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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3)'45"6789'4:
;"<"/"‘'()*+D"=>+"39"?6@A’"BC""
O"E"F:G"0HI"FJKLMN"
O" 123)5P" QR" 3S" 5T" UVW19 XYZV" 39" [\" ]G"
^_`I"ab"'()*+I"cd"*2%"]":eF:fG"gGh"
id" M.j" ik, M.j" (?ik, M.j l#m" ]G" 'no"
=>+p*I"iq"r89"sb"39"tuv vwxyz"x{|LM.
r}" :e" %&" ~" '()*+ZV%•" €:" •‚*]" =>+"
39" ?6@Af" :ƒq" „Gv" …†, ‡}" =>+" 39v" UVWˆ
‰tV"?6ŠZV"@A‹bQh"*2%Œ"•Ž‧••x{|LM.
* 비영리법인 정관에 비대면 총회 개최방식을 규정해도 되는지 등

□ ‘" ’f, ‘'()*+" ~" “”*+Œ" nq" =>+" 39" ~" r89b
*•(7*" ~" “”*+*)?" –Q‹Q" —Z˜V* €:Œ" –QxQ
—b" q" @Ax‹, M™" š›" ~" ’Gb" ‘" 8J" ~" r8G" œ
T•I"X+ž"!"Ÿ^ "qM’b"¡¢I"£¤"¥|LM.
*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반드시 주소가 특정된 장소에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4"‘œ§"*2%"¨2©ª*ZV"@A‹Q"—«¬"J-i#!
®I"iq"š›"~"’Gv"vw¯I"B_°)±L, '()*+"¨
2Œ"²³x6F"´µLM.
* 민법 제75조 총회 결의 방법 관련 질의 검토: 민법에서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17 비영리
‧ 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457-458쪽)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상시 허용에 대한 법무부 검토의견
2014. 9.

 개요
❍ ·F¶p‡¸" '()*+D" “”*+Œ" nq" =>+" 39" ~" r89b" *?"
–Q‹Q"—Z˜V"€:Œ4"–QxQ"—b"q"@A¹
※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어도 가능

-"M™D"š›"~"’Gb"‘"8J"~"r8G"œT•I"X+ž"!"Ÿ^ "¯
※ 본인 확인 및 결의 시 위‧변조 방지 장치가 담보될 필요
이 경우도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
‧ 영에 관한 법률」 및 총회이
‧ 사회 관련 정관 규정 준수

 온라인 총회에 대한 상시 허용 가부
【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허용 가부 】
❍ ·€:G"–Q"º€r"»b"q"@A¸"€:Œ"–QxQ"—b"q(39h"¼°6"½¢
Œ4"xyz"º€"])"8Š".¾G"J¿Œ"¦>"J-"i#"!®I"iq"9Gv"
@A¹"
※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반드시 주소가 특정된 장소에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š›¸"=>+"39G"p*Œ"nxÀb"8JG"œT•I"X+ž"!"Ÿyz"
xÀ "¯"
"-"œ(?f"Á•I"œ6Œ"Â!#xb"¢¾v"ÃÄ^Å"¢[Œ4"š›xÀ"ÅÆ
xb"pÇZV"vw¯
※ 「사립학교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규정된 이사회 원격영상회의 방법도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방식임

❍ ·’G"p*¸"È’Œ"²›q"8JG"œT•™"X+ž"!"ŸMoD"É!D"ÊÈ"FË"
ŠÌq"p*Œ"¦>"=>+ZV"š›q"8JG"’GÍ"Æ8v"vw¯"
※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총회의 표결 및 집계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대법원ﾠ2011.10.27.ﾠ선고ﾠ2010다88682ﾠ판결ﾠ【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
【판결요지】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
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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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정관 준수 필요 】
❍ =>+"39y"39v"ÎÏxÐ"•ÑxF"cxÀ"39"[\"iQD" G8z"
Ò•"]"「7*」 ~"39":ƒ"€:"º€I"Ó!ž"Ô•
【 공익법인도 같음 】
❍ “”*+y" 「“”*+G" ÕÑ‧Ö(Œ" :q" *•」·rx" ‘“”*+*’¸Œ"
39Œ"nq"º€r"»^"「7*」G"º€r"ŠA‹˜V"×Á""

 온라인 이사회에 대한 상시 허용 가부
【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이사회 】
❍ ·€:G"–Q"º€r"»b"q"@A¸""「7*」Œb"'()*+G"r89Œ":q"
º€r"»^"[\D"’G"p*"~"8Ø"]P"€:Œ"GxÀ"ºÙ¹"
" -" €:Œ" –Q" º€r" »b" q" 8Š.¾" J¿?" J-"i#"!®I"iq"
9Gv"@A¹"
❍ ·š›"~"’G¸"=>+"39ˆ"×Á"
❍ ·€:"Ó!"Ô•¸"r89":ƒ"€:"º€r"ŸMo"rh"Ó!ž"Ô•
【 공익법인의 온라인 이사회 】
❍ ·€:G" –Q" º€r" »b" q" @A¸" 「“”*+*」P" r89G" 4o’GŒ"
Gq"G8h"@AxQ"—bMb";qr"ŸZW (;9³;3Ø),"'no"r
89h"–Qxb"º€P"»Á
""-"€:Œ"–Q"º€r"»b"q"8Š.¾"J¿? " J-"i#"!®I"iq"
9Gv"@A¹"
❍ ·š›"~"’G¸"=>+"39ˆ"×Á"
❍ ·「“”*+*」 ~" €:" Ó!" Ô•¸" r89" [\" iQ" ]" 「“”*+*」
~"r89":ƒ"€:"º€"Ó!"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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