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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규제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조소영 부산대학교

✛ 국문요약 ✛
정치자금의 문제는 정치영역에서의 문제이고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의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
적 자유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국민은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의해서 자신이 지지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나 정치활동의 자유를 원칙적으
로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적인 정치적 자유권을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는 헌법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이념에 의할 때 주
권자는 국민인 자연인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법에 의해 특별히 그 인격이 부여된
법인이나 단체도 비록 주권자는 아닐지라도 그 존재성에 기하여 어떠한 의미에서는 정치적 자유
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개인과 법인 ․
단체의 권리 인정 여부와 범위 문제는 관련된 영역이 정치적 활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자본
력에 있어서 개인을 능가하는 단체와의 힘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균형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자연인인 개인들의 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규제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더군다나 그 단체가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에는 더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하여 이 글에서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에 관한
분석을 전개하되, 법인 ․ 단체 중에서도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규제에 관한 전면적 금지규정에
대한 검토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헌법상 일부 정치적 자유권의
기본권주체성을 갖는 것인지, 법인의 정치적 영역에서의 기본권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어떤

주제어 | 정치자금법,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기업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기업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업의 기본권주체성(기본권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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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인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제한규정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2004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이후 2006년부터 선관위
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관련된 판례의 내용은 어떤 것
인지 그리고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의 개정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국민이 주권자인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 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통치기관을 구
성함에 있어서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주권자인 국민이 그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들에게 국가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대의제도’는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대중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정치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창안된 조직원리라고
할 수 있다.1)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대의제도를 채택한 것은 국가의사를
결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여 그의 식견, 경험, 지식, 판단력,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등을 바탕으로 그로 하여금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게 하기
위함이고,2) 주권자인 국민은 그 대표자를 예정된 임기동안은 신임하고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주권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채택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자유
민주국가의 통치기관 구성과정과 선출된 대표자들의 정책결정활동은 정치적 영역일 수밖
에 없고, 그 정치적 영역 내에서의 국민의 대표자들의 정치활동은 정치자금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현실은 정치사에서 목도되
었던 많은 사건들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돈과 정치의 부정적인 관련성과 부작용들을
배태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상 양자의 관계에 대한 감시와 규제의 필요성을 우선

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박영사, 2014), 857면.
2) 정종섭, “대의원리의 기본개념들에 대한 분석,” 헌법연구 1(철학과 현실사, 1994),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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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각인시킨다.
한편 현대의 자유민주국가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인 자주성과 자결력을 그 존립의 바탕
으로 한다.3) 때문에 모든 국민이 올바른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정치문제에 대한 자
주적이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구조화되
어야 하며, 그 행위유형이나 방법에 관한 검토는 2차적인 문제로 논의되는 순서여야 하는
것이다.
정치자금의 문제는 정치영역에서의 문제이고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의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제도
의 구성도 상술한 바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은 정치자금 기부행
위에 의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해 줄 정치활동의 자유를 원칙적으
로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적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는 헌법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국민
주권이념에 의할 때 주권자는 국민인 자연인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법에 의해
특별히 그 인격이 부여된 법인이나 단체도 비록 주권자는 아닐지라도 그 존재성에 기하여
어떠한 의미에서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해
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개인과 법인 ․
단체의 권리 인정 여부와 범위 문제는 관련된 영역이 정치적 활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자본력에 있어서 개인을 능가하는 단체와의 힘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균형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자연인인 개인들의 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의 조정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더군다나
그 단체가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에는 더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함께 해야
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률에 관한 분석을 하되, 법인 ․ 단체 중에서도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규제에
관한 법규정에 대한 검토를 주된 내용으로 전개해 보고자 한다. 기업이 정치적 활동의
자유의 기본권주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제한
규정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관련된 판례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업의 정치자금

3) Vgl. U. Scheuner, “Das repräsentative Prinzip in der modernen Demokratie,” in derselbe, Staatstheorie
und Staatsrecht (1978), S. 245ff.(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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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에 대한 규제는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려
는 것이다.

II.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규정의 입법변천

1.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법률규정의 변화
정치활동에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
금으로 정의4)하여 해당자금의 기부 등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규율하기 시작한 것은 1965
년 2월 9일에 제정하여 시행되었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였다.5) 이 법률은 산업 ․
경제인 기타 일반인이나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양성화함으로써 정
치활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정치
자금에 관한 독립적인 개별법으로서는 최초의 입법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5년의
법률은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소박한 구조의 법률이었고, 정치자금의 양성화라는 목적
하에 정치자금 제공 주체와 방법, 기탁된 정치자금의 인도방식, 그리고 정치자금의 인도
공고, 면세에 관한 규정이 그 내용이었다.
그중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은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함으로써 이를 정당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하여, 정당법 제35조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정치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정당법 제35조에 규정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 자연인인 개인이건 기업을 포함한 법인 또는 단체이건 간에 —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1962년에 제정되어 1963년부터 시행되었던 정당법6)은 정당의 민주적인 정치활동을 보
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5조에서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4) 이 법에서 “정치자금”이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정치자금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5) [시행 1965.2.9.] [법률 제1685호, 1965.2.9., 제정].
6) [시행 1963.1.1.] [법률 제1246호, 1962.12.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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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당이 정치자금의 기부수령을 할 수 없는 자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7) 그러므
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 시행되었던 1965년 이래로 기업은 대한민국국민의 주도
하에 있지 않은 외국법인, 국영기업체 ․ 정부직할 또는 감독하의 단체 ․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
를 소유하는 기업체, 그리고 금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었다.8)
기업을 포함한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에 관한 이러한 입법규정은 이후 정당법 규
정을 떠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게 되는데, 1980년 정당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한 것이었다. 같은 해에 개정된 정당법9)은 종래의 정치자금의 기부수령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의 재산 및 수입 ․ 지출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10) 그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 제한 규정은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
률11)에 삽입되었다.12) 이렇게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에 관한 근거법률이 변경되어
입법되는 과정에서 내용의 변화가 있었는데,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지방

7) 제35조 (기부수령의 금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부 ․ 찬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을 받지 못한다.
1. 외국인 ․ 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그러나 대한민국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는 예외
로 한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
3. 국영기업체 ․ 정부직할 또는 감독하의 단체 ․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4.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
5. 노동단체
6. 학교재단
7. 종교단체
8) 다만 정당법 제35조 제4호 규정은 1973년 정당법 개정시 삭제되었고, 그 이후로 금융기관 및 금융단체는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당해 개정의 배경에 관한 설명과 비판으로는 홍완식, “법인 ․ 단체의 정치
자금 기부금지,”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1호(2011.4), 110-111면 참조.
9) [시행 1980.11.25.] [법률 제3263호, 1980.11.25., 일부개정].
10) 정당법 제33조.
11) [시행 1980.12.31.] [법률 제3302호, 1980.12.31., 전부개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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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4. 정당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하는 언론인이 소속된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5. 노동단체
6. 학교법인
7. 종교단체
8. 3사업연도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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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정당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하는 언론인이
소속된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3사업 연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
지 아니한 기업체’가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대상으로 열거되어 규정되었다. 이는 종래의
정당법 상의 기부수령 금지의 범위에 해당했던 법인 ․ 단체의 대상이 좀 더 구체화되었거
나 새로 추가된 것이었고, 따라서 적어도 기업에 관한 한 그 기부제한의 범위가 이전의
법률에서 보다 확대된 입법이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여부와
관련된 규정은 그것이 정당법에 규정되었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었건 간에 정
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발의되었던 2004년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원칙적으
로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는 자체는 자유롭게 허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소위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적 정치개혁의
요구가 거세지자 국회에서는 정치관계법의 개정논의가 진행되었고, ‘돈은 묶고 입은 푼다’
는 기조하에 2004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범국민정치개혁협
의회의 정치개혁안과 이에 관한 의원발의 법률개정안(흔히 오세훈안) 등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합의한 법안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13) 이처럼 돈을 묶기 위해 개정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14)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저비용 정치구조로 전환시키고, 정치자금의 흐름을 용이하게 감시하
도록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내용으로 구체화하였고,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 중앙당의 후원회를 비롯한 정당 후원회 금지 ․ 정치자금 기부 실명제 도입 ․ 정당의
회계보고 절차 강화 등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었다.15) 특히 2004년 개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한 종래의 입법내용을 완전히 변경하여 ‘열거적 ․ 제
한적 금지’로부터 ‘포괄적 ․ 전면적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였다.16)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04년 개정법은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
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
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17) 또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상 정치자금
기부를 위해 기탁하는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통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으로는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인으로서 금품 등을 기부하는 것이 있지만, 후원회의

13)
14)
15)
16)
1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안경위(2004.2), 1면.
[시행 2004.3.12.] [법률 제7191호, 2004.3.12., 일부개정].
조성대, “한국의 현행 정치자금법의 쟁점과 정책 대안,” 입법과 정책 제4권 제1호(2012.6), 84면.
홍완식, 전게논문, 115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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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개인만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18) 일체의 기부활동이 금지된 기업이 후원
인의 자격으로 후원회에 어떤 금품을 기부하는 것은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2004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법에서 기업을 포함한 국내 ․ 외 단체는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 법인 ․ 단체에 대한 이러한 정치자금 기부 금지 규정은 현
행 정치자금법19) 제31조의 기부제한 금지 규정과 제8조 제1항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내용의 변함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2.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관한 입법적 논의의 대두와 전개
2004년의 소위 정치자금에 있어서의 개혁적 개정법률은 사실상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
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 ․ 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며,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었다20)
는 점에서 개정이유와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에 대한 강한 규제만이
깨끗한 정치와 공정선거를 담보하는 장치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고, 선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소통의 보장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21)에서 정치자
금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기본권주체의 정치활동과 선거의 기능을 훼손
할 우려가 있다22)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법인 ․ 단체의 전면적인 정치자금 기부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논의는 개정시점에도 이미 배태되어 있었고, 그 이후의 정치관계법
개정논의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법인 ․ 단체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한 정치참여 또는 정치적 의사표
현을 보장하고, 현실적으로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욕구가 있음에도 이를 금지함에
18)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19) [시행 2012.2.29.] [법률 제11376호, 2012.2.29., 일부개정].
20) http://www.law.go.kr/lsRvsRsnListP.do?lsiSeqs=123583%2c106865%2c102166%2c95724%2c83595%2c73
844%2c73384%2c72976%2c71046%2c66576%2c58717%2c54896%2c58082%2c58084%2c58085%2c51451%
2c51450%2c51449%2c51447%2c51448%2c53696%2c53695%2c5929%2c5928%2c5927&chrClsCd=010102
21) 전용주, “기업 정치자금기부의 제도적 해법,”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세미나 발표문(2004), 9면.
22) 성중탁, “한국의 정치자금법제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2015.6),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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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생하고 있는 편법적인 정치후원금 기부관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인 ․ 단체의 정치
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가 2009년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다.23) 제18대 국회에서 입법발의되었던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제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들은 표현의 차이가 다소간 존재하지만, 대략적으로 2004년 이전의 정치자금
법 규정처럼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법인 ․ 단체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거나 선거관리위
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의 총액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정치자금
을 기탁하는 자가 국회의원을 지정한 때에는 정당에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국회의원에게
기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지정한 국회의원 1인에게 기탁하는 정치자금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24) 단체는
연간 3억 원의 범위에서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1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법인은 연간 3억 원 ․ 비상장법인은 연간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
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업은 1회 기탁금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지정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정당에 대한 연간 지정기탁금 한도액을
상장법인은 2천만 원 ․ 비상장법인은 1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 등25)이었다.
하지만 2004년의 정치자금법 개정의 정치적 배경이 되었던 불법정치자금의 차단과 정
경유착의 고리 근절이라는 필요성은 여전히 국민들의 개선된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여부는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
한 입법취지, 정치자금 제공의 적정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
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26)처
럼 논란거리로 아직까지 남겨져 있을 뿐, 입법적 해결방안은 좀처럼 결론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23) 2009년 권경석 의원 등의 발의안, 권택기 의원 등의 발의안, 2010년 백원우 의원 등의 안, 이명수 의원 등의
안, 2011년 김용구 의원 등의 안 등이 있었고, 제4차 회의를 거치면서 수정의결되었으나 제18대 의회의 회기
만료로 인하여 폐기된 바 있다.
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1810699),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
RC_W1S1Y0Q1X2G8N1F1X5K7K4J4X0Y7E8
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1810078),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
RC_S1F0A1C1F3Y0Z1F7K5Y4D3O8R9P9K6(당해 개정안에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하여 ‘기업이 기탁
금을 기탁하거나 단체가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정관에 따른 대의기관(또는 그 수임기관)이나 내부규약
등에 따른 결의를 거치도록 함’이라는 규정도 두고 있었다).
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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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의 흐름
제3공화국 헌법 이래로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으로 설치되어 운영되어온 중앙선거관
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제반사항들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지하고
파악하고 있으며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들을 개진해 오고 있다. 특히 기업
을 포함한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또는 기탁의 허용 여부와 관련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2006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4번의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즉 2004년 이후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상의 포괄적 기부 금지 규정 때문에 법인 ․ 단체
는 정치자금 기부는 물론 모금 ․ 전달까지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정치자금을 통한 정
치적 의사를 정치자금법상으로는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사표현
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 소액다수의 정치자금만으로는 정치발전 및 정책정당화가 어려
운 실정이므로 원활한 정치자금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 법인 ․ 단체의 모든 기탁 내역을
전부 공개하도록 제도화한다는 점 등 중앙선관위는 기업을 포함한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의 기탁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자는 개정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27)
2015년은 성완종 사건으로 인해 불법정치자금 근절에 대한 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개정의견 내용

2006.12.12.

∙ 정관 또는 내부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쳐 연간
5억 원 또는 전사업연도말 자본총계의 100분의 2중 다액 이내의 금액을 선거관리위
원회에 정치자금으로 기탁
∙ 기탁한 법인 ․ 단체의 명칭과 기탁금액을 공개
∙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 ․ 지급

2008.10.15.

∙ 법인 ․ 단체가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그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것은
계속 제한하되,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과 관련된 내용은 2006년 개정의견과
동일함

2011.3.

∙ 법인 ․ 단체는 정관이나 내부규약이 정하는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음
∙ 기탁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정당에 지정기탁할 수 있도록 하되, 1개
정당에 5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탁할 수 없도록 함
∙ 기탁 내역 공개와 배분에 관한 내용은 동일함

2015.2.

∙ 법인 ․ 단체는 정관이나 내부규약이 정하는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연간 1억 원까지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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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이고, 선관위는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문제가 발생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인 정치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즉 법인 ․ 단체도 중요한 사회 구성체로서 정치활동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정상
적인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정치발전을 위하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법인 ․ 단체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
을 제공하는 것은 계속 금지하되 아무런 대가 없이 공익적 목적으로 선관위에 기부하는
기탁금에 한하여 허용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는 정당의 원활한 정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치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28)
27)

하지만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정경유착 등의
폐해 우려가 더 크게 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대
가성이 전혀 없는 사회공헌적 성격의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등 부정적인 견해29)가 많고, 개정입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에도 쉽지 않
은 문제임이 분명하다.

27) 손재권,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2011.3),
11-14면; 음선필,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할 것인가?: 불법정치자금의 근절과 관련하여,” 정치관
계법 개정 시리즈 토론회 II 자료집(2015.6), 1-3면.
28) http://www.nec.go.kr/portal/bbs/list/B0000236.do?searchCnd=&searchWrd=&useAt=&replyAt=&menu
No=200180&sdate=&edate=&deptId=&viewType=&searchDeptId=&searchDeptName=&searchYn=&sec
tion=&searchSection=&searchOption1=&searchOption2=&searchOption3=&searchOption4=&searchOpti
on5=&searchYear=&searchMonth=&scDs=&sgId=0&sgTypecode=&scSggid=&scWiwid=&scWiwidDp2=
&mppLink=&hotIssueYn=&delCode=0&sortGb=&lang=&pageIndex=1
29) 음선필, 앞의 발표문, 8면; 조의준 ․ 김시헌, “기업후원금 부활” — 선관위 떠미는 정치권, 조선닷컴(20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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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30)

1. 사건 개요
헌법재판소에서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된 것은 전국언론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총선투쟁기금 명목으로 조합원으로부터 모
금한 후,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위 기금 중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이에 위반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처벌하는 같은 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대하여 위
헌확인을 구했던 사건31)에서였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주된 판단 대상으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중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불명확성에 관하여 다투었지만, 동시에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부금지 조항이 법인이나 단체가 그 구성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을 기부하
는 것마저 금지하는 것이라면 정치활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임을 주장하
였다.
이하에서는 이 글의 쟁점인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30) 헌재 2010.12.28. 2008헌바89, 판례집 22-2하, 659: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을 설명하기 위한 판례로 흔히 인용되는 판결(대판 2012.6.14. 2008도10658)은 이 헌법재판소 위헌소원사건
의 원심의 상고심 판결이다. 따라서 동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한 다른 법적 쟁점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에 대한 법적 판단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의 동 결정의 내용에 대한 ‘따름판례’
이므로 별도의 인용이 필요하지 않다.
31) 헌재 2010.12.28. 2008헌바89, 판례집 22-2하, 659: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4인의 합헌의견, 1인의 별개의견
(합헌 결론은 동일), 3인의 헌법불합치의견, 1인의 단순위헌의견으로 나뉘었고, 결국 5:4의 의견으로 합헌의
견이 법정의견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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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헌의견(법정의견)32)
1) 제한된 기본권의 특정: 정치활동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
합헌의견을 개진한 재판관들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 ․ 지원인 동시에 정책적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보았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합헌의견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에 비하여 자금동원력이 강한 단
체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정치체제에 과대하게 대표됨으로써 1인 1표 1가치의 민주주의
원리가 침해되고 단체가 주권자인 개인의 지위를 차지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훼손시키
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둘째 목적
은,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
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합헌의견은 단체의 재산
을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서, 또는 다수결에 의하여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그에 반
대하는 단체구성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표면적으로 단체의 구성원의
의사가 일치된 경우에도 의사형성 과정에서의 외압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한 것이다.
또한 합헌의견은 정치현실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자기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 단체들에
게 이익을 주는 정책결정을 하거나 반대로 지지를 거부한 단체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
는 등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으며, 자기의 의사표시를 광범하게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의 동원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개인인 자연인이 단체와 경쟁하여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온전하게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에 있어서 그 방법적 제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그리고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규정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적으로 주어지기 쉬운 ‘자금’을 사용한 방법과 관
32) 헌재 2010.12.28. 2008헌바89, 판례집 22-2하, 659, 67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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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합헌의견은 기부금지 조항에 의한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은 내용
중립적인 방법 제한으로서 수인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이 아닌 반면, 금권정치와 정경유
착의 차단,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및 단체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 등 이
기부금지 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매
우 크고 중요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여 합헌적 제한으로 결론지었다.

3. 위헌의견33): 헌법불합치의견34)을 중심으로
1) 제한된 기본권의 특정: 결사(結社)의 자유와 정치적 활동의 자유
헌법불합치의견은 우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 결성의 자유,
단체 가입 ․ 탈퇴의 자유, 단체 활동의 자유, 단체 존속의 자유가 포함되므로, 정치적 활동
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는 물론이고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라도 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 또는 구성원의 이름으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치적 활동도 결사의 자유로서
보호된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단체의 권리는
결사의 자유로 보았다.
2)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위헌성
헌법불합치의견도 이 금지조항의 입법목적에 대하여는 법정의견처럼, 첫째, 단체의 정
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
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
나 단체 또는 구성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기본
원리인 민주정치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헌법 제37
33) 이 사건에서 단순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김희옥의 의견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 자체에 대한 위헌의
견이 아니라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34)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헌재 2010.12.28. 2008헌바89, 판례집 22-2하, 659, 67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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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에 따라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공익
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비정치적 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목적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이 결사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정치적 단체의 정치
자금 기부가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더
라도,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조차 강구하지 아니한 채 단체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일응 그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덜 침해적이면서도 정
치자금 기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 예컨대, 단체들이 기부하는
정치자금의 한도를 정한다거나, 단체가 통상의 예산과 별도로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목적
을 공개적으로 밝혀 조성한 재원만을 기부할 수 있게 하거나, 단체 구성원의 의사가 왜곡
되지 않게끔 단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하거나, 단체
구성원에게 모금 및 기부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을 필요최소한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고 판단하였다.35)

35) 다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개진한 재판관들은 심판대상 조항에는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고, 그 위헌부분과 합헌부분을 구분하는 일은 입법형성권을 가진 국회에게 맡김
이 상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국회의 개선입법을 촉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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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규제에 관한 헌법적 쟁점 검토

1. 문제 제기
과거 우리 정치사의 치부를 떠올릴 때 많은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장면 중의
하나가 정치와 돈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전면적으
로 금지되어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하에서도 여전히 불법정치자금의 행태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커다란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정관계
인사들까지 ○○○리스트의 존재 유무와 그 진위에 따른 정치적 폭풍을 한바탕 치렀던
올해도 불법정치자금의 근절을 위한 방법론의 모색에 여러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다. 그
리고 제시된 방법 중의 하나가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의 허용안인데, 이 방안에 대해
서는 해결책의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부터 허용 요건의 범위와 정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학적 또는 정책적 ․ 정치적 평가들이 넘쳐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은 우리
정치사의 특별한 입법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동 조항에 대한 정치적 ․ 사회학적 평
가의 내용들은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이 글에서는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가 헌법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주된 시각으로 하면서,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제도 자체의 ‘국가의 공공성 확보’와 ‘자본으로부터의 중립성
의 확보’라는 정치자금 규율원리36)에 적합성 여부, 기업을 포함한 법인 ․ 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주체성 인정 여부,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제한 유형과 그 제한에 대한
위헌성 검토를 동 조항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으로 제기하여 검토해 보겠다.

2. 기업을 포함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정치적 기본권능력 여부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기본권은 인간의 ‘선천적’이고 ‘선국가적’인 자유와 권리만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더군다나 오늘과 같은 사회발전단계에서 법인이 수행하고
36) 정종섭,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나라정책연구원, 1995),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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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각종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을 무시한 채 법인의 기본권능력을 획일적으로 부인하
는 것은 결국 법인의 사회활동적 기능을 축소 내지 무시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인의 기본
권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37)는 것에 더 이상의 이론이 없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법인에게도 기본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론적 규명이 필요할
뿐이다.
현대국가는 ‘사회성’과 ‘자주성’을 구비한 자주적 인간에게 타인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책임 있게 함께 형성해 나갈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
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결사’는 일종의 동화적 통합의 형식인 동시에 수단이다. 따라서
법인은 사익법인이건 공익법인이건을 막론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결사의 자유가 결사형성 ․ 과정의 자유만을 보호의 내용으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사 조직 후의 결사활동의 자유를 함께 보호하는 것이라면, 결사활동의 보
호는 결사를 구성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라
야 그 실효성이 기대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독일 기본법38)처럼 법인에게 기본권을 부여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않은 우리
헌법상으로도 해석에 의하여 법인에게 기본권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이 법인 내지 단체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도 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
게도 적용된다고 하였다.39) 따라서 인신권이나 생명권 등과 같이 자연적인 인격을 전제
로 한 기본권과 같이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될 수 없는 기본권은 당연히 제외된
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법인의 기본권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이 무엇인가를 열거하
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법인도 그 수행하는 사적 ․ 공적 기능이 다양할 뿐 아니라
설립목적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의
기본권능력은 그 구성원의 기본권능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40) 법인 자신의
기본권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법인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인가는 법인의 본질론과 설립
목적에 따라 각각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7)
38)
39)
40)

허영, 전게서, 409면.
제19조 제3항.
헌재 1991.6.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5; 헌재 2012.8.23. 2009헌가27, 판례집 24-2상, 355, 364 등.
헌법재판소도 법인의 청구인적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성원의 기본권침해를 대신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
라 법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격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시는 반복적으로 확인
되어 왔다(헌재 1991.6.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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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인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헌법상
기본권주체에게 인정되는 정치적 기본권의 종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정치참여권), 정당의 자유, 청원권, 국민투표권 등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이 권리들
중 법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정치적 기본권은 자연인인 국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본권
이므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의 자유가 해당될 것이다. 다만
정당의 자유는 정당이라는 특수한 단체 또는 자연인들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41)로 정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성완종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불법정치자금 문제의 배경이 된 대상은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와 정치인 또는 정당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대상인 법인 ․ 단체 중에서도 기업의 정치적 기본권주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해 보기
로 하겠다.
2) 기업의 정치적 기본권주체성 여부
회사는 상행위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이다.42) 따라서 회사는 그 소유자인 주주와는 독립된 경제활동의 주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향유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대신한다는 의
미가 아니라, 회사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의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치적 표현행위나 정치적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정치적 기본권 능력도 인정될 수 있어
야 한다.43) 그리고 이런 필요성은 회사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한 반대론자들조차도
정치적 영역에서의 회사 자체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본권능력을 부인하지 않다는 점에
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회사의 정치적 의사의 본질은 무엇이며 정치적 표현의 내용, 정치적 기부여부

41) 정치적 활동의 자유(정치 참여권)는 활동의 행위태양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도 정치적 활동의 자유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본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의 위헌성 검토는 다른 정치적
활동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의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심사에 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구분하
여 논의한다.
42) 상법 제169조.
43) 회사는 영리법인이지만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공공적 이익을 고려할 사회적 책임이
있고 이를 다하기 위한 각종 자선적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이기도 하다[홍복기, 회사법강의
제3판(법문사, 2015), 6-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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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부금액의 판단 등은 어떤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선 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나 경영진 개인의 정치적 의사나 정치적 활동에 대한 판단과는 구분되는
회사 스스로의 독자적인 정치적 의사나 정치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회사는 관념체인 법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회사의 정치적 의사나 기부여부, 그 내용
결정은 결국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주주나 이사들이 법인 자체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내린 총의적인 판단인 것이기
때문에, 주주나 이사 각 개인이 사적으로 가진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판단들의 단순
한 결합과는 달리 보아야 하고 구분해야 한다. 이와 같이 회사의 정치적 표현행위는 상법
상 법정 의사결정과정에 따르게 되어 있는 회사의 다른 영업활동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
에, 원칙적으로 주주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상장주식회사와 같이 주식의 소유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전원의 동
의라는 것이 실무적으로 현실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44)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정족수에 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정관자치를 인정하는
제한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45)
회사의 정치적 기본권능력과 관련하여, 회사의 특정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정치헌
금)행위는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들이 있다.46) 그러나 이는 회사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주주 개인의 정치적 의사와 회사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구별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된다. 어떤 주주가 개인적인 자신의 성향과 사적인 이
익을 감안하여 형성한 정치적 의사와 주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출자한 회사의
이익을 주된 판단요소로 고려하여 형성한 정치적 판단 및 지지 대상 정당은 반드시 또는
늘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주들이 주주로서 회사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회사에 유리한 경제정책을 주장하고 그에 따
른 입법을 추진하거나 추진해 줄 정당을 선택하여 그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회사명의로
행하는 정치적 기부행위를 승인하는 절차에 임하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44) 상법 제434조.
45) 주주들이 정관규정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로 한정된 정치적 기부행위나 자선적 기부행위를 경영진(이사회)의
판단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46) 김건식 외 6인 공저, 회사법 제3판(박영사, 2012), 29면; 정종섭,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위헌
여부,” 판례월보 354호(2000), 20면; 헌법재판소도 상술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헌법소
원사건의 합헌의견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입법목적으로 이 점을 인정하였다(헌재 2010.
12.28. 2008헌바89, 판례집 22-2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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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신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절차
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회사가 정치자금 기부 여부와
기부대상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에라면 해당 기부행위로 인한 반대 주주의 기본권 침
해나 이익의 침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수파 주주와 다른
소신을 가진 주주들의 의사가 회사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반영되지 않게 되는 것은 다수
결적 합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감수해야 하는 불가피한 현상
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파 소수주주들에게 주식매도라는 탈출방법이 보장
되고 있고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회사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
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소송제기를 통한 회사 손해보전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에, 균형 잡
힌 이해관계조정이 가능한 법적 프레임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정치적 기본권의 내용은
정치자금 기부의 허용 내용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선관위가 200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내놓았던 내용 중에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의 내용은 선관위에 단순기탁하는 것과 일정한 비율의 금액 범위
내에서 특정정당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선관위의 개정의견 중 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
에, 회사는 자신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회사 자신이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정당이나 후
보자를 표현하는 것이 되므로, 이 경우엔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법과 관련된 일련의 판
례47)에서 그 침해를 판단했던 것과 같이 회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권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처럼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나 선호의 표시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이 경우에 문제되
는 기본권은 자금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의 자유권 혹은 정치 참여권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48)

47) Buckley v. Valeo, 424 U.S. 1(1976); Citizens United v. FEC, 558 U.S. 310(2010); McCutcheon v. FEC,
572 U.S.
(2014) 등: 세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한 글로는 성중탁,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자금 규제의 관계에 관한 소고: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
연구 제18집 제2호(2015.6); 최희경, “미국의 정치자금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8권
2호(2012.8) 참조.
48) 견해에 따라서는 금전의 기부는 단순하게 선호를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활동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만 파악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활동의 자유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기도 한다[김선화, “미국 정치자금규제의 현황과 헌법적 쟁점,” 세계헌법연구 제15권 2호(2009), 171면;
기현석, “정치자금법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연구,” 선거연구 제4호(2013.11), 55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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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위헌 여부 검토
1) 문제의 소재
회사의 정치적 기본권주체성은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 여하의 차이는 별론으로 하고 인
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회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당연히 가능하다. 그리고 현행법상 회
사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제한은 유형적으로 공법적 제한과 사법적 제한으로 대별하
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공법적 제한의 대표적인 것이 정치자금법에 의한 금지 규정과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이라면, 사법적 제한의 유형은 회사법상의 해석에 기한 결과적인 제
한의 경우를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적 제한의 경우라 함은 회사법규범에
명시적인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회사이기 때문에 적용받
게 되는 법해석상 회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회사의 행위의
결과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치자금법 상의 금지규정의 검토
(1) 제한된 기본권의 내용

정치자금은 허용형태에 따라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의 내용이 달라진다. 즉 정치자
금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할 수 있거나 제3의 기구에 대해 기탁하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정하여 기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기부를 특정한 정당
이나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지지나 선호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서 검토되어야 하고, 정치자금의 기부
자체만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정치참여의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활동의 자유의 보
호대상으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처럼 정치자금 제한 유형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서의
기본권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양자 중 어떤 기본권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위헌심사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대민주국가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는 민주사회의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때문에 정치적 의사표현
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그 위헌성 여부
가 판단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는 긴급하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 등의 가중된
요건들을 입증해야만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에 의해서이건
의사표현의 내용 자체는 제한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의 방법이나 입증책임에 있어서의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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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적용되게 된다. 물론 정치활동의 자유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치참여와 관련
한 당해 기본권의 근거를 결사의 자유로 본다 해도 여전히 그 자체로 민주사회에서 중요
하게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임에는 틀림없지만, 위헌심사기준의 정도는 정치적 의사표현
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르게 된다.
(2) 정치자금법상의 회사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

그런데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법인 ․ 단체는 정당이나 후보
자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할 수 없음은 물론 선관위에 기탁할 수도 없고, 법인이나
단체를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으로 기부나 기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법인이나 단체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도, 직접이건
간접이건 간에 전혀 정치자금을 기부 또는 기탁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능력을 인정받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해 기업을 포함한 법
인 ․ 단체는 여하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방법으로 하는 정치활동이나 정치적 표현행위는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런 식의 절대적
이고 전면적인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한
비례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현행 정차지금법상의 법인 등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
은 이처럼 전면적으로 어떤 방법 ․ 형태를 불문하고 회사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
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의 자유는 물론이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까지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제한의 정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엄격
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정치
적 자유권의 제한 목적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과정
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을 뿐이다. 2010년의 헌법재
판소결정에서 재판부가 제시했던 두 번째의 제한 목적인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
는 것’은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적어도 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으로서의 의사와
주주로서의 의사를 갖는 주주의 이중적 지위를 혼돈한 결론이므로 당해 규정의 제한목적
은 개인인 자연인과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회사의 자금력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민주
적 의사형성과정의 왜곡이나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국한될 뿐이라고 본다. 그리고 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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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법목적은 금권선거나 자본으로부터의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의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회사의 정치자금 기부금지라는 수단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는 데 있어서의 수단으로서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그렇다면 꼭 이 방법에 의해야만 하는 것인가? 규제입법의 경우에 그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3인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의 판시 속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49) 비정치적 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목적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이 결사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정치적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민주
적 의사형성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
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조차 강구하지 아니한 채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방법으로 볼 수 없
다.50)
즉,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덜 침해적이면서도 정치
자금 기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 예컨대, 단체들이 기부하는
정치자금의 한도를 정한다거나, 단체가 통상의 예산과 별도로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목적
을 공개적으로 밝혀 조성한 재원만을 기부할 수 있게 하거나, 단체 구성원의 의사가 왜곡
되지 않게끔 단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하는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나 결
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필요최소한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
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인 지정기탁제
의 도입은 정치자금 기부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
49)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헌재 2010.12.28. 2008헌바89, 판례집 22-2하, 659, 679-681).
50)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부분을 과잉금지원칙의 단계에서 ‘수단의 적절성’ 인정여부의 내용으로
판단하였고 수단의 적절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과잉금지원칙의 각 단계별 심사의 의미에서 볼 때, 수단의
적절성이 부인되는 경우라 함은 제한목적과의 관계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해 수단에
의해서 목적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라야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황치연,
“헌법재판의 심사척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1996) 참조]. 따라서 법인 등
의 전면적 정치자금 기부금지는 수단으로서의 적절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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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3) 회사법 해석에 근거한 제한결과에 대한 검토
그런데 헌법상으로 인정되는 회사의 정치적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본권은 상술
한 바와 같은 공법적 제한 이외에도 회사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는
상법상 권리능력의 제한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회사가 현실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개별적 권리능력에 있어서는 그 성질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이고,51)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
이다(상법학계에서는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목적에 의해 제한된다는 제한설과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는 무제한설이 있음).52)
회사의 정치적 기부행위는 비영리활동으로서 기업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과도한 영향력
을 행사할 우려가 있고 회사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부정부패의 관행형성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
나,53)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다고
분석하는 견해가 다수이다. 다만 정치적 기부행위를 회사의 권리능력 내로 포섭하는 근거
를 설명하는 입장도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정치적 기부행위도 교육기관 ․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정당발전에 기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영리추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회사목적
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속한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이고(제한설의 논리구조를

51) 홍복기, 전게서, 61면.
52) 제한설은 민법 제34조(비영리법인의 정관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는 배제규정이 없는 한 영리법인인
회사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정관목적은 상업등기부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으로서 정관목적 달성은 사원인 주주
의 출자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를 벗어난 행위는 권리
능력 밖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다(우리 대법원은 논리적 측면에서 제한설을 취하고 있지만 목적범
위내의 행위를 그 목적 수행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면서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무제한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대법원 1987.10.13, 86다카1522; 1988.8.9, 86다카1858; 1999.10.8, 98다2488
등). 이에 반하여 무제한설은 영리법인에는 민법 제34조의 적용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정관에 기재된
목적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거래 상대방이 거래 시마다 정관을
열람하는 것도 아니므로 정관목적으로 권리능력을 제한한다면 거래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다. 무제한설이 우리나라 상법계의 통설이며 전 세계적으로 지지받는 견해이기도 하다[홍복기, 전게서, 64면;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1판(박영사, 2013), 74-77면; 정찬형, 회사법강의(상) 제15판(박영사, 2012), 461462면].
53) 김건식 외 6인 공저, 전게서,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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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 정치적 기부행위에도 적용하려는 입장),54) 55) 다른 하나는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대립 구조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거래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영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정치적 의사표시나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
다는 주장이다(특히 제한설을 취하는 경우 회사의 정치적 행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그 유효성을 설명하는 데 논리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함).56)
아무튼 회사가 정치적 기부행위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원칙을 세운
입장에 따르거나 심지어 회사의 정치적 기부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에 선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논리가 헌법상의 회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회사의 정치적 기부금액의 수준이 회사의 자산규모나 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그 정치적 기부행위는 회
사의 권리능력이 없는 행위가 되고 사법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사법상의 효과는 필연적으로 회사의 기본권 행사로서의 정치적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의 결과가 됨으로써 사실상의 기본권 제한의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57) 그리
고 이러한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의 논리는 회사의 본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에 의해 영향
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미국에서의 기업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기업은 법이 인격을 부
요한 법적 구조물로서 그 권리의 범위는 인격을 부여한 법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입장과
기업은 주주들이 하나의 집합체로서 공권력이 이러한 집합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법인격
을 계약의 형식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다.58) 그러나 이 두 견해의
인식의 차이는 회사의 정치적 기부행위에 관한 기본권 능력이나 권리능력 제한의 법적
분석에 있어는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상의 경제주체인 회사가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기본
권의 행사결과를 사법적으로 무효화하게 되는 사실적인 기본권 제한의 결과를 방지하기
54) 송옥렬, 상법강의 제4판(홍문사, 2014), 714-715면 참조.
55) 과거 화제가 되었던 八幡製鐵(신일본제절)政治獻金事件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도 제한설의 입장에서 같은 논지
로 판시한 바 있다[八幡製鐵 政治獻金事件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세화, “회사의 정치헌금,” 연세법학연구
제3집(1995), 278-283면 참조].
56) 정찬형, 전게서, 464면.
57)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정치적 기부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보는 합리적 범위를 넘는 정치적 기부행위는
i) 권리능력 없는 행위로 파악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해석을 할 수 있고, ii) 권리능력 제한의 경우로 보지
않아 그 행위 자체는 유효로 보면서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으로 해결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58) 정영철, “기업의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2010), 220-2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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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회사의 정치자금 기부나 기탁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기부금액의 합리적인 허용
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V. 맺는 말

현대사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에는 비단 자연인인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법
인 ․ 단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도 우리 정치공동체의 일원임에 틀림없다. 물론 정부수
립 이후 우리 헌정사 속에서 기업의 자금력을 앞세운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정치행태는
적잖게 목도되어 왔고, 그로 인한 정치적 폐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불신의 깊은 골로
존재한다.
하지만 비록 어떤 부작용의 결과가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부작용적인 측면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그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의 최대보장’이 원칙인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을 포함한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는 헌법적으로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고, 현행 정치자금법
상의 제한 규정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비교법적으로도 현행
정치자금법의 금지조항과 같은 입법례는 프랑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문 경우라는 점
에서도 법률개정의 필요성은 반추된다.
한편 자연인인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기업이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업들의 자신들의 이권에 유리한 입법로
비의 경우라고 지적되어 왔다. 미국과 달리 일체의 로비가 불법으로 평가되는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우려는 당연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는 그 구체
적인 방식이 직접기부이건 간접기부 형태의 기탁제이건 간에 이미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
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선택과 지지의 의미로 인식되는 것이 원칙적 모습이고, 기업이
원하는 바를 정치인이나 정당을 통해 성취할 수 있게 되는 로비의 창구가 되지 않고 원칙
적인 의미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규정해 가야 할 것이다.
옛말에 빈대를 잡으려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건,
제도 속에 담아내야 하는 건, 빈대를 잡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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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도에는 흑백의 양면이 있게 마련이고, 부작용의 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면까지 철저하게 무시해도 좋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회사를 비롯한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그들의 정치적 자유권의 기본권능력을 인정하는 이상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허용범위와 요건, 방식에 대해서는 부작용의 폐해를 반영한 제도
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제도와 공개제도를 동시에 설치59)하는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헌법적 사항임에 틀림없
다고 하겠다.

59) 강경근, 정치부패와 정치자금(한국범죄방지재단, 1999), 15-20면; 엄기홍, “미국의 정치 기부금 제한법과
이익집단,” 한국정치학회보 38집 3호(2003), 473-478면; 유기준, “공직선거, 정당제도 및 정치자금제도 개
선방안,”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자료 20선(2009), 123-143면; 최용기,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외법논
집 제31집(2008.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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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titutional Study on Restrictions on
Political Contributions of Corporation or Organization

Cho, Soyoung |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our Political Funds Act in force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democratic politics by guaranteeing the fair provision of political
funds,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s through the disclosure of the
details of their revenues and expenditures and preventing irregularities involving
political funds. We know that this legislation has been reflect negative views and
experiences about relations of politics and money. And we kn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money is a necessary evil, too. Our worries are starting at
just such duality. So I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s on contributions
of corporation or organization in our Political Funds Act in force. This is because
the corporation or organization admits subjectivity of constitutional rights in political
scope according to moder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article 31 of our Political Funds Act in force is as follows, “① Every foreigner,
corporation or organiz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shall be prohibited from
contributing any political funds. ② No one shall contribute any political fund from
any corporation or any organiz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is an absolute or entire prohibition of political
contributions of corporations. But political contributions are of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r association of corporations depending on that cases. So this
constitutionality issue is worthy of review is to be recognized. And then I review
meaning of subjectivity recognition of corporations’ constitutional rights in political
scope, history of restrictions on political contributions of corporations, related
constitutional court case, submitted revision opinions of Election Commiss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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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ard of constitutional(judicial) review for this article. In conclusion, I want
to seek a revision direction of the current prohibition article through this examination
process.

■ Keyword: Political Funds Act, subjectivity of political rights of corporation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corporations, freedom of associations of corporations, an absolute prohibition of political contributions of corpor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