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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해시법학회 경쟁법연구회, 상해교통대학 경쟁법률정책연구센터, 한국 고려대학교
와 중국 인민대학교의 한-중 시장ㆍ규제법센터(MRLC)에서 공동 개최한 '주요 반독점 
사례에 대한 법 경제학적 분석-한ㆍ중 시각 비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 정말 기쁩
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6년 넘게 실행되어 왔고, 집법기관과 사법기관에서 함께 
일련의 독점금지 사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한국 규제당국에서 처리했던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저희 각자가 봉착한 상황
이나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고 복잡하여 같을 수는 없겠지만, 중국과 한국 비교적 관
점에서, 관련 법학, 경제학적 이론을 실제와 결부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
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국가공상총국 경쟁집법국을 대표하여 본 세미나의 개최에 열렬한 축하를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상기관 반독점 집법에 있어서 최근 발전 동향에 대한 간
단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관련 상황
  ‘반독점법’이 실시된 이래 공상총국에서 입안한 사건과 성급 공상국에 권한을 부
여하여 입안 조사한 사건은 총 42건입니다. 이중에서 외자기업이 연루된 사건은 2
건으로, 공상총국에서 입안 조사한 독점 혐의를 받은 테트라팩(Tetra Pak)사와 마
이크로소프트사 사건이었고, 나머지 40건의 당사자는 국유기업을 포함한 내자기업 
및 업계협회였습니다. 총국에서 올해 수권한 10개 사건 중 6건이 시장지배지위 남
용 사건이고, 입안 조사한 42개 사건 중 이미 판결이 난 것은 18건입니다.
  공상총국에서 사건을 입안 조사하고 성급 공상국을 지휘하여 독점사건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당사자 주체에 대하여 일시동인(一视同仁)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법정권한 내에 법률절차를 엄수하며 반독점 책임을 이행하였고 당사자의 의견에 귀
를 기울이고, 이미 처리된 사건은 처벌결정을 하달하기 전에, 당사자 진술, 해명 및 
법에 따른 증언 청취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처벌결정서 본문을 총국사이트에 공
개하는 방식으로 사건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
다. 
  2013년 7월 29일, 국가공상총국정부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경쟁집법 공고”를 개
시함으로, 이미 조사 완료된 독점사건 처벌결정을 게재하였습니다. 현재 공상기관이 
심사 완결한 17개 독점사건 처벌결정과 1건의 조사정지결정이 모두 경쟁집법 공고



를 통해 전부 공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상기관은 독점사건 처리와 관련된 상황
을 계속 이 사이트를 통해 공개함으로 자각적으로 사회의 감독과 평가를 받을 예정
입니다.

  2. “공상행정관기관에서 지식재산권침해배제 남용금지,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규
정(의견 수렴 초안)”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올해 6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공상총국은 사회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
고자 공상총국 사이트와 정부사이트에 본 “규정”을 게재하였습니다. 미국정부, 미국 
상회, 미국지식재산권협회, 미국변호사협회, 미국정보산업기관, 미중무역전국위원회, 
외상투자협회브랜드보호위원회(QBPC), 국제상표협회, 국제변호사협회 등 9개의 미
국소속 기관과 일본상회, 일본지식재산권협회, 중국일본상회, 일본무역진흥기관 등 
4개 일본소속기관, 유럽위원회의 경쟁이사회,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중국자동차협회,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영국RBB 경제컨설팅회사, 글로벌경제집단(全球经济集团), 국
내 9개 유명 로펌 및 경제컨설팅회사, Tencent(腾讯)사, 화웨이(华为)사, Datang
(大唐电信)사, L.M.Ericsson(爱立信公司)사, Intel(英特尔) 등 5개 대기업, 총 33개
의 기관 및 일부 개인으로부터 241개 조문의 13만 자되는 건의를 받게 되었습니
다.
  저희는 상술 의견에 대하여 취합하고 분석 연구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건의를 수
렴하는 방식으로 ‘규정’에 대하여 수정하고 보완하였습니다. 기존에 21개 조문에 대
하여 13개 조문을 수정하고, 2개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2014년 8월, 공상총국은 다시 한 번 ‘규정’에 대하여, 전인대법제공작위원회(全国
人大法工委), 최고인민법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과 정보화부, 농
업부, 상무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국가임업국(国家林业
局),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국무원법무팀(国务院法制办) 및 국가표준위원회
(国家标准委) 등 12개의 부서로부터 총 26개의 의견을 수렵하였습니다. 수렴한 의견
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리와 연구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견 건의들을 받아들여 
‘규정’에 대해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3. 독점규제 업무의 다음 과제 
  이번 주, 공상총국은 세 번의 토의를 거쳐 반독점과 반부정당경쟁 집법국 편제를 
직판과 감독을 포함한37인, 8개의 처로 확정지었습니다. 반독점 집법이 강화되고 있
어 반독점 처를 증설하고, 5개 편제를 더하고, 반부정당경쟁처에 편제 1인을 증가 시



켰습니다. 경쟁집법국 내에 반독점법률지도처, 반독점집법1처, 2처를 설치하여 구체적
인 반독점 입법과 집법관련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이나 미국 경쟁규제당국의 수천 인원 배치와 대비하면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다음 단계로, 공상총국은 ‘독점금지법’과 국무원직책 분담에 따라 반독점법 집법 
업무를 진일보 강화할 것입니다. 집법강도를 높임으로 독점을 예방하고 제지시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여 소비자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지킬 
것입니다.
  우선, 전국범위 내의 중대한 독점 사건- 마이크로사와 테트라팩사가 독점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법률절차에 엄격하게 사건의 경위를 조사할 것이고, 국민
들의 관심이 뜨거운 산업과 영역- 담배, 보험, 전선(电信), 전력공급(供电), 물 공
급(供水), 가스 공급 등에 초점을 맞춰, 공평 경쟁의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독점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직책기능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역 보호주의와 산업 독점을 제거
하며 행정권력 남용을 배제하고, 경쟁제한 행위에 대하여 제때에 행정의견을 제시
하여 제지시키고, 시장이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결정적 역할을 보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 집행 기초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입법 계획에 따른 관련 규정의 수
정과 기고 작업을 통해, 독점 행위를 처벌할 법 집행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 계층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기초에서, “공상행정관기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배제 남용금지, 경쟁제한 행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수정과 보완 작
업을 거쳐 올해 연말 전에 정식으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 2년 동안 반독점법 집행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결부하여 
반독점법 집행 절차를 보완하여 법 집행 가능성을 높일 예상입니다.
  
  전문가 여러분들 및 사회 각 계층인사들의 공상기관 반독점 업무에 대한 지지와 관
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5월, 공상총국 경쟁집법국(竞争执法局)은 상해교통대학 경쟁
법률정책연구센터와 오랜 기간의 협력을 토대로, 상해교통대학과 ‘경쟁법이론 연구협
력 강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양측의 협력이 보다 체계화 되길 기원합
니다. 국내외 경쟁법 영역에서 학술적인 영향력이 있는 상해교통대학 경쟁법률정책연
구센터를 통해 경쟁집법과 경쟁법 이론연구 및 인재양육에 있어서의 장점을 발휘하여  
경쟁집법 이론 연구와 법집행 실천에 있어서 든든한 후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구센터가 전국 공상계통(工商系统) 경쟁법영역 연구센터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면
서 나아가 국내외 경쟁법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씽크탱크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희 또한 저희의 경쟁 집법 활동이 더 많은 기관과 전문 학자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



길 바라면서 이만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