

는 것이 된다.

한편, 법인이 동시에 여러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와 법인의 목적 달성

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이 여러 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기준으로 구성원들의 기본권적 동질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의

미하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영

리의 목적과 함께 공익적 목적을 함께 추구할 수 있으며,546) 법인의 목

적 달성을 위한 법인의 활동들은 매우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고 법인의 설립목적에 관련된 기본권도 인간의 모든 활동에 관련된

기본권들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설립목적을 기준으로 그

546) 특히 오늘날 미국의 회사법은 회사의 목적사업 이외에도 다른 적법한 목적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실제 영리법인들 중에는 영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면서도 영리법인이 갖는 이점들을 활용하기 위해 영리법인의 형태

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미국의 많은 주(州)에서 회사의 목적 중 하나로 사회적

공익도 포함시킬 수 있는, 이른바 이중 목적의 법인(benefit corporation)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과 같은 구별 기준은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134

S.Ct. 2751, at 277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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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명확

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547)

그러나 법인의 설립목적이 복수인 경우라면 그러한 설립목적에 동의하

여 법인을 구성한 개인들의 경우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의

종류가 그만큼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법인의 동시에 여러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서 구성원 사이의 기본권적 동질성이라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기준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법

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기본

권으로써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성원들 사

이에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여전히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이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목적이 복수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기본권적 동질성, 즉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판

단하는 것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incidental)” 영역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에 따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인정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존속에 부수된다”는 의미는 법

인의 설립목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뒤따르게 마련인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그런데 법인은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인

의 존속에 수반되는 활동이란 결국 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한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

한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Bellotti 판결

(1978)의 반대의견에서 Rehnquist 대법관도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이란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 것(incidental to its very existence)이므로

어떤 기본권이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 것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는

데,548) 이는 결국 법인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법인의 설립목적에 도움이 되는 모든 활동을 여기서

547) Wayne Batchis, 앞의 글, p.20.

548) 435 U.S. 765, 824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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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수되는”이라는 부분이다. 당시에는 법인의 설립이 특허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특허장에서 부여한 것으로 표현하였지만 오늘날의 상황

에서는 “법인설립의 목적과 그 존속에 부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인은 법인설립의 목적과 그에 부수되는 범위에서 권

리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기본권적 동질성은 언제나 법인의 설립목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인정 근거를 법인 구성원 개인들의

기본권적 동질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본다면, 결국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을 결정하는 것은 법인의 설립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구성원들은 경제적 이윤추구라는 점에서 재산권과 경제적

기본권에 관하여 기본권적 동질성을 가지고, 종교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

인의 구성원들은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정치적 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

인의 구성원들은 정치적 자유에 관하여 기본권적 동질성을 가지는 것이

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들의 기본권적 동질성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을 결정한다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결정되

는 것이 된다.

한편, 법인이 동시에 여러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와 법인의 목적 달성

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이 여러 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기준으로 구성원들의 기본권적 동질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의

미하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영

리의 목적과 함께 공익적 목적을 함께 추구할 수 있으며,546) 법인의 목

적 달성을 위한 법인의 활동들은 매우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고 법인의 설립목적에 관련된 기본권도 인간의 모든 활동에 관련된

기본권들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설립목적을 기준으로 그

546) 특히 오늘날 미국의 회사법은 회사의 목적사업 이외에도 다른 적법한 목적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실제 영리법인들 중에는 영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면서도 영리법인이 갖는 이점들을 활용하기 위해 영리법인의 형태

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미국의 많은 주(州)에서 회사의 목적 중 하나로 사회적

공익도 포함시킬 수 있는, 이른바 이중 목적의 법인(benefit corporation)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과 같은 구별 기준은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134

S.Ct. 2751, at 277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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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명확

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547)

그러나 법인의 설립목적이 복수인 경우라면 그러한 설립목적에 동의하

여 법인을 구성한 개인들의 경우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의

종류가 그만큼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법인의 동시에 여러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서 구성원 사이의 기본권적 동질성이라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기준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법

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기본

권으로써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성원들 사

이에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여전히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이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목적이 복수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기본권적 동질성, 즉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판

단하는 것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incidental)” 영역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에 따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인정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존속에 부수된다”는 의미는 법

인의 설립목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뒤따르게 마련인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그런데 법인은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인

의 존속에 수반되는 활동이란 결국 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한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

한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Bellotti 판결

(1978)의 반대의견에서 Rehnquist 대법관도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이란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 것(incidental to its very existence)이므로

어떤 기본권이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 것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는

데,548) 이는 결국 법인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법인의 설립목적에 도움이 되는 모든 활동을 여기서

547) Wayne Batchis, 앞의 글, p.20.

548) 435 U.S. 765, 824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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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영리

회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 이윤의 추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

에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적 동질성 여부

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법인의 설립목적이 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549)

Ⅲ. 법인의 분리성과 기본권주체성

1. 법적 주체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법인과 그 구성원들 사이에 법적 주체성의 분리를 의미하는 분리성

(separateness)은 법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단체와 그 구성원의 법적 주체성을 분리시킴으

로서 구성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법인의 존속이 유지되고, 단체와 구성원

의 법인격을 분리시킴으로써 단체 고유의 재산이 확보된다.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법인의 설립을 통해 단체의 재산을 그 구성원들이

나 운영자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그 법인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 재산

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550)551)

법인과 구성원의 법적 주체성이 분리된다는 것은 법인을 구성원들과

동일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법인의 구성원 개인들이 갖는 특성

549) Kent Greenfield, 앞의 글 “In Defense of Corporate Persons”, pp.321-322.

550) Margaret M. Blair, “Locking in Capital: What Corporate Law Achieved for

Business Organiz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UCLA Law Review, Vol.51

(2003), pp.423-424.

551) Holmes 대법관은,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래관계에서 법인의 배

후에 있는 구성원들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절연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것(to interpose

a nonconductor, through which, in matters of contract, it is impossible to see the

men behind)”이라고 하였다. Donnell v. Herring-Hall-Marvin Safe Co., 208 U.S.

267, 27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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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대로 법인의 특성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법인에 대해

발생하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그 구성원들에 대한 법적 효과로 볼 수 없

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법인의 권리의무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 구성원 개인들의 권리의무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인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구

성원들에게도 동일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법인에게

일정한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구성원에게도 동일한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이다.552)

이러한 법적 주체성의 분리를 인정하면, 법인의 기본권이 과연 그 구

성원 개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

해 의문이 제기된다. 법적 주체성이 분리되어 있다면, 법인의 기본권과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 역시 구별되어야 하고 법인의 기본권침해가 그 구

성원들의 기본권침해라고 할 수 없듯이 법인의 기본권 실현도 구성원들

의 기본권 실현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인의 기본권을 통한 구성원 개인

의 기본권 실현에 있어서 법인과 구성원의 분리성으로 인한 문제들은

“대표(representative)”의 원리와 “기본권의 불일치”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2. 대표(representative)와 위임

법인이 그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별개의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

의 기본권 인정의 근거를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 보호에서 찾는 것과 일

견 모순될 수 있다.553) 그러나 법인은 그 구성원들과 분리하여 별개의

법적 주체로 존재하지만, 법인은 그 구성원들에 의해 설립되고 법인의

존속도 그 구성원들의 존재에 의존한다. 따라서 법인과 구성원 사이의

분리성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존속은 그 구성원들에 의존하는 것이다.

미국의 법인본질론에 있어서 실재론의 토대를 마련한 Ernst Freund는

552) Dan-Cohen, 앞의 책, p.57-59.

553) Kent Greenfield, 앞의 글 “In Defense of Corporate Persons”, p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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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영리

회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 이윤의 추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

에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적 동질성 여부

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법인의 설립목적이 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549)

Ⅲ. 법인의 분리성과 기본권주체성

1. 법적 주체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법인과 그 구성원들 사이에 법적 주체성의 분리를 의미하는 분리성

(separateness)은 법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단체와 그 구성원의 법적 주체성을 분리시킴으

로서 구성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법인의 존속이 유지되고, 단체와 구성원

의 법인격을 분리시킴으로써 단체 고유의 재산이 확보된다.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법인의 설립을 통해 단체의 재산을 그 구성원들이

나 운영자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그 법인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 재산

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550)551)

법인과 구성원의 법적 주체성이 분리된다는 것은 법인을 구성원들과

동일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법인의 구성원 개인들이 갖는 특성

549) Kent Greenfield, 앞의 글 “In Defense of Corporate Persons”, pp.321-322.

550) Margaret M. Blair, “Locking in Capital: What Corporate Law Achieved for

Business Organiz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UCLA Law Review, Vol.51

(2003), pp.423-424.

551) Holmes 대법관은,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래관계에서 법인의 배

후에 있는 구성원들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절연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것(to interpose

a nonconductor, through which, in matters of contract, it is impossible to see the

men behind)”이라고 하였다. Donnell v. Herring-Hall-Marvin Safe Co., 208 U.S.

267, 273 (1908).

- 162 -

이 그대로 법인의 특성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법인에 대해

발생하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그 구성원들에 대한 법적 효과로 볼 수 없

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법인의 권리의무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 구성원 개인들의 권리의무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인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구

성원들에게도 동일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법인에게

일정한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구성원에게도 동일한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이다.552)

이러한 법적 주체성의 분리를 인정하면, 법인의 기본권이 과연 그 구

성원 개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

해 의문이 제기된다. 법적 주체성이 분리되어 있다면, 법인의 기본권과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 역시 구별되어야 하고 법인의 기본권침해가 그 구

성원들의 기본권침해라고 할 수 없듯이 법인의 기본권 실현도 구성원들

의 기본권 실현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인의 기본권을 통한 구성원 개인

의 기본권 실현에 있어서 법인과 구성원의 분리성으로 인한 문제들은

“대표(representative)”의 원리와 “기본권의 불일치”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2. 대표(representative)와 위임

법인이 그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별개의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

의 기본권 인정의 근거를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 보호에서 찾는 것과 일

견 모순될 수 있다.553) 그러나 법인은 그 구성원들과 분리하여 별개의

법적 주체로 존재하지만, 법인은 그 구성원들에 의해 설립되고 법인의

존속도 그 구성원들의 존재에 의존한다. 따라서 법인과 구성원 사이의

분리성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존속은 그 구성원들에 의존하는 것이다.

미국의 법인본질론에 있어서 실재론의 토대를 마련한 Ernst Freund는

552) Dan-Cohen, 앞의 책, p.57-59.

553) Kent Greenfield, 앞의 글 “In Defense of Corporate Persons”, p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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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그 구성원들과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존재임을

“대표(representative)” 원리로 설명하였는데,554) 이러한 대표의 원리는,

법인과 그 구성원 사이의 분리성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구성원들의 기

본권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 법적

주체의 면에서는 법인과 그 구성원들은 분리되고 절연되지만, 법인의 구

성원들을 대표하여 그들이 법인의 설립을 통해 실현하려는 목적을 수행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과 그 구성원들은 법적 주체성에

서는 구별되지만 법인에게 있어서 그 구성원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3자가 아니라 법인의 존속과 활동의 근거가 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법인이 그 구성원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로부터 권한

의 위임이 필요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홉스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것

을 행한 사람의 것으로 인식되는 자연인과 달리, 다른 사람을 대표하거

나 다른 것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법인이라고 하면서, 법

인에 있어서 행위자(actor)의 말과 행동이 본인(author)에게 귀속되기 위

해서는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권한의 위임(commission) 또는 허가

(license)가 필요하다고 하였다.555) 이는 법인이 그 구성원을 대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대표를 위해서는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고, 법인은

그 구성원을 대표하기 위해 그 구성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표의 원리, 다시 말해 구성원들로부터 법인에게의 권한

위임은 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갖는다. 법인의 행위는 적어도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구성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성원들

이 전혀 위임한 바 없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행위를 위해 법

인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이 그 구성원들의 위임과는 전혀 무관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법인과 그 구성원들이 단순히 법적 주체성에서 분리되는

것을 넘어 법인이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 실현과는 무관하게 법인 스스로

554) 제2장 제3절 Ⅰ. 2. 참조.

555) 제2장 제2절 Ⅲ.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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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도구라는 법인의 기본권 개념의 전제에 반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법인과 구성원의 법적 주체성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기본권이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실현에 근거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그 구

성원들로부터 권한이 위임된 활동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법인에 대해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는 법인의 설립목적의 실

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결국 법인

의 설립목적에 의해 제한된다.

3. 법인과 개인 사이의 기본권의 불일치

법인과 구성원 사이의 법적 주체성의 분리로 인해 법인에 대한 권리의

무 제한의 효과가 그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대한 동일한 제한으로 이어지

지 않게 되는데, 이는 법인이 주장하는 기본권과 그로 인해 구성원에게

실현되는 기본권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회사가 자신의 영업활동에 보다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

여 특정한 정치적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

는 행위는 회사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

유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법인의 그러한 정치적 의사표시가 효

과를 발휘하여 회사의 영업이 좋아진다면, 법인의 구성원들에게는 경제

적 이익이 증대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정치적 표현

의 자유로 주장하는 사안들은 대부분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또는 경제적 자유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Bellotti 판결(1978)에서 회사가

주(州)의 헌법개정을 위한 캠페인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가에 관

한 문제는, 경영진의 재정 지출에 관한 권한 문제로서 법인의 구성원들

에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다.556)

556) Not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Corporate Person”, Yale Law Journal Vol.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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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그 구성원들과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존재임을

“대표(representative)” 원리로 설명하였는데,554) 이러한 대표의 원리는,

법인과 그 구성원 사이의 분리성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구성원들의 기

본권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 법적

주체의 면에서는 법인과 그 구성원들은 분리되고 절연되지만, 법인의 구

성원들을 대표하여 그들이 법인의 설립을 통해 실현하려는 목적을 수행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과 그 구성원들은 법적 주체성에

서는 구별되지만 법인에게 있어서 그 구성원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3자가 아니라 법인의 존속과 활동의 근거가 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법인이 그 구성원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로부터 권한

의 위임이 필요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홉스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것

을 행한 사람의 것으로 인식되는 자연인과 달리, 다른 사람을 대표하거

나 다른 것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법인이라고 하면서, 법

인에 있어서 행위자(actor)의 말과 행동이 본인(author)에게 귀속되기 위

해서는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권한의 위임(commission) 또는 허가

(license)가 필요하다고 하였다.555) 이는 법인이 그 구성원을 대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대표를 위해서는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고, 법인은

그 구성원을 대표하기 위해 그 구성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표의 원리, 다시 말해 구성원들로부터 법인에게의 권한

위임은 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갖는다. 법인의 행위는 적어도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구성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성원들

이 전혀 위임한 바 없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행위를 위해 법

인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이 그 구성원들의 위임과는 전혀 무관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법인과 그 구성원들이 단순히 법적 주체성에서 분리되는

것을 넘어 법인이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 실현과는 무관하게 법인 스스로

554) 제2장 제3절 Ⅰ. 2. 참조.

555) 제2장 제2절 Ⅲ.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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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도구라는 법인의 기본권 개념의 전제에 반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법인과 구성원의 법적 주체성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기본권이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실현에 근거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그 구

성원들로부터 권한이 위임된 활동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법인에 대해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는 법인의 설립목적의 실

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결국 법인

의 설립목적에 의해 제한된다.

3. 법인과 개인 사이의 기본권의 불일치

법인과 구성원 사이의 법적 주체성의 분리로 인해 법인에 대한 권리의

무 제한의 효과가 그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대한 동일한 제한으로 이어지

지 않게 되는데, 이는 법인이 주장하는 기본권과 그로 인해 구성원에게

실현되는 기본권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회사가 자신의 영업활동에 보다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

여 특정한 정치적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

는 행위는 회사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

유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법인의 그러한 정치적 의사표시가 효

과를 발휘하여 회사의 영업이 좋아진다면, 법인의 구성원들에게는 경제

적 이익이 증대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정치적 표현

의 자유로 주장하는 사안들은 대부분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또는 경제적 자유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Bellotti 판결(1978)에서 회사가

주(州)의 헌법개정을 위한 캠페인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가에 관

한 문제는, 경영진의 재정 지출에 관한 권한 문제로서 법인의 구성원들

에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다.556)

556) Not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Corporate Person”, Yale Law Journal Vol.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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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obby Lobby 판결(2014)에서 문제되었던 것과 같이 특정 종교

의 교리에 반하는 목적의 금전지출(피임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보험

료 납부)이 회사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금

전지출이 강제된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종교의 자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법인의 재산감소에 따른 재산적 불이익

이 문제될 뿐이다.

이처럼 법인과 그 구성원의 법적 주체성이 분리됨으로 인해 법인이 주

장하는 기본권과 그로 인해 보호되거나 실현되는 개인의 기본권이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성원의 기

본권 실현이라는 이유로 법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구성

원에게 문제되는 기본권을 왜곡하는 결과가 된다. Bellotti 판결에서와 같

은 경우에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그 기업의 주주들의 정치적 표

현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경제적 이윤을 위해 회사

의 투자자가 되기로 한 개인의 결정을 그 회사에게 자신의 정치적 표현

을 대표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결정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다.557)

이처럼 법인의 분리성은 법인과 개인 사이에 기본권의 불일치를 초래

할 수 있는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기본권

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기본권이 “누구의” 기본권인지에 대해서

뿐 아니라 “어떤” 기본권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Ⅳ. 구체적 검토

기본권적 동질성 여부는 개별 법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주장을 전제로

할 때에만 판단될 수 있다. 기본권의 객관적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해서 모든 법인에 대해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것

은 아니며, 특정한 기본권에 대해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법인이라

고 해서 다른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도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

No.8 (1982), 1655면

557) Wayne Batchis, 앞의 글,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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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법인의 기본권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이 실현된다고 할 때, 그 개인

이 누구인지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그 법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기본권들이라고 판단

되는 재산권, 절차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재산권

법인의 설립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법인은 그 활동을 위해 일정

한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활동을

한다. 예컨대, 비영리법인도 그 목적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시설을 임대

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을 판매하기도 한다.558)

이때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들은 누구나 법인의 재산에 대해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권에 관한 한 법인의 설립목적

이 무엇이건 간에 구성원들 사이에서 기본권적 동질성은 인정된다.

한편 법인의 분리성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에 관한 한 법인의 기본권과

구성원의 기본권이 불일치할 가능성은 없다. 법인의 재산과 구성원의

“재산”이 분리될 뿐, 법인에게 재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인의 재산권은 개인들의 재산권으로부터

기본권의 변경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법인 재산에 대한 침해는 결국 그

구성원의 재산적 이익의 감소로 이어지며, 법인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곧 그 구성원들인 자연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Santa Clara 판

결(1886)에서의 원심법원의 논리는 재산권에 관한 한 타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법인이라는 법적 개념이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 즉 법인을 그

558)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부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영리활동에 의한

것이다. Henry B. Hansmann, 앞의 글, pp.5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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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obby Lobby 판결(2014)에서 문제되었던 것과 같이 특정 종교

의 교리에 반하는 목적의 금전지출(피임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보험

료 납부)이 회사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금

전지출이 강제된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종교의 자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법인의 재산감소에 따른 재산적 불이익

이 문제될 뿐이다.

이처럼 법인과 그 구성원의 법적 주체성이 분리됨으로 인해 법인이 주

장하는 기본권과 그로 인해 보호되거나 실현되는 개인의 기본권이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성원의 기

본권 실현이라는 이유로 법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구성

원에게 문제되는 기본권을 왜곡하는 결과가 된다. Bellotti 판결에서와 같

은 경우에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그 기업의 주주들의 정치적 표

현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경제적 이윤을 위해 회사

의 투자자가 되기로 한 개인의 결정을 그 회사에게 자신의 정치적 표현

을 대표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결정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다.557)

이처럼 법인의 분리성은 법인과 개인 사이에 기본권의 불일치를 초래

할 수 있는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기본권

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기본권이 “누구의” 기본권인지에 대해서

뿐 아니라 “어떤” 기본권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Ⅳ. 구체적 검토

기본권적 동질성 여부는 개별 법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주장을 전제로

할 때에만 판단될 수 있다. 기본권의 객관적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해서 모든 법인에 대해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것

은 아니며, 특정한 기본권에 대해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법인이라

고 해서 다른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도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

No.8 (1982), 1655면

557) Wayne Batchis, 앞의 글,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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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법인의 기본권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이 실현된다고 할 때, 그 개인

이 누구인지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그 법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기본권들이라고 판단

되는 재산권, 절차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재산권

법인의 설립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법인은 그 활동을 위해 일정

한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활동을

한다. 예컨대, 비영리법인도 그 목적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시설을 임대

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을 판매하기도 한다.558)

이때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들은 누구나 법인의 재산에 대해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권에 관한 한 법인의 설립목적

이 무엇이건 간에 구성원들 사이에서 기본권적 동질성은 인정된다.

한편 법인의 분리성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에 관한 한 법인의 기본권과

구성원의 기본권이 불일치할 가능성은 없다. 법인의 재산과 구성원의

“재산”이 분리될 뿐, 법인에게 재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인의 재산권은 개인들의 재산권으로부터

기본권의 변경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법인 재산에 대한 침해는 결국 그

구성원의 재산적 이익의 감소로 이어지며, 법인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곧 그 구성원들인 자연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Santa Clara 판

결(1886)에서의 원심법원의 논리는 재산권에 관한 한 타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법인이라는 법적 개념이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 즉 법인을 그

558)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부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영리활동에 의한

것이다. Henry B. Hansmann, 앞의 글, pp.5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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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로 인식하게 된 것도 재산관계에

있어서 법인을 법적 주체로 인정할 필요에서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

도, 재산권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559) Dartmouth 판결에서 연방대법원도 법인을 법적 사고 안에서만

존재하는 가공적 존재라고 하면서도 법인이 특허장에서 명시적으로 부여

한 것 이외에도 그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incidental)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는 이상 모든 법인은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에 관한 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는, 단체의 형태

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법인의 구성원들에 의해 주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 의해 주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에 대한 문제에 불과하다.560) 따라서 재산권은 법인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2. 절차적 기본권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목적이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도구라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절차적 기본권 역시 모든 법인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연방헌법이 절차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압수수색의

금지(제4조), 자기부죄거부(제5조), 이중위험금지(제5조), 배심재판을 받

을 권리(제6조, 제7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6조) 등이 법인에

게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절차적 기본권들에 대해서는 법인의 구성원들 모

두가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정된다. 법인의 설립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절

차적 기본권을 통해 법인은 그 설립목적을 위한 활동에 대한 보호를 받

을 수 있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인에 대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559)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은 재산권에 대해서는 향유

주체를 모든 자연인과 법인(“Every natural or legal person”)으로 명시하고 있다.

Article 1 of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dopted 20 March, 1952).

560) Herbert Hovenkamp, 앞의 글, p.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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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해 법인의 구성원들 모두가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Hale 판결(1906) 이래로 연방대법원이 기본권의 객관적 성질을

이유로 자기부죄거부를 법인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Hale 판결에서 밝힌 것처럼 만약 법인에게 자기부죄거부를 인정할

경우 법인에 대한 법적 규제, 특히 경쟁법(anti-trust law)의 실효적 집

행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561) 이는 정당한 법적 규제

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법인의 자기부죄거부의 인정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논리 구성, 즉 기본권제한의 정당화 문제로 접근했어야 할

것이지, 자기부죄거부에 대해서만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인이 자기부죄거부를 주장할 경우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 정의의 실현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법인의

자기부죄거부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할 수는 있을 테지만,

법인의 기본권 자체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절차적 기본권들에 대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

의 경우에 비해 보다 폭넓은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과 법인에 있어서 절차적 기본권이 보호하는 대상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예컨대, 부당한 압수수색의 금지라는 절차적 기본권이

보호하는 대상에는 절차적(procedural) 공정성뿐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

시(privacy)의 보호와 같은 인간의 인격적 가치에 관련된 이익도 포함되

는데, 법인에게는 법인의 목적에 관련된 활동이나 사업에 관한 비밀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 인격적 가치에 관련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비밀이 침해된다고 해서 개

인의 인격적 가치와 관련된 privacy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

다. 이는 개인들의 privacy가 법인의 privacy를 통해 보호되거나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562)

561) 201 U.S. 43, at 70, 74.

562)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privacy를 인정할 수 없

다고 보는 견해로는, Elizabeth Pollman, “A Corporate Right to Privacy”, Minnesota

Law Review, Vol.99 (2014), pp.64-84. 다만, 비영리법인 중에서 사적(私的) 단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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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로 인식하게 된 것도 재산관계에

있어서 법인을 법적 주체로 인정할 필요에서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

도, 재산권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559) Dartmouth 판결에서 연방대법원도 법인을 법적 사고 안에서만

존재하는 가공적 존재라고 하면서도 법인이 특허장에서 명시적으로 부여

한 것 이외에도 그 법인의 존속에 부수되는(incidental)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는 이상 모든 법인은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에 관한 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는, 단체의 형태

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법인의 구성원들에 의해 주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 의해 주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에 대한 문제에 불과하다.560) 따라서 재산권은 법인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2. 절차적 기본권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목적이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도구라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절차적 기본권 역시 모든 법인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연방헌법이 절차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압수수색의

금지(제4조), 자기부죄거부(제5조), 이중위험금지(제5조), 배심재판을 받

을 권리(제6조, 제7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6조) 등이 법인에

게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절차적 기본권들에 대해서는 법인의 구성원들 모

두가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정된다. 법인의 설립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절

차적 기본권을 통해 법인은 그 설립목적을 위한 활동에 대한 보호를 받

을 수 있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인에 대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559)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은 재산권에 대해서는 향유

주체를 모든 자연인과 법인(“Every natural or legal person”)으로 명시하고 있다.

Article 1 of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dopted 20 March, 1952).

560) Herbert Hovenkamp, 앞의 글, p.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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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해 법인의 구성원들 모두가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Hale 판결(1906) 이래로 연방대법원이 기본권의 객관적 성질을

이유로 자기부죄거부를 법인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Hale 판결에서 밝힌 것처럼 만약 법인에게 자기부죄거부를 인정할

경우 법인에 대한 법적 규제, 특히 경쟁법(anti-trust law)의 실효적 집

행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561) 이는 정당한 법적 규제

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법인의 자기부죄거부의 인정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논리 구성, 즉 기본권제한의 정당화 문제로 접근했어야 할

것이지, 자기부죄거부에 대해서만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인이 자기부죄거부를 주장할 경우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 정의의 실현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법인의

자기부죄거부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할 수는 있을 테지만,

법인의 기본권 자체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절차적 기본권들에 대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

의 경우에 비해 보다 폭넓은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과 법인에 있어서 절차적 기본권이 보호하는 대상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예컨대, 부당한 압수수색의 금지라는 절차적 기본권이

보호하는 대상에는 절차적(procedural) 공정성뿐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

시(privacy)의 보호와 같은 인간의 인격적 가치에 관련된 이익도 포함되

는데, 법인에게는 법인의 목적에 관련된 활동이나 사업에 관한 비밀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 인격적 가치에 관련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비밀이 침해된다고 해서 개

인의 인격적 가치와 관련된 privacy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

다. 이는 개인들의 privacy가 법인의 privacy를 통해 보호되거나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562)

561) 201 U.S. 43, at 70, 74.

562)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privacy를 인정할 수 없

다고 보는 견해로는, Elizabeth Pollman, “A Corporate Right to Privacy”, Minnesota

Law Review, Vol.99 (2014), pp.64-84. 다만, 비영리법인 중에서 사적(私的) 단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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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최근의 FCC v. AT&T 판결에서도 연방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사

유로 규정한 “personal privacy”는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는

데,563) 이는 법인에게도 절차적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

호나 제한의 정도는 개인과 같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었다.564)

3. 표현의 자유

가. 표현의 자유의 보장 목적과 “법인의 표현(corporate speech)”

(1) 표현의 자유의 보장 목적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

들이 있을 수 있지만,565) 학설과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대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privacy 보호를 위해 법인의 privacy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

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법인에 대해 privacy를 단정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Id. p.84.

563) 562 U.S. 397, 402-405 (2011). 이 사건에서는 연방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personal privacy”에 법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연방대법원은 “personal”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business related)”이라는 의미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전적(辭典的) 의미

로도 법인을 가리키는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위 정보공개법에서 공

개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personal privacy”를 법인이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Id.

at 403-404, 406.

564) 이 판결은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크게 확장한 Citizens

United 판결(2010) 직후의 연방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는데, 연방대법

원이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법인의 기본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되기도 한다. Ilya Shapiro & Caitlyn W. McCarthy, 앞

의 글, p.705. 이 판결에 대해 상세한 소개를 하고 있는 국내 문헌으로는 송진호, 앞
의 글, 137-139면.

565) 대표적인 견해들만 살펴보면, 먼저 Thomas Emerson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기능을 개인의 자아실현(individual self-fulfillment), 진리의 발견

(attainment of truth), 공동체 의사결정 참여(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사회

의 안정과 변화(stability and change)의 보장으로 보았다. Thomas I. Em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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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목적은 “자아실현”(self-fulfillment), 공동체

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기통치(self-governance)에 의한 민

주주의 실현” 그리고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을 통한 “진

리의 발견”(attainment of truth)이라고 할 수 있다.566)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목적은 개인의 표현을 전제로

한 논의인바, 위와 같은 기능과 목적이 법인의 표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거나 법인의 표현의 자유도 위와 같은 기능과 목적에 의해 보장

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법인의 기본권은 개인의 기본

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법인의 표현(corporate

speech)이 위에서 본 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목적에 관하여 어떠한 의미

를 갖는지 검토한 후에 법인의 표현의 자유 인정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

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그 단체성과 분리성으로 인해 법인의 표

현은 개인과 사회에 대해 갖는 의미와 영향에서부터 개인의 표현과는 다

를 수 있다.

(2) 법인의 표현(corporate speech)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The Yale Law Journal,

Vol.72 No.5 (1963), pp.878-886, 반면, Alexander Meiklejohn은 표현의 자유의 궁극적

인 목적을 자기통치(self-government)의 실현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려는

것은 자기통치의 기반이 되는 사상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자유라면서, 교육, 학문, 예

술, 사회적 공론(public discussions)이 모두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지만 그 목적

은 결국 자기통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Alexander Meiklejohn, “The

First Amendment is an Absolute”, The Supreme Court Review, Vol.1961 (1961),

pp.255-256. 한편 Edwin Baker는 Emerson이 제시한 네 가지 기능 중에서 진실의 발

견이나 사회적 안정과 변화는 각각 자아실현과 공동체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아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 또는 목적은 결국 개인의 자아실현

(self-fullfilment)과 의사결정에의 참여(participation)라고 보았다. C. Edwin Baker,

Human Liberty and Freedom of Speech,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47-51.
566) Geoffrey R. Stone et al., The First Amentment (4th Ed.),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pp.9-14. Emerson이 제시한 네 가지 기능 이외에도 권력통제, 사

회적 관용, 개성의 발달과 실현 등도 함께 언급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은

Emerson이 제시한 위의 네 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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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사

유로 규정한 “personal privacy”는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는

데,563) 이는 법인에게도 절차적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

호나 제한의 정도는 개인과 같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었다.564)

3. 표현의 자유

가. 표현의 자유의 보장 목적과 “법인의 표현(corporate speech)”

(1) 표현의 자유의 보장 목적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

들이 있을 수 있지만,565) 학설과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대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privacy 보호를 위해 법인의 privacy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

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법인에 대해 privacy를 단정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Id. p.84.

563) 562 U.S. 397, 402-405 (2011). 이 사건에서는 연방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personal privacy”에 법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연방대법원은 “personal”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business related)”이라는 의미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전적(辭典的) 의미

로도 법인을 가리키는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위 정보공개법에서 공

개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personal privacy”를 법인이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Id.

at 403-404, 406.

564) 이 판결은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크게 확장한 Citizens

United 판결(2010) 직후의 연방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는데, 연방대법

원이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법인의 기본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되기도 한다. Ilya Shapiro & Caitlyn W. McCarthy, 앞

의 글, p.705. 이 판결에 대해 상세한 소개를 하고 있는 국내 문헌으로는 송진호, 앞
의 글, 137-139면.

565) 대표적인 견해들만 살펴보면, 먼저 Thomas Emerson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기능을 개인의 자아실현(individual self-fulfillment), 진리의 발견

(attainment of truth), 공동체 의사결정 참여(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사회

의 안정과 변화(stability and change)의 보장으로 보았다. Thomas I. Em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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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목적은 “자아실현”(self-fulfillment), 공동체

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기통치(self-governance)에 의한 민

주주의 실현” 그리고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을 통한 “진

리의 발견”(attainment of truth)이라고 할 수 있다.566)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목적은 개인의 표현을 전제로

한 논의인바, 위와 같은 기능과 목적이 법인의 표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거나 법인의 표현의 자유도 위와 같은 기능과 목적에 의해 보장

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법인의 기본권은 개인의 기본

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법인의 표현(corporate

speech)이 위에서 본 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목적에 관하여 어떠한 의미

를 갖는지 검토한 후에 법인의 표현의 자유 인정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

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그 단체성과 분리성으로 인해 법인의 표

현은 개인과 사회에 대해 갖는 의미와 영향에서부터 개인의 표현과는 다

를 수 있다.

(2) 법인의 표현(corporate speech)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The Yale Law Journal,

Vol.72 No.5 (1963), pp.878-886, 반면, Alexander Meiklejohn은 표현의 자유의 궁극적

인 목적을 자기통치(self-government)의 실현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려는

것은 자기통치의 기반이 되는 사상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자유라면서, 교육, 학문, 예

술, 사회적 공론(public discussions)이 모두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지만 그 목적

은 결국 자기통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Alexander Meiklejohn, “The

First Amendment is an Absolute”, The Supreme Court Review, Vol.1961 (1961),

pp.255-256. 한편 Edwin Baker는 Emerson이 제시한 네 가지 기능 중에서 진실의 발

견이나 사회적 안정과 변화는 각각 자아실현과 공동체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아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 또는 목적은 결국 개인의 자아실현

(self-fullfilment)과 의사결정에의 참여(participation)라고 보았다. C. Edwin Baker,

Human Liberty and Freedom of Speech,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47-51.
566) Geoffrey R. Stone et al., The First Amentment (4th Ed.),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pp.9-14. Emerson이 제시한 네 가지 기능 이외에도 권력통제, 사

회적 관용, 개성의 발달과 실현 등도 함께 언급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은

Emerson이 제시한 위의 네 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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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행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유로 법인의 표현이라

는 관념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들도 있다.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구체

적인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그 주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적 관념일 뿐이므로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법인이 재산을 소유

하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행위는 물리

적인 행위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법인의 표현행위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567) 따라서 법인의 표현은 항상 그것이 개인 누구의 표현인지가

문제되며,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사를 법인이라는 매체(medium)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대표 또는 이사회와 같은 법인 운영자들의

의사표현일 뿐이라고 본다.568) 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표현

행위(speaking)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

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의 주체(author, speaker)인 인간의 표현행위가

있어야 하고, 법인과 같은 단체의 표현은 구체적인 인간의 표현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traceable)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569)

또한 법인의 표현이라는 관념을 인정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

어야 한다’는 통념에 따라 법인의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

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고,570) 이는 Bellotti 판결 이래 연방대법원이

취해 온 방법으로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관념을 통해

‘단체를 결성하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단체

자체의 표현의 자유’로 바꾸어 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571)

그러나 물리적인 의미에서 법인이 표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법

567) Charles R. O’Kelley, Jr.,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Revisited:

Social and Political Expression and the Corporation after F irst National Bank v.

Bellotti”, Georgetown Law Review, Vol.67 (1979), p.1351.
568) Id.. p.1377-1379.

569) Randall P. Bezanson, “Institutional Speech”, Iowa Law Review, Vol.80 (1994),

pp.739, 766-781.

570) Wayne Batchis, “Citizens United and the Paradox of ”Corporate Speech“: From

Freedom of Asscociation to Freedom of the Association”, New York University

Review of Law & Social Change, Vol.36 No.5 (2012), pp.9-10.
571) Id. p.3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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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표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법인의 표현은 법인 내부

의 의사결정구조를 거쳐 형성되는데 그 과정에 참여한 개인 중 어느 한

사람이나 일부 사람들의 표현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바, 이러한 표현은

특정 개인의 표현이 아니라 법인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572)

또 법인의 표현도 결국 사람에 의해 표현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이 법

인의 표현행위를 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적인 의미에서 법

인의 표현행위로 보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573)

다만, 법인의 표현이라는 관념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법인

에게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에

게도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는지는, 법인의 표현이 위에서 제시한

표현의 자유의 목적에 관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은 법인 구성원들 사이의 기본권적

동일성의 기준이 되는 법인의 설립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표현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법인 중에는 개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의 이름으로 의사표시

를 함으로써 개인으로서의 표현행위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의사표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 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한 공통의 의견 표명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특정한 이념이나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

로만 구성되는 이른바 회원제법인(membership corporation)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인들의 경우 법인은 표현행위

를 위한 수단(medium)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법인의 표현은 구성원

들의 표현을 대신하거나 그 표현의 효과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 이

외에는 개인들이 각자 행하는 표현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법인의 표현

572) Meir Dan-Cohen, “Freedoms of Collective Speech: A Theory of Protected

Communications by Organizations, Communities, and the State”, California Law

Review, Vol.79 No.5 (1991), pp.1235-1237. 마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만든 주체는 사람들이지만 그 회사를 자동차의 제조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

지라는 것이다.

573) Citizens United v. FEC 판결에서 Scalia의 별개의견. 558 U.S. 310, at 39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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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행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유로 법인의 표현이라

는 관념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들도 있다.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구체

적인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그 주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적 관념일 뿐이므로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법인이 재산을 소유

하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행위는 물리

적인 행위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법인의 표현행위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567) 따라서 법인의 표현은 항상 그것이 개인 누구의 표현인지가

문제되며,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사를 법인이라는 매체(medium)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대표 또는 이사회와 같은 법인 운영자들의

의사표현일 뿐이라고 본다.568) 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표현

행위(speaking)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

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의 주체(author, speaker)인 인간의 표현행위가

있어야 하고, 법인과 같은 단체의 표현은 구체적인 인간의 표현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traceable)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569)

또한 법인의 표현이라는 관념을 인정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

어야 한다’는 통념에 따라 법인의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

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고,570) 이는 Bellotti 판결 이래 연방대법원이

취해 온 방법으로서 연방대법원은 법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관념을 통해

‘단체를 결성하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단체

자체의 표현의 자유’로 바꾸어 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571)

그러나 물리적인 의미에서 법인이 표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법

567) Charles R. O’Kelley, Jr.,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Revisited:

Social and Political Expression and the Corporation after F irst National Bank v.

Bellotti”, Georgetown Law Review, Vol.67 (1979), p.1351.
568) Id.. p.1377-1379.

569) Randall P. Bezanson, “Institutional Speech”, Iowa Law Review, Vol.80 (1994),

pp.739, 766-781.

570) Wayne Batchis, “Citizens United and the Paradox of ”Corporate Speech“: From

Freedom of Asscociation to Freedom of the Association”, New York University

Review of Law & Social Change, Vol.36 No.5 (2012), pp.9-10.
571) Id. p.3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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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표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법인의 표현은 법인 내부

의 의사결정구조를 거쳐 형성되는데 그 과정에 참여한 개인 중 어느 한

사람이나 일부 사람들의 표현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바, 이러한 표현은

특정 개인의 표현이 아니라 법인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572)

또 법인의 표현도 결국 사람에 의해 표현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이 법

인의 표현행위를 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적인 의미에서 법

인의 표현행위로 보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573)

다만, 법인의 표현이라는 관념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법인

에게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에

게도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는지는, 법인의 표현이 위에서 제시한

표현의 자유의 목적에 관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은 법인 구성원들 사이의 기본권적

동일성의 기준이 되는 법인의 설립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표현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법인 중에는 개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의 이름으로 의사표시

를 함으로써 개인으로서의 표현행위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의사표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 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한 공통의 의견 표명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특정한 이념이나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

로만 구성되는 이른바 회원제법인(membership corporation)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인들의 경우 법인은 표현행위

를 위한 수단(medium)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법인의 표현은 구성원

들의 표현을 대신하거나 그 표현의 효과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 이

외에는 개인들이 각자 행하는 표현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법인의 표현

572) Meir Dan-Cohen, “Freedoms of Collective Speech: A Theory of Protected

Communications by Organizations, Communities, and the State”, California Law

Review, Vol.79 No.5 (1991), pp.1235-1237. 마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만든 주체는 사람들이지만 그 회사를 자동차의 제조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

지라는 것이다.

573) Citizens United v. FEC 판결에서 Scalia의 별개의견. 558 U.S. 310, at 39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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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개인의 표현이 갖는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

며, 법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개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의 보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컨대,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의 구성원(회원)들은 인종차

별정책에 반대하는 NAACP의 표현행위들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인종

차별금지에 관련된 정책결정에 여론의 일부로 참여함으로써 자기통치

(self-governance)를 실현하며, 인종차별정책의 문제점과 평등원칙의 정

당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 의견을 자유롭게 전파함으로써 진리의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NAACP라는 법인의 표현은 그 구성원들의 표현

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고, 따라서 법인의 표현이지만 헌법적 보

호의 필요성에 있어서 개인의 표현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존중 정신을 집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매사추세츠생명보호시민협회(MCFL)의 경우에도 법인의 표현을 통해 그

구성원들은 자아를 실현하고, 낙태에 관련된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통해 참여하며, 낙태의 문제점에 대한 진리의 발견에 이바지 하

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또는 지출이 법

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제로 주로 다루어진다.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을 위해 설립되는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

C)574)의 경우, 정치자금의 기부 또는 지출이라는 방식을 통해 정치적 의

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의사표현을 위

해 단체로서의 법인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법인의 의사표현을 통해 개

인의 의사표현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법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

의 자유와 동일한 기능과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575) 따라서 정치

574) 정치자금의 기부 또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자금의 지출을 위한 모금과 그 지출

을 위하여 설립되는 단체를 말하는데,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도 있고(incorporation)

법인이 아닌 단체로 설립되기도 한다.

575) 연방대법원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해 설립된 단체(political committee)가 대통령선

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1,000달러로 제한한 법률

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FEC v. NCPAC(National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mmittee), 470 U.S. 480 (1985). 이 판결의 당사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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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위원회(PAC)와 같은 법인 역시 정치자금 기부 또는 지출이라는 방

식을 통한 표현에 있어서는 개인의 표현에 대한 보호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법인들, 즉 집단적 의사표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들의 경

우 그 구성원들은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정

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법인들에 있어서는 구성원들과 법인 사이에 비

록 법적 주체성은 분리되어 있지만, 그 구성원들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안들에 관한 의사표현의 권한

을 법인의 대표기관에게 이미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표현

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에게는 자아(self)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표현은 표현

의 자유의 기능 중 자아실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지

만,576) 이는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도구적 성격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

다.

다. 표현행위 이외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표현행위 이외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표현

(corporate speech)은 존재한다.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활동들에

법인의 표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리법인이 자신의 영리활동

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경우에 그러한 표현은 법인의 표현

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였던 NCPAC는 보수적인 정치적 이념을 표방하면서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자

금을 모금하여 공직선거후보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contribution)하거나 선거운동

을 위한 자금을 지출(expenditure)하는 활동을 하는 법인이었다. Id. at 490. 다만,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률은 법인(corporation)뿐 아니라 모든 단체(committee,

association, organization)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었으므로 법인의 기본권이라는 쟁

점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Id. at 496.

576) Wayne Batchis, 앞의 글, p.39; Bellotti 판결에서 White 대법관의 반대의견, 435

U.S. 765, 8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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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개인의 표현이 갖는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

며, 법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개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의 보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컨대,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의 구성원(회원)들은 인종차

별정책에 반대하는 NAACP의 표현행위들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인종

차별금지에 관련된 정책결정에 여론의 일부로 참여함으로써 자기통치

(self-governance)를 실현하며, 인종차별정책의 문제점과 평등원칙의 정

당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 의견을 자유롭게 전파함으로써 진리의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NAACP라는 법인의 표현은 그 구성원들의 표현

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고, 따라서 법인의 표현이지만 헌법적 보

호의 필요성에 있어서 개인의 표현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존중 정신을 집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매사추세츠생명보호시민협회(MCFL)의 경우에도 법인의 표현을 통해 그

구성원들은 자아를 실현하고, 낙태에 관련된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통해 참여하며, 낙태의 문제점에 대한 진리의 발견에 이바지 하

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또는 지출이 법

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제로 주로 다루어진다.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을 위해 설립되는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

C)574)의 경우, 정치자금의 기부 또는 지출이라는 방식을 통해 정치적 의

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의사표현을 위

해 단체로서의 법인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법인의 의사표현을 통해 개

인의 의사표현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법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

의 자유와 동일한 기능과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575) 따라서 정치

574) 정치자금의 기부 또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자금의 지출을 위한 모금과 그 지출

을 위하여 설립되는 단체를 말하는데,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도 있고(incorporation)

법인이 아닌 단체로 설립되기도 한다.

575) 연방대법원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해 설립된 단체(political committee)가 대통령선

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1,000달러로 제한한 법률

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FEC v. NCPAC(National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mmittee), 470 U.S. 480 (1985). 이 판결의 당사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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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위원회(PAC)와 같은 법인 역시 정치자금 기부 또는 지출이라는 방

식을 통한 표현에 있어서는 개인의 표현에 대한 보호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법인들, 즉 집단적 의사표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들의 경

우 그 구성원들은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정

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법인들에 있어서는 구성원들과 법인 사이에 비

록 법적 주체성은 분리되어 있지만, 그 구성원들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안들에 관한 의사표현의 권한

을 법인의 대표기관에게 이미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표현

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에게는 자아(self)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표현은 표현

의 자유의 기능 중 자아실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지

만,576) 이는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도구적 성격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

다.

다. 표현행위 이외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표현행위 이외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표현

(corporate speech)은 존재한다.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활동들에

법인의 표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리법인이 자신의 영리활동

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경우에 그러한 표현은 법인의 표현

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였던 NCPAC는 보수적인 정치적 이념을 표방하면서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자

금을 모금하여 공직선거후보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contribution)하거나 선거운동

을 위한 자금을 지출(expenditure)하는 활동을 하는 법인이었다. Id. at 490. 다만,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률은 법인(corporation)뿐 아니라 모든 단체(committee,

association, organization)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었으므로 법인의 기본권이라는 쟁

점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Id. at 496.

576) Wayne Batchis, 앞의 글, p.39; Bellotti 판결에서 White 대법관의 반대의견, 435

U.S. 765, 8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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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Bellotti 판결(1978)에서 “표현”은 그 주체를 불문하고 모

두 보호되는 것이므로 법인, 나아가 영리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보호된다고 보았지만, 이는 쟁점이 되어야 할 “법인의” 표현의 자유 문

제를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로 설정한 후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

야 한다’는 자명한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정작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은 것이었다.577)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표현에 대

해 그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목적을 보호하

는 기본권(예컨대, 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적 자유, 대학의 경우 학문의 자

유나 대학의 자율성, 종교법인의 경우 종교의 자유)으로 보호하면 충분

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표현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로서 행하는 법인의 표현(corporate

speech)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기능과 목적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 자아실현(self-fulfillment)

구성원들의 의사표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의

표현을 통해 누구의 자아가 실현되는지가 문제된다. 법인의 표현이 법인

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인 경우에 그 표현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이바

지 할 수 있고, 이는 그 법인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법인의 구성원들의 자아가 실현된

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의 자아실현은 법인의 목적 달성

에 의한 것이지, 법인의 표현에 의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법인의 표

현이 무엇인지는 그 구성원들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목적인 경제적 이

577) Tamara R. Piety, “The First Amendment and the Corporate Civil Rights

Movement”, Journal of Business & Technology Law, Vol.11 (2016),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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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실현을 위해 법인은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중 하나로 일정한

표현(상업적이든 정치적이든)을 할 수 있지만, 그 표현 자체가 구성원들

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인의 표현을 직접 행하는 사람 역시 법인의 표현을 통해 자아

가 실현되지는 못한다.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의 이름으로 일정한 표현행

위를 한 경우에 경영자는 자기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표현을 보호한다고

해서 그 표현을 담당한 경영자의 자율성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578)

예컨대, A기업의 대표이사 갑(甲)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기업

의 이름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 경우에, 갑은 기업의 대표라는 지위에 따

르는 역할을 수행한 것일 뿐 개인 갑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

니다. 이때 갑은 자신이 처한 업무상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임

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며, 자신이 자아실현을 위해, 또는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으로서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갑의

표현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강요된 표현(compelled speech)이라고 볼

수도 있다.579) 한편 A기업이 그 같은 표현행위를 한 것은 매출을 증가시

키기 위한 영업전략의 일환이었고 그 결과 A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주

식의 가치도 상승하였다면, A기업의 위와 같은 표현행위는 A기업의 주

주인 을(乙)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는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을의 표

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 A기업의 표현으로 인

해 A기업의 주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표현

의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업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

문이다. 결국 A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A기업과 관련된 사

람들 그 누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지는 않는 것이다.

결국 법인의 표현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고 그러한 목적

578) David Shelledy, “Autonomy, Debate, and Corporate Speech”, Hastings

Constitutional Law Quarterly, Vol.18 (1991), pp.577-584.
579) Meir Dan-Cohen, “Freedoms of Collective Speech: A Theory of Protected

Communications by Organizations, Communities, and the State”, California Law

Review, Vol.79 No.5 (1991), pp.123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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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로 설정한 후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

야 한다’는 자명한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정작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은 것이었다.577)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표현에 대

해 그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목적을 보호하

는 기본권(예컨대, 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적 자유, 대학의 경우 학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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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기능과 목적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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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인 경우에 그 표현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이바

지 할 수 있고, 이는 그 법인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법인의 구성원들의 자아가 실현된

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의 자아실현은 법인의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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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Tamara R. Piety, “The First Amendment and the Corporate Civil Rights

Movement”, Journal of Business & Technology Law, Vol.11 (2016),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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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David Shelledy, “Autonomy, Debate, and Corporate Speech”, Hastings

Constitutional Law Quarterly, Vol.18 (1991), pp.577-584.
579) Meir Dan-Cohen, “Freedoms of Collective Speech: A Theory of Protected

Communications by Organizations, Communities, and the State”, California Law

Review, Vol.79 No.5 (1991), pp.123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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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으로 인해 개인의 자아가 실현될 수도 있지만,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표현이 곧 개인의 자아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에서처럼 만약 법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어느 누구

의 표현의 자유 실현과도 무관하고, 단지 관련된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

에만 관련되는 것이라면, 법인의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근거는

없게 된다. 법인의 표현은 어느 누구의 표현의 자유도 실현하지 않으며

단지 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표현

에 대한 보호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보호하는 기본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2) 자기통치(self-governance)

표현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경우580)에 그 법인의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기능이자 목적인

자기통치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가) 법인의 표현과 관계없이 법인의 구성원들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동등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표현을 보

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

람들끼리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를 통해 정치적 표현을 함으로써 공동

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이

러한 기회 역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 있다. 말

하자면 표현의 자유를 통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

기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기회의 평등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법인, 대표적으로 기업이

580)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토론에 참여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와 경제적 목적으로 만들

어진 법인은 구별된다고 하였다. FEC v. NCPAC(National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mmittee), 470 U.S. 480, at 500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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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표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

다고 보게 되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기통치의 기회균등

의 상태가 훼손된다.

먼저, 기업의 정치적 표현이 누구의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기업의 대표나 경영진이 자신의 정치적 표현을 위해 법인의

이름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진이 주주

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다.581)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존재하

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수많은 주주들로 구성되는 현대의 대규모 주

식회사에서 회사의 정치적 표현은 사실상 경영진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

될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비용, 즉 주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경

영진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582)

한편, 기업의 주주가 자신의 정치적 표현을 대신하여 행사할 것을 그

기업의 경영자에게 위임하였다면 기업의 정치적 표현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583)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주가 기업의 경영자에게 표

현행위에 관하여 위임하는 것은 기업의 목적인 경제적 이윤의 확보를 위

한 표현행위에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특정한 사안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는

PAC(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법인 또는 단체

를 결성하여 그 단체에 의하여 정치적 표현을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업에 대해서도 정치

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자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부여받은 기회에 더해서 기업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정치적 표현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문제는 기업을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 기업

581) C. Edwin Baker, 앞의 책, pp.219-220.

582) Lucian A. Bebchuk & Robert J. Jackson, Jr., “Corporate Political Speech: Who

Decides?”, Harvard Law Review, Vol.124 No.1 (2010), pp. 90-91.
583) Id.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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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Lucian A. Bebchuk & Robert J. Jackson, Jr., “Corporate Political Speech: Who

Decides?”, Harvard Law Review, Vol.124 No.1 (2010), pp. 90-91.
583) Id.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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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공동체의 운영원리인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한편 법인의 목적이 표현행위를 위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

인의 구성원들 다수가 법인의 정치적 표현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는데, 이는 법인의 정치적 표현에 반

대하는 구성원들에 대해 그 정치적 표현을 법인의 정치적 표현으로 인정

할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

법인의 구성원들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권한을 법인 또는 그 대표에

게 위임한 바 없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법인의 표현을 자신이 속한

법인의 표현으로 인정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 내부의 민주주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일 뿐,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고 주장할 수도 있다. Bellotti 판결 이래 Citizens United 판결에 이르기

까지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즉,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기업의 정치적 표현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보호절차, 대표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정치적 표

현에 반대하는 소수자 보호를 위해 주 정부가 법률로 법인의 정치적 표

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584)

그러나 정치적 표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면 그 법인의 정

치적 표현이 형성되는 절차 자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모든 법인이 내부의 의사결정구조를 반드시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되도록 형성할 필요도 없다. 예컨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며 “one person, one vote”

가 아닐 뿐 아니라, 심지어는 “one share, one vote”가 아닌 경우도 얼마

든지 있다.585)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구성원이 그 법인의 설립에 기여

584) 435 U.S. 765, 794-795 (1978).

585) Tamara R. Piety, “Why Personhood Matters”, pp.376-37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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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산의 비율에 상응하여 구성원 상호 간에 차별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도 있다.586)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을 법인 내부의 민주주의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요컨대, 표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법인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통해 실현하려는 자기통치를 통한 민주주의에 전혀 기여하지 못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

인의 표현도 자기통치의 실현을 위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3) 진리의 발견(attainment of truth)

연방대법원은 Bellotti 판결 이래로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free flow of

information)과 표현의 상대방의 권리보호를 들어서 표현주체(identity)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 법인의 표

현의 자유, 특히 영리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오고 있다. 이

는 Oliver Wendell Holmes 대법관이 Abrams v. U.S. 판결(1919)에서 제

시한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즉 진리임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

법은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그 사상을 시장에서 다른 사상들과

경쟁하게 하는 것이라는 관념587)에 따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

을 표현행위뿐 아니라 표현 그 자체로 보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로운 유

통을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이라는 객관

적인 가치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표현의 주체가 누구인

지와는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법인에 대해

서도 표현의 자유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

다.

586) Victor Brudney, “Business Corporation and Stockholders’ Rights under the First

Amendment”, Yale Law Journal, Vol.91 No.2 (1981), p.258.
587) 250 U.S. 616, 6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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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공동체의 운영원리인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한편 법인의 목적이 표현행위를 위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

인의 구성원들 다수가 법인의 정치적 표현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는데, 이는 법인의 정치적 표현에 반

대하는 구성원들에 대해 그 정치적 표현을 법인의 정치적 표현으로 인정

할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

법인의 구성원들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권한을 법인 또는 그 대표에

게 위임한 바 없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법인의 표현을 자신이 속한

법인의 표현으로 인정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 내부의 민주주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일 뿐,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고 주장할 수도 있다. Bellotti 판결 이래 Citizens United 판결에 이르기

까지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즉,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기업의 정치적 표현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보호절차, 대표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정치적 표

현에 반대하는 소수자 보호를 위해 주 정부가 법률로 법인의 정치적 표

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584)

그러나 정치적 표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면 그 법인의 정

치적 표현이 형성되는 절차 자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모든 법인이 내부의 의사결정구조를 반드시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되도록 형성할 필요도 없다. 예컨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며 “one person, one vote”

가 아닐 뿐 아니라, 심지어는 “one share, one vote”가 아닌 경우도 얼마

든지 있다.585)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구성원이 그 법인의 설립에 기여

584) 435 U.S. 765, 794-795 (1978).

585) Tamara R. Piety, “Why Personhood Matters”, pp.376-37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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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산의 비율에 상응하여 구성원 상호 간에 차별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도 있다.586)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을 법인 내부의 민주주의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요컨대, 표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법인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통해 실현하려는 자기통치를 통한 민주주의에 전혀 기여하지 못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

인의 표현도 자기통치의 실현을 위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3) 진리의 발견(attainment of truth)

연방대법원은 Bellotti 판결 이래로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free flow of

information)과 표현의 상대방의 권리보호를 들어서 표현주체(identity)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 법인의 표

현의 자유, 특히 영리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오고 있다. 이

는 Oliver Wendell Holmes 대법관이 Abrams v. U.S. 판결(1919)에서 제

시한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즉 진리임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

법은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그 사상을 시장에서 다른 사상들과

경쟁하게 하는 것이라는 관념587)에 따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

을 표현행위뿐 아니라 표현 그 자체로 보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로운 유

통을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이라는 객관

적인 가치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표현의 주체가 누구인

지와는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법인에 대해

서도 표현의 자유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

다.

586) Victor Brudney, “Business Corporation and Stockholders’ Rights under the First

Amendment”, Yale Law Journal, Vol.91 No.2 (1981), p.258.
587) 250 U.S. 616, 6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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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리의 발견이라는 정당화 근거는 표현의 주체를 묻지 않고 모

든 표현을 보장하여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법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일종의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 표현행위뿐 아니라 표현 자체도 보호되

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표현이 존재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표현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 표현행위가 개인의 표현행위

이든 아니면, 집단적인 의사형성과정 혹은 권한을 위임받는 대표에 의한

표현행위를 통한 법인의 표현행위이든 간에 표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법인의 표현은 자아실현의 기능이나 자기통치

의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표현의 형성과정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

인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과물로서의

표현 자체를 생성하는 과정 또는 절차 자체가 헌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다는 것이다. 법인의 표현을 형성하는 과정 자체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인의 표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

호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표현을 형성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도 표현

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전

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표현 자체의 보호를 근거로 법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정당화 근거가 적용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표

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방식(정치자금의 지출을 통한

의사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을 통한 진실발견”이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근거임을

인정하기가 더욱 어렵다.

라. 소결

법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것인지는 그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의 구성원들이 보다 효과적인 의사표현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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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의 구성원들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기

본권적 동질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반면, 구성원들의 의사표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면 법인의 표현

은 그 법인의 목적을 보호하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될 수 있을 뿐, 표현

의 자유가 인정될 수는 없다.

4. 언론의 자유

가.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조항의 보호 대상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행위의 자유 중에서도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를 특별히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는 구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588) 여기서 “언론

의 자유”가 보호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론기관을 특별히 보호

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견해589)와 특별한 대상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언론행위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견해590)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위 조항이 언론기관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누가 되었든 언론행위를 보호하는 조항이라는 견해는, 언론의 자유는 모

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것인데, 언론기관의 자유로 해석하는 것은 언론

기관에게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591) 반면

언론기관을 보호하는 조항이라는 견해는, 연방헌법 제정자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언론기능을 고려하여 특별히 언론(the press)이라는 기관 또

는 제도(institution)에 관한 보호를 규정한 것이며, 만약 모든 사람의 언

588) Note, “The Corporation and the Constitution: Economic Due Process and

Corporate Speech”, The Yale Law Journal, Vol.90 No.8 (1981), p.1858.
589) 예컨대, Sonja R. West, “Awakening the Press Clause”, UCLA Law Review,

Vol.58 (2011), pp.1033-1041.

590) 예컨대, Eugene Volokh, “Freedom for the Press as an Industry, or for the Press

as a Technology? From the Framing to Today”,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160 (2012), pp.465-520.
591) Eugene Volokh, 위의 글, p.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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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리의 발견이라는 정당화 근거는 표현의 주체를 묻지 않고 모

든 표현을 보장하여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법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일종의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 표현행위뿐 아니라 표현 자체도 보호되

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표현이 존재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표현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 표현행위가 개인의 표현행위

이든 아니면, 집단적인 의사형성과정 혹은 권한을 위임받는 대표에 의한

표현행위를 통한 법인의 표현행위이든 간에 표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법인의 표현은 자아실현의 기능이나 자기통치

의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표현의 형성과정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

인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과물로서의

표현 자체를 생성하는 과정 또는 절차 자체가 헌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다는 것이다. 법인의 표현을 형성하는 과정 자체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인의 표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

호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표현을 형성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도 표현

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전

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표현 자체의 보호를 근거로 법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정당화 근거가 적용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표

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방식(정치자금의 지출을 통한

의사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을 통한 진실발견”이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근거임을

인정하기가 더욱 어렵다.

라. 소결

법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것인지는 그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의 구성원들이 보다 효과적인 의사표현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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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의 구성원들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기

본권적 동질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반면, 구성원들의 의사표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면 법인의 표현

은 그 법인의 목적을 보호하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될 수 있을 뿐, 표현

의 자유가 인정될 수는 없다.

4. 언론의 자유

가.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조항의 보호 대상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행위의 자유 중에서도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를 특별히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는 구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588) 여기서 “언론

의 자유”가 보호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론기관을 특별히 보호

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견해589)와 특별한 대상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언론행위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견해590)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위 조항이 언론기관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누가 되었든 언론행위를 보호하는 조항이라는 견해는, 언론의 자유는 모

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것인데, 언론기관의 자유로 해석하는 것은 언론

기관에게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591) 반면

언론기관을 보호하는 조항이라는 견해는, 연방헌법 제정자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언론기능을 고려하여 특별히 언론(the press)이라는 기관 또

는 제도(institution)에 관한 보호를 규정한 것이며, 만약 모든 사람의 언

588) Note, “The Corporation and the Constitution: Economic Due Process and

Corporate Speech”, The Yale Law Journal, Vol.90 No.8 (1981), p.1858.
589) 예컨대, Sonja R. West, “Awakening the Press Clause”, UCLA Law Review,

Vol.58 (2011), pp.1033-1041.

590) 예컨대, Eugene Volokh, “Freedom for the Press as an Industry, or for the Press

as a Technology? From the Framing to Today”,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160 (2012), pp.465-520.
591) Eugene Volokh, 위의 글, p.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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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면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조

항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불필요한 중복이라고 주장한다.592)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자유 조항의 “언론(press)”에는 신문과 방송과 같

은 언론매체뿐 아니라 책이나 잡지는 물론이고 소형 전단지나 소책자 등

과 같은 것들도 그것이 공공의 관심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모두 포함

된다고 보았고,593) 위 조항은 개인의 기본권을 규정한 조항이지 신문이

나 정기간행물 같은 언론매체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고 하였다.594)

연방대법원의 Potter Stewart 대법관은, 언론의 자유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방식이 다른 기본권조항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언론(the press)”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언론의 자유는 연방헌법 제정 이전부터 강력하게 보호되었고 연방헌

법 제정자들은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4의 기관(institution)으

로 언론의 존재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언론의 자유 조항은 언론이라는 “기관(institution)”

의 자유를 보호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였다.595)

언론기관 이외의 개인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설립된 법인은 표현

의 자유(freedom of speech) 조항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다. 이

때 표현의 매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혹은 표현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언

론기관이 다루는 사항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

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 이외에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것

은 언론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언론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근거 조항

언론의 자유 조항을 언론기관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

석하면, 언론기관은 개인인 경우에는 물론이고 법인인 경우에도 언론의

592) Sonja R. West, 앞의 글, pp.1040-1041.

593) Mills v. Alabama, 384 U.S. 214, 219 (1966).

594) Branzburg v. Hayes, 408 U.S. 665, 704 (1972).

595) Id. pp.6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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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언론사가 법인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인의 기본권으로서 주장되는 경

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tewart 대법관은 이에 대해, 언

론사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호를 규정한 유일한 사적 기업(organized

private business)이라고 표현하였다.596)

언론법인이 언론의 자유 조항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인의 기본권

적 동질성과 분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언론법인의 구

성원은 “언론”이라는 활동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였다는 점에서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정되고, 법인의 분리성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은 법인에게 언

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자유 조항을 언론기관 이외의 개인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법인이 그 보호의 대상에서 제

외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Grosjean 판결(1936)에서 본 것처럼 언론법

인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의 기본권이 특별히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언론법인

이 당사자가 되어 언론의 자유 침해를 주장한 많은 사건들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를 인정해 오고 있다.597)

다. 언론법인 이외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언론기관 이외의 일반 법인이 언론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Citizens United 판결의 별개의견에서 Scalia 대

법관은 언론기관에 대해서만 특권을 인정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의 언론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 일반 법인도 위 조항에 의한 보호를 주

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98) 반면 Stevens 대법관은 언론기관

596) Potter Stewart, “Or of the Press”, Hastings Law Journal, Vol.26 (1975), p.633.
597) 예컨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Rosenbloom v.

Metromedia, Inc., 403 U.S. 29 (1971).

598) 558 U.S. 310, at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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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면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조

항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불필요한 중복이라고 주장한다.592)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자유 조항의 “언론(press)”에는 신문과 방송과 같

은 언론매체뿐 아니라 책이나 잡지는 물론이고 소형 전단지나 소책자 등

과 같은 것들도 그것이 공공의 관심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모두 포함

된다고 보았고,593) 위 조항은 개인의 기본권을 규정한 조항이지 신문이

나 정기간행물 같은 언론매체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고 하였다.594)

연방대법원의 Potter Stewart 대법관은, 언론의 자유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방식이 다른 기본권조항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언론(the press)”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언론의 자유는 연방헌법 제정 이전부터 강력하게 보호되었고 연방헌

법 제정자들은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4의 기관(institution)으

로 언론의 존재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언론의 자유 조항은 언론이라는 “기관(institution)”

의 자유를 보호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였다.595)

언론기관 이외의 개인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설립된 법인은 표현

의 자유(freedom of speech) 조항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다. 이

때 표현의 매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혹은 표현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언

론기관이 다루는 사항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

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 이외에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것

은 언론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언론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근거 조항

언론의 자유 조항을 언론기관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

석하면, 언론기관은 개인인 경우에는 물론이고 법인인 경우에도 언론의

592) Sonja R. West, 앞의 글, pp.1040-1041.

593) Mills v. Alabama, 384 U.S. 214, 219 (1966).

594) Branzburg v. Hayes, 408 U.S. 665, 704 (1972).

595) Id. pp.6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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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언론사가 법인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인의 기본권으로서 주장되는 경

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tewart 대법관은 이에 대해, 언

론사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호를 규정한 유일한 사적 기업(organized

private business)이라고 표현하였다.596)

언론법인이 언론의 자유 조항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인의 기본권

적 동질성과 분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언론법인의 구

성원은 “언론”이라는 활동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였다는 점에서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정되고, 법인의 분리성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은 법인에게 언

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자유 조항을 언론기관 이외의 개인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법인이 그 보호의 대상에서 제

외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Grosjean 판결(1936)에서 본 것처럼 언론법

인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의 기본권이 특별히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언론법인

이 당사자가 되어 언론의 자유 침해를 주장한 많은 사건들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를 인정해 오고 있다.597)

다. 언론법인 이외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언론기관 이외의 일반 법인이 언론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Citizens United 판결의 별개의견에서 Scalia 대

법관은 언론기관에 대해서만 특권을 인정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의 언론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 일반 법인도 위 조항에 의한 보호를 주

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98) 반면 Stevens 대법관은 언론기관

596) Potter Stewart, “Or of the Press”, Hastings Law Journal, Vol.26 (1975), p.633.
597) 예컨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Rosenbloom v.

Metromedia, Inc., 403 U.S. 29 (1971).

598) 558 U.S. 310, at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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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 법인과 다른 언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하므로 입법자는 언론

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할 수 있다고 하였다.599)

Scalia 대법관의 지적처럼 모든 사람의 언론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

다. 그러나 모든 표현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 조항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수정헌법 제1조 중 언론의 자

유(freedom of the press) 조항과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조항

은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규정이 된다.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에

서도 “언론기관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보호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더

라도, 언론기관 이외의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조항을 통해 여전히 보호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도 그 설립목

적에 따라 표현의 자유 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라면 표

현의 자유 조항에 의해 얼마든지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언론의 자유를 가져야 하므로 모든 법인이 언론의 자유 조항에 의한 보

호를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언론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의 경우 그 구성원인 개인들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이미 충분히

보호받고 있으며, 그러한 개인들과 별개로 법인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언론의 자유 조항에 의한 보호를 인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5. 종교의 자유

가. 법인의 목적과 종교의 자유

종교적 양심(religious conscience), 즉 신앙은 인간만이 가지는 것이므

로 법인이 신앙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해서, 법인이 종교의 자유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600) Brennan 대법관이 표현한 대로 사람들의 종교

활동은 대부분 종교단체에 참여하고 그 단체를 통해 신앙을 공유하고 강

599) Id. at 431, 473-474. 다만, Stevens 대법관은 언론기관만이 위 조항을 주장할 수 있

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600) Mark Tushnet, “Do For-Profit Corporations Have Rights of Religious

Conscience?”, Cornell Law Review Online, Vol.70 (2013),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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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므로, 종교단체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곧 개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된다.601) 따

라서 종교단체는 그것이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에도 종교단체로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602) 종교단체를 구성하는 개

인들 사이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정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

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

한편 종교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종

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 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적 동질성을 인

정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 등 기관을 맡고 있는 개인들의 종교의 자

유를 그 법인을 통해 실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인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설립

목적이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단체가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을 설립하거나, 종교적 상징

물을 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대학이나 법인은 교육 또는 영업

활동603)을 담당하지만 그 목적은 선교(宣敎)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교육

과 영업의 내용도 종교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를 주장

할 수 있다.604)

따라서 법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면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도 종교의 자유를 주

장할 수는 없다.

601) Corporation of Presiding Bishop of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v. Amos, 483 U.S. 327, 342. (Brennan 대법관의 별개의견)

602) Mark Tushnet, 위의 글, p.76.

603)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경제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

다. 영리법인의 판단 기준은 그 영리활동이 법인 구성원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분

배에 있는지 여부이다. 제2장 제1절 Ⅱ. 2. 참조.

604) 예컨대 앞에서 본 Jimmy Swaggart Ministries v. Board of Equalization of

California 판결에서의 법인. 493 U.S. 378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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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 법인과 다른 언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하므로 입법자는 언론

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할 수 있다고 하였다.599)

Scalia 대법관의 지적처럼 모든 사람의 언론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

다. 그러나 모든 표현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 조항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수정헌법 제1조 중 언론의 자

유(freedom of the press) 조항과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조항

은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규정이 된다.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에

서도 “언론기관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보호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더

라도, 언론기관 이외의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조항을 통해 여전히 보호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도 그 설립목

적에 따라 표현의 자유 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라면 표

현의 자유 조항에 의해 얼마든지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언론의 자유를 가져야 하므로 모든 법인이 언론의 자유 조항에 의한 보

호를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언론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의 경우 그 구성원인 개인들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이미 충분히

보호받고 있으며, 그러한 개인들과 별개로 법인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언론의 자유 조항에 의한 보호를 인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5. 종교의 자유

가. 법인의 목적과 종교의 자유

종교적 양심(religious conscience), 즉 신앙은 인간만이 가지는 것이므

로 법인이 신앙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해서, 법인이 종교의 자유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600) Brennan 대법관이 표현한 대로 사람들의 종교

활동은 대부분 종교단체에 참여하고 그 단체를 통해 신앙을 공유하고 강

599) Id. at 431, 473-474. 다만, Stevens 대법관은 언론기관만이 위 조항을 주장할 수 있

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600) Mark Tushnet, “Do For-Profit Corporations Have Rights of Religious

Conscience?”, Cornell Law Review Online, Vol.70 (2013),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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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므로, 종교단체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곧 개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된다.601) 따

라서 종교단체는 그것이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에도 종교단체로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602) 종교단체를 구성하는 개

인들 사이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정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

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

한편 종교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종

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 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적 동질성을 인

정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 등 기관을 맡고 있는 개인들의 종교의 자

유를 그 법인을 통해 실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인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설립

목적이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단체가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을 설립하거나, 종교적 상징

물을 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대학이나 법인은 교육 또는 영업

활동603)을 담당하지만 그 목적은 선교(宣敎)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교육

과 영업의 내용도 종교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를 주장

할 수 있다.604)

따라서 법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면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도 종교의 자유를 주

장할 수는 없다.

601) Corporation of Presiding Bishop of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v. Amos, 483 U.S. 327, 342. (Brennan 대법관의 별개의견)

602) Mark Tushnet, 위의 글, p.76.

603)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경제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

다. 영리법인의 판단 기준은 그 영리활동이 법인 구성원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분

배에 있는지 여부이다. 제2장 제1절 Ⅱ. 2. 참조.

604) 예컨대 앞에서 본 Jimmy Swaggart Ministries v. Board of Equalization of

California 판결에서의 법인. 493 U.S. 378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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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리법인과 종교의 자유 - Hobby Lobby 판결(2014)의 문제점

법인이나 단체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특정한 종교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이다. 영

리법인의 구성원들은 종교적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법인을 설

립한 것이 아니다.605) 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은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들은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본권적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Hobby Lobby 판결에서 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종

교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였다.606) 연방대법원은 ‘법인에게 권리를 인정

하는 목적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607) 비영

리법인뿐 아니라 영리법인에게도 법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한편, 개인사업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영리법인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부

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608)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법인의 기본권이 가지는 특성

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판시였다. 먼저, 법인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목

적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어떤 기본권이라도 법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권리를 위해 법인의 기본권

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의 종교의 자유 실현을 위해

법인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법인이 종교의 자

유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영리법인의 구성원들이 법

605) Caroline Mala Carbin, “Corporate Religious Liberty”,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30 (2015), pp.293-295.

606)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방법률(종교자유회복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었

지만, 그 연방법률의 특성상 사실상 헌법상 기본권과 같은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제

3장 제6절 Ⅱ. 1. 참조.

607) 134 S.Ct. 2751, 2768 (2014).

608) Id. at 2769-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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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목적은 경제적 이익의 실현에 있으며 영리법인

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종교의 신자들이라고 해서 그 법인의 목적이 달라

지지는 않는다. Hobby Lobby 회사의 주주들은 동일한 종교를 가진 가

족이었지만 그들이 Hobby Lobby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자신

들의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였

다.

한편 개인사업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는 것이 영리법인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재산과 자신의 종교적 활동

에 필요한 재산이 구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위한 비용의

지출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용도에 지출이 강요되는 경우에

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지출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반해 법인의

재산은 그 구성원들과의 엄격한 분리성으로 인해 법인의 재산에 대해 특

정한 용도로 지출이 강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들에게는 재산적 불이

익 이외에 다른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지출이 강요될 경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회사에 대해 강요되는 지출은 그것이 비록 그

주주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

는 법인 재산의 감소일 뿐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는 없다.609)

Ⅴ. 소결

법인의 기본권은 그 구성원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도구

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들 사이에 기본권적 동질

성이 인정될 때에만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법인의

구성원 간 기본권적 동질성 여부는 법인의 설립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또 법인은 그 구성원들과 법적 주체성이 분리되므로 법인에 대한 법적

609) Tamara R. Piety, “Why Personhood Matters”,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30

(2015), 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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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리법인과 종교의 자유 - Hobby Lobby 판결(2014)의 문제점

법인이나 단체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특정한 종교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이다. 영

리법인의 구성원들은 종교적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법인을 설

립한 것이 아니다.605) 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은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들은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본권적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Hobby Lobby 판결에서 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종

교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였다.606) 연방대법원은 ‘법인에게 권리를 인정

하는 목적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607) 비영

리법인뿐 아니라 영리법인에게도 법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한편, 개인사업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영리법인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부

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608)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법인의 기본권이 가지는 특성

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판시였다. 먼저, 법인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목

적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어떤 기본권이라도 법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권리를 위해 법인의 기본권

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의 종교의 자유 실현을 위해

법인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법인이 종교의 자

유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영리법인의 구성원들이 법

605) Caroline Mala Carbin, “Corporate Religious Liberty”,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30 (2015), pp.293-295.

606)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방법률(종교자유회복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었

지만, 그 연방법률의 특성상 사실상 헌법상 기본권과 같은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제

3장 제6절 Ⅱ. 1. 참조.

607) 134 S.Ct. 2751, 2768 (2014).

608) Id. at 2769-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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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목적은 경제적 이익의 실현에 있으며 영리법인

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종교의 신자들이라고 해서 그 법인의 목적이 달라

지지는 않는다. Hobby Lobby 회사의 주주들은 동일한 종교를 가진 가

족이었지만 그들이 Hobby Lobby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자신

들의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였

다.

한편 개인사업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는 것이 영리법인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재산과 자신의 종교적 활동

에 필요한 재산이 구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위한 비용의

지출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용도에 지출이 강요되는 경우에

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지출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반해 법인의

재산은 그 구성원들과의 엄격한 분리성으로 인해 법인의 재산에 대해 특

정한 용도로 지출이 강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들에게는 재산적 불이

익 이외에 다른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지출이 강요될 경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회사에 대해 강요되는 지출은 그것이 비록 그

주주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

는 법인 재산의 감소일 뿐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는 없다.609)

Ⅴ. 소결

법인의 기본권은 그 구성원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도구

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들 사이에 기본권적 동질

성이 인정될 때에만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법인의

구성원 간 기본권적 동질성 여부는 법인의 설립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또 법인은 그 구성원들과 법적 주체성이 분리되므로 법인에 대한 법적

609) Tamara R. Piety, “Why Personhood Matters”, Constitutional Commentary, Vol.30

(2015), 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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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에 있어서 법인이 주장하려는 기본권과 구성원들에게 문제되는 기본

권이 달라질 수 있는바, 법인의 기본권 주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

고자 하는 개인의 기본권이 어떤 기본권인지에 따라 법인의 기본권주체

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산권이나 절차적 기본권은 법인의 설립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법인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법인의 설립목적이 그러한 기본권의 행사를 위한

법인의 경우에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만,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설립

된 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 개인 사이에 기본권적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연방헌법상 언론의

자유 조항은 언론기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활동을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항이라

고 볼 수 있다.

제3절 법인의 기본권 제한

Ⅰ.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의미와 위헌심사의 쟁점

1.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의미

법인이 당사자가 되어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건은 많다. 그러나

법인이 당사자가 되어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건들이 모

두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법인의 기본

권이 제한되는 경우란,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해서만 특별한 법적 규율

을 가하거나, 개인과 동일한 법적 규율이지만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과

정에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경우와는 다른 법인 고유의 쟁점이 제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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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해 아무런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법적 규율에 대해서는 비록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법인이 주장하

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

다. 그러한 사건들은 “법인의 기본권 제한”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법인도 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법

인도 당사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법적 차원의 쟁점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문제된 국가작용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즉 본안의 쟁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법인의 기본권 제한”

문제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

한 일반적인 이론으로 해결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군사기밀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신문보도를 사전에 금지하

려는 시도(prior restraint)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New York Times

Co. v. U.S. 판결610)에서 당사자였던 New York Times나 Washington

Post는 모두 언론사로서 법인이었지만,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던 것은

“법인의” 표현을 사전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개인을 막론하고

“표현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헌 여부의 판단은 ‘표

현행위의 사전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지, ‘표현에 대한

사전제한이 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아니었다. 영화의

사전검열을 허용하는 법률에 대해 영화회사가 당사자가 되어 그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611) 또한 여성의 낙태의 자

유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Roe v. Wade 판결의 유효성

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낙태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고히 한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et al. v. Casey 판

610) 403 U.S. 713 (1971).

611) 예컨대, Joseph Burstyn, Inc. v. Wilson 343 U.S. 495 (1952) 판결은 New York

주(州) 교육청(Board of Education)에 의한 영화의 사전검열을 허용한 주(州) 법률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으로 판결한 사건

에서, 당사자는 영화배급회사였지만, 이 사안을 법인의 기본권 제한 문제로 보기는 어

렵다. 영화배급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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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에 있어서 법인이 주장하려는 기본권과 구성원들에게 문제되는 기본

권이 달라질 수 있는바, 법인의 기본권 주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

고자 하는 개인의 기본권이 어떤 기본권인지에 따라 법인의 기본권주체

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산권이나 절차적 기본권은 법인의 설립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법인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법인의 설립목적이 그러한 기본권의 행사를 위한

법인의 경우에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만,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설립

된 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 개인 사이에 기본권적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연방헌법상 언론의

자유 조항은 언론기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활동을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항이라

고 볼 수 있다.

제3절 법인의 기본권 제한

Ⅰ.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의미와 위헌심사의 쟁점

1.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의미

법인이 당사자가 되어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건은 많다. 그러나

법인이 당사자가 되어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건들이 모

두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법인의 기본

권이 제한되는 경우란,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해서만 특별한 법적 규율

을 가하거나, 개인과 동일한 법적 규율이지만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과

정에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경우와는 다른 법인 고유의 쟁점이 제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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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해 아무런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법적 규율에 대해서는 비록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법인이 주장하

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

다. 그러한 사건들은 “법인의 기본권 제한”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법인도 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법

인도 당사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법적 차원의 쟁점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문제된 국가작용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즉 본안의 쟁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법인의 기본권 제한”

문제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

한 일반적인 이론으로 해결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군사기밀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신문보도를 사전에 금지하

려는 시도(prior restraint)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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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et al. v. Casey 판

610) 403 U.S. 713 (1971).

611) 예컨대, Joseph Burstyn, Inc. v. Wilson 343 U.S. 495 (1952) 판결은 New York

주(州) 교육청(Board of Education)에 의한 영화의 사전검열을 허용한 주(州) 법률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으로 판결한 사건

에서, 당사자는 영화배급회사였지만, 이 사안을 법인의 기본권 제한 문제로 보기는 어

렵다. 영화배급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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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612)에서 당사자 중 하나였던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는 법인(임신과 낙태, 가족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

하는 비영리법인)이었지만, 위 판결에의 쟁점은 임산부의 낙태가 일정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을 뿐 법인인 위 단체에 대한 특별한 법

적 규율이 문제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문제되

지는 않았다.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헌법적으로 문제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율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Santa

Clara 판결(1886)에서는 과세대상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의 county에서 철도를 운영하는 철도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 법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문제

되었고, Bellotti 판결(1978)에서는 금융 등 일정한 범위의 사업을 수행하

는 법인에 대해 공직선거나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금품지출을 금지

한 것이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는데, 이러한

사안들은 법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법적 규율을 가하는 것들이어서 법

인의 기본권 제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의 기본권 제한은 법인에 대한 특별한 규율을 명시적으로 규

정함으로써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보호를 법

인에게는 부인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Hobby

Lobby 판결(2014)에서 문제가 되었던 종교자유회복법 조항을 개인에게

만 인정하고 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법인의 기본권 제한” 문제는 바꾸어 말하면 법인에 대한 특

수한 법적 규율이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논의는 법인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의 정당성 및 한계에 관한 논의에 다름 아니다.

612) 505 U.S. 833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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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헌심사의 쟁점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법인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의 문제이며, 법

인의 기본권 제한 논의가 결국은 법인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의 정당

성과 한계에 관한 논의임을 인식하는 것은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위헌

여부는 법인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의 정당성 및 한계에 관한 문제로

서 개인의 기본권 제한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위

헌심사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의 정치자금 지출의 제한이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

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쟁점으로 삼아 검토하여야 할 것은 ‘왜 금

품지출을 제한하는가’가 아니라, ‘왜 법인의 금품지출은 제한하는가’이다.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서는 기본권 제한의 내용만이 아

니라 법인이라는 이유로 그 제한을 가하는 것의 정당성이 중요한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기본권 제한의 위헌 여부에 있어서 제한의 대

상이 된 “법인”이 가지는 “특수성”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법인의 기본권도

개인의 기본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서, 법인의 기본권 제

한에 대한 심사를 개인을 전제로 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심사와 동일하

게 취급하는 것은,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핵심적

인 쟁점을 놓치는 것이다.

Ⅱ.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근거

자연인이 누리는 기본권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헌법적 가치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법인의 기본권

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법인이라는 이유에서, 개인과는 다른 법인

의 특성으로 인해 개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과는 다른 차원에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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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612)에서 당사자 중 하나였던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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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1. 법인의 공공적 성격

연혁적으로 고찰할 때, 영미법에서는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이 없었

고 모든 법인은 국가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거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의 특허 또는 승인에 의해서만 설립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도 전통적으로 법인은 국가 기능의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하거나

또는 국가가 승인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건국 초기의 법인들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고 영리법인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공적 성격의 사

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준-공법적(quasi-public)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

다.613) 따라서 법인에 대한 폭넓은 규제는 국가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

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614) 국가에 의해 권능을 부여받은 단체

에 대해서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규제가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615)

한편 1800년대 중반부터 법인설립이 자유화되면서 법인설립 과정에 대

한 국가의 관여는 약화되고, 공공적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이 일반화되면서, 단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국가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거나 모든 법인이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616)

그러나 오늘날 대규모 단체로 구성된 법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613) Margaret M. Blair, 앞의 글, p.428.

614) Adolf A. Berle, Jr.,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Corporate Activity –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from Invasion Through Econcomic Pow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100 No.7 (1952), pp.942-944.
615) Ernst Freund, Standards of American Legislation, (2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41.

616) 앞에서 보았듯이 연방대법원이 1819년 Dartmouth 판결에서 공법인과 사법인을 구

별하여 사법인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인정한 이래로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의 상대방으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보호가 강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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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영향

력에 못지않을 뿐 아니라 대규모 법인들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한 개인

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 현상도 종종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법인들에 대

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의 향유자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같이

헌법의 수범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등과 같은 대규모 단체들

은 오늘날 사회적·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그러

한 단체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단체와 국가의 관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617) 특히 대기업들에 의한 자본 집중과 경제력 남용은 물론

이고, 고용관계를 통한 개인에 대한 영향력, 교육이나 문화 영역에 대한

관여 등을 통해 기업이 사실상 국가의 통치작용과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 대규모 법인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법적 규율에 맡길 수

없고, 그 법인이 갖는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618)

대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들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국가와 유사한

정도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619)

물론, 위와 같은 주장들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평가로서 일면만을 다

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수 있고, 법인 일반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범

적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또 법인에는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법인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거대기업이나 전국적인 규모의 거대 단체들처럼 사회

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법인들만을 상정하여 법인의 성격과 법적 규율

을 논의하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620) 그러나 오늘날 대

617) Wolfgang G. Friedmann, “Corporate Power, Government by Private Groups, and

the Law”, Columbia Law Review, Vol.57 (1957), pp.164-165. 여기서 저자는 국가와

단체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변증법적으로 설명한다. 근대국가의 형성은

다양한 단체들이 가졌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국가가 모두 흡수하는 과정이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 다원주의자들은 국가로부터 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주장하였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성격의 대규모 단체들이 국가가 보유하던 주권의 일부를 다

시 넘겨받는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근대국가 형성기와는 반대로 국가와 단체의 관계에

있어서 단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618) Id. pp.177-179.

619) Allison D. Garrett, “The Corporation as Sovereign”, Maine Law Review, Vol.60

(2008), pp.143-164.

620) Blair & Pollman, 앞의 글, p.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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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1. 법인의 공공적 성격

연혁적으로 고찰할 때, 영미법에서는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이 없었

고 모든 법인은 국가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거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의 특허 또는 승인에 의해서만 설립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도 전통적으로 법인은 국가 기능의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하거나

또는 국가가 승인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건국 초기의 법인들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고 영리법인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공적 성격의 사

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준-공법적(quasi-public)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

다.613) 따라서 법인에 대한 폭넓은 규제는 국가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

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614) 국가에 의해 권능을 부여받은 단체

에 대해서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규제가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615)

한편 1800년대 중반부터 법인설립이 자유화되면서 법인설립 과정에 대

한 국가의 관여는 약화되고, 공공적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이 일반화되면서, 단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국가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거나 모든 법인이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616)

그러나 오늘날 대규모 단체로 구성된 법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613) Margaret M. Blair, 앞의 글, p.428.

614) Adolf A. Berle, Jr.,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Corporate Activity –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from Invasion Through Econcomic Pow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100 No.7 (1952), pp.942-944.
615) Ernst Freund, Standards of American Legislation, (2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41.

616) 앞에서 보았듯이 연방대법원이 1819년 Dartmouth 판결에서 공법인과 사법인을 구

별하여 사법인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인정한 이래로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의 상대방으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보호가 강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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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영향

력에 못지않을 뿐 아니라 대규모 법인들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한 개인

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 현상도 종종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법인들에 대

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의 향유자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같이

헌법의 수범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등과 같은 대규모 단체들

은 오늘날 사회적·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그러

한 단체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단체와 국가의 관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617) 특히 대기업들에 의한 자본 집중과 경제력 남용은 물론

이고, 고용관계를 통한 개인에 대한 영향력, 교육이나 문화 영역에 대한

관여 등을 통해 기업이 사실상 국가의 통치작용과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 대규모 법인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법적 규율에 맡길 수

없고, 그 법인이 갖는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618)

대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들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국가와 유사한

정도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619)

물론, 위와 같은 주장들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평가로서 일면만을 다

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수 있고, 법인 일반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범

적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또 법인에는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법인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거대기업이나 전국적인 규모의 거대 단체들처럼 사회

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법인들만을 상정하여 법인의 성격과 법적 규율

을 논의하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620) 그러나 오늘날 대

617) Wolfgang G. Friedmann, “Corporate Power, Government by Private Groups, and

the Law”, Columbia Law Review, Vol.57 (1957), pp.164-165. 여기서 저자는 국가와

단체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변증법적으로 설명한다. 근대국가의 형성은

다양한 단체들이 가졌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국가가 모두 흡수하는 과정이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 다원주의자들은 국가로부터 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주장하였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성격의 대규모 단체들이 국가가 보유하던 주권의 일부를 다

시 넘겨받는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근대국가 형성기와는 반대로 국가와 단체의 관계에

있어서 단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618) Id. pp.177-179.

619) Allison D. Garrett, “The Corporation as Sovereign”, Maine Law Review, Vol.60

(2008), pp.143-164.

620) Blair & Pollman, 앞의 글, p.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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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법인의 사회적 영향력과 대규모 법인의 활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에 대해 미치는 강력한 효과를 인식하는 것은 법인의 기본권제한의 정당

성과 한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

을 염두에 둘 때,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갖는 의미가 개인의 기

본권에 대한 제한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고, 법인의 기본권을 보

장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반대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보

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거대 기업들의 출현과 함께 사법(私

法)적 규율을 받는 기관들이 개인에 대해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

해 공법과 사법의 엄격한 구별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621)

특히 오늘날 회사에 대한 법적 규율이 사회 전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

을 고려할 때 회사법은 단순히 주주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법(私

法)상의 권리의무 관점에서 파악할 수 없고, 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

지 않은 제3자의 이해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공익을 고려하는 공법(公法)

적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622) 영리를 목적

으로 설립된 사적(私的) 단체이지만 회사가 가지는 공공적 성격을 부인

할 수 없기 때문이다.623)

법인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계약관계에 기초한 순수한 사법(私法)상의

621) Horwitz, “The History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p.1428.

622) 예컨대, David Millon, 앞의 글, pp.251-261; Kent Greenfield, The Failure of

Corporate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pp.35-36. 여기서 Greenfield

는, 회사법상 주주의 권리라는 것이 회사법의 구조와 내용을 결정하기 이전부터 규범

적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법의 구조와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토론과 결정의 결과물이며, 미국의 역사에서 적어도 건국 후 처음 백 년 동안

회사는 국가가 추구하는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공적 의무가 부과된 기관

으로 이해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회사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것으

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23) 회사법의 영역에서 회사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회사에 대한 법적 규율도 기

존의 ‘주주의 사적 이익의 극대화’ 관점에서 벗어나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과 회사

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회사의 본질과 회사법의 역사,

회사지배구조이론 등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국내 문헌으

로는 손창완, 『진보회사법 시론 – 회사법의 경제민주주의적 해석』, 한울아카데미

(2017).

- 196 -

권리의무 관계로 파악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개인과 동일한 자유와 권리

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없다.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는 법인이 개

인들에 대해 가지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단체성

일반적으로 법인은 그 단체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에 비해 더 큰 영향력

을 다른 개인과 사회에 미친다. 법인 중에서도 다른 개인과 사회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을 통한 개인의 기본권 실현

의 문제뿐 아니라 법인의 기본권 행사에 따른 다른 개인의 자유와 권리

에 대한 제한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

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그 법인에 의한 침해로

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

다.624)

이것은 홉스나 매디슨이 우려하였던, 개인과 사회에 대한 단체의 부정

적 영향력이 오늘날에는 법인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25)

단체가 그 힘을 통해 사회 전체의 공익 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을 정당화하는 근

거가 되는 것처럼, 법인 역시 그 단체성으로 인해 법인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는 개인에 비해 폭넓은 제한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법인

이 현실적으로 개인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은 법인의 단체성에 의해

모든 법인에게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단체성은 법

인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법인의 단체성에 따른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두

624) Arthur S. Miller, “Toward ‘Constitutionalizing’ the Corporation: A Speculative

Essay”, West Virginia Law Review, Vol.80 (1978), pp.200-203.
625) Id.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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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법인의 사회적 영향력과 대규모 법인의 활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에 대해 미치는 강력한 효과를 인식하는 것은 법인의 기본권제한의 정당

성과 한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

을 염두에 둘 때,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갖는 의미가 개인의 기

본권에 대한 제한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고, 법인의 기본권을 보

장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반대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보

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거대 기업들의 출현과 함께 사법(私

法)적 규율을 받는 기관들이 개인에 대해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

해 공법과 사법의 엄격한 구별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621)

특히 오늘날 회사에 대한 법적 규율이 사회 전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

을 고려할 때 회사법은 단순히 주주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법(私

法)상의 권리의무 관점에서 파악할 수 없고, 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

지 않은 제3자의 이해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공익을 고려하는 공법(公法)

적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622) 영리를 목적

으로 설립된 사적(私的) 단체이지만 회사가 가지는 공공적 성격을 부인

할 수 없기 때문이다.623)

법인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계약관계에 기초한 순수한 사법(私法)상의

621) Horwitz, “The History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p.1428.

622) 예컨대, David Millon, 앞의 글, pp.251-261; Kent Greenfield, The Failure of

Corporate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pp.35-36. 여기서 Greenfield

는, 회사법상 주주의 권리라는 것이 회사법의 구조와 내용을 결정하기 이전부터 규범

적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법의 구조와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토론과 결정의 결과물이며, 미국의 역사에서 적어도 건국 후 처음 백 년 동안

회사는 국가가 추구하는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공적 의무가 부과된 기관

으로 이해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회사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것으

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23) 회사법의 영역에서 회사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회사에 대한 법적 규율도 기

존의 ‘주주의 사적 이익의 극대화’ 관점에서 벗어나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과 회사

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회사의 본질과 회사법의 역사,

회사지배구조이론 등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국내 문헌으

로는 손창완, 『진보회사법 시론 – 회사법의 경제민주주의적 해석』, 한울아카데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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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관계로 파악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개인과 동일한 자유와 권리

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없다.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는 법인이 개

인들에 대해 가지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단체성

일반적으로 법인은 그 단체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에 비해 더 큰 영향력

을 다른 개인과 사회에 미친다. 법인 중에서도 다른 개인과 사회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을 통한 개인의 기본권 실현

의 문제뿐 아니라 법인의 기본권 행사에 따른 다른 개인의 자유와 권리

에 대한 제한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

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그 법인에 의한 침해로

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

다.624)

이것은 홉스나 매디슨이 우려하였던, 개인과 사회에 대한 단체의 부정

적 영향력이 오늘날에는 법인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25)

단체가 그 힘을 통해 사회 전체의 공익 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을 정당화하는 근

거가 되는 것처럼, 법인 역시 그 단체성으로 인해 법인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는 개인에 비해 폭넓은 제한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법인

이 현실적으로 개인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은 법인의 단체성에 의해

모든 법인에게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단체성은 법

인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법인의 단체성에 따른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두

624) Arthur S. Miller, “Toward ‘Constitutionalizing’ the Corporation: A Speculative

Essay”, West Virginia Law Review, Vol.80 (1978), pp.200-203.
625) Id.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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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방향으로 문제될 수 있는데 하나는 법인의 외부에 대한 영향력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 내부 구성원 사이의 관계이다.

가. 법인 외부의 개인에 대한 보호

법인의 기본권 행사는 단체를 통한 기본권 행사를 의미하는바, 단체를

결성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력과 자원의 집적(accumulation)을 통한

영향력의 강화에 있다. 영향력의 강화는 단체를 구성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본권의 효과적

인 보호와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에서 법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본권의 행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그 기본

권 행사와 충돌한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기본권 충돌에 비해 법

인과 개인 사이의 기본권 충돌의 경우에는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개인에 비해 다른 개

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사회적 영향력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개인에 비해 모든 단체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보다도 더 막강한 인

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사례들에서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

로 단체의 영향력이 개인의 영향력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

다.

예컨대,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면서 계약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 개인의 기본

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만약 기업이 계약의 자

유를 주장하면서 거래를 거부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

는 경우에는, 똑같은 계약의 자유를 주장하더라도 개인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626) 또한 앞에서 살펴본 Amos 판결(1987)에서의

626) Adolf A. Berle, Jr., 앞의 글, pp.94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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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럼 종교단체가 설립한 법인이 그 종교의 신자인지 여부에 따라 고

용에서의 차별취급을 하는 경우, 종교를 이유로 해고된 직원의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이 고용주인 종교법인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한다.627) 이때

기본권 충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가 “개인

대 개인”인 경우와 “법인 대 개인”인 경우를 동일시할 수 없는데, 법인

의 경우에는 그 단체성으로 인한 영향력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규모 법인이 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법

인에 관한 법적 규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법인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구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628)

나. 법인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보호

(1) 단체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단체

내부의 사안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629) 그런데

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자율권의 범위에 속하는 영역에 관한

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법적 규율 또는 보호가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단체는 크든 작든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운영되는데, 단체의 자율권

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단체의 조직을 운영하는 소수의 대표들이 단체

에 대해 가지는 권한과 지배력의 강화로 이어진다.630) 단체의 자율권을

627) 민권법의 위 예외조항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차 고용되고자 하는 사람

들의 종교의 자유에 일정한 부담을 가하는 것으로서, 종교적 신념과 채용 또는 승진

의 기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신앙의 자

유에 대한 보호에 중요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483 U.S. 327, at 340-341.

(Brennan 대법관의 별개의견)

628) Randall P. Bezanson, “No Middle Ground? Reflections on the Citizens United

Decision”, Iowa Law Review, Vol.96 (2011), p.656.
629) Daniel J.H. Greenwood, “NeoFeudalism: The Surprising Foundations of Corporate

Constitutional Rights”, University of I llinois Law Review, Vol.2017 (2017), p.169.
630) Id.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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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방향으로 문제될 수 있는데 하나는 법인의 외부에 대한 영향력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 내부 구성원 사이의 관계이다.

가. 법인 외부의 개인에 대한 보호

법인의 기본권 행사는 단체를 통한 기본권 행사를 의미하는바, 단체를

결성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력과 자원의 집적(accumulation)을 통한

영향력의 강화에 있다. 영향력의 강화는 단체를 구성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본권의 효과적

인 보호와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에서 법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본권의 행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그 기본

권 행사와 충돌한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기본권 충돌에 비해 법

인과 개인 사이의 기본권 충돌의 경우에는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개인에 비해 다른 개

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사회적 영향력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개인에 비해 모든 단체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보다도 더 막강한 인

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사례들에서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

로 단체의 영향력이 개인의 영향력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

다.

예컨대,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면서 계약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 개인의 기본

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만약 기업이 계약의 자

유를 주장하면서 거래를 거부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

는 경우에는, 똑같은 계약의 자유를 주장하더라도 개인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626) 또한 앞에서 살펴본 Amos 판결(1987)에서의

626) Adolf A. Berle, Jr., 앞의 글, pp.94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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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럼 종교단체가 설립한 법인이 그 종교의 신자인지 여부에 따라 고

용에서의 차별취급을 하는 경우, 종교를 이유로 해고된 직원의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이 고용주인 종교법인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한다.627) 이때

기본권 충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가 “개인

대 개인”인 경우와 “법인 대 개인”인 경우를 동일시할 수 없는데, 법인

의 경우에는 그 단체성으로 인한 영향력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규모 법인이 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법

인에 관한 법적 규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법인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구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628)

나. 법인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보호

(1) 단체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단체

내부의 사안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629) 그런데

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자율권의 범위에 속하는 영역에 관한

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법적 규율 또는 보호가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단체는 크든 작든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운영되는데, 단체의 자율권

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단체의 조직을 운영하는 소수의 대표들이 단체

에 대해 가지는 권한과 지배력의 강화로 이어진다.630) 단체의 자율권을

627) 민권법의 위 예외조항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차 고용되고자 하는 사람

들의 종교의 자유에 일정한 부담을 가하는 것으로서, 종교적 신념과 채용 또는 승진

의 기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신앙의 자

유에 대한 보호에 중요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483 U.S. 327, at 340-341.

(Brennan 대법관의 별개의견)

628) Randall P. Bezanson, “No Middle Ground? Reflections on the Citizens United

Decision”, Iowa Law Review, Vol.96 (2011), p.656.
629) Daniel J.H. Greenwood, “NeoFeudalism: The Surprising Foundations of Corporate

Constitutional Rights”, University of I llinois Law Review, Vol.2017 (2017), p.169.
630) Id.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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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단체의 구성원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가 단체로부

터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Amos 판결에서 Bennan 대법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종교단체

의 종교의 자유를 통해 보호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종교단체 내부

의 자율권(autonomy) 보장인데,631) 종교단체의 자율성 보장은 종교단체

에 의한 구성원 개인에 대한 지배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다.632) 또한 대학이 학문의 자유를 위해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행사한

결과가 오히려 교수나 학생 등 학문 주체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

과를 초래하기도 한다.633)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법인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표현은 누구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지, 법인의 표현

이 그 구성원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지배하는 소수의 의

사만을 반영하는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호

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들이 제기된다.634) 특히 연방대법원의 Citizens

United 판결(2010) 이후 법인의 일반재정으로부터도 정치적 표현을 위한

지출이 허용되었는데, 법인의 정치적 표현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권리

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회사의 정치적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에게 회

사가 정치적 표현을 위해 사용한 금액 중 그 주주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

는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른바 opt-out 권리)의 도입도 주장되

고 있다.635) 이는 회사가 특정한 정치적 표현을 위해 그 표현에 동의하

631) 483 U.S. 327, 342. (Brennan 대법관의 별개의견)

632) 종교단체의 자율성 인정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에 대해 국가의 규제로부터 벗어난 독

립된 주권적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대표적으로, Richard

Schragger & Micah Schwartzman, “Against Religious Institutionalism”, Virginia

Law Review, Vol.99 (2013), pp.932-956.
633) Dan-Cohen, 앞의 책, p.68. 여기서 Dan-Cohen 교수는 이것을 “목표전치현상(goal

displacement)”으로 설명한다. 모든 단체는 그 단체를 설립한 궁극적 목적달성에 필요

한 여러 중간단계 또는 하위범주의 목표를 갖기 마련인데, 그 하위범주의 목적 달성

을 위한 수단을 택함으로써 오히려 종국적 목적의 달성에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

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634) Daniel J.H. Greenwood, “Essential Speech: Why Corporate Speech is Not Free”,

Iowa Law Review, Vol.83 (1998), pp.1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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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주주들의 재산도 포함되어 있는 일반재정을 사용함으로써 그 표

현에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결과적으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636)를 보

상해 주어야 한다는 태도로서, 주주들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표현도 회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법인의

구성원 개인으로서는 정치적 표현을 위해 설립하거나 가입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정치적 표현이 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체로 이루어진 법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기본

권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는 그 법

인에 속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2) 단체의 규모와 개인의 자유

법인이 가지는 단체로서의 자율성과 그에 따른 법인 구성원 개인의 보

호 문제는 법인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데 내부의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약화되기 쉽

다. 대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representative democratic state)와 유사하다.637) 특정한 이슈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하는 국가의 공식적인 결정과 다른 입장과 견해를

갖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규모 단체에서도 단체의 결정과 견해

를 달리하는 구성원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638) 단체의 규

635) Benjamin I. Sachs, “Union, Corporations, and Political Opt-out Rights After

Citizens United”, Columbia Law Review, Vol.112 (2012), pp.862-866.
636) 다만, 이에 대해서는 회사는 최초의 주주로부터 자금을 받을 뿐이고 그 후로는 주

식의 매매 대금으로 주주들 사이에서 자금이 오고 갈 뿐 주주는 회사의 운영에 관해

실제로는 아무런 돈도 지불하지 않으므로 재산적 손해도 없다는 주장도 있다.

Matthew T. Bodie, “Labor Speech, Corporate Speech, and Political Speech: A

Response to Professor Sachs”, Columbia Law Review Sidebar, Vol.112 (2012),

p.213.

637) Wayne Batchis, 앞의 글, p.30.

638)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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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단체의 구성원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가 단체로부

터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Amos 판결에서 Bennan 대법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종교단체

의 종교의 자유를 통해 보호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종교단체 내부

의 자율권(autonomy) 보장인데,631) 종교단체의 자율성 보장은 종교단체

에 의한 구성원 개인에 대한 지배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다.632) 또한 대학이 학문의 자유를 위해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행사한

결과가 오히려 교수나 학생 등 학문 주체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

과를 초래하기도 한다.633)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법인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표현은 누구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지, 법인의 표현

이 그 구성원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지배하는 소수의 의

사만을 반영하는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호

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들이 제기된다.634) 특히 연방대법원의 Citizens

United 판결(2010) 이후 법인의 일반재정으로부터도 정치적 표현을 위한

지출이 허용되었는데, 법인의 정치적 표현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권리

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회사의 정치적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에게 회

사가 정치적 표현을 위해 사용한 금액 중 그 주주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

는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른바 opt-out 권리)의 도입도 주장되

고 있다.635) 이는 회사가 특정한 정치적 표현을 위해 그 표현에 동의하

631) 483 U.S. 327, 342. (Brennan 대법관의 별개의견)

632) 종교단체의 자율성 인정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에 대해 국가의 규제로부터 벗어난 독

립된 주권적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대표적으로, Richard

Schragger & Micah Schwartzman, “Against Religious Institutionalism”, Virginia

Law Review, Vol.99 (2013), pp.932-956.
633) Dan-Cohen, 앞의 책, p.68. 여기서 Dan-Cohen 교수는 이것을 “목표전치현상(goal

displacement)”으로 설명한다. 모든 단체는 그 단체를 설립한 궁극적 목적달성에 필요

한 여러 중간단계 또는 하위범주의 목표를 갖기 마련인데, 그 하위범주의 목적 달성

을 위한 수단을 택함으로써 오히려 종국적 목적의 달성에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

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634) Daniel J.H. Greenwood, “Essential Speech: Why Corporate Speech is Not Free”,

Iowa Law Review, Vol.83 (1998), pp.1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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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주주들의 재산도 포함되어 있는 일반재정을 사용함으로써 그 표

현에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결과적으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636)를 보

상해 주어야 한다는 태도로서, 주주들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표현도 회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법인의

구성원 개인으로서는 정치적 표현을 위해 설립하거나 가입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정치적 표현이 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체로 이루어진 법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기본

권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는 그 법

인에 속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2) 단체의 규모와 개인의 자유

법인이 가지는 단체로서의 자율성과 그에 따른 법인 구성원 개인의 보

호 문제는 법인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데 내부의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약화되기 쉽

다. 대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representative democratic state)와 유사하다.637) 특정한 이슈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하는 국가의 공식적인 결정과 다른 입장과 견해를

갖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규모 단체에서도 단체의 결정과 견해

를 달리하는 구성원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638) 단체의 규

635) Benjamin I. Sachs, “Union, Corporations, and Political Opt-out Rights After

Citizens United”, Columbia Law Review, Vol.112 (2012), pp.862-866.
636) 다만, 이에 대해서는 회사는 최초의 주주로부터 자금을 받을 뿐이고 그 후로는 주

식의 매매 대금으로 주주들 사이에서 자금이 오고 갈 뿐 주주는 회사의 운영에 관해

실제로는 아무런 돈도 지불하지 않으므로 재산적 손해도 없다는 주장도 있다.

Matthew T. Bodie, “Labor Speech, Corporate Speech, and Political Speech: A

Response to Professor Sachs”, Columbia Law Review Sidebar, Vol.112 (2012),

p.213.

637) Wayne Batchis, 앞의 글, p.30.

638)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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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커질수록 구성원들 대부분은 단체의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소수의

대표자의 의사나 이익이 단체의 이름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커지고, 법인

내부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법인

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로버트 달(Robert Dahl)은, 정치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공동체

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은 커지지만, 구성원들 사이에서

정치적 불평등의 가능성도 점점 커지는 현상을 “규모의 딜레마”라고 하

였다.639)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동체의 목표 달성에는 효율적인지

만 구성원들이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그에 따라

대표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

체의 현안을 이해하고 그 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는 것이

다.640) 이러한 규모의 딜레마는 정치공동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체에 존재하며,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다.

대규모 기업들은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경제적 이윤의 추구에 있어서

는 개인 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능력

을 발휘할 수 있지만, 기업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결정들은 대부분 소수

의 경영자 집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주주들은 그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리법인뿐 아니라 종교단체, 학술단

체 등 법인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러한 ‘규모의 딜레마’는 존재한다. 단체

가 커질수록 단체의 힘은 강해지지만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힘은 약해

지는 것이다.

639) 로버트 달 / 김순영 옮김,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후마니타스(2011), 76-80면.

640) 다만, 정치공동체의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이기는 하지만, 로버트 달은 이러한 규모

의 딜레마에 대해 반드시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데, 민주주의의 역사를 도시

국가적 민주주의(city-state democracy), 국민국가적 민주주의(national state

democracy) 그리고 오늘날 EU를 통해 등장한 초국가적 민주주의(transnational

democracy)로 설명하면서, EU와 같은 초국가적 정치공동체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이

정치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개인이 주변의 일상적인 이슈

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숙고한다면, 초국가

적 공동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는 향상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Robert Dahl, “A Democratic Dilemma: System Effectiveness versus Citizen

Participat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09 (199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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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e 판결(2000)에서 연방대법원은 Boy Scouts의 결사의 자유를 들어

Boy Scout가 그 회원의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강제로 탈퇴시키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는데, Boy Scouts는 회원(구성원)의 숫자가 무려 450만

명에 이르는 거대 단체로서 회원들 중에는 Boy Scouts의 그 같은 조치

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상당수 존재하였지만 그들의 입장은 Boy Scouts

의 견해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Boy Scouts는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부

정적인 것으로 보는 단체라는 이유에서 위와 같은 강제탈퇴가 정당화되

었던 것이다.641) 이는 결과적으로 Boy Scouts라는 거대 법인의 결사의

자유가 그 구성원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었는

데, 개인들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medium”)로 설립한 단

체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다.642) 수정헌법 제1조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 중 하나는 소수

자 보호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인의 결사의 자유가 법인 내부에서의 소수

자 또는 수적으로는 다수이더라도 자신들의 의견을 법인의 의견으로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개인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

다.643)

(3) 법인의 기본권 제한을 통한 개인의 보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 내부

의 개인들에 대한 법인의 통제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법인

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심화된다. 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

인의 지배로부터 법인 내부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644)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목적 중 하나는 그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적 표현이 법인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641) 앞의 제3장 제5절 Ⅴ. 2. 나. 참조.

642) Wayne Batchis, 앞의 글, pp.28-29.

643) Id. pp.29-30.

644) Daniel J.H. Greenwood, 앞의 글 “NeoFeudalism: The Surprising Foundations of

Corporate Constitutional Rights”,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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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커질수록 구성원들 대부분은 단체의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소수의

대표자의 의사나 이익이 단체의 이름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커지고, 법인

내부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법인

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로버트 달(Robert Dahl)은, 정치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공동체

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은 커지지만, 구성원들 사이에서

정치적 불평등의 가능성도 점점 커지는 현상을 “규모의 딜레마”라고 하

였다.639)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동체의 목표 달성에는 효율적인지

만 구성원들이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그에 따라

대표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

체의 현안을 이해하고 그 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는 것이

다.640) 이러한 규모의 딜레마는 정치공동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체에 존재하며,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다.

대규모 기업들은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경제적 이윤의 추구에 있어서

는 개인 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능력

을 발휘할 수 있지만, 기업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결정들은 대부분 소수

의 경영자 집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주주들은 그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리법인뿐 아니라 종교단체, 학술단

체 등 법인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러한 ‘규모의 딜레마’는 존재한다. 단체

가 커질수록 단체의 힘은 강해지지만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힘은 약해

지는 것이다.

639) 로버트 달 / 김순영 옮김,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후마니타스(2011), 76-80면.

640) 다만, 정치공동체의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이기는 하지만, 로버트 달은 이러한 규모

의 딜레마에 대해 반드시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데, 민주주의의 역사를 도시

국가적 민주주의(city-state democracy), 국민국가적 민주주의(national state

democracy) 그리고 오늘날 EU를 통해 등장한 초국가적 민주주의(transnational

democracy)로 설명하면서, EU와 같은 초국가적 정치공동체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이

정치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개인이 주변의 일상적인 이슈

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숙고한다면, 초국가

적 공동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는 향상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Robert Dahl, “A Democratic Dilemma: System Effectiveness versus Citizen

Participat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09 (199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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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e 판결(2000)에서 연방대법원은 Boy Scouts의 결사의 자유를 들어

Boy Scout가 그 회원의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강제로 탈퇴시키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는데, Boy Scouts는 회원(구성원)의 숫자가 무려 450만

명에 이르는 거대 단체로서 회원들 중에는 Boy Scouts의 그 같은 조치

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상당수 존재하였지만 그들의 입장은 Boy Scouts

의 견해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Boy Scouts는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부

정적인 것으로 보는 단체라는 이유에서 위와 같은 강제탈퇴가 정당화되

었던 것이다.641) 이는 결과적으로 Boy Scouts라는 거대 법인의 결사의

자유가 그 구성원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었는

데, 개인들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medium”)로 설립한 단

체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다.642) 수정헌법 제1조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 중 하나는 소수

자 보호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인의 결사의 자유가 법인 내부에서의 소수

자 또는 수적으로는 다수이더라도 자신들의 의견을 법인의 의견으로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개인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

다.643)

(3) 법인의 기본권 제한을 통한 개인의 보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 내부

의 개인들에 대한 법인의 통제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법인

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심화된다. 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

인의 지배로부터 법인 내부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644)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목적 중 하나는 그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적 표현이 법인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641) 앞의 제3장 제5절 Ⅴ. 2. 나. 참조.

642) Wayne Batchis, 앞의 글, pp.28-29.

643) Id. pp.29-30.

644) Daniel J.H. Greenwood, 앞의 글 “NeoFeudalism: The Surprising Foundations of

Corporate Constitutional Rights”,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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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645) 따라서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표현을

지지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일 수 있지만,

기업의 표현 내용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는 수

단이 되는 것이다.646) 또한 정치적 표현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아닌 법

인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려는 경우, 그 법인

의 일반재정에 의한 지출을 금지하고 반드시 별도의 기금 조성을 위한

단체(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따로 만들도록 하는 것은 법

인의 정치자금기부를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할 수 있지

만, 그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

편 법인의 정치적 표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해관계

를 갖고 있는 재산이 법인의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한 것이다. 이는 법인에게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법인의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들에게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호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647)

요컨대, 법인의 기본권은 법인 내부의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

고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지만, 법인의 기본권 보호가 오히려

법인 내부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

도 사실이다. 법인의 기본권이 내부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가

지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고려 없이 법인의 기본권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자칫하면 법인의 구성원인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로부터가

아니라 법인 또는 그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들로부터 침해되는 결과를 초

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645) First National Bank of Boston v. Bellotti, 435 U.S. 765, 812 (White 대법관의 반

대의견)

646) Victor Brudney, 앞의 글, p.256.

647) Charles R. O’Kelley, Jr., 앞의 글, p.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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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심사

1.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

앞에서 법인본질론에 입각한 기본권주체성 논의의 문제점에서도 지적

했듯이, 법인을 법인격(legal personality)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person”이라는 용어를 통해 개인과 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할 우려가 있

다. 이는 개인에 대해서 적용될 때 적합한 논리들이 단체인 법인에 대해

서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법인이 갖는 단체로서의 특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648)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도, 법

인은 개인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

해서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다르게 검토되어야 함에도, 법인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상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

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법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기본권 제

한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사람에

대한 기본권 제한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

야 한다.

Citizens United 판결(2010)이나 Hobbly Lobby 판결(2014)과 같이 법

인의 기본권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는 판결들의 문제점

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그 구성원 개인들의 기본권적 동질성과는 무

관한 영역에 대해서까지 인정하였다는 것에도 있지만, 법인의 기본권 침

해 여부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가지는 특성을 충

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의 기본권 주장에 있어서의 심사 방식을 그

대로 법인에게 적용하였다는 것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법인의 기본권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보호의 정

648) Meir Dan-Cohen, 앞의 책,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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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645) 따라서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표현을

지지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일 수 있지만,

기업의 표현 내용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는 수

단이 되는 것이다.646) 또한 정치적 표현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아닌 법

인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려는 경우, 그 법인

의 일반재정에 의한 지출을 금지하고 반드시 별도의 기금 조성을 위한

단체(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따로 만들도록 하는 것은 법

인의 정치자금기부를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할 수 있지

만, 그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

편 법인의 정치적 표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해관계

를 갖고 있는 재산이 법인의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한 것이다. 이는 법인에게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법인의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들에게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호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647)

요컨대, 법인의 기본권은 법인 내부의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

고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지만, 법인의 기본권 보호가 오히려

법인 내부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

도 사실이다. 법인의 기본권이 내부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가

지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고려 없이 법인의 기본권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자칫하면 법인의 구성원인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로부터가

아니라 법인 또는 그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들로부터 침해되는 결과를 초

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645) First National Bank of Boston v. Bellotti, 435 U.S. 765, 812 (White 대법관의 반

대의견)

646) Victor Brudney, 앞의 글, p.256.

647) Charles R. O’Kelley, Jr., 앞의 글, p.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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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심사

1.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

앞에서 법인본질론에 입각한 기본권주체성 논의의 문제점에서도 지적

했듯이, 법인을 법인격(legal personality)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person”이라는 용어를 통해 개인과 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할 우려가 있

다. 이는 개인에 대해서 적용될 때 적합한 논리들이 단체인 법인에 대해

서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법인이 갖는 단체로서의 특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648)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도, 법

인은 개인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

해서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다르게 검토되어야 함에도, 법인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상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

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법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기본권 제

한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사람에

대한 기본권 제한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

야 한다.

Citizens United 판결(2010)이나 Hobbly Lobby 판결(2014)과 같이 법

인의 기본권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는 판결들의 문제점

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그 구성원 개인들의 기본권적 동질성과는 무

관한 영역에 대해서까지 인정하였다는 것에도 있지만, 법인의 기본권 침

해 여부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가지는 특성을 충

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의 기본권 주장에 있어서의 심사 방식을 그

대로 법인에게 적용하였다는 것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법인의 기본권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보호의 정

648) Meir Dan-Cohen, 앞의 책,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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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언제나 자연인과 동일한 정도일 수는 없다. 이는 법인의 기본권이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쉽게 추론 가능한 결론

이다. 연방대법원도 수정헌법 제4조의 절차적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법인

이 개인과 동등한 정도로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는 오래

전부터 확립된 판례로 인정해 왔고, Citizens United 판결 이전까지는 표

현의 자유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해 왔었다.

결국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 어떤 법인에 대해서 어떤 기본권

까지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법인의 기본

권주체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

어서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성을 얼마나 고려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는 어떠한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결국 법인의 기본권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법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에 비해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형량의 대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2. 심사기준의 완화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심사방

법은 “이익형량에 의한 심사(balancing test)”이다. 이는 문제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조항의 중요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 기본권 제한의 정

당화 근거 등에 대한 형량을 통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방

법으로, 헌법상 원칙(principles)은 물론 정책적 고려(policies)까지도 포함

하여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모든 이익과 충돌하는 가치들을 형량

(balancing)의 결과에 따라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649)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형량에 의한 심사에 있어서 형량의 대상이 되는

이익들을 유형화하여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이익들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649) Kathleen M. Sullivan, “The Justices of Rules and Standards”, Harvard Law

Review, Vol.106 (1992),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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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강도를 높이거나 완화하는, 이른바 이중기준(two-tier review 또

는 double standard)을 확립하여 적용해 왔다.650) 표현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심사의 강도가 높아지는 일정한 영역의 기본

권 또는 이익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

게 된다.651)

그런데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이중기준이 적용될 가

능성이 거의 없다. 예컨대, 평등보호의 영역에서 엄격심사가 적용되는 영

역으로는 인종(race), 국적(national origin), 이민 또는 귀화(alienage) 등

이 있고, 엄격심사와 합리성심사의 중간단계의 심사 영역으로는 성별

(gender)나 적서구별(illegitimacy) 등이 꼽히는데,652) 법인에 대한 차별은

위와 같은 엄격심사나 중간단계의 심사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거의 없

다. 평등심사에서 심사기준을 높이는 요소들은 대부분 사람 개인이 가지

는 특성에 근거한 차별취급의 경우인데, 유색인종들로 구성된 법인이라

고 해서 그 법인을 유색인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처럼653) 법인에게는 사

람 개인의 특성을 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은 법인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대부분 개인과 법인 사이의

차별이거나 아니면 법인의 유형이나 종류에 따른 차별 취급에 해당하는

650)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의 의미와 역사적 형성과 전개

에 관해서는 이우영, “미국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이중기준(二重基準)(Double

Standard)”, 『서울대학교 法學』, 제50권 제1호 (2009), 419-454면 참조.

651)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은 대부분 위헌결정으로 합리성심사기준의 적용은 대부분

합헌결정으로 이어진다. 위의 글, 437-438면. 다만, 구체적인 사건들에서 서로 충돌하

는 이익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고려하느냐에 따라 심사기준의 엄격성 여부에도 불

구하고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는 있다. 이 점에서 이익형량에 의한 심사는 이른

바 이중기준과 같은 심사강도에 관한 원칙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Kathleen

M. Sullivan, 앞의 글, pp.60-61.

652) 이우영, 위의 글, 433-434면.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른바 신평등보호(new equal

protection) 법리 하에서 엄격심사기준의 적용을 요하는 것으로 보는 영역들, 즉 주간

(州間) 이동의 자유, 정치과정에서의 평등한 접근권, 형사사건에서의 사법절차의 평등

한 접근권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653) 흑인이나 유색인종에게 양도가 금지된 토지를 흑인들로만 구성된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그 토지에 부가된 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로는 People’s Pleasure

Park Co. v. Rohleder 109 Va. 43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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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언제나 자연인과 동일한 정도일 수는 없다. 이는 법인의 기본권이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쉽게 추론 가능한 결론

이다. 연방대법원도 수정헌법 제4조의 절차적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법인

이 개인과 동등한 정도로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는 오래

전부터 확립된 판례로 인정해 왔고, Citizens United 판결 이전까지는 표

현의 자유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해 왔었다.

결국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 어떤 법인에 대해서 어떤 기본권

까지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법인의 기본

권주체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

어서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성을 얼마나 고려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는 어떠한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결국 법인의 기본권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법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에 비해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형량의 대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2. 심사기준의 완화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심사방

법은 “이익형량에 의한 심사(balancing test)”이다. 이는 문제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조항의 중요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 기본권 제한의 정

당화 근거 등에 대한 형량을 통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방

법으로, 헌법상 원칙(principles)은 물론 정책적 고려(policies)까지도 포함

하여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모든 이익과 충돌하는 가치들을 형량

(balancing)의 결과에 따라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649)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형량에 의한 심사에 있어서 형량의 대상이 되는

이익들을 유형화하여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이익들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649) Kathleen M. Sullivan, “The Justices of Rules and Standards”, Harvard Law

Review, Vol.106 (1992),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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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강도를 높이거나 완화하는, 이른바 이중기준(two-tier review 또

는 double standard)을 확립하여 적용해 왔다.650) 표현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심사의 강도가 높아지는 일정한 영역의 기본

권 또는 이익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

게 된다.651)

그런데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이중기준이 적용될 가

능성이 거의 없다. 예컨대, 평등보호의 영역에서 엄격심사가 적용되는 영

역으로는 인종(race), 국적(national origin), 이민 또는 귀화(alienage) 등

이 있고, 엄격심사와 합리성심사의 중간단계의 심사 영역으로는 성별

(gender)나 적서구별(illegitimacy) 등이 꼽히는데,652) 법인에 대한 차별은

위와 같은 엄격심사나 중간단계의 심사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거의 없

다. 평등심사에서 심사기준을 높이는 요소들은 대부분 사람 개인이 가지

는 특성에 근거한 차별취급의 경우인데, 유색인종들로 구성된 법인이라

고 해서 그 법인을 유색인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처럼653) 법인에게는 사

람 개인의 특성을 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은 법인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대부분 개인과 법인 사이의

차별이거나 아니면 법인의 유형이나 종류에 따른 차별 취급에 해당하는

650)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의 의미와 역사적 형성과 전개

에 관해서는 이우영, “미국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이중기준(二重基準)(Double

Standard)”, 『서울대학교 法學』, 제50권 제1호 (2009), 419-454면 참조.

651)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은 대부분 위헌결정으로 합리성심사기준의 적용은 대부분

합헌결정으로 이어진다. 위의 글, 437-438면. 다만, 구체적인 사건들에서 서로 충돌하

는 이익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고려하느냐에 따라 심사기준의 엄격성 여부에도 불

구하고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는 있다. 이 점에서 이익형량에 의한 심사는 이른

바 이중기준과 같은 심사강도에 관한 원칙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Kathleen

M. Sullivan, 앞의 글, pp.60-61.

652) 이우영, 위의 글, 433-434면.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른바 신평등보호(new equal

protection) 법리 하에서 엄격심사기준의 적용을 요하는 것으로 보는 영역들, 즉 주간

(州間) 이동의 자유, 정치과정에서의 평등한 접근권, 형사사건에서의 사법절차의 평등

한 접근권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653) 흑인이나 유색인종에게 양도가 금지된 토지를 흑인들로만 구성된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그 토지에 부가된 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로는 People’s Pleasure

Park Co. v. Rohleder 109 Va. 43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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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차별취급은 물론이고 법인의 유형이나 종류에

따른 차별취급도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한편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

의 내용에 근거한(content-based) 규제654) 또는 표현행위의 사전제한

(prior restraint)의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이 표현의 내용이거나 표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

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로서가 아니라 내용에 근거한 규제 또는 사

전제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심사

문제로 볼 수 없다.

한편, 현실에서 법인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금전지출에 의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살펴보

더라도,655) 선거나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금전의 지

출이 정치적 표현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conduct related to speech)라

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금전지출행위를 일반적인 표현행위와 동일시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의 금전지출행위를 정치적 표현의 자

유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행위와 같은 정도의 헌

법적 보호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제한은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content-based) 제한이 아니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여지도 없

다.656)

654) 이우영, 앞의 글, 430-432면.

655) 금전지출에 의한 정치적 표현의 문제는 법인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

로, 이 부분 논의는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

국에서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인이라는 이유로 특정 내용에 관

한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금품지출에 의한 정치적 표현에 대한 제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논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

656) J. Skelly Wright,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 Is Money Speech?”, The Yale

Law Journal, Vol.85 No.8 (1976), pp. 1005-1009. 여기서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의사

를 표현하기 위해 징집영장(draft card)을 불태우는 행위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표현

(pure speech)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United States

v. O’Brien 391 U.S. 367 (1968)], 금전지출 행위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

위로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d.

pp.100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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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평등원칙의 적용이나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 등에 있어서도 법

인의 기본권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가능

성이 거의 없다.

3. 형량의 대상

이익형량에 의한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어떤 이익과 어떤 이익

을 서로 형량할 것인가에 있다. 자연인의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는 제한

되는 이익이 기본권의 주체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제한되는 기본권의

내용이나 정도도 개인에게 가해지는 제한을 전제로 하지만, 법인의 기본

권 제한에 있어서는 제한되는 이익이나 기본권의 내용, 제한의 정도가

여러 사람에 관계되므로 형량의 대상도 달라져야만 한다.

법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형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법

인의 배후에 있는 개인들의 불이익이다. 법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기본권 침해 여부의 판단은 법인이라는 베일(corporate veil) 뒤

에 존재하는 개인들에 대한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657)

그런데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법인의 배후에 존재하는 개인들에게 미

치는 법적 효과는, 모든 개인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은 일부 구성원들에게는 기본

권 제한을 의미하지만 다른 일부 구성원들에게는 오히려 기본권을 보장

하고 실현하는 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

인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형량함에 있어서 법인의 기본권 제

한을 통해 오히려 기본권이 보장되는 개인들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 결과 형량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의 정도는 감소한다.

한편 법인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의 내

용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인을 이용한 기본권 실현의 제한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들은 개인으

657) Meir Dan-Cohen, 앞의 책,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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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차별취급은 물론이고 법인의 유형이나 종류에

따른 차별취급도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한편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

의 내용에 근거한(content-based) 규제654) 또는 표현행위의 사전제한

(prior restraint)의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이 표현의 내용이거나 표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

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로서가 아니라 내용에 근거한 규제 또는 사

전제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심사

문제로 볼 수 없다.

한편, 현실에서 법인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금전지출에 의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살펴보

더라도,655) 선거나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금전의 지

출이 정치적 표현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conduct related to speech)라

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금전지출행위를 일반적인 표현행위와 동일시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의 금전지출행위를 정치적 표현의 자

유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행위와 같은 정도의 헌

법적 보호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제한은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content-based) 제한이 아니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여지도 없

다.656)

654) 이우영, 앞의 글, 430-432면.

655) 금전지출에 의한 정치적 표현의 문제는 법인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

로, 이 부분 논의는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

국에서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인이라는 이유로 특정 내용에 관

한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금품지출에 의한 정치적 표현에 대한 제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논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

656) J. Skelly Wright,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 Is Money Speech?”, The Yale

Law Journal, Vol.85 No.8 (1976), pp. 1005-1009. 여기서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의사

를 표현하기 위해 징집영장(draft card)을 불태우는 행위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표현

(pure speech)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United States

v. O’Brien 391 U.S. 367 (1968)], 금전지출 행위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

위로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d.

pp.100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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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평등원칙의 적용이나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 등에 있어서도 법

인의 기본권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가능

성이 거의 없다.

3. 형량의 대상

이익형량에 의한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어떤 이익과 어떤 이익

을 서로 형량할 것인가에 있다. 자연인의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는 제한

되는 이익이 기본권의 주체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제한되는 기본권의

내용이나 정도도 개인에게 가해지는 제한을 전제로 하지만, 법인의 기본

권 제한에 있어서는 제한되는 이익이나 기본권의 내용, 제한의 정도가

여러 사람에 관계되므로 형량의 대상도 달라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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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배후에 있는 개인들의 불이익이다. 법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기본권 침해 여부의 판단은 법인이라는 베일(corporate veil) 뒤

에 존재하는 개인들에 대한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657)

그런데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법인의 배후에 존재하는 개인들에게 미

치는 법적 효과는, 모든 개인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은 일부 구성원들에게는 기본

권 제한을 의미하지만 다른 일부 구성원들에게는 오히려 기본권을 보장

하고 실현하는 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

인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형량함에 있어서 법인의 기본권 제

한을 통해 오히려 기본권이 보장되는 개인들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 결과 형량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의 정도는 감소한다.

한편 법인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의 내

용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인을 이용한 기본권 실현의 제한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들은 개인으

657) Meir Dan-Cohen, 앞의 책,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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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예컨대,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법

인의 구성원 개인은 자신의 정치적 표현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

니다. 단지 법인이라는 형태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한 기본권

실현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뿐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법인의 구성원

개인에게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법인이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압수수색의 금지를 주장

하는 경우에 그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인의 구성원들에게도 기본권 실

현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은 부당한 압수수색에 따른 형사재판에서의 직접적인

처벌 가능성의 증가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그 법

인 내부의 정보가 공개되거나 법인이 형사적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초래

될 수 있는 법인의 목적달성에 대한 장애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법인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은 그 내

용과 정도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와는 명백하게 차이

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이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심사에서 충분

히 고려되어야 한다.

Ⅳ. 소결

법인에게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

헌심사에 있어서 법인과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법인은 연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법인의 단

체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법

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본권에 비해 더 폭넓은 제한가능성이

인정된다.

법인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개인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개인의 기본

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우와 다르다. 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면 법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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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의 기본

권 제한이 법인 외부의 개인은 물론 법인의 구성원 개인을 보호하는 역

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심사의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위헌심사를 위한 법

익형량에 있어서도 법인 자체가 아니라 법인의 배후에 있는 개인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형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요컨대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도,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며 법인 그리고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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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리 헌법상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대한

검토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제1절 서설

우리 헌법학에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법인의 기본권주

체성, 즉 법인도 기본권을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되

고 있다. 우리 헌법도 미국의 연방헌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해 아무

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이 기본권을 주장하고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한다고 하더

라도 기본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이고 법인의 기본

권은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하

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다지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기본

권에 대해 법인이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에게 기본권

을 인정하는 경우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 혹은 법인의 기본

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 정도는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경우와 어

떻게 다른지가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의 기본권 논의는 여전히 법인에게도 기

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논의 주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미국에서의 논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

로 종래 우리 헌법에 있어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논의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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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이 글의 목적이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우리의 논의 전체를

소개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제기

된 쟁점들 중에서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한

쟁점과 관련된 부분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제2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Ⅰ.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학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학설은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다.658) 다만,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법인의 활동이 결국은 법인을 구성하는 자

연인을 위한 것이므로 자연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에게도 기본권을 인정

하여야 한다는 견해,659) 결사의 자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른바

‘동화적 통합’의 실현에 법인이나 단체도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견해,660)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도 국가권력에 복종하

여야 하는 지위(기본권 전형적 위험상황)에 있기 때문에 법인도 기본권

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661)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5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21-322면;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334면; 김하열,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6), 427면; 김현철, 『판례 헌법소

송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411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958면;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6), 266면;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7),

238-239면;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6), 325면; 정태호(부분집필),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1057-1058면; 한수웅, 『헌법

학』, 법문사(2015), 392-393면.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7), 217면.

659) 김철수, 앞의 책, 334면, 한수웅, 앞의 책, 393면(“자연인에 대한 봉사기능”으로 표현

하고 있다).

660) 허 영, 앞의 책 『한국헌법론』, 411면.

661) 정태호, 앞의 책, 1058면.



- 211 -

제5장 우리 헌법상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대한

검토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제1절 서설

우리 헌법학에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법인의 기본권주

체성, 즉 법인도 기본권을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되

고 있다. 우리 헌법도 미국의 연방헌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해 아무

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이 기본권을 주장하고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한다고 하더

라도 기본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이고 법인의 기본

권은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하

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다지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기본

권에 대해 법인이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에게 기본권

을 인정하는 경우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 혹은 법인의 기본

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 정도는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경우와 어

떻게 다른지가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의 기본권 논의는 여전히 법인에게도 기

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논의 주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미국에서의 논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

로 종래 우리 헌법에 있어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논의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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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이 글의 목적이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우리의 논의 전체를

소개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제기

된 쟁점들 중에서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한

쟁점과 관련된 부분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제2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Ⅰ.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학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학설은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다.658) 다만,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법인의 활동이 결국은 법인을 구성하는 자

연인을 위한 것이므로 자연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에게도 기본권을 인정

하여야 한다는 견해,659) 결사의 자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른바

‘동화적 통합’의 실현에 법인이나 단체도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견해,660)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도 국가권력에 복종하

여야 하는 지위(기본권 전형적 위험상황)에 있기 때문에 법인도 기본권

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661)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5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21-322면;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334면; 김하열,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6), 427면; 김현철, 『판례 헌법소

송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411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958면;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6), 266면;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7),

238-239면;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6), 325면; 정태호(부분집필),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1057-1058면; 한수웅, 『헌법

학』, 법문사(2015), 392-393면.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7), 217면.

659) 김철수, 앞의 책, 334면, 한수웅, 앞의 책, 393면(“자연인에 대한 봉사기능”으로 표현

하고 있다).

660) 허 영, 앞의 책 『한국헌법론』, 411면.

661) 정태호, 앞의 책, 10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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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견해들 첫 번째 견해가 법인의 기본권을 도구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견해와 세 번째 견해는 도구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법인의 독자적 가치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

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662) 다만,

이 견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도구적 성격과 법인

의 기본권주체성 또는 기본권제한의 문제를 관련지어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국내의 논의에서 법인의 본질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드물다. 다만, 법인부인론(法人否認論)을 취하

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부정되지만 그 이외에는 법인의 본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여부에 차이를 가져

오지 않으며, 다만 이론구성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

기된 바 있지만,663) 그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우

리의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 법인의 본질과 관련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주로 민법이나 상법 등 사법

(私法) 영역에서 전개되어 왔고 그마저도 오늘날에는 논의의 실익이 없

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법인의 본질에 관한 고찰과 법인의 기본권 문제를

검토하려는 시도가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결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과 개인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법인의 기

본권 보장과 개인의 기본권 실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도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

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662) 권영성, 앞의 책 『헌법학원론』, 322면은 “법인이 그 구성원인 자연인의 기본권행

사를 편리하게 해 주거나 그것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663) 정종섭, “헌법소원심판청구인으로서의 법인·단체”, 『헌법재판연구(1)』, 철학과현실

사(1995), 167-168면. 다만, 법인의제론에 의하면 법인의 기본권이 헌법에 의해 비로

소 창설되는 것인 반면, 법인실재론에서는 법인의 기본권은 확인되는 것에 지나지 않

는다고 보는 것과 같은 이론 구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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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판단의 기준

1. “기본권의 성질” 기준의 문제점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법인이 어떤 기본권들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다수의 학설은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

고 있다.664)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입장인데, 헌법재판소는 1991. 6. 3.

선고한 90헌마56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였

다. 위 결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가 영화의 상영을 위해서는 공

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던 구 영화법 조항

에 대하여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에 관한 것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판시를 통해 법인의 기

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헌법소원의 당사자능력(청구인능력)을 인정하였

다.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

도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

릴 수 있는 기본권을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

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한계 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665)

이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는

법리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다.666) 헌법재판소는 비법인

664) 김철수, 앞의 책, 337-338면; 성낙인, 앞의 책, 958면; 양건, 앞의 책, 267면; 전광석,

앞의 책, 239면; 한수웅, 앞의 책, 393면.

665)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5. 밑줄은 필자가 추가.

666) 헌재 1996. 3. 28. 94헌바42, 판례집 8-1, 199, 206; 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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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견해들 첫 번째 견해가 법인의 기본권을 도구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견해와 세 번째 견해는 도구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법인의 독자적 가치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

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662) 다만,

이 견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도구적 성격과 법인

의 기본권주체성 또는 기본권제한의 문제를 관련지어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국내의 논의에서 법인의 본질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드물다. 다만, 법인부인론(法人否認論)을 취하

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부정되지만 그 이외에는 법인의 본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여부에 차이를 가져

오지 않으며, 다만 이론구성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

기된 바 있지만,663) 그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우

리의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 법인의 본질과 관련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주로 민법이나 상법 등 사법

(私法) 영역에서 전개되어 왔고 그마저도 오늘날에는 논의의 실익이 없

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법인의 본질에 관한 고찰과 법인의 기본권 문제를

검토하려는 시도가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결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과 개인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법인의 기

본권 보장과 개인의 기본권 실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도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

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662) 권영성, 앞의 책 『헌법학원론』, 322면은 “법인이 그 구성원인 자연인의 기본권행

사를 편리하게 해 주거나 그것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663) 정종섭, “헌법소원심판청구인으로서의 법인·단체”, 『헌법재판연구(1)』, 철학과현실

사(1995), 167-168면. 다만, 법인의제론에 의하면 법인의 기본권이 헌법에 의해 비로

소 창설되는 것인 반면, 법인실재론에서는 법인의 기본권은 확인되는 것에 지나지 않

는다고 보는 것과 같은 이론 구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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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판단의 기준

1. “기본권의 성질” 기준의 문제점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법인이 어떤 기본권들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다수의 학설은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

고 있다.664)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입장인데, 헌법재판소는 1991. 6. 3.

선고한 90헌마56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였

다. 위 결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가 영화의 상영을 위해서는 공

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던 구 영화법 조항

에 대하여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에 관한 것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판시를 통해 법인의 기

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헌법소원의 당사자능력(청구인능력)을 인정하였

다.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

도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

릴 수 있는 기본권을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

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한계 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665)

이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는

법리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다.666) 헌법재판소는 비법인

664) 김철수, 앞의 책, 337-338면; 성낙인, 앞의 책, 958면; 양건, 앞의 책, 267면; 전광석,

앞의 책, 239면; 한수웅, 앞의 책, 393면.

665)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5. 밑줄은 필자가 추가.

666) 헌재 1996. 3. 28. 94헌바42, 판례집 8-1, 199, 206; 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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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과 비법인재단에 대해서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

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서,667) 역시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668)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권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는 기준은 법인의 기본권 인정범위를 정

하는 기준으로서 유용한 것이 되지 못한다.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

이 명백한 일부 기본권들(예컨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

체의 자유, 혼인의 자유 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에게도 인정

되는 기본권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인격권이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기본

권이라고 보았지만, 인격권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이

주장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하는 인격권이야말로 법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행복추구권의 경우 헌법재판

소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도 법인(단체)에게 인

정되는 기본권으로 보았으나,669) 그 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을 추구할 권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

어서, 법인인 청구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670)

례집 14-2, 268, 277; 헌재 2002. 10. 31. 2002헌마20, 판례집 14-2, 554, 560; 헌재

2003. 10. 30. 2000헌마563, 판례집 15-2하, 84, 96; 헌재 2006. 1. 26. 2005헌마424, 판

례집 18-1상, 37, 45; 헌재 2006. 12. 28. 2004헌바67, 판례집 18-2, 565, 574; 헌재

2011. 6. 30. 2009헌마595, 판례집 23-1하, 494, 500; 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판

례집 24-2상, 355, 364 등 참조.

667) 헌법재판소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능력을 갖는

근거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을 들었는데, 이것은 법인과 비법인

사단(또는 재단) 사이에는 기본권의 주체성 판단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정당 또는 노동조합도 기본권주체성이 인

정될 수 있다. 헌재 1991. 3. 11. 91헌마21, 판례집 3, 91(정당); 헌재 1999. 11. 25. 95

헌마154, 판례집 11-2, 555(노동조합).

668)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6.

669)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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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의 성질이라는 기준 자체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몇 가지 기본권들을 제외하면 어떤 기본권이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

분이어서 기본권의 성질이라는 기준은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

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유용하지 못하다.

또한 법인의 기본권을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도구적 성격으로 이

해하고 법인의 기본권 향유를 의제(擬制)로 인식할 경우 기본권의 객관

적 성질은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도 기본권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인

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인의 기본권이 가지는 도구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법인에게도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들에

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연인의

기본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 법인의 설립목적

국내의 학설 중에는,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의 목적과 활동을 기준으로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있다.

먼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법인이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일반적·추상적 기본권주체성’과 개별 법인이

구체적인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문제된 기본권을 그 법인에게 인정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별적·구체적 기본권주체성’의 구별을 전제

로,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을 제외하면 법인에

게 일반적·추상적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기본

권주체성은 개별 법인의 기능과 목적, 활동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구체

670) 헌재 2006. 12. 28. 2004헌바67, 판례집 18-2, 565, 575; 헌재 2010. 7. 29. 2009헌바

40, 판례집 22-2상, 337,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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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과 비법인재단에 대해서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

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서,667) 역시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668)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권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는 기준은 법인의 기본권 인정범위를 정

하는 기준으로서 유용한 것이 되지 못한다.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

이 명백한 일부 기본권들(예컨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

체의 자유, 혼인의 자유 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에게도 인정

되는 기본권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인격권이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기본

권이라고 보았지만, 인격권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이

주장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하는 인격권이야말로 법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행복추구권의 경우 헌법재판

소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도 법인(단체)에게 인

정되는 기본권으로 보았으나,669) 그 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을 추구할 권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

어서, 법인인 청구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670)

례집 14-2, 268, 277; 헌재 2002. 10. 31. 2002헌마20, 판례집 14-2, 554, 560; 헌재

2003. 10. 30. 2000헌마563, 판례집 15-2하, 84, 96; 헌재 2006. 1. 26. 2005헌마424, 판

례집 18-1상, 37, 45; 헌재 2006. 12. 28. 2004헌바67, 판례집 18-2, 565, 574; 헌재

2011. 6. 30. 2009헌마595, 판례집 23-1하, 494, 500; 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판

례집 24-2상, 355, 364 등 참조.

667) 헌법재판소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능력을 갖는

근거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을 들었는데, 이것은 법인과 비법인

사단(또는 재단) 사이에는 기본권의 주체성 판단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정당 또는 노동조합도 기본권주체성이 인

정될 수 있다. 헌재 1991. 3. 11. 91헌마21, 판례집 3, 91(정당); 헌재 1999. 11. 25. 95

헌마154, 판례집 11-2, 555(노동조합).

668)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6.

669)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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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의 성질이라는 기준 자체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몇 가지 기본권들을 제외하면 어떤 기본권이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

분이어서 기본권의 성질이라는 기준은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

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유용하지 못하다.

또한 법인의 기본권을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도구적 성격으로 이

해하고 법인의 기본권 향유를 의제(擬制)로 인식할 경우 기본권의 객관

적 성질은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도 기본권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인

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인의 기본권이 가지는 도구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법인에게도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들에

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연인의

기본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 법인의 설립목적

국내의 학설 중에는,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의 목적과 활동을 기준으로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있다.

먼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법인이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일반적·추상적 기본권주체성’과 개별 법인이

구체적인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문제된 기본권을 그 법인에게 인정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별적·구체적 기본권주체성’의 구별을 전제

로,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을 제외하면 법인에

게 일반적·추상적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기본

권주체성은 개별 법인의 기능과 목적, 활동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구체

670) 헌재 2006. 12. 28. 2004헌바67, 판례집 18-2, 565, 575; 헌재 2010. 7. 29. 2009헌바

40, 판례집 22-2상, 337,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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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671) 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적 기본권을,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정당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유를 인정할 수 있지만, 기업에 대해 정치적 기본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672) 법인의 성격이나 수행하는 업무와 개별 기본권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법인의 기본권 범위가 결정된다는 주장도 이와 유사

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673)

또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될 수 없는 기본권이 법인의 기본권

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그 법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권은 각각 다르므로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의 종류를 획일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

요하다는 주장도 있다.674)

한편,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활동에 따라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성질 이외에 추가

로 법인의 목적을 가지고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

다는 반론이 있다. 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을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 내

로 제한하고 있지만675) 헌법적 논의에서는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의한 제

약을 받지 않으며, 법인의 목적 범위 내외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법인의 활동을 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다.676)

3. 검토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법인의 설립목적 범위 내로

671) 권영성, 앞의 책 『헌법학원론』, 324면.

672) 위의 책, 같은 면.

673) 김학성(부분집필), 앞의 책, 206면; 정종섭, 앞의 책 『헌법학원론』, 325-327면.

674) 허 영, 앞의 책 『한국헌법론』, 257-258면. 예컨대, 출판목적의 법인에게는 언론출

판의 자유가, 교육목적의 법인에게는 학문과 예술 및 교육에 관한 기본권이, 각종 직

업단체에게는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675)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676) 김하열, 앞의 글 “주식회사의 기본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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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그와 같이

제한되어야 하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미국에서의 논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인의 기본권이 법인을 구성하

는 개인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고, 법인의 기본권 주

장이 그 구성원 개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는 법인의 단체성으로 인해 구성원 개인들 사이에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

정되어야 하는바, 기본권적 동질성은 결국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인정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도 법인의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인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법인의 기본권을 법인의 설립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법인

의 활동을 설립목적 범위 내로 제약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

냐하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의 의미는 법인이

“헌법상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일 뿐,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인정 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 법인의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

니라 법인이 “헌법상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활동이라고 해

서 그 활동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 차원에서의 보호는 얼

마든지 가능하다.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본권이기만 하면

법인 전체에 대해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법인의 기본권을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법인의 기본권과 개인의 기본권

을 같은 차원에서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여러 차례 언

급한 바와 같이 법인의 기본권은 개인의 기본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

는 안 되고,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는 오히려 법인의 기본권의 인

정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677)

677) 정종섭, 앞의 책 『헌법학원론』, 328면은 “그 구성원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법

인이나 단체는 기본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 평소에 그 구성원이 법인이나 단체의 의사에 기하

여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수결로 구성원으로 하여금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의사

나 판단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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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671) 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적 기본권을,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정당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유를 인정할 수 있지만, 기업에 대해 정치적 기본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672) 법인의 성격이나 수행하는 업무와 개별 기본권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법인의 기본권 범위가 결정된다는 주장도 이와 유사

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673)

또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될 수 없는 기본권이 법인의 기본권

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그 법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권은 각각 다르므로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의 종류를 획일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

요하다는 주장도 있다.674)

한편,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활동에 따라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성질 이외에 추가

로 법인의 목적을 가지고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

다는 반론이 있다. 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을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 내

로 제한하고 있지만675) 헌법적 논의에서는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의한 제

약을 받지 않으며, 법인의 목적 범위 내외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법인의 활동을 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다.676)

3. 검토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법인의 설립목적 범위 내로

671) 권영성, 앞의 책 『헌법학원론』, 324면.

672) 위의 책, 같은 면.

673) 김학성(부분집필), 앞의 책, 206면; 정종섭, 앞의 책 『헌법학원론』, 325-327면.

674) 허 영, 앞의 책 『한국헌법론』, 257-258면. 예컨대, 출판목적의 법인에게는 언론출

판의 자유가, 교육목적의 법인에게는 학문과 예술 및 교육에 관한 기본권이, 각종 직

업단체에게는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675)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676) 김하열, 앞의 글 “주식회사의 기본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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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그와 같이

제한되어야 하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미국에서의 논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인의 기본권이 법인을 구성하

는 개인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고, 법인의 기본권 주

장이 그 구성원 개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는 법인의 단체성으로 인해 구성원 개인들 사이에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

정되어야 하는바, 기본권적 동질성은 결국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인정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도 법인의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인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법인의 기본권을 법인의 설립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법인

의 활동을 설립목적 범위 내로 제약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

냐하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의 의미는 법인이

“헌법상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일 뿐,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인정 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 법인의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

니라 법인이 “헌법상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활동이라고 해

서 그 활동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 차원에서의 보호는 얼

마든지 가능하다.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본권이기만 하면

법인 전체에 대해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법인의 기본권을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법인의 기본권과 개인의 기본권

을 같은 차원에서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여러 차례 언

급한 바와 같이 법인의 기본권은 개인의 기본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

는 안 되고,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는 오히려 법인의 기본권의 인

정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677)

677) 정종섭, 앞의 책 『헌법학원론』, 328면은 “그 구성원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법

인이나 단체는 기본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 평소에 그 구성원이 법인이나 단체의 의사에 기하

여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수결로 구성원으로 하여금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의사

나 판단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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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도구적 성격과 법인의 단체성에 따른 구성

원 개인들의 기본권적 동질성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법인의 기본

권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

인의 기본권주체성의 판단기준으로 설시한,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

는 기본권”이라는 기준이 법인의 기본권 인정범위에 관한 타당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성질상”이라는 단어가 “기본권”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법인”도 함께 한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법인의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법인도 기본권주체

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Ⅲ.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소송법적 의미

1. 청구인능력과 청구인적격의 구별

기본권주체성이란 실체법적으로는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즉 기본권의 인적 보호범위에 관한 문제이라고 할 수 있는

데,678)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소송법적 의미에서 청구인능력 문제로

볼 것인지, 청구인적격의 문제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우리의 헌법재판에

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679)(이른바 “권리구

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기

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없게 되는데, 이

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문제

되는 것이다.

청구인능력과 청구인적격은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법인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청구인능력과 청구인

678) 김하열, 앞의 책 『헌법소송법』, 421, 427면. 이러한 의미에서 실체법적 의미에서

기본권주체성을 “기본권능력”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679) 이하에서 “헌법소원”이라고 하면 달리 한정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항의 헌법소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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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젹의 구별이 문제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법인이 청구인이 되어 제

기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개별 사건의 당사자와 기

본권침해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리에 의

해 판단할 수 있는지(청구인능력으로 볼 경우), 아니면 개별 사건의 당사

자와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야 판단할 수 있는지(청구인적격으로 볼 경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청구인능력(당사자능력)은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질에 관

계없이 일반적인 자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 반해 청구인적격(당사자

적격)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

합한 자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2. 청구인적격으로서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헌법재판소는 위에서 본 90헌마56 결정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과

“헌법소원심판청구 적격”을 구별하면서,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

본권에 관해서는 법인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소

원심판청구능력으로 보았다.680) 다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능력과 청구인

적격을 엄격히 구별하지는 않고 있다.681) 학설상으로도 법인의 기본권주

체성을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682)

그러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여부는 기본권의 객관적 성질만으로

680)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5-296.

681)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는 인천전문대학 기성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기성회 내부에 설치된 회의 기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 “헌법소

원심판 청구능력이 없다”고 하였으나[헌재 2010. 7. 29. 2009헌마149, 공보 제166호,

1477, 1479],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수

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

이 없다고 하였다[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판례집 6-2, 477, 480-481(국회 상임

위원회); 헌재 1998. 3. 26. 96헌마345, 판례집 10-1, 295, 300(지방의회)].

682) 김하열, 앞의 책 『헌법소송법』, 427-428면;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8), 580면. 허 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16), 357면. 반면, 청구인능력과 청

구인적격을 구분하여 서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는 성낙인 외, 『헌법소송론』, 법문

사 (2012), 235-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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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도구적 성격과 법인의 단체성에 따른 구성

원 개인들의 기본권적 동질성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법인의 기본

권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

인의 기본권주체성의 판단기준으로 설시한,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

는 기본권”이라는 기준이 법인의 기본권 인정범위에 관한 타당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성질상”이라는 단어가 “기본권”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법인”도 함께 한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법인의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법인도 기본권주체

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Ⅲ.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소송법적 의미

1. 청구인능력과 청구인적격의 구별

기본권주체성이란 실체법적으로는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즉 기본권의 인적 보호범위에 관한 문제이라고 할 수 있는

데,678)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소송법적 의미에서 청구인능력 문제로

볼 것인지, 청구인적격의 문제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우리의 헌법재판에

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679)(이른바 “권리구

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기

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없게 되는데, 이

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문제

되는 것이다.

청구인능력과 청구인적격은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법인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청구인능력과 청구인

678) 김하열, 앞의 책 『헌법소송법』, 421, 427면. 이러한 의미에서 실체법적 의미에서

기본권주체성을 “기본권능력”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679) 이하에서 “헌법소원”이라고 하면 달리 한정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항의 헌법소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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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젹의 구별이 문제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법인이 청구인이 되어 제

기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개별 사건의 당사자와 기

본권침해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리에 의

해 판단할 수 있는지(청구인능력으로 볼 경우), 아니면 개별 사건의 당사

자와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야 판단할 수 있는지(청구인적격으로 볼 경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청구인능력(당사자능력)은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질에 관

계없이 일반적인 자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 반해 청구인적격(당사자

적격)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

합한 자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2. 청구인적격으로서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헌법재판소는 위에서 본 90헌마56 결정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과

“헌법소원심판청구 적격”을 구별하면서,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

본권에 관해서는 법인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소

원심판청구능력으로 보았다.680) 다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능력과 청구인

적격을 엄격히 구별하지는 않고 있다.681) 학설상으로도 법인의 기본권주

체성을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682)

그러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여부는 기본권의 객관적 성질만으로

680)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5-296.

681)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는 인천전문대학 기성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기성회 내부에 설치된 회의 기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 “헌법소

원심판 청구능력이 없다”고 하였으나[헌재 2010. 7. 29. 2009헌마149, 공보 제166호,

1477, 1479],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수

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

이 없다고 하였다[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판례집 6-2, 477, 480-481(국회 상임

위원회); 헌재 1998. 3. 26. 96헌마345, 판례집 10-1, 295, 300(지방의회)].

682) 김하열, 앞의 책 『헌법소송법』, 427-428면;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8), 580면. 허 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16), 357면. 반면, 청구인능력과 청

구인적격을 구분하여 서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는 성낙인 외, 『헌법소송론』, 법문

사 (2012), 235-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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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에 대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

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인 법인의 특성과 그 법인이 주

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이후에만 법인의 기본권주체

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기본권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견

해에 따른다 하더라도 모든 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자격은 가지고

있다. 다만, 법인이 어떤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법인

이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뿐이다. 예컨대 재

산권은 모든 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때, 모든 법인은

재산권을 주장하기만 하면 헌법소원의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다. 물론, 청구인 법인이 주장하는 재산권에 대한 기본권침해가능성, 자

기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헌법소원의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

나 청구인 법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고서 법인이

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청구인 법인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심판대상과

의 관련성에 따라 청구인 법인이 그 사건의 정당한 당사자인지가 결정될

뿐이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일반적·추상적 기본권주체성’과 ‘개별적·구체적

기본권주체성’으로 구별하는 견해683)에서 말하는 ‘일반적·추상적 기본권

주체성’이 청구인능력에 해당한다면, ‘개별적·구체적 기본권주체성’은 청

구인적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개별

적 ·구체적 기본권주체성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에 있어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는 청구인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청

구인적격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684)

683) 권영성, 앞의 책 『헌법학원론』, 324면.

684)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 이는 외국인의 기본권주

체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중에는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고 외

국인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외국인의 경우 제한된 범위의 기본권

에 대해서만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일

반적 자격 자체는 부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외국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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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원의 기본권침해를 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기본권침해와 그 구성원의 기본권침해를 엄격히

구별하여 법인은 그 구성원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와 그 구성원들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고, 헌법

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구

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다.685) 다만,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

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686) 예외 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하였는데, 어떤 경우가 그 예외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

급하지는 않았다.687)

한편 위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는 사단법인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

한 것일 때에는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바로 법인 자신의 이

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688)

법인은 그 구성원들과는 법적 주체의 면에서 분리되어 별개로 존재하

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음은 원칙

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미국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른바 회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는 외국인의 헌법소원 청구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역시 청구인적격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85)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7.

686) 판례집 3, 289, 298.

687) 위 판시는 영화의 제작 및 상영에 있어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구 영화법 조항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데, 한국영화인협회는 영화예술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자질향상, 민족영화예술의 창달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었고,

심판대상조항은 영화를 제작하거나 상영하려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제작자 등에게 적

용되는 조항이었던 것이다.

688) 판례집 3, 289, 300-301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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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에 대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

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인 법인의 특성과 그 법인이 주

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이후에만 법인의 기본권주체

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기본권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견

해에 따른다 하더라도 모든 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자격은 가지고

있다. 다만, 법인이 어떤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법인

이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뿐이다. 예컨대 재

산권은 모든 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때, 모든 법인은

재산권을 주장하기만 하면 헌법소원의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다. 물론, 청구인 법인이 주장하는 재산권에 대한 기본권침해가능성, 자

기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헌법소원의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

나 청구인 법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고서 법인이

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청구인 법인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심판대상과

의 관련성에 따라 청구인 법인이 그 사건의 정당한 당사자인지가 결정될

뿐이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일반적·추상적 기본권주체성’과 ‘개별적·구체적

기본권주체성’으로 구별하는 견해683)에서 말하는 ‘일반적·추상적 기본권

주체성’이 청구인능력에 해당한다면, ‘개별적·구체적 기본권주체성’은 청

구인적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개별

적 ·구체적 기본권주체성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에 있어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는 청구인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청

구인적격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684)

683) 권영성, 앞의 책 『헌법학원론』, 324면.

684)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 이는 외국인의 기본권주

체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중에는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고 외

국인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외국인의 경우 제한된 범위의 기본권

에 대해서만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일

반적 자격 자체는 부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외국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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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원의 기본권침해를 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기본권침해와 그 구성원의 기본권침해를 엄격히

구별하여 법인은 그 구성원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와 그 구성원들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고, 헌법

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구

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다.685) 다만,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

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686) 예외 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하였는데, 어떤 경우가 그 예외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

급하지는 않았다.687)

한편 위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는 사단법인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

한 것일 때에는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바로 법인 자신의 이

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688)

법인은 그 구성원들과는 법적 주체의 면에서 분리되어 별개로 존재하

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음은 원칙

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미국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른바 회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는 외국인의 헌법소원 청구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역시 청구인적격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85)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7.

686) 판례집 3, 289, 298.

687) 위 판시는 영화의 제작 및 상영에 있어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구 영화법 조항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데, 한국영화인협회는 영화예술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자질향상, 민족영화예술의 창달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었고,

심판대상조항은 영화를 제작하거나 상영하려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제작자 등에게 적

용되는 조항이었던 것이다.

688) 판례집 3, 289, 300-301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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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법인(membership corporation)의 경우처럼 법인의 설립목적이 구성

원들이 일정한 기본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이라는

형식은 그 구성원들이 공동의 기본권행사를 위한 수단 또는 매체

(medium)에 불과하여 법인과 그 구성원들을 사실상 동일한(identical)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689) 법인이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침해를 주장

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인의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재판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적

인 사정이 있는 경우690)에도 법인이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그 구성원의 기본권침해를 대신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인과 구성원의 관계 그리고 법인이 구성원을 대신하여 주장하

는 기본권의 내용, 구성원 개인이 직접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

을 제기할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법인은 그 구성원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

고 할 수 없다.691)

제3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문제되는 기본권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명시적으로 처음 인정한 결정에

서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689) 예컨대,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의 노동3권을 주장하는 경우나 정당이 정당원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90) 예컨대, 전교조 소속 교원의 명단공개 명령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교조가 그

조합원 교사의 기본권을 대신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691) 다만, 위 90헌마56 결정에서 문제된 법인은 영화예술인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자

질향상, 민족영화예술의 창달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들이 영화의 제

작 또는 상영을 통한 표현의 자유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점에

서, 회원들의 “영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위 법인이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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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예시하였다.692) 그 후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법인의 기본

권으로 인정하였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당사자였던 사건에서 기본권 침

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으

로 본 것들로는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

권,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중 종교행

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

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정당의 선거에서의 평등권, 노동3권 등이

있다.693)

법인의 기본권의 도구적 성격과 법인의 기본권 인정범위를 법인의 설

립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망라하여 각 기본권이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실

익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도 적다. 이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법인의 기본권 여부가 문제된 기본권들 중에서 특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본권들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694)

Ⅰ. 양심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하나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695)(이하 “사죄광고 사건”)에서 사죄

광고명령이 “양심의 자유의 제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

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다. 이러한 설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인에게도 양심의 자유

692)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5.

693) 정태호, 앞의 책, 1059-1060면.

694)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들에 대해 망

라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로는 정종섭, 앞의 글 “헌법소원심판청구인으로서의 법인·

단체”, 185-198면. 법인 중에서 주식회사에 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들을 망라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는 김하열, 앞의 글 “주식회사의 기본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10-18면.

695) 헌재 1991. 4. 1. 89헌마160, 판례집 3,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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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법인(membership corporation)의 경우처럼 법인의 설립목적이 구성

원들이 일정한 기본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이라는

형식은 그 구성원들이 공동의 기본권행사를 위한 수단 또는 매체

(medium)에 불과하여 법인과 그 구성원들을 사실상 동일한(identical)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689) 법인이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침해를 주장

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인의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재판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적

인 사정이 있는 경우690)에도 법인이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그 구성원의 기본권침해를 대신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인과 구성원의 관계 그리고 법인이 구성원을 대신하여 주장하

는 기본권의 내용, 구성원 개인이 직접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

을 제기할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법인은 그 구성원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

고 할 수 없다.691)

제3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문제되는 기본권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명시적으로 처음 인정한 결정에

서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689) 예컨대,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의 노동3권을 주장하는 경우나 정당이 정당원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90) 예컨대, 전교조 소속 교원의 명단공개 명령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교조가 그

조합원 교사의 기본권을 대신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691) 다만, 위 90헌마56 결정에서 문제된 법인은 영화예술인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자

질향상, 민족영화예술의 창달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들이 영화의 제

작 또는 상영을 통한 표현의 자유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점에

서, 회원들의 “영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위 법인이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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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예시하였다.692) 그 후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법인의 기본

권으로 인정하였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당사자였던 사건에서 기본권 침

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으

로 본 것들로는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

권,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중 종교행

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

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정당의 선거에서의 평등권, 노동3권 등이

있다.693)

법인의 기본권의 도구적 성격과 법인의 기본권 인정범위를 법인의 설

립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망라하여 각 기본권이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실

익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도 적다. 이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법인의 기본권 여부가 문제된 기본권들 중에서 특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본권들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694)

Ⅰ. 양심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하나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695)(이하 “사죄광고 사건”)에서 사죄

광고명령이 “양심의 자유의 제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

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다. 이러한 설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인에게도 양심의 자유

692)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5.

693) 정태호, 앞의 책, 1059-1060면.

694)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들에 대해 망

라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로는 정종섭, 앞의 글 “헌법소원심판청구인으로서의 법인·

단체”, 185-198면. 법인 중에서 주식회사에 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들을 망라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는 김하열, 앞의 글 “주식회사의 기본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10-18면.

695) 헌재 1991. 4. 1. 89헌마160, 판례집 3,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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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된다고 설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696)와 법인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697)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관계없이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이

양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

한다. 한편 법인의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는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인의 대표(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이른바 “직무상의 양심”은 양심의 자유에서 의미하는 양심에 속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698)

생각건대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도 사죄광고는 하

지 않는다는 회사(법인)의 정책(政策)이 존재할 뿐 회사(법인)의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699) 위 사건은 언론사가 허위사

실을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이 민

법 제764조에 근거하여 언론사에 대해 사죄광고를 명한 것이 문제된 사

건이었으므로,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로 보았어야 한다.700)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과 그것을 둘러싼 논의들은 기본권 제한의 효과

를 지니는 동일한 행위가 개인과 법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서로 다른 기

본권 제한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법인들 사이에서도 제한되는 기본권

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사죄광고의 명

령”이라는 행위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일한 명령이 법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인에게는 양심이 존재하지

696) 조소영, 앞의 글, 157면; 최대권,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서울대학교 法學』

제39권 제3호 (1998), 14면; 한수웅,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헌법논총』 제12

집, 헌법재판소 (2001), 434면; 허 영, 앞의 책 『한국헌법론』, 258-259면.

697) 김하열, 앞의 글 “주식회사의 기본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13면; 성낙

인, 앞의 책, 1159면; 윤진수, 앞의 글, 34면. 정종섭, 앞의 책, 557면.

698) 김하열, 위의 글, 13면; 조소영, 앞의 글, 172-175면. 사죄광고의 강제는 대체집행이

라는 집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인격권에 대한

침해라는 견해로는 윤진수, 앞의 글, 35면.

699) 최대권, 위의 글, 16-17면.

700) 권영성, 앞의 글, 99면; 한수웅, 앞의 글, 4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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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이다”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법인에게 양심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법인의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인에게 제한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는

그 법인의 기본권이 보호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기본권이 무엇

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건에서 제한되는 법인의 기본권은 “언론의 자유”였다고 할 수 있

지만,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는 법인이 언제나 언론사인 것은 아니다. 민

법 제764조는 그 주체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

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모든 종류의 법인이 사죄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이 상업적 목적의 광고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사죄광고 명령을 받는다면,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되는 법인의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결국 개인에게 일정한 기본권제한의 효과를 지니는 행위가 법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그 법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는지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기본권 제한이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는 동일한 법적 규제가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와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에 제한되는 기본권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별 법

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에 따라 제한되는 기본권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Ⅱ.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1. 인격권

헌법재판소는 위에서 본 사죄광고 사건에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

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

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되어 인격형성에 분열이 필연적으로 수반

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죄광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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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된다고 설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696)와 법인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697)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관계없이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이

양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

한다. 한편 법인의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는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인의 대표(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이른바 “직무상의 양심”은 양심의 자유에서 의미하는 양심에 속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698)

생각건대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도 사죄광고는 하

지 않는다는 회사(법인)의 정책(政策)이 존재할 뿐 회사(법인)의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699) 위 사건은 언론사가 허위사

실을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이 민

법 제764조에 근거하여 언론사에 대해 사죄광고를 명한 것이 문제된 사

건이었으므로,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로 보았어야 한다.700)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과 그것을 둘러싼 논의들은 기본권 제한의 효과

를 지니는 동일한 행위가 개인과 법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서로 다른 기

본권 제한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법인들 사이에서도 제한되는 기본권

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사죄광고의 명

령”이라는 행위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일한 명령이 법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인에게는 양심이 존재하지

696) 조소영, 앞의 글, 157면; 최대권,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서울대학교 法學』

제39권 제3호 (1998), 14면; 한수웅,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헌법논총』 제12

집, 헌법재판소 (2001), 434면; 허 영, 앞의 책 『한국헌법론』, 258-259면.

697) 김하열, 앞의 글 “주식회사의 기본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13면; 성낙

인, 앞의 책, 1159면; 윤진수, 앞의 글, 34면. 정종섭, 앞의 책, 557면.

698) 김하열, 위의 글, 13면; 조소영, 앞의 글, 172-175면. 사죄광고의 강제는 대체집행이

라는 집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인격권에 대한

침해라는 견해로는 윤진수, 앞의 글, 35면.

699) 최대권, 위의 글, 16-17면.

700) 권영성, 앞의 글, 99면; 한수웅, 앞의 글, 4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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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이다”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법인에게 양심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법인의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인에게 제한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는

그 법인의 기본권이 보호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기본권이 무엇

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건에서 제한되는 법인의 기본권은 “언론의 자유”였다고 할 수 있

지만,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는 법인이 언제나 언론사인 것은 아니다. 민

법 제764조는 그 주체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

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모든 종류의 법인이 사죄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이 상업적 목적의 광고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사죄광고 명령을 받는다면,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되는 법인의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결국 개인에게 일정한 기본권제한의 효과를 지니는 행위가 법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그 법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는지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기본권 제한이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는 동일한 법적 규제가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와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에 제한되는 기본권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별 법

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에 따라 제한되는 기본권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Ⅱ.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1. 인격권

헌법재판소는 위에서 본 사죄광고 사건에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

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

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되어 인격형성에 분열이 필연적으로 수반

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죄광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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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에 큰 위해도 된다고 볼 것이

다”라고 하였다.701)

이후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에 대하여,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

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한다.”고 판시하였다.70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격권은 성질상 법인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

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법인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창설된 주체여

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없고, 그 행동영역도 법률

에 의해 형성될 뿐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703)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

도하였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게

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문제된 사건에서 인격권을

법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704) 이 결정에서도 법인

의 “소극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될 뿐이라는 반

대의견이 제기되었다. 반대의견에서는, “법인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

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인의 신용이나 명예에 관한 권리가 법률

701) 헌재 1991. 4. 1. 89헌마160, 판례집 3, 149, 154-155.

702) 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판례집 24-2상, 355, 364-365.

703) “법인은 결사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에 의해 비로소 창설된 법인격의 주체여

서 관념상 결사의 자유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없고, 그 행동영역도 법률에 의해 형성될 뿐이므로, 자연인처럼 감성에 바탕을 둔 기

본권영역은 상정할 수 없거니와 상정할 필요도 없다. …… 우리 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인격권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기본권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

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 법

인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을 누릴 수는 없지만, 법률에 의하여 법인에게 인격권

유사의 내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법인은 법률적 수준의 인격권적

권리를 누릴 수는 있을 것이다. …… 법인의 명예를 형법 등에 의하여 법률적 수준에

서 보호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법원에 제소하여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 판

례집, 367-368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704) 헌재 2015. 7. 30. 2013헌가8, 판례집 27-2상, 1, 9. 언론사에 대한 사과문게재 명령

을 규정한 조항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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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보호됨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헌법이 인정하는 법인의 기본권이

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705)

법인의 인격권에 대한 재판관 사이의 견해의 대립은 “성질상 법인에게

도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는 기준의 불명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법인

이 하나의 법적 주체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관념적 존재에

불과한 것인데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

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편 위 결정들의 반대의견에서 지적하

고 있는 것처럼, 법인의 권리가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것과 그

권리가 법인에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

제다. 법인의 활동이 법률에 의해 허용되고 보호된다고 해서 그 활동들

이 모두 법인의 기본권을 통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706)

2. 행복추구권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노동조

합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도 제한하는 것으로 본 바 있다.

노동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청구인(노

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함께 “일반

적인 행동자유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그 보장내용으로 하는 행

복추구권”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707)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들로 하여금 교원

노조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연합하여 단체

교섭에 응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

구할 권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705) 위 판례집 12면.

706) 일반적으로 인격권의 내용으로 설명되는 명예권, 성명권에 대해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와 같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인정되는 개별 기본권 조

항들로부터 보호되는 법인의 기본권이라고 보는 견해로는 송진호, 앞의 글, 151-160

면.

707)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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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에 큰 위해도 된다고 볼 것이

다”라고 하였다.701)

이후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에 대하여,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

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한다.”고 판시하였다.70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격권은 성질상 법인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

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법인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창설된 주체여

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없고, 그 행동영역도 법률

에 의해 형성될 뿐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703)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

도하였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게

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문제된 사건에서 인격권을

법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704) 이 결정에서도 법인

의 “소극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될 뿐이라는 반

대의견이 제기되었다. 반대의견에서는, “법인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

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인의 신용이나 명예에 관한 권리가 법률

701) 헌재 1991. 4. 1. 89헌마160, 판례집 3, 149, 154-155.

702) 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판례집 24-2상, 355, 364-365.

703) “법인은 결사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에 의해 비로소 창설된 법인격의 주체여

서 관념상 결사의 자유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없고, 그 행동영역도 법률에 의해 형성될 뿐이므로, 자연인처럼 감성에 바탕을 둔 기

본권영역은 상정할 수 없거니와 상정할 필요도 없다. …… 우리 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인격권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기본권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

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 법

인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을 누릴 수는 없지만, 법률에 의하여 법인에게 인격권

유사의 내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법인은 법률적 수준의 인격권적

권리를 누릴 수는 있을 것이다. …… 법인의 명예를 형법 등에 의하여 법률적 수준에

서 보호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법원에 제소하여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 판

례집, 367-368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704) 헌재 2015. 7. 30. 2013헌가8, 판례집 27-2상, 1, 9. 언론사에 대한 사과문게재 명령

을 규정한 조항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228 -

에 의해 보호됨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헌법이 인정하는 법인의 기본권이

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705)

법인의 인격권에 대한 재판관 사이의 견해의 대립은 “성질상 법인에게

도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는 기준의 불명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법인

이 하나의 법적 주체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관념적 존재에

불과한 것인데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

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편 위 결정들의 반대의견에서 지적하

고 있는 것처럼, 법인의 권리가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것과 그

권리가 법인에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

제다. 법인의 활동이 법률에 의해 허용되고 보호된다고 해서 그 활동들

이 모두 법인의 기본권을 통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706)

2. 행복추구권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노동조

합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도 제한하는 것으로 본 바 있다.

노동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청구인(노

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함께 “일반

적인 행동자유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그 보장내용으로 하는 행

복추구권”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707)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들로 하여금 교원

노조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연합하여 단체

교섭에 응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

구할 권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705) 위 판례집 12면.

706) 일반적으로 인격권의 내용으로 설명되는 명예권, 성명권에 대해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와 같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인정되는 개별 기본권 조

항들로부터 보호되는 법인의 기본권이라고 보는 견해로는 송진호, 앞의 글, 151-160

면.

707)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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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청구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정하였다.708)

한편 학설 중에는 법인에게는 기본권주체성이 부인된다는 견해가 있지

만,709) 행복추구권 중 계약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법인에게도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710)

법인이 행복추구권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것은 법인의 자유로운 활

동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의 활동들은 원칙적으로 설립목적과 관련되므

로 법인의 자유로운 활동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보호하는 기본권(예컨대

언론기관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 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의 자유,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의 자율 등)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므로 행복추구권에 의

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다른 구체적인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주

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위 결정에서 문제된 것처럼 대학이 아닌 중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 계약의 자유나 학교운영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의미하는 행복추구구권도 법인

이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의 기본권이 가지는 도구적 개념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구

성원 개인들에게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개인들의 기본

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본권의 성질을 이유로 법인의 기본권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법인의 기본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본권의 성

질이 아니라 그 기본권에 대해 구성원 개인들이 기본권적 동질성을 갖는

지 여부이며,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함으로써 그 개인들의 기본권이 실현

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708) 헌재 2006. 12. 28. 2004헌바67, 판례집 18-2, 565, 575.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비

용의 일부를 학생들로부터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학교급식법 조항이 학교법인의 기본

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행복추구권의 성질상 법인에게 행복추구

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결정으로는 헌재 2010. 7. 29. 2009헌바40, 판례집

22-2상, 337, 343.

709) 김철수, 앞의 책, 338면; 성낙인, 앞의 책, 960면. 정종섭, 앞의 책 『헌법학원론』,

327면.

710) 김하열, 앞의 글 “주식회사의 기본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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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언론·출판의 자유

1.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하고 있던 구 정치자

금에관한법률 조항711)이 청구인(노동조합)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

는 형태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를 제한한다고 함으로써,712) 노

동조합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정

치자금의 기부가 정치적 의사표현에 속한다는 것도 긍정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정치적 표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근

거에 대해서는 설시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결정에서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의 예로

들었던 것이 “재산권”과 함께 “언론·출판의 자유”였던 것713)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모든 종류의 표현의 자유가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것

으로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의는 앞서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동일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이

정치적 표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노동조합에게 정치적 표현의

71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기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외국법인

및 외국단체는 제외한다.

2.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4.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5. 노동단체

6. 학교법인

7. 종교단체

8. 3사업연도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

712)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3.

713)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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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청구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정하였다.708)

한편 학설 중에는 법인에게는 기본권주체성이 부인된다는 견해가 있지

만,709) 행복추구권 중 계약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법인에게도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710)

법인이 행복추구권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것은 법인의 자유로운 활

동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의 활동들은 원칙적으로 설립목적과 관련되므

로 법인의 자유로운 활동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보호하는 기본권(예컨대

언론기관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 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의 자유,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의 자율 등)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므로 행복추구권에 의

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다른 구체적인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주

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위 결정에서 문제된 것처럼 대학이 아닌 중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 계약의 자유나 학교운영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의미하는 행복추구구권도 법인

이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의 기본권이 가지는 도구적 개념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구

성원 개인들에게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개인들의 기본

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본권의 성질을 이유로 법인의 기본권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법인의 기본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본권의 성

질이 아니라 그 기본권에 대해 구성원 개인들이 기본권적 동질성을 갖는

지 여부이며,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함으로써 그 개인들의 기본권이 실현

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708) 헌재 2006. 12. 28. 2004헌바67, 판례집 18-2, 565, 575.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비

용의 일부를 학생들로부터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학교급식법 조항이 학교법인의 기본

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행복추구권의 성질상 법인에게 행복추구

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결정으로는 헌재 2010. 7. 29. 2009헌바40, 판례집

22-2상, 337, 343.

709) 김철수, 앞의 책, 338면; 성낙인, 앞의 책, 960면. 정종섭, 앞의 책 『헌법학원론』,

327면.

710) 김하열, 앞의 글 “주식회사의 기본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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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언론·출판의 자유

1.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하고 있던 구 정치자

금에관한법률 조항711)이 청구인(노동조합)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

는 형태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를 제한한다고 함으로써,712) 노

동조합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정

치자금의 기부가 정치적 의사표현에 속한다는 것도 긍정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정치적 표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근

거에 대해서는 설시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결정에서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의 예로

들었던 것이 “재산권”과 함께 “언론·출판의 자유”였던 것713)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모든 종류의 표현의 자유가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것

으로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의는 앞서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동일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이

정치적 표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노동조합에게 정치적 표현의

71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기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외국법인

및 외국단체는 제외한다.

2.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4.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5. 노동단체

6. 학교법인

7. 종교단체

8. 3사업연도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

712)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3.

713)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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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정치적 사

안에 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예컨대 미국에서의 PAC을 통한 정치자금기

부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

유가 다른 개인들에 비해 불리하게 다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반면 노동

조합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호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구

성원이지만 노동조합의 정치적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침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714)

2.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에 신문

의 자유와 같은 언론매체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면서 신문사인 법인이

신문의 자유의 기본권주체가 된다고 보았다.715) 한편, 우리 헌법은 제21

조 제3항에서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714) 법인의 정치자금기부가 법인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를 국민주권주의,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로운 경제질서로 설명하는 견

해가 있다. 국민주권주의에서 말하는 국민이란 개인을 의미하는데 법인이나 단체가

국민과 같은 지위에 있을 수 없고, 법인의 구성원 개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법

인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구성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기업의 정치자금기부는 정경유착을 초래하여 헌법 제11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정종섭,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의

문제점과 위헌 여부”, 『법과 사회』 제13권, 법과사회이론학회 (1996), 42-45면.

715)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등, 판례집 18-1하, 337, 384.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

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언론의 자유에 신문의 자유와 같은 언론매체의 자유가 포함됨

은 물론이다. 신문은 그 취재와 보도를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고 있고, 특히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정치적 의

사를 형성·전파하는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신문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자유 신문’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도 보장되고 있

다. 객관적 제도로서의 ‘자유 신문’은 신문의 사경제적·사법적(私法的) 조직과 존립의

보장 및 그 논조와 경향(傾向), 정치적 색채 또는 세계관에 있어 국가권력의 간섭과

검열을 받지 않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신문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한편, 자유롭고

다양한 의사형성을 위한 상호 경쟁적인 다수 신문의 존재는 다원주의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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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통신과 방

송, 신문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율이 허용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는바, 위 조항 자체가 법인의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 통신과 방송, 신문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는 대부분 법인이라는

점에서 위 조항은 언론법인의 언론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을 간접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문과 방송을 담당하는 법

인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716)

Ⅳ. 결사의 자유

법인(또는 단체)이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법인 자신이 다른 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되지 않

을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이 단체로서 존속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

유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다른 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되지 않을

자유에 대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717) 법인이

그 목적에 따라 존속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도 법인의 결사

의 자유로 인정하고 있다.718) 결사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인 동시에 그

개인들이 결성한 단체의 기본권이기도 한 것이다.719)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그 주체가 단체일 때는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 이외에 결사의 자유에 의한 보호까지 주

716) 김하열, 앞의 글 “주식회사의 기본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14면.

717)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들로 하여금 교원노조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연합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규정한 구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이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학교

법인이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위해 전국단위 또는 시·도 단위의 교섭단의 구성원

으로 사실상 강제로 참여해야 하므로 청구인(학교법인)의 ‘소극적 의미’의 결사의 자

유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헌재 2006. 12. 28. 2004헌바67, 판례집 18-2, 565, 574-575.

718)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3.

719) 김승환, “결사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6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0), 178-20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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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정치적 사

안에 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예컨대 미국에서의 PAC을 통한 정치자금기

부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

유가 다른 개인들에 비해 불리하게 다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반면 노동

조합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호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구

성원이지만 노동조합의 정치적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침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714)

2.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에 신문

의 자유와 같은 언론매체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면서 신문사인 법인이

신문의 자유의 기본권주체가 된다고 보았다.715) 한편, 우리 헌법은 제21

조 제3항에서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714) 법인의 정치자금기부가 법인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를 국민주권주의,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로운 경제질서로 설명하는 견

해가 있다. 국민주권주의에서 말하는 국민이란 개인을 의미하는데 법인이나 단체가

국민과 같은 지위에 있을 수 없고, 법인의 구성원 개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법

인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구성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기업의 정치자금기부는 정경유착을 초래하여 헌법 제11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정종섭,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의

문제점과 위헌 여부”, 『법과 사회』 제13권, 법과사회이론학회 (1996), 42-45면.

715)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등, 판례집 18-1하, 337, 384.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

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언론의 자유에 신문의 자유와 같은 언론매체의 자유가 포함됨

은 물론이다. 신문은 그 취재와 보도를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고 있고, 특히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정치적 의

사를 형성·전파하는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신문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자유 신문’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도 보장되고 있

다. 객관적 제도로서의 ‘자유 신문’은 신문의 사경제적·사법적(私法的) 조직과 존립의

보장 및 그 논조와 경향(傾向), 정치적 색채 또는 세계관에 있어 국가권력의 간섭과

검열을 받지 않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신문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한편, 자유롭고

다양한 의사형성을 위한 상호 경쟁적인 다수 신문의 존재는 다원주의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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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통신과 방

송, 신문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율이 허용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는바, 위 조항 자체가 법인의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 통신과 방송, 신문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는 대부분 법인이라는

점에서 위 조항은 언론법인의 언론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을 간접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문과 방송을 담당하는 법

인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716)

Ⅳ. 결사의 자유

법인(또는 단체)이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법인 자신이 다른 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되지 않

을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이 단체로서 존속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

유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다른 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되지 않을

자유에 대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717) 법인이

그 목적에 따라 존속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도 법인의 결사

의 자유로 인정하고 있다.718) 결사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인 동시에 그

개인들이 결성한 단체의 기본권이기도 한 것이다.719)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그 주체가 단체일 때는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 이외에 결사의 자유에 의한 보호까지 주

716) 김하열, 앞의 글 “주식회사의 기본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14면.

717)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들로 하여금 교원노조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연합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규정한 구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이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학교

법인이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위해 전국단위 또는 시·도 단위의 교섭단의 구성원

으로 사실상 강제로 참여해야 하므로 청구인(학교법인)의 ‘소극적 의미’의 결사의 자

유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헌재 2006. 12. 28. 2004헌바67, 판례집 18-2, 565, 574-575.

718)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3.

719) 김승환, “결사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6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0), 178-20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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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게 되어서 균형에 맞지 않고, 단체의 활동 자체를 보호하는

기본권에 의해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음에도 결사의 자유까지 인정하

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720)

그러나 법인의 설립과 존속이 개인들의 결사의 자유에 근거하는 것이

고721) 법인의 기본권은 개인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의 활동을 직접 보호하는 기본권 이외에 법인이 결사의

자유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법인의 활동이

결사의 자유를 통해 보장될 수 있다면 결사의 자유 이외의 다른 기본권

을 법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주장도 가능해진다.

법인의 활동이란 본질적으로 개인들이 일정한 목적 하에서 단체를 결성

하여 활동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인의 모든 활동은 개인의 결사의 자유

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체로서의 법인의 모든 활동을 결사

의 자유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법인의 기본권주장이 갖고 있는 고유

한 특성과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를 노동조합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

유로 보면, 정치자금기부라는 활동에 있어서 단체인 노동조합과 개인 사

이의 차이와 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의 고유한 문제점(누구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지, 그 정치적 의사표현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기본

권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등)을 시야에서 놓치기 쉽다. 반면,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를 결사의 자유 관점에서 바라보면, 노동조합의 설립목적,

조합의 개별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사와의 관계,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

정 구조 등의 문제가 분명하게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하여 정당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

사하는” 것이 단체활동의 자유로서 노동조합 자신의 결사의 자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는데,722)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시에 따르면 법인이나

720) 윤진수, 앞의 글, 39면. 독일의 통설적 견해와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결사의 자

유와 집단적인 결사의 자유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근거로 단체 자신의 결사의 자유

도 인정한다고 한다. 같은 글, 39-40면.

721) 허 영, 앞의 책 『한국헌법론』, 257면.

722)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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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면서 동시에

법인의 “결사의 자유”가 된다. 그러나 법인의 정치자금을 기부를 금지하

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실현 관점에서 본다면, 법인 또는 단체라는 형식

을 통한 정치자금기부의 제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결사의 자유”에 대

한 제한으로 보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Ⅴ. 대학의 자율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이른바 ‘서울대입시요강 사건’에서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 “헌법 제22조 제12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

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

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다.723) 대학의 자율성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과 그러한 대학의 자율이라는 기본권의 주

체는 “대학”의 기본권임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의 기본권주

체로서의 “대학”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대학법인 또는 공법상 영조물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로서의 대학

(국공립대학)724)이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학자치는 전통적으로 학문활동을 수행하는 교수

들로 구성된 교수회가 누려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학의 자치의 주체

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

723) 헌재 1992. 10. 1. 92헌마68 등, 판례집 4, 659, 670. 이 사건은 대학의 입시요강으로

인해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험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었다. 여

기서 대학은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아니라 기본권침해의 원인

이 된 공권력행사의 주체로 지목되었고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논거로서 제시되었다.

724) 국립대학교인 강원대학교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청

구인 국립대학교의 기본권주체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로스쿨설치인가신청서에

기재한 장학금지급비율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장

관으로부터 로스쿨정원 중 일부에 대한 모집정지처분을 받은 국립대학교가 제기한 헌

법소원사건이었다. 헌재 2015. 12. 23. 2014헌마1149, 판례집 27-2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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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게 되어서 균형에 맞지 않고, 단체의 활동 자체를 보호하는

기본권에 의해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음에도 결사의 자유까지 인정하

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720)

그러나 법인의 설립과 존속이 개인들의 결사의 자유에 근거하는 것이

고721) 법인의 기본권은 개인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의 활동을 직접 보호하는 기본권 이외에 법인이 결사의

자유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법인의 활동이

결사의 자유를 통해 보장될 수 있다면 결사의 자유 이외의 다른 기본권

을 법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주장도 가능해진다.

법인의 활동이란 본질적으로 개인들이 일정한 목적 하에서 단체를 결성

하여 활동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인의 모든 활동은 개인의 결사의 자유

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체로서의 법인의 모든 활동을 결사

의 자유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법인의 기본권주장이 갖고 있는 고유

한 특성과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를 노동조합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

유로 보면, 정치자금기부라는 활동에 있어서 단체인 노동조합과 개인 사

이의 차이와 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의 고유한 문제점(누구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지, 그 정치적 의사표현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기본

권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등)을 시야에서 놓치기 쉽다. 반면,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를 결사의 자유 관점에서 바라보면, 노동조합의 설립목적,

조합의 개별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사와의 관계,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

정 구조 등의 문제가 분명하게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하여 정당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

사하는” 것이 단체활동의 자유로서 노동조합 자신의 결사의 자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는데,722)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시에 따르면 법인이나

720) 윤진수, 앞의 글, 39면. 독일의 통설적 견해와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결사의 자

유와 집단적인 결사의 자유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근거로 단체 자신의 결사의 자유

도 인정한다고 한다. 같은 글, 39-40면.

721) 허 영, 앞의 책 『한국헌법론』, 257면.

722)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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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면서 동시에

법인의 “결사의 자유”가 된다. 그러나 법인의 정치자금을 기부를 금지하

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실현 관점에서 본다면, 법인 또는 단체라는 형식

을 통한 정치자금기부의 제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결사의 자유”에 대

한 제한으로 보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Ⅴ. 대학의 자율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이른바 ‘서울대입시요강 사건’에서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 “헌법 제22조 제12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

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

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다.723) 대학의 자율성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과 그러한 대학의 자율이라는 기본권의 주

체는 “대학”의 기본권임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의 기본권주

체로서의 “대학”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대학법인 또는 공법상 영조물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로서의 대학

(국공립대학)724)이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학자치는 전통적으로 학문활동을 수행하는 교수

들로 구성된 교수회가 누려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학의 자치의 주체

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

723) 헌재 1992. 10. 1. 92헌마68 등, 판례집 4, 659, 670. 이 사건은 대학의 입시요강으로

인해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험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었다. 여

기서 대학은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아니라 기본권침해의 원인

이 된 공권력행사의 주체로 지목되었고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논거로서 제시되었다.

724) 국립대학교인 강원대학교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청

구인 국립대학교의 기본권주체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로스쿨설치인가신청서에

기재한 장학금지급비율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장

관으로부터 로스쿨정원 중 일부에 대한 모집정지처분을 받은 국립대학교가 제기한 헌

법소원사건이었다. 헌재 2015. 12. 23. 2014헌마1149, 판례집 27-2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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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長)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

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725)

결국 대학의 자율에 대해서는 대학법인(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관리주

체를 의미하는 영조물로서의 대학)과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의 구성원이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국가에 의한 대학의 자율 침

해에 대해서는 대학법인과 대학의 구성원이 국가에 대해 함께 대학의 자

율이라는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지만, 대학법인과 대학의 구성원

이 대학의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충돌할 경우에도 법인이 대학구성

원들에 대해 대학의 자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로만 본다면 대학법인의 구성원은 이사회이

고 교수나 교수회는 대학법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3자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의 자

율성에서 말하는 ‘대학’이란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문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726) 대학의 자율의 최종적인 주체는 대학법인이

아니라 교수나 교수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725)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판례집 18-1상, 601, 613.

726) 박정훈, “國立大學 法人化의 公法的 問題 –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상 형식

적 법인화의 갈등 - ”, 『서울대학교 法學』 제47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4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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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법인의 기본권 제한

Ⅰ.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에 관한 고려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기본권 문제를 주로 기본권주체성의 관점에서 다

루어 왔으며, 학계에서도 법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본권주체

성 문제로 논의해 왔다. 따라서 ‘법인도 기본권을 가지는가?’ 또는 ‘법인

도 기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되었

다. 법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음으

로써 그 다음 단계의 문제, 즉 ‘(법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된다면) 법인

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는 어떻게 다른

가?’의 문제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헌법재판에서도 법

인의 기본권 문제는 주로 헌법소원에 있어서 적법요건인 청구인능력 문

제로 검토되거나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는 제한되는 기본권을 특정하는

단계에서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검토되는 정도에 그치

고 있으며, 위헌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과정에서는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 법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인

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갖는 특수성이다. 법인의 기본권은 그 배후에

있는 개인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도구이고, 법인의 단체성으로 인해

법인의 기본권은 여러 개인들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되어 있으며, 법인은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개인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갖는 의미와 효력도 개인의 기본

권 제한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및

한계에 관한 논의는 법인의 기본권이 가지는 특수성이 반영되어야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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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長)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

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725)

결국 대학의 자율에 대해서는 대학법인(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관리주

체를 의미하는 영조물로서의 대학)과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의 구성원이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국가에 의한 대학의 자율 침

해에 대해서는 대학법인과 대학의 구성원이 국가에 대해 함께 대학의 자

율이라는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지만, 대학법인과 대학의 구성원

이 대학의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충돌할 경우에도 법인이 대학구성

원들에 대해 대학의 자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로만 본다면 대학법인의 구성원은 이사회이

고 교수나 교수회는 대학법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3자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의 자

율성에서 말하는 ‘대학’이란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문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726) 대학의 자율의 최종적인 주체는 대학법인이

아니라 교수나 교수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725)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판례집 18-1상, 601, 613.

726) 박정훈, “國立大學 法人化의 公法的 問題 –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상 형식

적 법인화의 갈등 - ”, 『서울대학교 法學』 제47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4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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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법인의 기본권 제한

Ⅰ.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에 관한 고려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기본권 문제를 주로 기본권주체성의 관점에서 다

루어 왔으며, 학계에서도 법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본권주체

성 문제로 논의해 왔다. 따라서 ‘법인도 기본권을 가지는가?’ 또는 ‘법인

도 기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되었

다. 법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음으

로써 그 다음 단계의 문제, 즉 ‘(법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된다면) 법인

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는 어떻게 다른

가?’의 문제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헌법재판에서도 법

인의 기본권 문제는 주로 헌법소원에 있어서 적법요건인 청구인능력 문

제로 검토되거나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는 제한되는 기본권을 특정하는

단계에서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검토되는 정도에 그치

고 있으며, 위헌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과정에서는 법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 법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인

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갖는 특수성이다. 법인의 기본권은 그 배후에

있는 개인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도구이고, 법인의 단체성으로 인해

법인의 기본권은 여러 개인들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되어 있으며, 법인은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개인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갖는 의미와 효력도 개인의 기본

권 제한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및

한계에 관한 논의는 법인의 기본권이 가지는 특수성이 반영되어야만 한

다.



- 237 -

법인의 특성에 근거하여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우리의 논의에서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법인의

기본권 문제는 ‘국가와 단체 그리고 개인’이라는 3분구도(三分構圖)에 입

각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단체 대(對) 개인’의 관계에서는 기본

권의 제3자효와 단체 내부의 민주주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거나,727) 오

늘날 법인이나 단체가 지니는 거대한 경제력과 막강한 사회적 권력에 비

추어 볼 때 ‘사적 정부’(private government)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도 있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들은728)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에 있어서는 개인의 기본권과 달리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는 단체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과잉금지원칙 문제에 흡수될 수 있다는 주장729)은

법인의 기본권 문제를 기본권 인정 여부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개별

법인의 특성을 구체적 사안에서의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심사 문제로 접

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

헌심사에 있어서 법인의 기본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사기준이나 심사방

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Ⅱ.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 검토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에 관한 논의는, 실무적으로는 법인의 기

본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들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또는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성을 얼마나 고려하느냐의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들

에서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사례는 드물다.730)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를 금

727) 권영성, 앞의 글 “「法人의 基本權主體性」에 관한 試論”, 95-96면.

728) 정종섭, 앞의 글 “헌법소원심판청구인으로서의 법인·단체”, 199-200면; 김하열, 앞의

글 “주식회사의 기본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18면.

729) 신우철, 앞의 글, 199-200면.

730) 다만, 헌법재판소가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법인의 기

- 238 -

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조합의 단체성을 근거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 법인의 특성, 나아가 법인의 기본권 행사가 갖

는 특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는 아니었지만 법원의 판결 중에서 법인의

기본권과 개인의 기본권이 충돌한 사안에서 사적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공공적 성격을 들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한 시도들이 있

었다.731) 이는 법인의 기본권과 개인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 있어

서 법인의 기본권에 대해 보다 더 큰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참고

가 될 수 있다.

1. 법인의 단체성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시도

가. 2008헌바89 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95헌마154 결정에서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고 결정하였다.732) 이후 개정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노동단체는 물론

이고 모든 “법인과 단체”에 대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하였는데, 이러

한 금지가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

하는지 여부가 다시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는

단체로서의 특수성을 기본권제한의 정당화 요소로 적극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개정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733)

본권 제한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

731)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대광고 종교교육 사건). 대

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서울 YMCA 성별차별 사건)

732)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733) 헌재 2010. 12. 28. 2008헌바89, 판례집 22-2하, 659. 이 결정에서는 위헌결정의 기속

력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과 동일한 내용의 반복입법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 237 -

법인의 특성에 근거하여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우리의 논의에서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법인의

기본권 문제는 ‘국가와 단체 그리고 개인’이라는 3분구도(三分構圖)에 입

각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단체 대(對) 개인’의 관계에서는 기본

권의 제3자효와 단체 내부의 민주주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거나,727) 오

늘날 법인이나 단체가 지니는 거대한 경제력과 막강한 사회적 권력에 비

추어 볼 때 ‘사적 정부’(private government)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도 있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들은728)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에 있어서는 개인의 기본권과 달리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는 단체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과잉금지원칙 문제에 흡수될 수 있다는 주장729)은

법인의 기본권 문제를 기본권 인정 여부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개별

법인의 특성을 구체적 사안에서의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심사 문제로 접

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

헌심사에 있어서 법인의 기본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사기준이나 심사방

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Ⅱ.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 검토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에 관한 논의는, 실무적으로는 법인의 기

본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들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또는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성을 얼마나 고려하느냐의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들

에서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사례는 드물다.730)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를 금

727) 권영성, 앞의 글 “「法人의 基本權主體性」에 관한 試論”, 95-96면.

728) 정종섭, 앞의 글 “헌법소원심판청구인으로서의 법인·단체”, 199-200면; 김하열, 앞의

글 “주식회사의 기본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18면.

729) 신우철, 앞의 글, 199-200면.

730) 다만, 헌법재판소가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법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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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조합의 단체성을 근거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 법인의 특성, 나아가 법인의 기본권 행사가 갖

는 특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는 아니었지만 법원의 판결 중에서 법인의

기본권과 개인의 기본권이 충돌한 사안에서 사적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공공적 성격을 들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한 시도들이 있

었다.731) 이는 법인의 기본권과 개인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 있어

서 법인의 기본권에 대해 보다 더 큰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참고

가 될 수 있다.

1. 법인의 단체성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시도

가. 2008헌바89 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95헌마154 결정에서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고 결정하였다.732) 이후 개정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노동단체는 물론

이고 모든 “법인과 단체”에 대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하였는데, 이러

한 금지가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

하는지 여부가 다시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는

단체로서의 특수성을 기본권제한의 정당화 요소로 적극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개정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733)

본권 제한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

731)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대광고 종교교육 사건). 대

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서울 YMCA 성별차별 사건)

732)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733) 헌재 2010. 12. 28. 2008헌바89, 판례집 22-2하, 659. 이 결정에서는 위헌결정의 기속

력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과 동일한 내용의 반복입법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 239 -

(1) 헌법재판소는 먼저, “개인에 비하여 자금동원력이 강한 단체의 이

익이 상대적으로 정치체제에 과대하게 대표됨으로써 1인 1표 1가치의 민

주주의 원리가 침해되고 단체가 주권자인 개인의 지위를 차지하여 국민

주권의 원리를 훼손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

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단체의 기본권주장으로 인한 단체

외부의 개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단체에 대한 기본권제한을 정

당화하려는 것이었다.

나아가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단

체의 재산을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서, 또는 다수결에 의하여 정치자금으

로 기부하는 것은 그에 반대하는 단체구성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부정하

는 것이 되고, 표면적으로 단체의 구성원의 의사가 일치된 경우에도 의

사형성 과정에서의 외압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입법목적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단체 내

부의 개인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단체의 기본권제한이 정당화된다는 것

을 강조한 것인데, 특히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인한 문제점은 단

체의 지속성과 개인에 비하여 강한 자금동원력이라는 단체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734)

(2) 한편 이 결정의 반대의견735)에서는, 문제가 된 조항이 정치적 활동

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치적 단

체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비정치적 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단

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일응 그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되었지만,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734) 위 판례집, 673.

735) 재판관 조대현, 목영준, 송두환의 헌법불합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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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

성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단체의 정

치자금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단체 간의 자금동원력에 따

라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끔 단체들이 기부하는 정치자금의 한

도를 정한다거나, 단체가 통상의 예산과 별도로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목

적을 공개적으로 밝혀 조성한 재원만을 기부할 수 있게 하거나736) 단체

구성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끔 단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만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단체 구성원에게 모금 및 기

부를 거부할 권리737)를 보장하여 주는 등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해 단

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필요최소한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검토

위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물론이고 헌법불합치의견을 피력한 반대의견

에서도 법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에 비해 보다 기본권제한

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법인의 기

본권에 있어서는 법인의 단체성으로 인해 그 기본권제한이 정당화될 가

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의 기

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법인의 정

치자금기부를 전적으로 제한한 것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견해를 달리했던

것이다.

한편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자

체는 인정하였는데, 문제가 되었던 법률조항은 법인의 정치자금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수의견은 사실상 정치

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태도

736) 미국에서의 PAC(Political Action Committee)와 같은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인다.

737)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미국에서의 “opt-out”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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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는 먼저, “개인에 비하여 자금동원력이 강한 단체의 이

익이 상대적으로 정치체제에 과대하게 대표됨으로써 1인 1표 1가치의 민

주주의 원리가 침해되고 단체가 주권자인 개인의 지위를 차지하여 국민

주권의 원리를 훼손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

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단체의 기본권주장으로 인한 단체

외부의 개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단체에 대한 기본권제한을 정

당화하려는 것이었다.

나아가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단

체의 재산을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서, 또는 다수결에 의하여 정치자금으

로 기부하는 것은 그에 반대하는 단체구성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부정하

는 것이 되고, 표면적으로 단체의 구성원의 의사가 일치된 경우에도 의

사형성 과정에서의 외압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입법목적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단체 내

부의 개인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단체의 기본권제한이 정당화된다는 것

을 강조한 것인데, 특히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인한 문제점은 단

체의 지속성과 개인에 비하여 강한 자금동원력이라는 단체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734)

(2) 한편 이 결정의 반대의견735)에서는, 문제가 된 조항이 정치적 활동

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치적 단

체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비정치적 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단

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일응 그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되었지만,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734) 위 판례집, 673.

735) 재판관 조대현, 목영준, 송두환의 헌법불합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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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

성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단체의 정

치자금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단체 간의 자금동원력에 따

라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끔 단체들이 기부하는 정치자금의 한

도를 정한다거나, 단체가 통상의 예산과 별도로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목

적을 공개적으로 밝혀 조성한 재원만을 기부할 수 있게 하거나736) 단체

구성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끔 단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만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단체 구성원에게 모금 및 기

부를 거부할 권리737)를 보장하여 주는 등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해 단

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필요최소한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검토

위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물론이고 헌법불합치의견을 피력한 반대의견

에서도 법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에 비해 보다 기본권제한

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법인의 기

본권에 있어서는 법인의 단체성으로 인해 그 기본권제한이 정당화될 가

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의 기

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법인의 정

치자금기부를 전적으로 제한한 것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견해를 달리했던

것이다.

한편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자

체는 인정하였는데, 문제가 되었던 법률조항은 법인의 정치자금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수의견은 사실상 정치

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태도

736) 미국에서의 PAC(Political Action Committee)와 같은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인다.

737)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미국에서의 “opt-out”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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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를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고, 표

현의 자유는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보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하기

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체성의 고려는 기본권의 제한 단계에서만 고려될 것이 아니

라 기본권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한 기본권주체성의 판단에서도 고려되었

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기본권주체성부터 부정하

는 것이 더 타당했을 것이다.

2. 법인의 공공적 성격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시도

대법원 판결 중에는 비법인사단이 성별을 기준으로 그 구성원의 지위

를 차별한 것이 차별취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

단하면서, 문제된 단체의 활동이 가지는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의 하나로 언급한 판결이 있다.

비법인사단인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가 남성 회원들에게는 별

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

성 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것이

여성 회원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738) 대법원은 사적 단체가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

에 따라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

체가 그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그 단체가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하는지”가 그 단체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

하는 요소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다.739)

738) 이 판결은 앞에서 본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 중에서 법인이 그 구성원의 결사의 자

유 침해를 주장한 사건이었던 Roberts v. U.S. Jaceeys 판결(468 U.S. 609)과 유사한

사실관계와 쟁점에 관한 것이었다.

73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민사재판에서 기본권적 법익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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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시는 법인의 기본권제한의 정당화 요소로서 법인의 공공성이 고

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사적(私的) 단체

임이 명백한 서울기독교청년회에 대해 그 단체의 활동이 공공성 또는 공

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요소의

하나로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이 중고등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

할 자유”740)와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하는 것이 학생

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에서도,741)

법인의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학교법

인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요소의 하나로 사립학교이기

는 하지만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결합하여 공교육제도의 일부를 구성하

고 있는 학교법인의 지위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소결

법인 또는 법인의 기본권이 가지는 특수성은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

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지만, 그 논의의 필요

성만 제기되어 왔을 뿐,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다만, 실무

에서는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판시들이 있는데, 향후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

어서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어떤 점에서 다르고,

려의 관점에서 이 판결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는 윤영미, “불법행위법의 보호대상인

기본권적 법익 -유럽 여러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

2호, 세계헌법학회 (2012), 159면.

740) 이러한 자유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에 대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인

정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자유”라고 하였다.

741)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서는 “사립학교의

설립자와 학교법인”을 기본권주체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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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를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고, 표

현의 자유는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보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하기

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체성의 고려는 기본권의 제한 단계에서만 고려될 것이 아니

라 기본권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한 기본권주체성의 판단에서도 고려되었

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기본권주체성부터 부정하

는 것이 더 타당했을 것이다.

2. 법인의 공공적 성격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시도

대법원 판결 중에는 비법인사단이 성별을 기준으로 그 구성원의 지위

를 차별한 것이 차별취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

단하면서, 문제된 단체의 활동이 가지는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의 하나로 언급한 판결이 있다.

비법인사단인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가 남성 회원들에게는 별

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

성 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것이

여성 회원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738) 대법원은 사적 단체가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

에 따라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

체가 그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그 단체가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하는지”가 그 단체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

하는 요소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다.739)

738) 이 판결은 앞에서 본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 중에서 법인이 그 구성원의 결사의 자

유 침해를 주장한 사건이었던 Roberts v. U.S. Jaceeys 판결(468 U.S. 609)과 유사한

사실관계와 쟁점에 관한 것이었다.

73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민사재판에서 기본권적 법익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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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시는 법인의 기본권제한의 정당화 요소로서 법인의 공공성이 고

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사적(私的) 단체

임이 명백한 서울기독교청년회에 대해 그 단체의 활동이 공공성 또는 공

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요소의

하나로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이 중고등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

할 자유”740)와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하는 것이 학생

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에서도,741)

법인의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학교법

인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요소의 하나로 사립학교이기

는 하지만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결합하여 공교육제도의 일부를 구성하

고 있는 학교법인의 지위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소결

법인 또는 법인의 기본권이 가지는 특수성은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

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지만, 그 논의의 필요

성만 제기되어 왔을 뿐,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다만, 실무

에서는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 법인의 기본권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판시들이 있는데, 향후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

어서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어떤 점에서 다르고,

려의 관점에서 이 판결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는 윤영미, “불법행위법의 보호대상인

기본권적 법익 -유럽 여러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

2호, 세계헌법학회 (2012), 159면.

740) 이러한 자유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에 대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인

정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자유”라고 하였다.

741)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서는 “사립학교의

설립자와 학교법인”을 기본권주체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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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른 점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 어느 정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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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단체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개

인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의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

하다.

위와 같은 목적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인의 기본권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미국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법인의 기본권 논의를 위한 기초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법인의 기본권 논의는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이기도 한데, 단체

를 기본적으로 사회에 해롭거나 위험한 것으로 인식한 Hobbes와

Madison의 사상이 미국에서의 초기의 법인에 대한 규율에 영향을 미쳤

다. 미국에서는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법인본질론에 근거하여 설

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본질론은 이론 자체의 한계와 인격화에 근거

한 기본권주체성이 갖는 문제점, 즉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함으로써 법인

의 기본권 논의에서 실제로 중요한 쟁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

는 문제점이 있다. 다만, 각각의 법인본질론은 법인이 갖는 여러 특성들

중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서 법인과 개인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개관하였다.

기본권 조항 이외의 헌법조항에서 법인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먼

저 살펴본 후, 연방대법원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해 온 시간적 순서와

거의 일치하는 분류로서, 먼저 재산권과 경제적 기본권을 살펴보고, 이어

절차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연방

대법원은 법인의 기본권의 인정 근거에 대해 일관되게 설명하지는 않지

만, 법인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것임을 자주 밝혀왔

다. 절차적 기본권에 관해서는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들어 법인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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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기본권이라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인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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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고, 종교의 자유에 대

해서는 연방헌법상의 기본권에 관한 판단은 아니었지만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연방법률 조항의 해석에서 비영리법인

뿐 아니라 영리법인도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연방대법

원의 최근 판례들은 법인과 개인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법인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법인의 기본권이

개인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위

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법인의 기본권이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도구적 개념

이고 법인의 기본권은 개인의 기본권에서 파생되는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전제로 법인의 특성인 단체성과 분리성이 법인의 기본권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인의 단체성으로 인해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체 구성원의 기본권적 동질성을 필요로

하고, 법인의 분리성은 법인의 기본권이 개인의 기본권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면 개인의 기본권이 실현

된다’는 막연한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기 위

해서는 언제나 “누구의”, “어떤”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법인의 단체성과 분리성은 법인의 기본권에 대

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단체가 가지는 영향력으로

인해 법인의 기본권 행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

으므로 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 헌법에서의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대해 살펴

보았다. 종래 우리의 법인의 기본권 논의는 주로 기본권주체성의 문제에

제한되어 있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권주체성 문제에 있어서도 법인의 기본권

을 인정하여야 하는 근거나 법인의 기본권과 개인의 기본권 실현의 관계

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송법적으로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을 당사자적격이 아닌 당사자능력으로 보고 있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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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rganization is a means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against the state.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threat to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due to the

accumulated power of organization. For this reason, the legal status

of organizations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influences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constitutional rights.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is a main issue on how to understand and regulate the

organizations.

Although There is no provision abou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nor even “corpor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stablished a legal principle that corporations can enjoy the

constitutional rights which is eligible for corporations. A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U.S.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through judicial precedents

and expanded the scope of those constitutional rights without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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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 about corporations i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Recently, there has been heated debates over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religion of for-profit corporations. In

this context, looking at the debate abou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can be an useful to advance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in our constitutional

law.

A corporation is a corporate entity formed by a group of people,

and a separate entity distinct from its members. The characteristics

of such a corporation are important factors in understand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 corporation. When an organization is

regarded as a means to protect and realize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s,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corporation can be emphasized. However, the regulation of those

rights get more important when the organization is regarded as a

potential suppressor of individual freedom.

Since Santa Clara case in 1886, the U.S. Supreme Court has

enlarged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The

Court started from economic rights, recognized procedural fundamental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and religious freedom. But there are

many criticism of inconsistency on theoretic basis of those

recognition.

The constitutional right of a corporation is an instrument for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Therefor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can not be treated the same as those of individuals. If

the recogni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of a corporation does not

help the realization of individuals’ constitutional rights or even

burdens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individuals, the corporation

can not claim the constitutional right.

- 23 -

Homogeneity among individual members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claimed by a corporation is a requisite for recognizing the

corporation’s constitutional rights. The homogeneity means the

common interests of individual members on a specific constitutional

right claimed by the corporation, and it exists only when the rights

claimed by the corporation pursue the aims of the corporation.

Corporations can claim property rights and procedural rights because

every member of corporations has homogeneity on those constitutional

rights regardless the aims of corporations. When it comes to political

expression and religious freedom of corporation, those constitutional

rights can not be claimed by corporations except the aims of

corporations are for collective expression or collective exercise of

religion.

Even in 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ity,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 corporation and an individual are treated differently. Today, large

corporations have a status similar to the state in the influence of

individuals, and the threat of infringement of the individuals’ rights

by the corporation is increas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restrictions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are justified in

order to protect individual freedoms and right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various effects on individuals whe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Though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usually means restriction of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sometimes protect or promote the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In general, therefore, broader restrictions on constitutional rights of a

corporation can be allowed compared to individual rights.

Upon constitutional law area on corporation’s constitution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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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re is a lack of exploration of

theoretical grounds, and that the issue of standard for review of

constitutionality is often overlooked while the issue of subjectiveness

is focused to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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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Number: 2011-30395



- 24 -

in Korea,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re is a lack of exploration of

theoretical grounds, and that the issue of standard for review of

constitutionality is often overlooked while the issue of subjectiveness

is focused too much.

Keywords: organization, corporation, constitutional right, corporate

constitutional right, U.S. Constitution,

Student Number: 2011-3039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기초적 논의           
	제1절 법인의 개념과 종류                 
	Ⅰ. 법인의 개념                      
	1. 단체성(corporatenes)              
	2. 분리성(separatenes)                

	Ⅱ. 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비법인사단과의 구별                  


	제2절 법인에 대한 규율의 역사 및 사상적 배경        
	Ⅰ. 유럽에서 법인에 대한 규율의 역사            
	1. 로마법                        
	2. 중세                         
	3. 근대국가의 형성기                   

	Ⅱ. 미국에서 법인에 대한 규율의 역사             
	1. 주(州) 의회의 특허에 의한 법인 설립           
	2. 연방의회의 법인 설립 권한에 관한 논쟁          
	3. 법인설립 자유화 운동                  

	Ⅲ.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의 사상적 배경           
	1. 홉스(Thomas Hobes)                
	2. 루소(Jean Jacques Rouseau)              
	3. 로크(John Locke)                   
	4. 매디슨(James Madison)                 
	5. 토크빌(Alexis de Tocquevile)과 다원주의         
	6. 평가                         


	제3절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               
	Ⅰ. 미국에서 법인본질론의 전개              
	1. 미국의 법인본질론의 특색               
	2. 법인본질론의 내용                  

	Ⅱ. 법인본질론에 입각한 기본권주체성 논의의 문제점      
	1. 법인본질론의 내재적 한계               

	2. 기본권주체성과의 관련성 부족              
	3. 법인과 개인의 동일시 경향              

	Ⅲ. 법인본질론의 함의                   


	제3장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 개관       
	제1절 서설                       
	1. 연방대법원 판례의 분류 기준               
	2.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조항에서의 법인          

	제2절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조항과 법인          
	Ⅰ. 이주간쟁송 조항과 법인                 
	1. 이주간쟁송 조항의 의미                 
	2. 이주간쟁송 조항의 “citizen”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Ⅱ. 특권·면책권 조항과 법인                 
	1. 특권·면책권 조항의 의미                
	2. 특권·면책권 조항의 “citizen”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Ⅲ. 검토                        

	제3절 경제적 기본권                   
	Ⅰ. 계약보호조항과 법인                
	1. 계약보호조항                     
	2. 계약보호조항을 통한 법인의 보호             

	Ⅱ. 평등보호조항에 의한 재산권 보호             
	1. 수정헌법 제14조의 “person”과 법인            
	2. 평등보호조항에 대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Ⅲ.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재산권 또는 경제적 자유의 보호    
	1. “재산(property)”                   
	2. “자유(liberty)”                     

	Ⅳ. 소결                         

	제4절 절차적 기본권                  
	Ⅰ.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수정헌법 제4조)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2. 법인에 대한 심사기준의 완화              

	Ⅱ. 자기부죄거부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의 근거             
	3. 법인 대표자의 자기부죄거부 문제             

	Ⅲ. 이중위험금지(수정헌법 제5조)              
	Ⅳ.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수정헌법 제6조, 제7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수정헌법 제6조)                   

	제5절 표현의 자유                     
	Ⅰ. 서설                         
	Ⅱ. 언론의 자유                      
	Ⅲ. 정치적 표현의 자유                   
	1. 법인의 정치적 표현에 관한 논의의 특수성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3.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Ⅳ. 상업적 표현의 자유                  
	Ⅴ. 결사의 자유                     
	1. 결사의 자유의 성격                  
	2. 법인의 결사의 자유                  

	Ⅵ.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유)               
	1.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유)의 성격            
	2.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유)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제6절 종교의 자유                   
	Ⅰ. 종교법인의 종교의 자유                 
	1. 종교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2. 종교법인의 종교적 자유의 인정 범위           

	Ⅱ. 비종교법인(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           
	1. 연방법률에 의한 종교의 자유 보호            
	2. 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 인정 근거            


	제7절 연방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Ⅰ. 법인의 기본권 인정 범위의 확대 경향           
	Ⅱ. 법인의 기본권 인정 근거의 일관성 결여         
	Ⅲ. 법인의 기본권 특성에 대한 고찰의 부족          
	Ⅳ. 소송법적 논의 부족                 
	Ⅴ. 소결                       


	제4장 법인의 기본권 및 그 제한             
	제1절 법인의 기본권 논의의 특성            
	Ⅰ. 도구적 개념으로서의 “법인의 기본권”           
	Ⅱ.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법인의 기본권”의 양면적 성격     
	Ⅲ. 기본권의 성질에 근거한 논의의 한계           

	제2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Ⅰ. 서설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2. 단체성 및 분리성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Ⅱ. 법인의 단체성과 기본권주체성             
	1.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들 사이의 기본권적 동질성      
	2. 기본권적 동질성의 인정 기준 - 법인의 설립목적       

	Ⅲ. 법인의 분리성과 기본권주체성             
	1. 법적 주체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2. 대표(representative)와 위임               
	3. 법인과 개인 사이의 기본권의 불일치          

	Ⅳ. 구체적 검토                     
	1. 재산권                       
	2. 절차적 기본권                     
	3. 표현의 자유                     
	4. 언론의 자유                     
	5. 종교의 자유                     

	Ⅴ. 소결                         

	제3절 법인의 기본권 제한                 
	Ⅰ.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의미와 위헌심사의 쟁점      
	1.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의미              
	2. 위헌심사의 쟁점                   

	Ⅱ.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근거            
	1. 법인의 공공적 성격                  
	2. 법인의 단체성                     

	Ⅲ.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심사             
	1.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       
	2. 심사기준의 완화                   
	3. 형량의 대상                     

	Ⅳ. 소결                         


	제5장 우리 헌법상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대한 검토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제1절 서설                       
	제2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Ⅰ.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Ⅱ.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판단의 기준           
	1. “기본권의 성질” 기준의 문제점            
	2. 법인의 설립목적                   
	3. 검토                         

	Ⅲ.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소송법적 의미           
	1. 청구인능력과 청구인적격의 구별             
	2. 청구인적격으로서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3. 구성원의 기본권침해를 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문제되는 기본권        
	Ⅰ. 양심의 자유                     
	Ⅱ.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1. 인격권                       
	2. 행복추구권                      

	Ⅲ. 언론·출판의 자유                   
	1.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2.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                 

	Ⅳ. 결사의 자유                     
	Ⅴ. 대학의 자율                     

	제4절 법인의 기본권 제한                 
	Ⅰ.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에 관한 고려 필요성      
	Ⅱ.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 검토     
	1. 법인의 단체성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시도     
	2. 법인의 공공적 성격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시도  

	Ⅲ. 소결                        


	제6장 결론                       


<startpage>14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6
제2장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기초적 논의            10
 제1절 법인의 개념과 종류                  10
  Ⅰ. 법인의 개념                       10
   1. 단체성(corporatenes)               1
   2. 분리성(separatenes)                 14
  Ⅱ. 법인의 종류                       15
   1. 공법인과 사법인                     16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18
   3. 비법인사단과의 구별                   19
 제2절 법인에 대한 규율의 역사 및 사상적 배경         20
  Ⅰ. 유럽에서 법인에 대한 규율의 역사             20
   1. 로마법                         21
   2. 중세                          22
   3. 근대국가의 형성기                    22
  Ⅱ. 미국에서 법인에 대한 규율의 역사              24
   1. 주(州) 의회의 특허에 의한 법인 설립            24
   2. 연방의회의 법인 설립 권한에 관한 논쟁           25
   3. 법인설립 자유화 운동                   27
  Ⅲ.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의 사상적 배경            27
   1. 홉스(Thomas Hobes)                 28
   2. 루소(Jean Jacques Rouseau)               31
   3. 로크(John Locke)                    32
   4. 매디슨(James Madison)                  33
   5. 토크빌(Alexis de Tocquevile)과 다원주의          36
   6. 평가                          37
 제3절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                39
  Ⅰ. 미국에서 법인본질론의 전개               39
   1. 미국의 법인본질론의 특색                39
   2. 법인본질론의 내용                   ·41
  Ⅱ. 법인본질론에 입각한 기본권주체성 논의의 문제점       48
   1. 법인본질론의 내재적 한계                48
  2. 기본권주체성과의 관련성 부족               52
   3. 법인과 개인의 동일시 경향               54
  Ⅲ. 법인본질론의 함의                    55
제3장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 개관        58
 제1절 서설                        58
  1. 연방대법원 판례의 분류 기준                58
  2.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조항에서의 법인           59
 제2절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조항과 법인           61
  Ⅰ. 이주간쟁송 조항과 법인                  61
   1. 이주간쟁송 조항의 의미                  61
   2. 이주간쟁송 조항의 “citizen”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62
  Ⅱ. 특권·면책권 조항과 법인                  65
   1. 특권·면책권 조항의 의미                 65
   2. 특권·면책권 조항의 “citizen”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66
  Ⅲ. 검토                         67
 제3절 경제적 기본권                    69
  Ⅰ. 계약보호조항과 법인                 69
   1. 계약보호조항                      69
   2. 계약보호조항을 통한 법인의 보호              71
  Ⅱ. 평등보호조항에 의한 재산권 보호              72
   1. 수정헌법 제14조의 “person”과 법인             72
   2. 평등보호조항에 대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74
  Ⅲ.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재산권 또는 경제적 자유의 보호     79
   1. “재산(property)”                    79
   2. “자유(liberty)”                      80
  Ⅳ. 소결                          82
 제4절 절차적 기본권                   83
  Ⅰ.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수정헌법 제4조)            83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83
   2. 법인에 대한 심사기준의 완화               85
  Ⅱ. 자기부죄거부                      86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                 86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의 근거              87
   3. 법인 대표자의 자기부죄거부 문제              89
  Ⅲ. 이중위험금지(수정헌법 제5조)               90
  Ⅳ.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수정헌법 제6조, 제7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수정헌법 제6조)                    92
 제5절 표현의 자유                      92
  Ⅰ. 서설                          92
  Ⅱ. 언론의 자유                       94
  Ⅲ. 정치적 표현의 자유                    96
   1. 법인의 정치적 표현에 관한 논의의 특수성          96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99
   3.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109
  Ⅳ. 상업적 표현의 자유                   19
  Ⅴ. 결사의 자유                      121
   1. 결사의 자유의 성격                   121
   2. 법인의 결사의 자유                   122
  Ⅵ.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유)                126
   1.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유)의 성격             126
   2. 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유)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27
 제6절 종교의 자유                    129
  Ⅰ. 종교법인의 종교의 자유                  129
   1. 종교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129
   2. 종교법인의 종교적 자유의 인정 범위            129
  Ⅱ. 비종교법인(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            132
   1. 연방법률에 의한 종교의 자유 보호             132
   2. 영리법인의 종교의 자유 인정 근거             134
 제7절 연방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138
  Ⅰ. 법인의 기본권 인정 범위의 확대 경향            138
  Ⅱ. 법인의 기본권 인정 근거의 일관성 결여          139
  Ⅲ. 법인의 기본권 특성에 대한 고찰의 부족           140
  Ⅳ. 소송법적 논의 부족                  141
  Ⅴ. 소결                        143
제4장 법인의 기본권 및 그 제한              144
 제1절 법인의 기본권 논의의 특성             144
  Ⅰ. 도구적 개념으로서의 “법인의 기본권”            144
  Ⅱ.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법인의 기본권”의 양면적 성격      146
  Ⅲ. 기본권의 성질에 근거한 논의의 한계            149
 제2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52
  Ⅰ. 서설                          152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152
   2. 단체성 및 분리성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54
  Ⅱ. 법인의 단체성과 기본권주체성              155
   1.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들 사이의 기본권적 동질성       155
   2. 기본권적 동질성의 인정 기준 - 법인의 설립목적        158
  Ⅲ. 법인의 분리성과 기본권주체성              161
   1. 법적 주체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161
   2. 대표(representative)와 위임                162
   3. 법인과 개인 사이의 기본권의 불일치           164
  Ⅳ. 구체적 검토                      165
   1. 재산권                        166
   2. 절차적 기본권                      167
   3. 표현의 자유                      169
   4. 언론의 자유                      182
   5. 종교의 자유                      185
  Ⅴ. 소결                          188
 제3절 법인의 기본권 제한                  189
  Ⅰ.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의미와 위헌심사의 쟁점       189
   1.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의미               189
   2. 위헌심사의 쟁점                    192
  Ⅱ.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근거             192
   1. 법인의 공공적 성격                   193
   2. 법인의 단체성                      196
  Ⅲ.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심사              204
   1.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        204
   2. 심사기준의 완화                    205
   3. 형량의 대상                      208
  Ⅳ. 소결                          209
제5장 우리 헌법상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대한 검토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211
 제1절 서설                        211
 제2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212
  Ⅰ.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212
  Ⅱ.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판단의 기준            214
   1. “기본권의 성질” 기준의 문제점             214
   2. 법인의 설립목적                    216
   3. 검토                          217
  Ⅲ.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의 소송법적 의미            219
   1. 청구인능력과 청구인적격의 구별              219
   2. 청구인적격으로서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200
   3. 구성원의 기본권침해를 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22
 제3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이 문제되는 기본권         223
  Ⅰ. 양심의 자유                      224
  Ⅱ.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226
   1. 인격권                        226
   2. 행복추구권                       228
  Ⅲ. 언론·출판의 자유                    230
   1. 법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230
   2.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                  231
  Ⅳ. 결사의 자유                      232
  Ⅴ. 대학의 자율                      234
 제4절 법인의 기본권 제한                  236
  Ⅰ.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에 관한 고려 필요성       236
  Ⅱ. 법인의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 검토      237
   1. 법인의 단체성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시도      238
   2. 법인의 공공적 성격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시도   241
  Ⅲ. 소결                         242
제6장 결론                        244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