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인가주의와 

준칙주의에 관한 시론*

1)

高 相 賢
**

요 약

  민법 제32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인설립의 허가의 법적성격을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로서 파악하고, 따라서 설립자는 주무관청의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설립에서 허가주의의 원칙을 표명

하고 있는 민법 제32조는 설립자의 단체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오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2004년도 국회에 제출된 민법개정안에서는 설립

행위가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은 이를 인가해야 하는 인가주의로의 

전환이 제안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진행된 민법개정작업에서도 인가주의의 

입장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한편 허가주의의 대안으로서 준칙주의체계에 의한 

법인설립의 방향도 제시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 민법이 취하는 비

영리 법인설립에서 허가주의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현행법상 허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서 인가주의와 준칙주의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인가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현행민법 제32조의 법인설립허가요건을 삭제하여, 설립행위와 설립등

기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법인설립주의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본 

고에서는 또한 독일민법의 사례를 인용하였다. 위 입법례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준칙주의시스템을 취하고, 영리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은 인가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어 우리 법인법의 개정논의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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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수여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

직체이다. 법인에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단체와 독립적 재산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재단, 그리고 공법상의 영조물 재단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법인은 단체의 구

성원이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한 유형강제(Typenzwang)가 

이루어지는데, 즉 설립자가 임의로 법인의 유형을 창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법인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다.1) 우리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

고 있다. 그리고 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설립행위 이외에 국가의 

협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사람의 조직체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

고, 공적 장부에 등기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준칙주의 체계(System der 

Normativbestimmungen)와 법인의 설립에서 공적인 권리수여에 의해서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된다는 콘쩨시오시스템(Konzessionssystem)이 있다. 

  우리 민법은 설립자의 설립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그리고 법원에 설립등기를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민법상 비영리법

인의 설립은 콘쩨시오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법원에의 등기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설립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청의 설립허가의 법적성질이 

강학상 ‘허가’로 볼 것인지 혹은 ‘인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허’를 의미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는데,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만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으로 

이해하고 있다.2) 그런데, 비영리 법인설립의 허가를 관청의 자유재량행위로서 

파악한다면, 주무관청의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이를 재판에 의해 다툴 수 없으므로, 

법인설립의 자유는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제32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제21조 제1항)나, 평등의 원칙(제11조)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

된다.3) 이러한 허가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004년에 국회에 제출된 

1)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GB, § 9, Rn. 4.
2)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3) 법인설립의 허가제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단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는 윤진수, “사법상의 단체와 헌법”, 비교사법, 제15권 4호(2008), 1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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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에서는 법인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결정을 기속행위로 정하고자 하

는 인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였다.4)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진행 중인 민법 개

정작업에서도 인가주의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는 듯 보

인다.5) 한편 법인설립의 허가주의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은 인가주의로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준칙주의적 접근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검토가 전

개되지 않았으며 이를 지지하는 학계의 의견도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우

리 민법상 법인설립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적 대안은 무엇일까라는 

논의를 주제로 삼고 있다. 그리고 방법상으로는 법인의 설립방식을 다양하게 규

정하고 있는 독일민법을 참조․비교하여 논의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II. 우리 민법상 법인설립에서 허가주의

1. 현행 민법의 입법과정

  우리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동 규정의 입법과정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하도록 한다. 우리 민법 초안 제31조는 현행 민법 제32조와 동일

하다. 민법안심의록에는 동 초안이 의용민법 제34조와 같은 취지임을 밝히고 있다.6) 

심의경과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공익법인설립에 있어서는 허가주의와 준칙주의, 

자유방임주의 등이 있는바 공익사업을 표방하면서 실은 악질행위를 감행하는 

실례가 허다한 한국의 현실로 보아서는 허가주의를 채택한 초안의 태도가 타당

하다”고 한다. 한편 동 규정이 의용민법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의용민법이 

제34조가 ‘공익’에 한하고 있지만,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 스위스민법, 중화민국

민법, 특히 만주민법의 입법례를 좆아 ‘비영리’와 ‘영리’로 양분하여 규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의 여부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환담, “민사법인설립

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5권 1호(1998), 94면. 
4) 민법중개정법률안,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1172면.
5) 김대정, “법인에 관한 민법의 개정방향”, 한국민사법학회 2009년 하계학술 회 자료집, 

70면 이하.
6)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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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민사법연구회는 이러한 구별이 법인법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의 

하나라고 하며, 이에 찬동한다.8) 또한 민법초안이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스위스민법과 같은 자유설립주의 내지 독일민법과 같이 비영리사단 설립

에서 준칙주의를 취하게 되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생길 여지가 더욱 적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후진성을 띈 불안정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 하에서는 급작스럽게 

자유설립주의를 취할 수 없는 것인즉, 입법의 이상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도 현실을 고려하여 안이 규정하는 그 정도의 것이 가장 적절”

하다고 평가하고 있다.9) 이처럼 우리 민법이 허가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당시 사

인의 자유로운 단체형성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의용민

법의 입법취지와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10)

2. 비영리법인설립의 허가주의의 문제점

  (1) 비영리 법인설립에서 허가의 의미

1) 판례의 입장

  그러면 현행 민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허가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 논의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우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

된데 대하여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

고 있는 제도 아래서 그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

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다툴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허가처

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11) 하여 법인설립에 관한 민법 제32조

 7) 민법초안 제31조는 만주민법 제31조와 동일하다고 한다.; 민법안심의록에는 “공익도 

영리도 아닌 중간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소위 권리능력 없는 단체(사단)로 

되어 이는 하나의 중대한 흠결이 되어 있었다.”, 상게서, 28면.

 8) 민사법연구회 안이준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현행법(즉, 의용민법)의 태도는 “이른바 

중간적인 사단(단체) 또는 재단에 대하여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지 아니

하는 이상, 민법상 법인격을 취득시킬 방도가 두절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목

적 사업이 공익도 영리도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지닌 고유의 사회적 작용 내지 기능

을 법률상 충분히 발휘시키지 못하게 되고, 이른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주로 그 

때문에 발생하며 …” 따라서 중간적인 법인에 대하여도 법인격을 취득시켜 그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 위 안의 입법태도는 정당하다고 한다. 민사법연구회 편, 민

법안의견서, 일조각, 1957, 35면 이하.

 9) 민사법연구회편, 상게서, 36면 이하.
10)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일본 민법의 기초자와 흡사한 성악설적 법인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김진우,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 허가주의에 관한 연혁적 고찰”, 인권과 

정의(2008. 7),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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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관변경에 관한 동법 제42조 제2항의 ‘허가’의 의미를 주무관청의 자유재량

행위로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그 후, 전원합의체판결로서 변경

되는데,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

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고12) 하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서 ‘허가’를 강학상 ‘인가’로서 파악

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관청의 정관변경허가행위를 기속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그 후의 대법원 판결은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

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

인설립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

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주무관청의 재량행위로 파악하고 있

다.13) 이와 같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이고, 설립된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청의 허가가 기속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인가로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법원 2001.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에서는 재단법인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는 

매우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2) 학설의 태도

  민법학계의 통설적 견해는 민법 제32조의 허가를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악하고 있다.14) 그리고 민법의 ‘법인설립에서 입법주의’의 구분에 따른

11)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248 판결, 여기서 재단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내용은 본 

사건의 쟁점과는 관계없는 방론에 해당한다.;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에 관한 같은 취

지의 판결은,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509 판결.
12)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판결.
1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14)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936면;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09, 221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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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즉 자유설립주의, 준칙주의, 인가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 중에서 

비영리 법인설립에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요한다는 ‘허가주의’에 

입장에 있다는 것이 민법학계의 지배적 견해이다.15) 그런데 ‘허가주의’에서 말하는 

‘허가’가, 그리고 민법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주무관청의 행정행위로서 ‘허가’의 

법적성질이 행정법학의 논의에서 말하는 ‘허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사실 법령상으로는 허가⋅인가⋅특허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당해 행위가 학문상의 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16)

  우선, 강학상 허가란, 법규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

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17) 

근래의 다수설적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허가는 본래 명령적 행위에 속하지만, 

형성적 행위의 일면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된다.18)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사인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이므로, 허가요건에 해당하면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19) 그러나 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20) 이러한 허가와 달리 형성적 행위의 일종인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정행위

이다. 일정한 법률행위는 공익적 관점에서 법령상 그 효력발생에 행정청의 동의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21)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사업양도의 인가, 

공공조합설립의 인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인가로 보는 견해가 행정법 학계의 다수설로 보인다.22) 이러한 인가는 

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9, 260면;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197면.
15) 김상용, 상게서, 216면; 이은영, 상게서, 260면.
16)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005, 271면;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8, 319면.
17) 김동희, 상게서, 271면; 김남진⋅김연태, 행정법(I), 법문사, 2008, 214면.
18) 근래의 다수설의 견해라고 한다. 홍정선, 전게서, 324면; 김남진⋅김연태, 상게서, 216면; 

김동희, 상게서, 272면.
19) 김남진⋅김연태, 상게서, 217면; 홍정선, 상게서, 325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기속행위로 

본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의 경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216 판결.
20) 김철용, 행정법(I), 박영사, 2009, 198면; 예외적 허가(Ausnahmebewilligung)는 재량행위적 

성질이 있다고 한다. 홍정선, 상게서, 320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21) 김동희, 전게서, 279면.
22) 김동희, 상게서, 279면; 김철용, 전게서, 205면; 인가대상인 법률행위로서 사법상 행위의 

예로서, 비영리법인설립인가를 들고 있다. 홍정선, 전게서, 333면; 선정원, “인가론의 

재검토”, 행정법연구, 제10호(2003.10), 54면; 민법학계에서 견해는 제철웅, “재단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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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서, 인가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허가와는 

달리 행정강제 또는 행정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23) 그리고 

관청의 인가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근거법령의 법문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24) 반면 특허란 특정한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권리, 능력 기타 법

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특허는 언제나 신청(출원)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특허는 국민에게 새로이 권리 등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익적 관점

에서 특허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가 인정될 소지가 크다. 그러므로 

특허는 재량행위의 성격이 강하나,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25)

  이상의 행정법학계의 논의를 볼 때, 민법 제32조의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을 강학상 ‘허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법인설립에서 허가를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고 볼 수는 없고, 허가는 설정적 행위라는 성질도 갖지만, 본래 명령

적 행위이며, 또한 ‘기속행위’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근래에 제기된 

유력한 견해는 민법 제31조의 허가를 행정법상 특허로 보고 있었다.26) 우리 민법 

내지 그 모범이 되었던 과거의 일본 민법 제34조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법인의 설립을 부정적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이를 자유로이 설립할 수 없고, 다만 

국가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한 법인의 설립은 일종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법인설립의 허가를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으로 보는 것은 허가가 당사자의 

법인설립행위를 보충하는 인가가 아니라, 특허로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특허가 권리 등의 형성적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재량적 행위의 

성질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연혁적 측면 내지 입법의사에 합당하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법적성질의 관점에서 볼 때, 특허는 특정 상대방을 

위해 권리 등을 설정하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행위인데 반하여, 인가는 사인(제3자)

의 행위를 전제로 사인이 의욕하는 법적 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민법 제32조의 허가는 사권형성적 행정행위인 인가로서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인가가 재량행위인지의 여부는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대

관한 비판적 고찰”, 민사법학 제31호(2006.3), 52면 주 11).
23) 김동희, 상게서, 279, 280면; 김철용, 상게서, 207면.
24) 홍정선, 전게서, 333면; 선정원, 전게논문, 54면에서는 법인설립에서 인가는 재량행위이고 

법률에 규정된 인가의 거부사유는 법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예시적인 것일 뿐 기속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25) 김동희, 전게서, 277면; 김철용, 전게서, 204면.
26) 윤진수, 전게논문(주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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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결국, 민법상 법인규정에서 ‘허가’는 그 법적성질이 인가이지만, 

정관변경의 경우는 기속적 재량행위이고,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자유재량행위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청의 행위가 어느 경우에 기속적이고, 

어느 경우에 재량적인지 그 구분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2) 법인설립에서 허가주의의 문제점

  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설립에서 요구되는 관청의 행위를 강학상 인가로 보든, 

특허로 이해하든 법인설립의 여부를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해 판단하는 허가

주의에 대하여 이제까지 학계의 반응은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우선, 이러한 행정적 

규제주의는 구시대적 유물로서 단체형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27)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며28), 

각국의 입법 추세에도 뒤떨어진 것이다.29) 또한 단체에 대한 국가의 태도⋅정책에 

좌우될 위험성이 있다. 이외에도 허가주의를 취하면 권리능력(법인격)없는 단체를 

보다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며,30) 오히려 가능한 한 단체를 법인화하여, 

단체의 조직을 공시하고, 이로써 법적 거래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의 선택이라고 한다.31) 이처럼 현행 민법의 취하고 있는 법인설립에

27)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90, 175면; 김상용, 전게서, 217면; 이은영, 전게서, 261면

에서는, 이러한 극도의 규제주의는 국가가 단체의 설립을 억제하려 했던 근대초기의 

유산으로서 현대의 민주주의 사상과는 조화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의 단체결

성활동에 대한 규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더 나아가 허가주의는 시민계급의 

성숙을 불신하였던 Savigny의 보수적 재단이론 및 법인관과 관계있다는 논증은, 김진우, 

전게논문, 94면 이하.
28)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 박영사, 1995, 171면 이하; 강태성, “법인에 관한 민법개정

방향”, 법조(2001, 7), 182면; 헌법 제21조 제1,2항 및 제10조에 위반된다. 김교창, “민

법 총칙 중 법인에 관한 개정의견”, 법조(2002, 5), 155면; 반면, 윤진수, 전게논문, 12면 

이하에서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관할청의 허가는 헌법 제21조 1항에서 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 것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단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소지가 많다. 또한, 

같은 논문, 16면에서도, 특히 법인설립에 대한 허가를 특허로 보아 허가 여부를 주무

관청의 재량에 의한다는 것은 헌법이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조화되지 않고, 

위헌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있다고 한다.
29) 김증한, 민법총칙, 박영사, 1983, 126면.
30) 고상룡, 전게서, 175면; 김상용, 전게서, 217면.
31) 김증한⋅김학동, 전게서, 17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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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허가주의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설립

을 자유화하는 방향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III.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우리 민법의 개정 논의

1. 민법 개정 논의

  민법상 비영리 법인설립에 관한 변화의 요구는 민법 제32조의 개정논의로 이어

지게 되었다. 우선 1999년 2월 5일 법무부에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구성되

었고, 3년여 간의 세심한 연구와 토의를 검토를 거쳐 법무부는 2001년 11월 16일 

개정시안이 발표되었다. 동 위원회는 법인 설립의 원칙에 대해서 인가주의로 전환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민법 개정시안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인가’)

에서는32) “學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 그밖의 營利 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認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동 조에

서는 현행민법 제32조의 ‘기타’라는 표현을 ‘그밖의’로 바꾸고, ‘허가’를 ‘인가’로 

변경하였다. 2001년 12월 13일과 14일에 개최된 민법(재산편) 개정 공청회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허가주의는 법인설립을 극도로 제한하였던 시대의 유물

로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

으며, 그리하여 그 대안으로서 인가주의 또는 준칙주의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법인설립 및 운영을 최대한 자유화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기만 하면 

법인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준칙주의를 택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주무부서의 감독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가주의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인가주의를 채택하더라도 법인 설립의 불인가에 대하여 사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현행법보다는 넓어지게 된다. 준칙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이고, 준칙주의를 채택하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

하여 인가주의를 채택하기로 하였다고 제안(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33) 위 공청회

32)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민법개정시안(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2001. 11. 24. 

2면. 
33) 백태승 개정위원 발표,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공청회 자료집, 2001, 15면; 또한 위 

개정안의 기초자인 윤진수, “민법 중 법인, 물건 및 소멸시효, 취득시효에 관한 개정예

비안”, 민법논고 I, 박영사, 2007, 150면;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민법개정위원회에 제

출한 개정의견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따른 법인의 난립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허가주의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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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인가주의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다.34) 그러나 위의 민법개정안에 관한 

의견서에서는 현행의 허가주의의 존속을 지지하고 있는데, 인가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법인의 난립 등 부작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35) 인가와 허가도 행정기관의 

요건심사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인가로 개정할 경우, 인가신청자의 강한 인가요구

로 행정기관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이라고 한다.36)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준칙주의

에 의하도록 하고, 특별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에 한하여 인가

를 받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37) 그 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제

1소위원회)는 조문 가안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거쳐38) 개정시안과 동일한 내용

의 민법개정안을 확정하였다. 2004년 10월 정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회부되었으나, 국회의 회기만료로 위의 민법개정안은 폐기되고 만다. 

2. 개정안에 대한 평가

  이상의 2004년 개정 법률안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현행법의 기본 

골격을 존중하면서, 허가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서 관청의 

행위를 기속행위로서 구성하는 인가주의로의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법인설립의 자유를 

보다 확대시킨 진전된 의견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법인설립에서 요구되는 행정행

위를 재량행위로 파악하는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32조의 주무관

청의 ‘허가’를 ‘인가’라는 자구상의 변경으로서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전환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다.39)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현재의 판례가 법인 

설립의 허가를 인가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법인 설립의 입법주의에 

관한 종래 민법학상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법인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관여를 

자유재량행위인 특허에서 기속행위인 인가로 변경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는 충분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개정안이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관한 제38조의 개정 

내용을 볼 때도 이를 인가로 보게 된다는 반박도 제기되었다.40) 행정법학계에서

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4) 강용현 변호사, 전게 공청회자료집, 37면; 강일원 부장판사, 동 자료집, 46면; 이상욱 

교수, 동 자료집, 55면; 안법영 교수, 동 자료집, 60면; 김남근 변호사, 동 자료집, 75면, 

77면에서는 법인설립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5) 박경량 교수의견, 황적인 외 29인 공저, 민법개정안의견서, 삼지원, 2002, 14면.
36) 황적인 교수의견, 황적인 외 29인 공저, 상게서, 14면 이하.
37) 김교창, 전게논문, 155면.
38) 법무부, 민법(재산편)자료집, 45면 이하.
39) 제철웅, 전게논문, 66면.
40) 윤진수, 전게논문, 16면 이하, 부관은 인가가 기속행위일 때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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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무관청의 인가가 기속적 행위일 수도 있고, 재량적일 수도 있는데, 이는 법

규정의 내용과 태도 등의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정해질 수 있다. 위 개정안의 

개정취지와 입법태도로 볼 때, 인가를 관청의 기속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의 인가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후의 개정논의

  지난 2009년 2월에 출범한 법무부의 민법개정위원회 제3분과에서는 법인설립

요건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하는데 합의를 이루었고, 인가요건의 구체화 

및 적정화 방안과 법인의 존속이나 폐지에 관한 엄격한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리고 준칙주의의 대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의

견이 다수였다고 한다.41)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도 인가주의로의 대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준칙주의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장하는 문헌은 아직 발견하기 어렵다. 현행법의 허가주의의 

극복을 위한 준칙주의의 대안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고, 아직 이를 수용

할만한 충분한 사회적 인식 및 토대가 형성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준칙주의와 인가

주의의 차이를 구분하고 그 장단을 검토하는 시도는 우리 민법 개정을 위한 학계의 

논의를 보다 균형 있고,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논의의 실익이 남아 있다.

IV. 인가주의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

1. 법인설립에서 인가주의의 의의

  우선 비영리법인설립에서 인가주의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인가주의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무장관 기타의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주의라고 한다.42) 인가주의에 

있어서는 허가주의와 달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인가권자는 

반드시 이를 인가해 주어야 한다. 즉 민법학계에서 말하는 법인설립에서 인가주의는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고, 재량행위일 때만 허용된다.
41) 김대정, 전게논문, 71면.
42) 곽윤직, 전게서,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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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 기속행위적 인가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주무관청의 행정행위가 기속적

이라 하여도 여전히 인가요건에 대한 관청의 사전적 실질 심사는 진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청의 인가권이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 법인설립의 인가요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일민법은 재단법인의 설립승인(인가)요건을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우리 민법상 재단법인 내지 사단법인의 

인가요건의 구성을 논의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그 내용이 주목된다. 

이하에서는 우선 재단법인설립에 대한 독일민법의 인가주의의 입법배경과 인가

요건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후, 우리 법인법의 개정론으로서 인가주의에 따른 

법인설립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독일민법에서 재단법인설립의 인가주의

  (1) 독일재단법 개정 이전의 인가주의

  개정 이전의 민법 제80조 제1항은 “권리능력 있는 재단법인의 성립을 위해서 

설립행위 이외에 재단이 주소를 갖는 지역에 있는 주의 인가를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독일민법의 기초자는 설립자의 설립행위 이외에 관청 등의 

행정작용을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요건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분명한 판단을 

유보하고 이를 주법에 위임하였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이미 주

법에 다양하고 상세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공법상의 규정과 직접적이고, 

다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43) 이러한 민법 기초자의 입장은 민법 

제1초안에서도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동초안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재단

법인의 설립이 제58조 제1문과 제59조에 표현된 요건들로서 별도의 요건에 의존

하는, 그리고 관청의 행위를 통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재단법인의 해산에 연관되어 

있는, 주법의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민법제정을 위한 제2차 

위원회에서는 관청의 인가를 연방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인지가 심의되었고, 

의사록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요건은 “독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률들에 

일치하며, 그리고 이의 연방법적 승인은 각각의 법 지방에서 이에 관한 대립을 

제거한다는 이점을 제공한다. … 재단목적이 항구적이고, 독자적인 목적재산의 

창설을 정당화되기에 적절한 것인가라는 방향에서, 합목적적인 이유에 따른 관청

의 심사가 불필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심사에서는 공공이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능력으로부터 곧바로, 그의 재산이 그의 

43) Schubert, Allgemeiner Teil I, S.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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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넘어 모든 시대에 임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국가의 협력을 재단의 필수적인 성립요건으로서 인정하

였다.44) 그리고 독일제국의회에서는 재단법인설립에 대한 콘쩨시온시스템의 원칙의 

채택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합의가 이루어졌다.45) 

  재단법인설립행위와 인가는 두개의 독립적인 재단법인설립요건이라고 한다. 

관청의 인가는 재단의 조직에 권리능력을 부여하게 된다. 인가는 즉 설립행위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 자체에 관련된 것이다. 인가의 거부는 원칙적으로 

설립행위의 법률행위적 효력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설립자가 인가거절

사유를 제거하고, 새롭게 인가를 신청할 때, 설립행위의 반복이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46) 독일민법의 입법자는 인가를 관청의 자유재량으로 파악하였으나, 이러한 

입장은 법치국가적 자의금지를 근거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인가는 전통적 

관점에서 그리고 일부의 주재단법이 규정하듯이, 관청의 ‘기속재량’에 속한다고 

한다.47) 그러나 설립자의 기본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콘째씨오시스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로부터 ‘인가청구권’(Anspruch auf Genehmigung)이 

주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확산되었다.48) 왜냐하면 행정관청의 재량은 기본권의 행

사의 영역에서 재량의 여지가 없고, 인가절차가 기본권적 권한의 행사에 우선한

다면, 어떠한 요건 아래서 인가를 내릴지 또는 거부할지에 대한 입법자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

한다면, 설립자의 구속력 있는 인가청구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라고 

한다.49) 

44) Prot. bei Mugdan I, S. 659 f.
45) 한편 제국의회심의 제1회독에서 사단과 재단을 동등하게 다루자는 이유로 준칙 요건의 

체계를 도입하자는 중앙당(Zentrumspratei)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 77조 제1문은 다음

과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권리능력 있는 재단의 성립을 위해서 설립행위 이외에 재

단이 주소를 둔 행정구역의 구법원에서 단체등기부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즉, 재단법

인도 등기사단과 같이, 주어진 조건의 이행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한 등기가 이루어

짐으로써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입법과정에서 도입되었던, 

콘쩨시온시스템을 정당화하는 사고는 또한 오늘날에는 단지 이제까지 전해오는 두려움

의 발로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많은 의원들은 이러한 결의의 시행에 반대

하였다. Jacobs/Schubert, S. 412.; Kommissionsbericht, bei Mugdan I, S. 961.
46) MünchKomm/Reuter(4 Aufl.), § 80 Rn. 1.
47) MünchKomm/Reuter(4 Aufl.), § 80 Rn. 19; Staudinger/Rawert, § 80 Rn. 20. 
48) Staudinger/Rawert, Vorbem zu §§ 80 ff. Rn. 40 ff. 소유권과 상속권의 보장에 관한 기

본법 제14조 제1항과 단체설립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항으로부터 재단설립

자의 기본권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다.; Seifart/Hoff, § 4 Rn. 6 ff.; MünchKomm/ 

Reuter(4 Aufl.), § 80 R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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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일재단법인법의 개정과 재단법인의 설립승인요건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재단법인법의 개혁을 위한 논의가 시

작되었다.50) 결국 2002년 독일재단법인법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을 통하여 재단

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재단법인설립요건을 중심

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51) 우선,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요구되는 

관청의 행위인 ‘인가’를 ‘승인’(Anerkennung)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행정행위를 

통하여 재단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인가라는 표현은 본래 행정행위가 기속되지 

않고 고권적 행정작용으로 간주되던 시대로부터 유래되었다. 그러나 승인이라는 용어

의 사용은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게 긍정적인 신호효과(positive Signalwirkung)

를 유인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52)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 커다란 변경이 이루

어진 것은 아니었다. 독일민법 제80조에 의하면 권리능력 있는 재단법인의 설립

에는 이전과 같이 재단설립행위와 관할관청의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두 개의 행

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53) 둘째로, 독일민법 제80조 제2항은 재단법인의 승인을 

위한 법적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입법하였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구법의 상황

에서는 인가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소 논란이 있었다. 지배적 견해는 헌

법상의 근거로 이에 찬동하였으나,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으며, 또한 주법의 

실무나 판례 역시 일관되게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법적

49) Staudinger/Rawert, Vorbem zu §§ 80 ff. Rn. 48 f.
50)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제44회 독일법학자대회(Deutschen Juristentag)에서 발러스테트

(Ballerstedt, Kurt)와 잘츠베델(Salzwedel, Jürgen)는 ‘재단법은 연방법적으로 단일화하고, 

개정되어야만 하는가? 이 경우, 어떤 원칙을 가지고?’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

다. 여기서 그들은 현행 재단법은 주법에 따라 분열되고, 모순이 많으며, 낡은 것이라

고 비판하였다. 재단설립의 인가주의와 관련하여 우선, 현행법의 바탕이 되는 콘쩨씨온

시스템은 주법에서 나타나듯이, 법률의 규정이 존속하는 한, 인가관청에 재량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Ballerstedt/Salzwedel, S. 41 ff.
51) 독일재단법 개정논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김진우, “독일의 민사재단법 개혁론”, 비교

사법, 제9권 1호(2002.4), 149면 이하.
52) 인가의 개념적 변동을 통한 변모된 이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연구위원회는 승인

(Anerkennung)과 권리능력의 수여(Verleihung der Rechtsfähigkeit)라는 표현을 심사하였

다. 인가개념의 유지를 위해서 이는 행정절차의 고전적 개념이며, 또한 다른 법 영역

에서 이의 없이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용도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인용되었다. 이외에도 

개념의 변화는 다른 법률과 법규에서 개관할 수 없는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권

리능력의 수여라는 개념은 역시 고권적 인상을 주는 것으로 찬동할 수 없다. Bericht 

der Bund-Länder-Arbeitsgruppe, S. 27.
53) Burgard, NZG 2002, 697. 698, 이러한 용어의 변경을 단지 치장적 성질(kosmetischer Natur)

의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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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의 관점에서 재단법인 설립자를 위한 주관적 공적 권리의 보장을 명백히 

하였다. 이는 설립자의 자유(Stifterfreiheit) 내지 재단법인설립의 권리를 법적으로나 

실제에서나 강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실체법적 

요건들을 연방법적 차원에서 확정적이고, 통일되게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설립행위는 제8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문은 

서면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제2문은 설립행위의 내용으로서 설립자에 의해 정해진 

목적의 이행을 위한 재산을 출연한다는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단의 명칭, 주소, 목적, 재산과 이사회의 

구성을 정한 정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재단법인의 승인을 위한 두 번째 요건으

로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재단목적의 이행이 확실해 보일’것을 요구한다.54) 여기서 

‘처럼 보이는’(erscheint)이라는 표현은 재단법인의 승인시점에 재단법인의 항구적인 

장래를 종국적으로 확정지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며, 승인절차에서 관청의 

예측결정(Prognoseentscheidung)이 가능하다고 한다.55) 재단의 권리능력의 취득을 

위한 마지막 요건은 ‘재단목적이 공익을 위해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56) 동시

에 공익에 부합하는 모든 목적의 재단법인(gemeinwohlkonforme Allzweckstiftung)

을 허용한다는 종래의 상황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57) 재단법인법의 

개정 이전의 다수설은 ‘공공복리의 위태’는 법률의 위반을 전제로 하였다.58) 언제 

공공복리의 위태가 있는지는 연방행정법원의 입장에 따른다면, 권리능력의 취득과 

재단목적의 수행이 권리능력 있는 재단에 의해서 헌법적 보호가치를 침해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을 때라고 한다.59) 이러한 개연성의 기준은 이미 재단법인의 설립단계

54) 본래 정부안에서는 단지 설립목적의 지속적인(nachhaltig) 이행만을 요건으로 정하였다. 

항구적(dauernd)이라는 표식은 연방의회의 권고에 따라 삽입된 것이다. 재단은 단지 일

시적으로 이룰 수 있는 목적의 실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BT-Drs. 14/8765, S. 

13; 그러나 이는 특별히 강화된 의미에서 별도의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재단의 전

형적인 동인을 표현한 것이다. BT-Drs. 14/8765, S. 13. 
55) BT-Drs. 14/8765, S. 9.
56) 법사위원회는 정부안의 “재단이 공공복리를 위태하지 않는”을 “재단목적이 공공복리를 

위태하지 않는”으로 변경하였다. 왜냐하면 재단의 인가에서는 단지 재단의 목적과 목

적의 실현에 필요한 행위를 심사할 뿐이기 때문이다. 재단이 공공복리를 위해하는 경

우에는 독일민법 제87조에 의해서 재단의 해산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BT-Drs. 14/8765, S. 9.
57) BT-Drs. 14/8765, S. 9;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예컨대 가족재단(Familienstiftung)이나 

기업재단(unternehmensverbundene Stiftung)이 거론될 수 있다.
58) Staudinger/Rawert, § 80, Rn. 15; MünchKomm/Reuter(4 Aufl.), § 87, Rn. 5.
59) Bundesverwaltungsgericht, Urteil vom 12. Februar 1998, in BVerwGE 106, 177 bis 186 

[„Republikaner-Stiftung“]; BT-Drs. 14/8765, S. 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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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립목적이 위법성의 한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능력 있는 재단

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60)

  (3) 재단법 개정에 대한 독일학계의 평가

  재단법인법의 현대화법과 함께 수십 년간의 재단법 개정의 노력은 드디어 결

실을 맺게 되었다. 위 개정의 쟁점들은 연방의 단일하고, 확정적인 재단법인설립

요건의 정립과 재단법인의 승인청구권의 명시적 인정,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목적의 

중립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재단법인법 개정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주로 비판적이다.61) 재단법인의 승인은 이전의 인가와 마찬가지로 사권적 

행위를 형성하는 재단관청의 행정행위이고, 형식적 승인절차는 여전히 주법에 보류

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기존의 콘쩨시오시스템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며, 공시기능을 갖는 재단등기부의 도입이 결국 유보된 것이다.62) 

그러므로 내용상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3. 우리 민법에서 인가주의적 전환의 검토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의 대안으로서 인가주의에 관하여 독일재단법

인법의 개정 논의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의 경우에도 비

영리법인설립에 요구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승인 또는 인가로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승인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다소 의문의 여지가 남는데, 우선 이를 법률용

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용어의 선택이 설립자에게 법인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다 줄 것인지 또한 의문이며, 나아가 법인의 권리능력 있는 것으로 

60) 공익침해의 개념은 불확정적인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비판은 Burgard, NZG 

2002, 697, 701; 특히, 입법이유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동시에 

재단법인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도를 나타내고 있어 법정책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비판은, 

Muscheler, NJW 2003, 3161, 3164 ff.
61) Rawart, FAZ v. 23. 4. 2002, S. 51; Schmidt, ZHR 2002, S. 145 ff.; 법의 개정이 아니라, 

소극적인 현대화일 뿐이다. 공시기능을 갖춘 재단등기부에 반대한 결정은 법정책적으로 

중대한 실책이다. Hüttemann, ZHR 2003, S. 65; 내용적으로 볼 때 이제까지 주법 규정

들의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기록한 것이다. 법률 용어적 측면의 치장적 개선에 불과하다. 

MünchKomm/Reuter, Vor § 80 Rn. 25.
62) 재단법인설립의 준칙주의에 반대하였던 재단법의 주연방연구위원회도 주의 재단법 

규정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단목록장부(Stiftungsverzeichnisse)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Bericht der Bund-Länder-Arbeitsgruppe, S. 36면; 현재 독일재단법학계의 주된 논의는 

재단의 공시기능을 담당하는 재단목록장부 내지 재단등기부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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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한다는 의미가 법리상 적절하지 않다. 우리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권리능력 있는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용어의 변경이 현행법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적 행정행위에서 기속행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은 개정취지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설립의 인가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관청의 재량범위를 포괄적

으로 인정하게 되어 개정의 효과가 무색해질 우려가 남게 된다. 따라서 인가요건의 

구체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

법인의 본질과 구조 및 법적성질, 특히 법률이 규정하는 설립행위의 요건이 각기 

다르므로, 인가요건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제40조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하면 되고, 후자의 경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면 된다.63) 

주무관청은 설립자의 법인설립행위가 인가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게 되므로, 위 

규정들은 각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인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43조는 ‘일정한’ 재산의 출연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일정한’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출연

재산의 최소 필요한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함으로써 관청의 판단여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지만, 위의 출연

재산만으로서 재단목적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까지도 재단법인의 설립을 인가

해야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64) 따라서 독일민법과 유사하게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출연을 요건으로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예측심사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특별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 

재단법인이 반드시 공익법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비영리목적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재단법인 설립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독일에서와 같은 가족재단

이나 기업재단이 나아가 지역재단 및 기부금조성재단의 성립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63) 본 규정은 의용민법에서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관한 규정이었다. 그러나 민법 개정과

정에서 이를 ‘정관’이라고 변경하였다.
64) 한편 독일에서도 상법상 사단법인의 규정에 좇아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출연금에 대한 도입이 주장되었으나, 위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거부되었다고 한다. Inter- 

ministerielle Arbeitsgruppe Stiftungsrecht, in: Deutsches Stiftungswesen 1966-1976, 387 f.; 

Staudinger/Rawert, § 80 Rn. 18에서 재인용.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일정액 이상의 

출연금을 요구한다고 한다. Staudinger/Rawert, § 80 R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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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65) 따라서 사단법인의 경우나 재단법인의 경우나 비영리목적이면 충분

하며, 재단법인에 관한 독일 민법에서 같이 ‘공공복리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동법 제80조 제2항)이라는 등의 설립목적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

하다. 왜냐하면 공익의 침해란 불확정한 개념으로서 주무관청의 정책적 관여의 

소지가 높고, 공익의 의미와 이행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독점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공익성의 침해여부가 문제된다면, 법인설립행위라는 법률행

위의 목적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이를 무효로 하면 

될 것이지, 주무관청의 개입을 통해 법인의 존속에 제한을 두는 것은 법인의 자

율성을 침해하고, 법인제도의 본래적 기능을 퇴색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관청의 재량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

하지만, 그 요건이 이미 설립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외의 

다른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지나치게 상세한 인가요건의 수립은 

법인의 설립을 제약하고, 반면 포괄적인 내용의 요건규정은 관청의 재량의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인가주의의 입법방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인가’라는 용어의 변경 

외에도,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무엇보다도 민법 제40조와 

민법 제43조의 인가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은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는 규정, 

즉 관청의 인가가 기속행위라는 법적성질 및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관청의 인

가가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에 관한 

‘인가청구권’을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5) 현재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다양한 재단의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재단법인의 

다수의 유형을 차지하고 있고 세재상의 혜택을 받는 공익재단이 존재하고, 또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역의 복지, 문화,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역재단, 재단이 개인 기업으로서 기업을 보유하거나 혹은 회사와 같이 지

분을 보유하는 방식의 기업재단이 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 공익적 재단으로서 의결권 

없는 구성원으로 지위를 갖는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나아가 비공이적 활동을 하며 

의결권을 갖는 기업재단유형도 존재한다. 일정한 가족을 수혜자로 하여 학자금과 생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재단, 수인의 기부자를 통해 기부금 또는 금품을 일시적 목적을 위

해 모집하고, 여러 명의 모집인이 공동 운영 및 관리하는 형태인 기부금조성재단 등이 

있다. 재단법인의 유형에 관한 연구는 추후에 별도의 지면을 통해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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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준칙주의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

1. 법인설립에서 준칙주의의 의의

  법인설립의 허가주의의 대안은 인가주의 뿐만이 아니라 준칙주의로의 전환도 

고려될 수 있다. 법인설립에서 준칙주의란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법률로 미리 

규정해 놓고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당연히 법인격을 취득하게 하는 주의이다. 

이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들의 의사가 존중되어 행정관청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으며, 그 조직의 내용을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준칙주의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기속된다는 점에서 인가

주의와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도 지적할 수 있으나, 인가주의는 인가요건에 대한 

사전적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준칙주의에서는 등기소에서 통상 행하여지는 

형식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66) 민법상 법인설립에서 준칙주의의 내용과 특징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독일민법의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준칙주의의 배경과 

요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독일 사단법인에서 준칙주의

  비영리사단이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군법원에 도입된 사

단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독일민법 제21조). 이러한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비

영리사단은 등기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반면 영리사단법인(동법 제22조)의 설

립을 위한 공적인 권리능력의 수여(staatliche Verleihung)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

청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는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거부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기속재량(pflichtgebundenes Ermessen)으로 된다. 그리고 양자 사이에는 관할권의 

차이가 있는데, 비영리사단은 등기재판관의 관할이며, 일반법원의 결정을 통해 

심사되고, 영리사단은 행정관청에 의해서 그리고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사하

게 된다.67)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 준칙주의의 원칙을 취하게 된 입법적 과정

은 상당히 많은 논란을 겪었다. 본래 독일민법의 기초자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이 아닌, 법인을 위한 일반적 규정을 계획하였다. 그러므로 동 법안은 단체창설

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몇몇의 규정, 단체의 법인격의 성립과 소멸, 재산거래

에서 법인의 지위, 특히 법인의 대표와 해산, 조직에 관한 몇몇의 기본적인 규정

66) 고상룡, 전게서, 176면.
67)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GB, § 10, Rn.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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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였을 뿐, 인적사단의 내부 관계, 특히 사원의 지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68) 독일민법 제1초안은 원칙적으로 위 법안 기초자의 계획을 수용하였고, 

공법적⋅사법적 단체와 재단에 관한 일부의 규정을 첨가시켰다.69) 이러한 입장은 

독일민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위원회에서 수정되어,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내용

을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는 현행법의 분열, 현행법이 권리능력

의 취득과 관련하여 사단법인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법적안정성의 관점과 비영리사단법인과 함께 거래행위를 하는 이들

의 이익을 고려하고자 하였다.70) 제2차 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은 사단법인이 어떻

게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는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 문제로서 정치적, 사회적 단체 및 노동조합의 이익과도 관련

된 논의였다. 민법의 기초자와 제1초안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주법에 위임함으

로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지만, 제2차 위원회는 독일에 명백하고 단일한 규정

을 두기로 하고, 허가주의, 자유설립주의, 준칙주의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71) 그

리하여 제2차 위원회는 공익, 복리, 친목, 학문, 문화, 기타 경제적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이 관할 구법원의 사단등기부의 기입 또는 국가적 권리

수여를 통해서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할 것인지를 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치

적 목적이 없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영역에서만 준칙주의적 설립에 찬성하였고, 정

치적, 사회 정책적, 종교적 목적의 사단법인은 국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

로 하였다. 이러한 부분적인 인가주의적 해법은 제국의회위원회의 수차례의 회의

를 거쳐 계속적으로 논의되었고, 결국 추상적 법규정에 따라 그리고 법적안정성

의 측면에서 특권과 유사한 콘째시오 원칙을 포기하고, 준칙주의에 의한 비영리

법인 설립의 원칙에 합의되었다.72)

  이처럼 비영리사단법인은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사단등기부의 등기를 통해서 

취득한다. 준칙주의 시스템에 따르면, 비영리사단법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68) Staudinger/Weick, Einl zu §§ 21 ff. Rn. 15.
69) Mot. bei Mugdan I, S. 397; Staudinger/Weick, Einl zu §§ 21 ff. Rn. 16; 제1차위원회에

서는 준칙주의에 반대하는 견해가 다수였다. “개별적 이익의 요청은 공공의 복리에 허

용되는 입법의 목적 하에서만 가능하다. 바이에른과 작센에서 이 시스템을 실행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절차를 따라야 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 이 시스템의 거부는 단지 

콘쩨씨온시스템만이 남겨질 것”이라고 하여, 권리능력의 수여에 관한 개별적 사안은 

결국 주법의 권한에 위임되었다. Mot. Mugdan I, S. 402.
70) Prot. bei Mugdan I S. 594, 595, 603; Staudinger/Weick, Einl zu §§ 21 ff. Rn. 17.
71) Prot. bei Mugdan I S. 597, 599 f. 
72) Denkschrift. bei Mugdan I S.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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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단등기부에 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등기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등기는 영리사단법인에서 등기와 달리 

형성적 효력(konstitutive Wirkung)을 갖는다.73)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실

체법적 요건으로서 (1) 사단법인의 목적이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

고(독일민법 제21조) (2) 사단법인의 목적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또는 독일기본

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적 금지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3) 정관이 독일

민법 제57조 제1항에 정하는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4) 사단법인을 대표할 수 

있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이사회를 두어야 하고 (5) 동법 제58조의 정관의 필

요적 기재사항을 제시하고 (6) 동법 제56조에 의해서 사원의 수가 7인 이상이 되

어야 하고, 정관에 최소 7인 이상의 사원의 서명과 작성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동법 제59조 제3항). 절차법적으로는 이사회가 작성한 신청서가 필요한데, 지역 

관할은 사단이 주소를 갖는 행정구역의 구법원이다(동법 제55조 제1항). 법원에 

등록은 정관원본과 사본 및 이사회의 선임에 관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59조 제2항). 만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구법원은 이 등기신청

에 이유를 붙여 기각되어져야 한다(동법 제60조).74) 

3. 법인설립의 준칙주의로 전환

  이처럼 법인설립에서 준칙주의에 의할 경우, 법원의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권

리능력을 취득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등기 요건을 이행하면, 등기의 청구권을 갖

게 된다. 준칙주의체계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의 자유를 보다 확대시킬 

수 있으며, 법인설립에서 설립자의 사적자치를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선호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비영리법인의 난립이 우려되고, 비영리법인을 빙자한 탈법적

인 개인이익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반론

이 있을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비영리법인의 폐해가 문제시되었던 것

은 사실이고,75)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 특히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73) Larenz/Wolf, BGB AT, § 10, Rn. 49; 반면, 영리사단은 허가(Konzession)를 통해 권리

능력을 수여받고, 공시(Publizität)를 원인으로 사단등기부에 또한 등기하여야 하지만 이는 

대항요건으로서 효력만을 지닌다.
74) Larenz/Wolf, BGB AT, § 10, Rn. 50 ff. 등기의 내용으로서 사단의 명칭, 주소, 정관의 

작성일자와 이사회의 구성원이 기입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의 대표권의 범위를 제한한 

또는 제28조를 벗어난 이사회의 결의안을 규정하는 정관의 규칙을 포함한다.
75) 공익재단법인이 재벌의 위장계열사 및 탈세의 수단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실상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공익재단법인백서, 지정, 1998, 1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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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관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설립요건 및 감독을 강화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76) 그러므로 일반사법으로서 민법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가장 개방

되고, 포괄적인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77) 이것은 민법의 특별사법에 

속하는 상법상의 회사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상법 제172조의 규정

과도 법체계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한편 인가주의의 대안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인가와 등기라는 두 개의 

관청의 행위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리상의 문제는 존속하게 된다. 우선 현

행법상 민법 제32조의 허가의 법적성질을 재량행위적 인가로 파악하든, 혹은 

2004년의 민법개정안 내지 민법개정위의 의견과 같이 기속행위적 ‘인가’로 규정

하든, 비영리 법인의 설립에서 관청의 행위를 강학상 인가로 인정하는 데에는 여

전히 어려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인가란 사법행위를 보충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하게 하는 것인데, 인가를 통해서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효력이 완성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권리능력 있는 재단법인의 설립이라는 법적 효과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관청의 인가와 법원의 

등기라는 법인설립에서 요구되는 두 개의 공적 절차로부터 여러 가지 법리적 문

제가 파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의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함으로써 법인의 재산이 되는데(제48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

기를 하지 않게 되면, 재단법인은 성립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갖지 않은 권리능

력 없는 재단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78)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미등기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상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제97조 제1호), 결국 

사단법인의 설립이라는 사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컨대 민법 제32조의 

주무관청의 행위를 인가로 개정한다고 하여도 미등기 법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7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에 관해서는 윤철

홍, “공익법인에 관한 소고”, 민사특별법연구, 법원사, 2003, 1면 이하.  
77) 독일민법의 기초자는 일반법인법으로서 민법에 규정을 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

다. 예컨대 비영리사단에 대한 규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영리사단은 국가의 권리수여를 

필요로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은 이와 유사하게 영리사단을 법인으로 할 

수 있고,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제39조)을 두고 있다. 
78) 이는 출연재산이 직접적으로 재단법인에 이전한다는 견해에 따르건 혹은 재단법인에게 

출연재산의 이전의무가 발생하건 결과는 동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연재산의 이전

의무 발생시까지 설립자는 설립행위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견해로서는 졸고, 

“재단설립행위철회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제16권 3호(2009.9), 22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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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의 문제는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절차의 복잡

성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통일적 관리가 어렵다는 비효율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일원화 내지 간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79) 법인설립에 관한 국가

의 일원화 방향은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다. 하나는 의용민법 내지 독일의 영리

사단과 같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대항요건으로 구성하고, 법인의 이사 등에 설립

등기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허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80) 설립행위와 설립등기만으로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현행법과 같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창설적 효력으로 유지하면서, 등기주

의의 장점인 공시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제3자 거래질서의 보호 및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후자의 경우가 전자에 비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81) 

이 경우, 민법 제40조와 동법 제43조의 설립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민법 제49조 이하의 법이 정한 등기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법원의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수여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등기요건을 갖

추었을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등기를 기각하게 된다. 한편 재단법인에 관하여는 

등기심사가 형식적 사후심사로 이루어지므로, 일정한 액수 예컨대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출연이 있으면, 등기할수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

된다. 이외에도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준칙주의는 경청할 만하다고 본다. 1993년

의 오스트리아의 재단법인법은 설립자의 설립행위와 회사등기부의 등기를 통해

서 법인격을 취득하게 하고 있다.82) 최근 일본의 일반법인법은 잉여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및 재단에 대하여 사업의 공익성 유무에 상관없이 준

칙주의에 의하여 간편하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83)

79) 송호영, “법인설립에 있어서 등기⋅등록제도의 개선방향”, 공시제도의 개선방향(한국비

교사법학회학술 회자료집)(2009.3), 32면 이하.
80) 이은영, 전게서, 261면은 입법론으로서 민법 제32조의 폐지를 건의한다.
81) 설립인가와 법인설립등기절차의 일원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법인설립을 관할

하는 관청이 직권으로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등기소에 통보하여 등기소에 법인설립사실

이 기재되도록 하고, 여기에는 관청과 법원간의 전산망 등을 통한 기술적 조치가 활용

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송호영, 전게논문, 33면 이하, 영리법인 또한 

38면 이하; 나아가 위 논고는 법인설립인가 및 감독업무에 관한 주무관청을 단일화하여 

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게 하자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동, 31면 이하. 
82) 제철웅, 전게논문, 70면 이하.
83) 권철, “일본의 새로운 비영리법인제도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제14권 4호(2007.12), 

11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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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음말

  법인설립의 입법주의에 관한 현재의 개정논의는 법인설립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무관청의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인가주의의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에는 인가주의의 경우나 준칙주의의 경우나 그 실질에

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등기주의 체계의 전환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인식과, 나아가 

해당관청이나 이익단체 등의 적지 않은 반발이라는 현실적인 고려가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인가주의로의 전환은 법인설립

주의의 허가주의가 지닌 문제점, 특히 관청의 재량적 처분에 취소를 구하거나, 소송

으로 다툴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적법하게 단체설립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분명 커다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져, 

관청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또한 관청의 허가 내지 인가를 얻는 것을 단

체의 일종의 특권으로 의식할 필요도 없이, 설립요건을 갖춘 등기를 통해 간편한 

절차로서도 단체가 설립되고, 공개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 감독되며,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법인설립

에서 준칙주의체계로의 전환은 또한 법리적 측면에서도 그 구성이 간명하다는 장

점이 있으며, 인가와 등기라는 이원화된 절차를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진

일보한 대안이 될 것이다. 나아가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민법이 아닌 일반법인법으

로서 준칙주의로 전환한 일본의 경우나, 사단과 재단을 구분하여 다루고,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콘쩨시오시스템을 유지하며, 공시기능을 갖춘 재단등기부를 두지 않은 

독일민법에 비교해 볼 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준칙주의 체계에 

따라 우리 민법에 통일적, 일반적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더욱더 혁신적이고 개방된 

우수한 법인법시스템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사족을 덧붙인다. 마지막으로 허가

주의의 청산은 단지 법제도의 개선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시대적 법인관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수반해야 하겠다. 국가가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단체 활동에 

대해 불신과 경쟁 및 규제로서 대하는 것이 아닌, 단체의 설립을 장려하고, 민주적 

운영을 보완하는 조력자로서 기능하기를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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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Reforming in Non-profit Corporation

Ko, Sang hyun*

84)

  Corporations can be divided into public, private, profit and non-profit corporations, 

or a incorporated association and a incorporated foundation. Non-profit incorporated 

association and Foundation serve non-profit purpose if the purpose for which 

they are established is within the following categories, sports, education, culture, 

religion other non profit purpose. Non-profit incorporated association and foundation 

have legal personality which is acquired upon permission and registration. Person 

who intends to found non-profit-marking incorporated association or person who 

intends to found incorporated foundation must get permission beforehand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 Korean Civil Act Lawmakers took the doctrine of 

permission in non-profit corporation. This regulation is criticized that it limit the 

right to establish a non-profit corporation. Therefore, the law authorities will put 

in the new regulation on establishing for incorporating non-profit-making legal 

person recentl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ize the current legal 

status of the system of permission and suggest their direction to register system 

as a reforming alternative. Non-profit corporation established, if it is registered in 

a public register where the registered office is located.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first it will be compared with a German law system and is considered a 

suitable alternative.

Key words: Non-profit incorporated association, a incorporated foundation, doctrine 

of permission, register system, The Korean Civil Act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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