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icr.re.kr 

   

 

   

 

2016년 ICR센터 기획세미나  

불공정거래행위 세미나 시리즈 Ⅰ: 

「한국과 일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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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는 수직적 관계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

호하는 등 우리나라 특유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시장기능과 사법체계가 취약했던 현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역량이 집

중적으로 투입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경제 양극화 시대에 공정거래질서 확

립과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해 임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정된 역량 분산, 전통적 경쟁법 영역과의 중복, 집행오류 가능성 증대, 법원과 기업들의 눈

높이 상승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공정거래위원

회와 공정거래법 집행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더 이상 해결을 

미루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ICR센터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올해 일련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려 합니다. 4월에는 첫 번째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규제의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가 

일본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와 비슷한 법

제를 가진 일본, 대만, 그리고 최근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제도의 도입을 예고한 중국의 제

도와 사례를 비교하고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를 진단하는 등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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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발표자: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rof. Liyang Hou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in China)  
Prof. TSUCHIDA, Kazuhiro (Waseda Law Schoolin Japan) 
Prof. Andy Chen (Chung Yuan Christian University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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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일본의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의 이론과 동향 

 

 

 

◈ 발 표 : 이시오카 카츠토시 (일본 게이오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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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1] 

 

 

 

 

 

 

 

◈ 토 론 : 최요섭 (한국외국어대 교수) 

 

 





 

A DISCUSSION ON THE ISSUES OF ABUSE OF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 

 

 

YO SOP CHOI 

Assistant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t is my great pleasure and honour to have a discussion with Professor Ishioka on the subject of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in competition law. In particular, Professor Ishioka provides a founding 

background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relevant rule on superior power in Japan, which may be 

useful and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rresponding provision in Korea. In effect, similar to 

Article 19 of the Japanese Anti-monopoly Law (AMA), the Korean rule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UBP), Article 23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prevents abuse of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This legal provision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legal measure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Article 3-2 MRFTA, as the competition authorit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does 

not need to provide evidence of market domina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UBP rule. Therefore, no 

economic rationale or principle is required in the case of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despite its 

intrinsic context of vertical restraints, including the issues of inter-brand and intra-brand competition. 

I believe this provision has been founded on the spirit of economic democratisation regarding the 

subject of unfair bargaining power, including buyer power. In sum, the framework of the AMA is 

almost identical to the Korean MRFTA, as Article 19 AMA plays an important role since its threshold 

is lower than Article 3.
1
 

   Likewise, the rules of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exist only in the competition regimes of Korea 

and Japan, and the overall relevant legal provisions, including sub-contract law and franchise law, 

seem to have similar structures, such as the definition of large-retailer and franchisor and the scope of 

applications of the laws, which provide quasi-non-exhaustive list of unfair practices. The laws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s are strongly related to the buyer power, and, in fact, the subject of buyer 

power is often controversial in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The Korean and Japanese legal 

                                                      
1
 Yo Sop Choi and Kazuhiko Fuchikaw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etition Laws on Buyer Power in 

Korea and Japan”, World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Review, Vol. 33, 2010, p. 507. In the Miyakawa 

case, the Supreme Court of Japan held that a dominant position in Article 19 refers to dominance in a 

transaction and does not necessarily indicate market dominance. See Mitsuo Matsushita, International Trade 

and Competition Law in Japa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3,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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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s on this subject have developed distinctively with their enforcement focus on fairness and 

the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2
 With regards to this, some questions 

may arise as follows.  

   First, a question may arise whether a rigorous implementation of the law can go beyond what is 

necessary, especially when there is an overlap problem with the legal provision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or private monopolisation, albeit the concurrences of lex specialis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rule. The heavy reliance on the rule of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can generate a 

problem of typical type I error, as competition authorities may apply the substantive provisions on 

UBPs, although the cases can be investigated under the rule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Second, the vigorous application of the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rule may mislead the meaning 

of economic democratisation that implies the social market economy.
3
 It can be considered as a catch-

all provision that can be implemented by the politics, thereby harming the virtue of legal certainty.
4
 

Furthermore,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be the guardians of competitive process
5
 rather than the 

regulators in the area of free contract, including distribution, in excuse of ensuring fair trade in the 

market.   

   I would like to ask some questions to Professor Ishioka, on the recent development of Article 19 

AMA on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First, the slide 5 of the presentation indicates the number of 

decisions by the Japanese competition authority, but the table on the slide 10 does not seem to 

indicate final decisions of violations of the law, although the number of recommendations is over five 

thousands in 2014.
6
 I am wondering whether there is any noteworthy decision on superior power in 

Japan over the last decade.  

   Second, the Japanese guidelines on this subject may ensure legal certainty by defining the scope of 

applications, such as providing the criteria for the scrutiny.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o generate 

strait-jacket effects which refer to a form-based implementation of the law due to its clear white-and-

black criteria. I would like to ask whether there is any discussion, concerning the Type I error from 

the lack of considering positive effects from vertical restraints.  

                                                      
2
 Ibid., Choi and Fuchikawa, p. 501 

3
 See e.g., Eleanor M. Hadley, Antitrust in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70, p. 12. 

4
 E.g., Toshiaki Takigawa, “Prospect of Antitrust Law and Policy in 21

st
 Century: In Reference to Japanese 

Antimonopoly Law and Fair Trade Commission”, Journal of Korean Competition Law, Vol. 8, 2002, pp. 172-

173. The author argues that the Japanese competition rule on vertical restraints, particularly Article 19, is vague 

and broad. 
5
 Richard Whish and David Bailey, Competition Law, 8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5, p. 

602. 
6
 It is possible that the culture of administrative guidance generates this type of competition control in Japan. 

See e.g., Jiro Tamura, “Competition Policy in Japan: A New Necessity for a Mature Economy”, in C. Green and 

D. Rosenthal (eds), Competition Regulation in the Pacific Rim, Oceana Publications, New York, 1996, p. 230. 

In particular, there are some discussions for the improvement of surcharges on the violation of UBP rules in 

Japan, except the ca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See also Shuya Hayashi, “Discretionary Surcharge 

System Model in the Japanese Cartel Law Enforcement”, in T. Cheng et al. (eds), Cartels in Asia: Law & 

Practice, Kluwer, Hong Kong, 201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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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xample, in the Mitsukoshi case of 1977, the Japanese competition authority could apply the 

private monopolisation provision rather than Article 19 since the undertaking could be considered as 

market dominant. In addition, in the Lawson case, there was no consideration on the possible 

alternatives for the franchisees, but the Japanese competition agency simply examined unfair practices 

that fell within the scope of Article 19 AMA.  

   The lower threshold in the public enforcement on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can also be 

observed in the Zen-Noh case.
7
 In this case, Zen-Noh was the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which possessed 50 percent of market share in Japan, but the JFTC simply 

concluded its violation of Article 19 for refusal to deal and abuse of a superior position rather than 

Article 3. My last question is wheth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y balance between consumer 

welfare by lowering prices
8
 and protection of SMEs in applications of UBP rules.

9
  

 

Thank you. 

                                                      
7
 Zen-Noh, 36 Sinketushu 53 (JFTC, 20 Jan. 1990). 

8
 E.g., Uny, JFTC, 7 Jan. 2015. For the case detail, see also Masako Wakui, Antimonopoly Law: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Japan, Arima Publishing, Suffolk, 2008, pp. 172-173. 
9
 Choi and Fuchikawa, supra note 1, p. 517. Some argue that the prohibitions of UBPs are part of the law of 

consumer protection and of SMEs. See Matsushita, supra note 1, p. 89; Toshiaki Takigawa, “Competition Law 

and Policy of Japan”, Antitrust Bulletin, Vol. 54, 2009, p.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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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서 ‘거래상 지위’의 개념과 판단기준
이황*1)

Ⅰ. 서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다양한 규제유형 
중 사건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이고, 그 중에서도 거래상지위 남
용행위가 가장 많다.1)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의 개념과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학계에서 비판이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거래
상 지위’의 개념 역시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학계와 실무계 
논의는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 여부에 집중되었고 ‘거래상 지위’에 대하여는 깊
은 검토가 거의 없었다. 이는 아마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하지 않
은 일본에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받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의 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집행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판단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문제를 낳는다. 즉 법령에 규정된 ‘거래상 지위’라는 구성요건이 그에 
주어진 비판적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2) 이 글은 이 
점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가능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에 필요한 ‘지위’ 내지 ‘힘’의 체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시장지배적 지위가 입증되
어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위법행위 유형이 복잡다기
하기 때문에 행위유형별로 어떠한 ‘지위’ 내지 ‘힘’이 요구되는지 정립되어 있지 못하
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다양한 금지행위 유형 중 상당수는 행위자가 금지행위를 실행할 수 
있을만한 정도의 시장 내지 거래관계에서의 힘 내지 지위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총 357건 중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122

건으로 34%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 공정거래백서, 2015, 55면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총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478건이었는데, 이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규제만 219건(45.8%)
이었다. 앞의 책, 190면 참조.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시행령에서 5가지 유형으로 세분되는데, 이 중
에서 특히 불이익 제공과 이익제공 강요행위 유형이 사건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2) 대평유통업체의 공급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
로 지위요건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용중, 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 구매력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판단기준 개선방안, 외법논집 제37권 제3호, 2013,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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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예컨대 거래강제 행위 중 끼워팔기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경쟁제한
적 위법행위가 가능하고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보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은 일반 사업자도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끼워팔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영세사업
자가 위법한 끼워팔기를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
원은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
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 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시장지배적 지위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일정한 시장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라 한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심사지침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특히 “시장경쟁을 제한하
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도록 규정한 행위유형에 대하여 일정한 시장지위를 요구
하고 있다.4) 즉 경쟁제한성을 위주로 판단하도록 하는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시장점유
율 10%에 해당하는 안전지대(safetyt zone)을 인정하는 것이다.5)

그런데 경쟁제한성이 아닌 불공정성(unfairness)을 규제근거로 하는 행위유형에 대하
여는 개념상 원칙적으로 일정한 시장에서의 힘 내지 지위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는 
불공정성의 개념을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관
점에서는 일견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6) 그런데 이 중에서 유독 거래내용의 불공정
성을 금지이유로 삼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가 ‘거래상 
지위’를 가질 것이 요구되어 특이하다. ‘거래상 지위’라는 용어는 일본 독점금지법에
서 유래된 ‘우월적 지위’를 표현만 바꾼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단독의 위법행위에 관련된 ‘지위’ 내지 ‘힘’의 체계를 「시장지배적 지위-
거래상 지위-보통의 지위(無地位)」라는 식의 3단계로 파악하는 이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7) 이와 같은 분류는 간명한 체계를 정립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에서 보듯이 
불공정거래행위 중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못지 않게 상당한 시장지위가 요구되

3)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4) 심사지침 III. 2. 다. 안전지대가 적용되는 행위 유형
5) 다만 심사지침에서 끼워팔기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안전지대가 규정되

어 있지 않다(심사지침 V. 5. 가.). 이는 아마도 끼워팔기가 속한 상위 행위유형인 ‘거래강제’가 “불합
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금지”된다고 하
는 입장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이 거래강제의 규제근거와 
그 일종인 끼워팔기의 규제근거가 상충하는 것은 심사지침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의 하나
이다.

6) 대표적인 예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경우이다. 법령과 심사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이는 영세사업자도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7) 한국경쟁법학회, 제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개선방안 연구, 2014. 12.,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
서. 이 보고서는 “현행법상 지위남용 규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거래상 지위남용의 두 가지를 대
상으로 행해짐”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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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유형과 영세사업자라도 범할 수 있는 행위유형이 병존하므로 오해의 우려도 
있다. 한편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는 ‘거래상 지위’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인데, 
이하에서는 이 문제에 집중하기로 한다.

III. ‘거래상 지위’의 개념과 문제점

앞에서 보았듯이 ‘거래상 지위’에 대하여 충분한 개념정의가 되어있지 않고 부당성 부
분에 판단이 집중된 결과, 대부분 사건에서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의 사업규모에 상
당한 차이가 있으면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 학설 

학계의 다수설은 ‘거래상 지위’를 객관적·절대적 개념인 ‘시장지배적 지위’와 구별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상대적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
는 것이 보통이다.8)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과 판례상 법리에 
바탕하여 설명하고 있다.

학계의 다수는 일본의 논의를 다수 수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거래상 지위의 상대
성 개념을 비롯하여, 실제 거래관계에서 당사자 간 거래상 지위에 차이가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당사자 간의 단순한 힘의 차이 만으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는 식의 표준적 설명은 일본의 것을 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9) 나아가 우월적 지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거래필요성’을 기준으로 하는 일본의 학설과10)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국내 학설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에까지 큰 영향
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 이러한 현상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자체가 일본에서 
결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달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사법심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
면 상당히 불만스러운 수준이라고 보이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2.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취지에 대해서,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8) 권오승, 경제법(제12판), 2015, 327면.
9) 谷原修身, 條解獨占禁止法, 1999, 212면.
10) 白石忠志, 獨禁法, 2005, 49면.
11) 신영수, 판례에 비추어 본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법리, 상사판례연구 제28권 제1호, 2015, 

179~180면 참조. 한편 뒤에서 보는 2015년 개정 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각에 바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015.12.31. 개정되기 전의 것, 공정거래위
원회 예규 제134호) Ⅴ. 6. (2) 참조. 

- 27 -

카피나라
사각형



* 미완성 초안이므로 인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4 -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
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
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12)

이러한 배경에서 ‘거래상 지위’에 대해서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
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
정하기에 족하다”고 하여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13) 그러면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고 하여 종합적·구체적 판단을 요구하면서14) 많은 사건을 통해 다양한 기준을 제
시하여 왔다. 

판례가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사례를 종합하면, 대체로 행위자가 대규모 또는 유력한 
사업자이고 상대방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상 행위자와 거래를 계속해야 할 경우, 상
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행위자의 사업능력이나 법률지식이 상
대방에 비하여 월등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간에 유통계열화가 상당한 정도 진척되
어 의존성이 높은 경우, 특히 독점적 공급관계, 하도급거래관계, 대리점계약관계 등에
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15) 그러면서도 특히 ‘거래관계의 구
속성’ 또는 ‘경제상 종합적 능력의 차이’를 핵심적 요소로 파악하여 거래상 지위 여부
를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 가지 요소 중에서도 특히 거래상대방보다 우월한 
사업능력, 경제력, 정보력 등을 강조하는 후자에서 논거를 찾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판례가 다룬 사건의 상당수가 중소공급업체와 대형수요자 간의 관계를 
다룬 경우가 많았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심사지침이나 판례 상 법
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위 ‘갑을관계’를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러한 배경에 따라 문제되는 거래상대방은 하나 또는 소수로 특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관계의 구속성이나 경제상 종합적 능력의 차이를 일률적으
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불)특정 다수의 거래상대방이 존
재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존재나 부당성에 대하여 대법원이 대단히 높은 입증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형할인업체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이
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유형에 있어서 대법원은 입점업체들에게 
일괄하여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식의 접근을 인정하지 않고, 불이익을 입은 입점업
체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불이익의 내용과 수준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16)

12) 대법원 2000.6.9. 선고 97누19427 판결.
13)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14) 대법원 2000.6.9. 선고 97누19427 판결.
15) 신영수, 판례에 비추어 본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법리, 상사판례연구 제28권 제1호, 2015, 178면.
16)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46 판결(한국까르푸의 불이익제공행위 사건).

- 28 -

카피나라
사각형



* 미완성 초안이므로 인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5 -

판례의 위와 같은 입장은 사안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한 판단
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체적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가능성을 
결여하거나 규모의 차이가 어느정도라도 있으면 거래상 지위를 대부분 인정하게 된다
는 문제를 안고 있다. 판례가 말하는 ‘거래관계의 구속성’의 경우 계속적 거래관계에
서 우려되는 억류(hold-up) 현상을 포착하기 위하여 마련된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 
요건이 대단히 광범위하여 이른바 구성요건의 비판적 기능을 다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당사자 간 ‘경제상 종합적 능력차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해서, 이에 
대하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당해 거래에 구속받는 정도가 아니라 당사자의 종합
적 사업능력과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우월적 지위남용의 규제는 독점금지법
상 시장개념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비판이 적
절하다고 생각된다.17) 따라서 판례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요소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생각하여 균형있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3. 2015년말 개정된 심사지침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말 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이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관
한 개정내용을 가리켜 ‘개정 심사지침’이라 한다).18) 개정 심사지침은 판례보다는 다
소라도 발전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금
지하는 이유를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거래상 지위 여부 판단
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여 주목된다. 이는 개정 전의 심사지침이 
거래상 지위를 위법성 판단에 관한 서술과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 설명하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발전한 것이다. 그 내용은 상당부분 과거부터 축적된 대법원 판례의 취
지를 종합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 판례보다 ‘거래상 지위’를 보다 제한
적으로 파악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개정 심사지침은 우선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
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
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
상적인 협상력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어떠한 경우이건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거래 통념 상 있을 수 있는 ‘협상력의 차이’보
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밝힌 것은 주목할만 하다.

17) 홍명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분석(2010)-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을 중심으로, 경쟁법
연구 제23권, 2011, 104면.

18)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015.12.31.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1호) Ⅴ.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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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심사지침은 위의 대원칙에 바탕하여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계속적 
거래관계에서 ②상당한 거래의존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판례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①의 요건은 고착화(lock-in) 현상
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19) 즉 특화된 자본설비나 기술 등에 대한 선행투자가 있어 
고착화(lock-in) 현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상대방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는 것이다. ②의 요건은 대체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관계라 하더라도 거래처 등을 변
경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상황, 관련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바탕에서 개정 심사지침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경우를 거래상 지위가 인
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로 예시하고 있다. 

 ․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

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

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간 거래관계  

 ․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가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명상표품을 갖추는 것이 사업운영에 극히 중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와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

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

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개정 심사지침은 판례이론이 언급해온 ‘거래관계의 구속성’을 구체화하여 거래상 지위
의 인정범위를 어느정도라도 제한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바람
직하다. 판례가 거래상 지위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제상 종합적 능력의 차이’는 
실질적으로는 외형상 규모의 차이 말고는 유효한 준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4. 문제점

기존의 학설이나 판례, 그리고 개정 심사지침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거래상 지위의 개
념이나 판단기준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제점을 생각해본다.

가.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학설, 개정 심사지침, 그리고 판례 등이 말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취지와 

19) 심사지침 V.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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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질, 규제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거래상 지위’의 핵심은 결국 계속적 거래관계
에서 ‘거래관계의 구속성’ 내지 ‘대체가능성’의 논리로 결정되는 ‘협상력’ 문제라 할 
수 있다. 판례는 당사자의 종합적 사업능력의 차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망라
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비하여 심사지침은 이들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만 심사지침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집
행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가장 발전한 형태로 보이는 심사지침에 의하더라도 ‘거래상 지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
근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20) 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거래상 지위남
용행위 사건들이 종합적 사업능력의 격차가 현저하게 큰 이른바 대-중소기업 간 구조
적 문제를 배경으로 한 것이거나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맹점, 대리점 등) 간의 
일방적 관계를 다룬 것이 대부분이어서, 거래의존도 내지 대체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없어도 직관적으로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다.21) 
심사지침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로 예시한 4가지 사례들
을 보면 이와 같은 경향을 쉽게 알 수 있다. 판례가 종합적 사업능력의 차이를 핵심
적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이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이 많아 아예 단행법으로 독립시킨 경우를 보면 더 쉽
게 이해된다. 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적용대상이 비교적 분
명하게 획정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판례가 말하는 ‘경제상 종합적 능력의 차이’ 내
지 ‘거래관계의 구속력’만으로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가장 최근에 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래상 우월적 지
위’ 여부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22) 역시 구조적 요
소들에 한정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불명확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된다.

나. 제1종 오류의 가능성 : 효율성 저해의 위험

개념과 판단기준의 불명확성은 제1종 또는 2종 오류의 가능성을 낳는다. 특히 거래당

20) 개정 심사지침이 ‘거래상 지위’에 관하여 새로운 요건을 규정한 것도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
할 사건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21) 김용중, 앞의 논문, 183면 참조.
22) 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나.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다.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라.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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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사업규모나 종합적 사업능력 등의 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또는 종합적 
사업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나 구속력이 크지 않거
나 일방적이지 않은 경우 등에는 앞에서 본 판례나 심사지침의 단순한 일방향적 기준
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한 경우
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상호간 거래관계를 쌍방향적·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존도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지위에 근거하여 고착화 현상에 바탕한 hold-up을 야
기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판례와 심사지침이 안고있는 단편적·일방적 고려의 문제는, 종래의 전형적인 경우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근래 경제발전과 함께 전형적인 경우와 사정이 
달라서 거래관계를 쌍방향적·종합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예컨대 백화점이나 면세점들은 입점업체에 대하여 보통 우월한 ‘거래상 지위’에 있다
고 보며, 기존 판례나 심사지침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소위 유럽 ‘명품’ 업체들은 
그와 전혀 다른 관계에 있어서, 최근 면세점들이 명품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마진율도 낮게 책정하거나23) 심지어 백화점 매장의 경우 고액의 인테리어 
비용도 입점업체와 백화점이 반반씩 부담하는 관행과 달리 백화점 측이 전액 부담한
다고 알려져 있다.24) 이러한 경우를 일방 당사자의 시각에서 단선적으로만 판단하면 
거래의 실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전형적인 제1종 오류(false positive)
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제1종 오류의 우려는 수직적 거래관계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법의 근본취지에 배치될 위험을 낳는다. 수직적 거래관계의 효율
성은 경제가 발전하고 분업화가 진전될수록 더 요구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
는 위험은 점점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다. 불충분한 고려요소 - 행태적·정성적 요소의 고려 필요성

구조적·정량적 요소들을 망라하여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양한 행태적·정성적 
요소들까지 종합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설들이 시장지배적 지위와 거래상 지위
의 차이를 객관적·절대적 개념과 주관적·상대적 지위라는 점에서 찾는다는 것은 앞에
서 보았고, 심사지침 역시 이러한 시각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장지배적 
지위의 경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는 요소가 대단히 많고 경제학적 분석
기법도 크게 발전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시

23) “면세점 경쟁 가열, 명품 콧대만 높인다”, 연합뉴스 2015. 11. 1. 보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30/0200000000AKR20151030112800030.HTML
?input=1195m

24) “샤넬 인테리어비 폭등에 백화점들 '전전긍긍'”, 연합뉴스 2011. 9. 11. 보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260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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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2문)과 같은 구조적 요소를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 봉쇄력, 자금력 등과 같은 행태적·동태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25) 즉 구조적 요소와 행태적 요소들을 종
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해당 사업자가 상품 등의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26) 이와 같은 판단이 필요
한 이유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성요건의 비판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즉 
시장지배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를 야기할 우려를 인정하기 어
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 판단을 함께 강조함으로써 부당성 내지 
경쟁제한효과에만 의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 결과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 판단 단계에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에는 그보
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없게 되어 소송경
제를 유도함은 물론 오판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시장지배적 지위와 달리 주관적·상대적 지위라는 거래상 지위의 특성에 비추
어 보면,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 판단 시보다 오히려 더욱 다양한 행태적·정성적 요소
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래상 지위 여부 판
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 판단을 위한 앞의 정량 및 정성적 
고려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함은 물론 그에 대한 분석도 보다 심도있게 하는 것이 옳
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거래상 지위 여부 판단은 지극히 단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라. 소결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실무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이나 재판 과정에서 
쟁점화되면 당연히 고려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판례가 ‘경제상 종합적 능력의 차이’를 
중심적 판단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기존의 판례상 법리나 심사지침 등이 명확한 기
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기준을 유연하게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여
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판단기준을 모호하고 불명확
하게 만들고 실제의 판단단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재량을 부여

2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고시, III.
26) 위의 법령을 구체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52호(2012. 8. 13. 개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관련시장을 획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
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그 외에도 “사업자가 거래선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에게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사업자의 신기술 개발 및 산업
재산권 보유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III항). 그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에서 대단
히 복잡한 논의와 다툼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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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오류의 가능성을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 뿐 아니라 거래상 지위를 지
나치게 쉽게 인정하고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 단계에서 모든 위법성 판단을 하
도록 하는 것은 구성요건의 존재의미에 대한 회의를 낳게 한다.

일반적으로 위법행위의 구성요건은 이른바 ‘비판적 기능’ 또는 ‘한계적 기능’을 다하
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불법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의 개념 정의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판례나 심사지침의 
구조적 판단기준은 비전형적인 사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그 결과 거래상 지위남
용 사건에 있어서 행위자가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도 무
비판적으로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고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판단의 단계에 지나친 판단
의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거래상 지위 여부의 문제는 개정 심사지침이 대원칙에서 핵심문제로 제기하다시피 상
대적 관점에서 “당사자 간 협상력 차이가 얼마나 큰지”의 문제라 할 수 있고,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상응하는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거래상 지위’를 정의할 
필요를 제기한다. 그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기 못하는 현재의 판례와 심사지
침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IV. ‘거래상 지위’의 종합적·동태적 판단기준

앞에서 본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적·동태적 판단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발전한 경제학적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시
장지배적 지위에 상응하는 정도로 고려요소를 넓히고 분석기법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1. 기본원칙의 설정 : 대등한 협상력 여부

거래상 지위의 개념은 거래당사자 간에 대등한 협상력이 있는지 여부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규제제도의 필요성이 거래상대방이 영업활동의 
상당한 부분을 자기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있다는 견해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27) 이러
한 관점에서는 대등한 협상력 여부라는 기본원칙의 구현은 거래당사자 간의 경제적 
거래의존성 내지 대체성을 기회주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서 찾아야 

27) 주진열, “독점규제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사업자간 
거래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78호, 2015, 203면, 214면 참조; 伊藤元重․加賀見一彰, “企業間取引と
優越的地位の濫用”, ｢会社法の経済学｣, 東京大学出版会, 1998, 413면 (한도율,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
의 의의, 기업법연구 제29권 제1호, 2015, 46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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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결국 거래상 지위 여부의 판단기준은 경제적 종속성(의존성), 즉 거래의존성 내지 대
체성이 얼마나 되고 이를 기회주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한 다음, 결국 거래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추고 있는지”라는 물음에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는 논거를 밝히는 것이어
야 할 것이다. 판례가 경제상 종합적 능력을 판단할 때 고려했던 요소들은 결국 이러
한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28)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 판단에 비교하여 보다 상
대적이고 가변적이라는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더 넓고 유연한 고려와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구체적 고려요소들

가. 시장지배적 지위 관련 요소들의 구체적 고려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
소들을 빠짐없이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가 개념상 거래상 지위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후자가 더 복잡하고 유연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면 전자와 관련한 분석은 상당히 완화된 수준으로나마 전제되어야 할 것
이다. 물론 항상 본격적인 시장획정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고 규제의 효율성
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거래당사자 간의 상대적 협상력의 대등
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관련시장 전체와 가상적 수요자를 염두
에 두고 진행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 판단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지
도 않다. 

그러나 적어도 경계선상에 놓인 사안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 분석을 완화된 수
준으로나마 수행하는 것이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고 나아가 불공정성 여부 판단에 지
워진 지나친 부담을 더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 길항력의 고려 필요성

‘거래상 지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라는 절대적 개념과 구별되는 상대적 개념임을 고려
하면, 협상력 내지 거래의존도의 판단에 있어서 길항력(counter-vailling buying 
power)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위 ‘갑을관계’에서 한 당사자가 일
방적으로 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 구속되는 대부분의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들과는 전
혀 다른 양상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당사자 

28) 김용중, 앞의 논문, 1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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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있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쉽게 확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당
사자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시장에 진입하게 할 수 있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
는 잠재적 경쟁이 독점사업자의 독점력 행사를 견제할 가능성을 갖는다는 이론은 잘 
알려져 있다.29) 

그런데 당사자 간의 상대적 관계를 문제삼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에는 길항력
의 문제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서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시장 전체
의 상황을 다루는 경우보다 당사자 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길항력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의 R&D투자와 같이 당사자에게 서로 커다란 
매몰비용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억류(hold-up) 가능성은 쌍방향으로 존재한다. 즉 어
느 하나가 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30) 이
와 같이 거래당사자가 쌍방향으로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
가 다른 쪽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서 말하는 거래의존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
다는 것이 일본의 유력한 견해이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31) 

이와 관련하여 대체가능성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협상력과 outside option의 관계
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래상 지위 여부의 궁극적 판단은 어느 쪽의 협
상력이 더 큰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협상 당사자 중에서 누가 더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경제학적인 설명은 outside option 이론에 입각하는 것이 보
통이다.  즉 거래의 파기에 따른 손해를 덜 보는 거래당사자가 협상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체가능성에 관련된 요소인데, 이에 대한 신중
한 판단이 필요하다.

다.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의 경우

위와 같은 접근은 선진국 경쟁법에서 드물게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유사한 규제제도
를 두고 있는 독일에서도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주지하듯이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이하 ‘GWB’이라 한다)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개념을 대단히 넓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시장력(market power) 내지 
시장지배력에 비견될 수 있는 독점 내지 준독점의 개념에 더하여, 이른바 우월적 지
위(überragende Marktstellung)을 포함하고 있다(GWB 제18조 제1항 제3호). 우월

29) Robert O'Donoghue, Jorge Padilla, The Law and Economics of Article 102 TFEU 168-169 
(2d ed. 2013). U.S. Dep’t of Justice and Fed. Trade Comm’n,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8 (2010); Case 6/72.Europemballage and Continental Can v. Commission [1973] ECR-215 
para. 36.

30) Luke Froeb, Mikhael Shor, Innovators, Implementers, and Two-sided Hold-up, 14(6) 
Antitrust Source (Aug. 2015).

31) 長澤哲也, 「優越的地位濫用の認定における実務上の諸論点」 , 日本経済法学会年報 第35号, 72頁 
(2014) (日本経済法学会, 優越的地位の濫用規制の展開 (2014); 石垣浩晶「優越的地位濫用規制の経済
分析」 NBL985号 43頁、45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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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위란 경쟁사업자 간에 규모의 차이가 커서 비대칭적인 힘의 배분이 나타나는 경
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거래상 지위와 비슷한 개념이다. GWB는 우월적 지위 여
부의 판단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GWB 제
18조 제3항), 이는 독점 내지 준독점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 즉 시장점유율, 자금
력, 조달시장 및 판매시장에 대한 접근가능성, 다른 사업자와의 결합관계, 다른 사업
자의 시장진입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벽, 국내외 경쟁사업자에 의한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 공급 내지 설비의 전환가능성,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가능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32) 이에 따라서 판례는 사업자가 수요자의 지위에서 중
소기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거래상 지
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33)

한편 GWB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이 일반적 의미에서 상대적 지배력 또는 우월적 지
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제20조 제3항은 특별히 중소기업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규율한다. 어느 사업자가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
기 위해서는 그 거래상대방이 그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객관적인 회피가능성과 주관적
인 수인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사안 별로 구체적으로 종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상대적 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제적 종속성의 내용으
로 크게 네 가지를 든다. 즉 유통필요성이 큰 유명상표 제조업자에 대하여 갖는 상품
관련 종속성,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제조업자가 상품공급을 거절할 경우 다른 제조업자
도 같이 거절하게 되는데서 오는 선도사업자 종속성, 장기간 거래관계에서 초래되는 
사업관련 종속성, 대규모 수요자의 수요지배력에 의존하는데서 오는 수요관련 종속성 
등이다.34)

독일의 우월적 지위 개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래상 
지위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행위유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상대적 관점에서 규모와 힘의 차이에 착안한다는 점에서는 본
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WB 제20조의 남용규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GWB 제18조에 의한 우월적 지위 판단에 고려하는 요소들, 특히 중소기업 보호를 위
한 GWB 제3항의 우월적 지위 여부 판단을 위한 경제적 종속성 개념 등은 우리의 거
래상 지위 여부 파악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35)

3. 종합적·동태적 판단기준의 정립

32) 이봉의, 독일경쟁법, 2016, 법문사, 138~139면 참조.
33) 주진열, 앞의 논문, 211면 참조.
34)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 황태희,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상 중소기업 보호규정과 시사

점, 법학연구 52(1), 2011.2., 9면.
35) 김용중, 앞의 논문, 1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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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 정립의 필요성

위와 같이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 판단에 관하여 이론적·실무적으로 정립된 기준과 방
법을 도입하는 한편 거래상 지위 여부 판단에 특유한 상대적 요소들을 함께 포괄한다
면, 궁극적으로는 이른바 ‘종합적·동태적 판단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판단기준이 상당히 실천되어 왔다. 즉 판례
는 이미 ‘종합적 고려’를 상당부분 수행해왔는데, 이를 더 구체화하고 적용사례를 축
적하면서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 단계에 미루어진 비판적 기능을 거래상 지위 
여부 판단 단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일련의 판례에서 거래상 지위 여
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
조하여 왔다. 그러면서 거래상 지위 여부의 판단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다양한 요
소들을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거르려 노력해왔다. 예컨대 “우월적 지위
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
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거듭해온 것이다.36) 후자의 단계에서 
실행되었던 판단의 상당부분은, ‘종합적·동태적 판단기준’을 정립할 경우 거래상 지위 
여부 판단의 단계로 상당히 이동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례는 앞의 명품 입점업체 
사례 등에서 보았다.

나. 단발적·일시적 거래에서의 거래상 지위 여부

판례가 ‘경제상 종합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거래상 지위 여부
를 판단함으로써 유연성을 발휘해온 것과는 달리, 개정 심사지침은 계속적 거래관계
에서의 거래의존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다수 학자들
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37) 독일 GWB의 우월적 지위 판단시 고려요소들
로부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거래상 지위 여부를 협상력의 차이에서 찾는
다면, 이러한 차이가 반드시 계속적 거래관계 뿐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해서
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거래와 관련한 거래상 지위를 그 자체로 개념상 
부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공정거래법령에도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도 
않았다. 

36) 대법원 2000.6.9. 선고 97누19427 판결.
37) 한도율, 앞의 각주 22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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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발적·일시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와 그에서 파생되는 
협상력의 차이에까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개념을 적용한다면, 규모와 정보력의 
면에서 비대칭성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관계에
서 대부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결국 민사사건의 공정거래
사건화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적 구제가 대부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여 권리의식과 사법구제에의 접근성이 향상된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민사적 구
제와의 적절한 분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거래상 지위를 계속적 거
래관계의 경우에 한정하는 개정 심사지침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 ‘거래’의 개념을 통상의 계약관계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
활동을 위한 수단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상 지위의 인정범위를 
넓힌 사례가 있다.38) 이는 사안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단발적·일시적 거래관계에까
지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39) 그러나 대법원 판시는 일응 
‘거래’ 개념을 확장한데 그친 것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단발적·일시적 거래관계에까지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
다. 피보험자를 매개로 한 채무관계로 파악하고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 관련된 요소들을 논거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V. 결론

우리 공정거래법 집행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도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
고 있다.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상당부분 고착화 내지 심화되고 있는 우
리의 경제현실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의 요구는 점증한다는 시각이 
많다. 이 제도가 수직적 갑을관계를 시정하는 주역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 제
도의 중요성은 더하다. 이는 이 제도에서 파생된 단행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경제현실이 수직적 거래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우나마 수직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민을 
낳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집행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집행강도를 높
이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비판적 기능을 

38) 대법원 2010. 1. 24. 선고 2008두 14739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차주와 보험
회사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대물손해 관련 대차료 등의 지급의무는 일회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 직접 또는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본문과 같은 이유로 파기하였다.

39) 한도율, 앞의 논문, 467~4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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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결국 집행오류 위험을 회피하는 기능을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 단계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거래상 지위의 판단기준
을 구체화할 필요가 크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제도에 있어서 시장지
배적 사업자 여부의 판단기능이 중시되는 것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형편에서, 위반행
위자의 ‘지위’ 내지 ‘힘’의 내용을 분명히 규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그
러한 의미에서 객관적·절대적 개념인 ‘시장지배적 지위’와 구별하여 주관적·상대적인 
‘거래상 지위’ 개념을 구축하고 이를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구별하는 체계화는 큰 의
미가 있다. 이와 같이 거래상 지위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발
전시키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실효성있게 강화하는 데에도 기
여하는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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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남용 제도의 의의와 해석론

韓 都 律

제1장 거래상 지위남용 제도의 의의1)

Ⅰ. 서 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
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에서는 그 구체적 행위유형으로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대한 사건처리 실
적 건수는 2013년 119건으로 부당한 고객유인 191건에 이은 2위이다.2) 이러한 흐름은 과거의 
사건처리 실적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적극적으
로 규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규
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비판적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3)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
장 주목을 끄는 것은 경쟁과의 관련성이다.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규정을 보면 “이 법은 사업
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
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언 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이하 “공정
거래저해성”이라 한다.)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저해성이 경쟁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
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더구나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에서
도 특히 경쟁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규정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경쟁과 관련한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대한 비판
보다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성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4) 

1) 제1장은 한도율, “거래상지위남용의 의의”, 「기업법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5, 391면 
이하를 그래도 인용한 것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도 통계연보」, 2014, 28면. 한편 일본도 2009년 독점금지법을 개정하면서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 운영을 꾀하고 있다.

3) 이문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규제연구」제8권 제1호, 한국경제연구원, 1999, 
65면 이하, 변동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경쟁”, 「저스티스」제34권 제4호, 한국법학원, 2001, 
190면 이하. 

4) 강정희,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경쟁법연구」24권, 한국경쟁법학회, 2011, 237면 이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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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사인간의 거래관계에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
회가 어떠한 이유로 관여하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거래상 지위남용의 규제범위에 관한 것이다. 거
래상 지위남용 문제는 사인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私法에 의
한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여하여 일반 私法질서를 왜곡시키는 것
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5)

  셋째로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한하여 본 규제가 적용된다는 비판으로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6) 이러한 비판은 거래상 지위남용의 규제범위를 축소시
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면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통한 방법 또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한다.7)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이 비판적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규제만이 눈에 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에 대한 앞의 비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본 
규제에 대한 적극적 운영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려고 한다.

Ⅱ.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와 경쟁과의 관련성

 1. 일본법상의 논의

  1.1. 1953년 독점금지법 개정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가 경쟁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우선 불공정
거래행위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본 독점금지법
상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계수한 것으로서8) 일본 독점금지법상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불공정거래행위의 성격을 파악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1947년 제정되었는데 거기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이 아닌 「불공정한 경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규정 내용도 행위자와 그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경
쟁수단을 규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3년 동법 개정에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 규
정을 신설하면서 그 명칭도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개정으로 불공정한 거래방
법의 성격이 수직적 거래관계의 규제를 본질적인 부분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적독점 및 부
당한 거래제한의 예방·보완적 규정을 그 본질적 부분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
다.9) 

5) 변동렬, 위의 논문, 197∼198면.
6) 若杉隆平, “不公正な取引方法に関する規制(1):不当廉売及び優越的地位の濫用·下請取引”, 「日本の競争

政策」, 東京大学出版会, 1999, 97면 이하 참조.
7) 若杉隆平, 위의 논문, 125-126면.
8) 이호영, 「독점규제법〔제3판〕」, 홍문사, 2011, 242면.
9) 韓都律, “優越的 地位の 濫用(1)”, 「立敎法学」제84호, 立教法学会, 2012, 101-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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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정경쟁저해성

  일본 독점금지법상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성격을 둘러싸고 가장 큰 논쟁이 된 것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해당요건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 즉 ‘공정경쟁저해성’을 둘러싼 논란이었
다.10) 우리와 달리 일본 독점금지법상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저해성’
이 있어야 하는데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한 유형인 우월적 지위의 남용은 경쟁과 직접적인 관련
성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를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한 유형
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저해성을 둘러싼 다양한 학설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었다.11)　이러
한 학설들 가운데 대표적 학설이 이마무라(今村)설과 쇼다(正田)설, 그리고 네기시(根岸)설이다. 
네기시(根岸)설은 현재 일본 학계의 통설적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학설은 이마무라(今村)설
을 주된 입장으로 하여 쇼다(正田)설을 통합 재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설에 의하면 공정
경쟁저해성을 경쟁의 감쇄,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경쟁기반의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
고 있으며 그 해석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행위유형별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학설을 통합 재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이론적 근거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12) 
따라서 일본 학계에서의 논쟁은 주로 이마무라(今村)설과 쇼다(正田)설을 둘러싼 것이었는데 이 
둘의 학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마무라(今村)설은 행위의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영향에서 측정하는 평가기준이라고 한다면, 쇼다(正田)설은 경쟁자 혹은 거래상대방의 거래의 자
유에 대한 침해의 유무라고 하는 행위의 대상주체에서 본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13)

  이러한 학설의 대립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마무라(今村)설은 시장에서의 경쟁의 관계를 중심으
로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파악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남용을 경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규
정으로 파악한데 반하여 쇼다(正田)설은 시장참가자의 입장에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파악했기 
때문에 시장참가자의 거래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하선은 필자)가 
있는 행위로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쇼다(正田)설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불공정한 거래방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경쟁을 저해할 우려, 즉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
위이기 때문에 시장참가자의 거래의 자유가 방해받는다면 경쟁저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없
더라도 장래 어떠한 형태로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 즉 추상적 위험성(=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규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4)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대한 통설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공정경쟁저해성에 
대하여 경쟁저해의 우려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추상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정경쟁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마무라(今

10) 일본의 불공정한 거래방법과 공정경쟁저해성에 관해서는 한도율,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형성과 의
의”, 「강원법학」제35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65면 이하, 한도율,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일본 독점금지법상의 논의”, 「청파법학」제8호,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특성화센터, 2013, 
334-349면 참조.

11) 이러한 학설의 대립에 대해서는 向田直範,　“優越的地位の濫用(下請法含む)”,　「経済法講座第3巻-独
禁法の理論と展開」, 三省堂, 2002, 161-180면 참조.

12) 한도율,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형성과 의의”, 97면 이하 참조.
13) 土佐和生,　“差別対価に関する研究序説”, 「香川法学」제14권 제2호, 香川大学法学部,　1994, 340면, 

한도율,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일본 독점금지법상의 논의”, 339면.　
14) 正田彬, 「全訂独占禁止法Ⅰ」, 日本評論社, 1980, 40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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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설 또한 결국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확보라고 하는 독점금지법의 목적에서 보면 경쟁이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여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15)16)

  그러나 이마무라(今村)설과 쇼다(正田)설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이 독점금지법상 사적독점 및 부
당한 거래제한의 예방·보완적 규정인지 아니면 독자적 규정인지에 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
다. 이마무라(今村)설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사적독점 및 부당한 거래제한의 예방·보완적 규정으
로 파악하는데 반하여 쇼다(正田)설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독점금지법상 독자적 성격을 갖는 규
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1.3.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성격

  이마무라(今村)설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사적독점 및 부당한 거래제한의 예방·보완적 규정으
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사적독점 및 부당한 거래제한행위와 유사한 행위, 즉 사적독점 및 부당한 
거래제한에 이르지 못한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규제함으로써 경쟁제한의 예방·보완적 기
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은 경쟁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규정으로 이
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이 독점금지
법의 모법인 미국의 클레이튼법 및 연방거래위원회법(FTC 법) 제5조를 모델로 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양 법의 규제 목적이 독점의 예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일본의 불공정한 거래방법 또
한 클레이튼법 등과 같이 사적독점 및 부당한 거래제한의 예방·보완적인 규제로 보았던 것이
다.17)

 하지만 쇼다(正田)설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독점금지법상 독자적 규제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불
공정한 거래방법을 경쟁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규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시장참가자의 거래
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서 경쟁을 저해할 우려를 제거하는 규정으로 이해하였다. 
즉 시장참가자를 매개로 시장참가자의 거래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
진할 수 없다고 하여 경쟁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설에 의하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참가자의 거래의 자유를 보
호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중심규정이 된다고 
한다.18) 
  일본은 1853년 개항이후 국가에 의한 경제발전을 주도하였고 그러한 국가주도형 경제개발의 
정점은 재벌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전후 연합국총사령부(GHQ)에 의해 재벌의 해체가 시도되었
지만 불완전하게 끝났으며 그로인하여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거래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만연하였다.19) 즉 일본은 독점금지법제정 당시 이미 

15) 今村成和, 「独占禁止法〔新版〕」,　有斐閣, 1978, 89-100면.
16) 이마무라(今村)설과 쇼다(正田)설은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차에 불과하며 학설의 내용에 큰 차이가 있

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견해에 대해 시각차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필자 또한 쇼다(正田)씨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다.

17) 今村成和, 위의 책,　89면. 
18) 韓都律, 앞의 논문, 106면.
19) 하도급법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만을 보더라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만연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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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의한 독점체제가 무너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대적 경제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시장참가
자의 거래의 자유를 구속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대적 경
제력을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시장참가자들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
한 경쟁을 행할 수 없게 된다. 쇼다(正田)설은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독점금지법상 불공정한 거래방법이라고 한다.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성격을 시장참가자의 거래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속하는 행위유형들을 통일
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점에서 쇼다(正田)설은 호소력을 갖는다. 

 2.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2.1. 불공정거래행위의 성격

  우리 공정거래법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원인규제주의가 아니라 폐해규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고 하는데 이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당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이미 독과점체제에 접어들
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독점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
거래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도 독과점체제의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남
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방·보완적 규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 규정이
라는 것이다. 1979년을 기준으로 개별상품의 시장집중도는 독과점형이 89%이고 경쟁형이 11%
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20)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를 이미 시장
이 독과점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독점의 예방을 위함이 아니라 독과점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독자적 규제로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성을 갖는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해당요건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경쟁과의 
관련성을 그 해당요건으로 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과의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에서의 학설의 대립과 불공정거래행위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영향
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원류는 미국 클레이튼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FTC법) 제5조라 
할 수 있는데, 양 법의 규제목적은 독점의 예방으로서 이를 계수한 일본에서는 불공정한 거래방
법을 미국법과 똑같이 이해하는 설이 다수설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21) 
  미국 반트러스트법상의 불공정한 경쟁방법은 독점을 방지하기위한 규정임이 확실하다. 이러한 
사고의 근저에는 독점은 불공정한 경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그것을 금지함으로써 독점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는 사고가 깔려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사회는 이미 독점화가 진행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복귀를 이상으로 하고 있었던 중산계급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22) 그러나 오늘날의 경쟁 정책은 독점을 내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경
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3) 따라서 이미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

20) 박상용·엄기섭, 「경제법원론」, 박영사, 2006, 49면.
21) 今村成和, 앞의 책, 89, 91, 164면.
22) 金井貴嗣, “アメリカにおける「不公正な競争方法」規制の史的展開－連邦取引委員会法第五条を中心と

して－”, 「法学新報」87권 9·10호, 中央大学法学会, 1980,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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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현실에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성격을 반트러스트법상의 불공정한 경쟁방법처럼, 독점의 
미연 방지라는 의미만으로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불공정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독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개별 사업자의 
자유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억압적 행위에 주목하여 규제할 때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
다. 또한, 소비자도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시장경제에서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거래는 시장경제의 근저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내
용을 사업자 간 경쟁의 결과, 소비자의 이익이 된다고 하는 간접적 보호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한쪽 당사자로서 소비자 거래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규제라고 한
다면24) 불공정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 질 것이
다.25)26)

 
  2.2. 공정거래저해성
  우리 불공정거래행위의 해당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앞에서 언
급한 이마무라(今村)설과 쇼다(正田)설의 대립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과 똑같이 이 양 설을 합체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을 경쟁제한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거래내
용의 불공정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 행위 유
형에 이러한 판단기준이 모두 작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통일적인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에 대한 성격을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저해성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경쟁제한성을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
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서 마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법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정거래저해성은 추상적 위험성이 존재하면 충분함
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성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 위험성을 그 요소로 하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27)　
  하지만 공정거래저해성에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이 추상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시장의 경쟁이라는 견지에서는 
경쟁과의 관련성을 찾기 힘들지 몰라도 시장참가자의 거래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서 경쟁을 촉진
시킨다는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목적과도 합치되는 규
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장참가자의 거래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이라
는 입장에서 정리했을 때 공정거래저해성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성격을 보다 통일적으로 정립할 

23) 富山康吉, 「現代資本主義と法の理論」,  法律文化社, 1979, 256면.
24) 일본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는 舟田正之,　「不公正な取引方法」, 有斐閣, 2009, 40-41면.
25) 공정거래법과 소비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도율, “시장질서의 법과 소비자보호”, 「강원법학」제3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531면 이하 참조.
26) 韓都律, 앞의 논문, 104면. 
27) 물론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지면관계상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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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생각한다.28)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되새겨보면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가 경쟁과 관련성이 없다는 비판은 
시장참가자의 거래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경쟁의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비판
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즉 경쟁이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이 단순히 시장
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되어 경쟁의 촉진이 이루어진다고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러나 이에 대해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의 보호는 私法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는 비판
이 있을 수 있다. 경쟁참가자의 거래의 보호는 私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
래법에서는 그러한 영역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만 규제
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상의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Ⅲ. 私法과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와의 상호보완성

 1. 자본주의 발전과 법의 성격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私法상 거래에 대한 법적 관계와 거래상 지위남용이 저촉
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민법상의 신의성실, 공서양속,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과 거래상 지위남용의 규제대상을 어
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29)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남용은 
그 규제를 억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30) 이는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논거가 미국 반트러스트법은 거래상 지위남용과 같은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거래
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私法의 영역에서 해결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서 규제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私法체계와 법문화가 한국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에 불과하다. 
  법은 그 성격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분류 될 수 있는데 학자에 따라 보편주의형 법, 관리형 
법, 자치형 법이라는 세 분류로 구별한다. 보편주의형 법이란 법의 일반적이고 자립적 성격이 가
장 강한 제도화 된 현대 서구법의 존재 형태로서 법의 지배와 입헌주의 등의 법이념을 일반화·추
상화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이 유형의 법은 형식상 자유 평등한 법적 성격, 상호권리의무 관계의 
일반적 규칙에 의해 규제하는 규범적 측면을 가진다. 또한 관리형 법이란 공권력 기관에 의해 특
정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정책 목표의 확보·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립·운용되는 일반적인 명
령·지시의 법이다. 자치형 법은 각 사회 성원의 의식·행동을 현실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비공식적
인 사회규범과 거기에서 공유되는 정의·형평의 감각을 기초로 하여 자생적으로 생성·작동하는 법
이다.31) 

28)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이봉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계약질서의 관점에서”, 「공정거래와 법치」, 
법문사, 2004, 658-682면.  

29) 栗城利明, “独占禁止法における取引上の優越的地位濫用規制に関する一考察1”,　「公正取引」551호, 公
正取引協会, 1996, 47면.

30) 村上政博, 「アメリカ経済法」, 弘文堂, 1993,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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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분류에서 보면 한국의 법 영역은 압도적인 부분에서 관리형 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다. 일제 식민지시대에는 일본 식민통치의 수단으로서 법이 이용되었고 해방이후 서구의 보편주
의형 법 시스템의 계수도 주로 행정 관료 주도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정비와 대내외적인 권
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관리형 법 원리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 또한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멀리 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법 체제와 법문화는 크게 관리형 법에 치우친 형태로 진행되
었다. 이는 자치형 법 단계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기반이 되어 보편주의형 법시스템으로 진행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는 시민의식을 저지하는 의리·인정 
등의 개별주의적인 법형태가 뿌리 깊게 존재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사회는 성숙한 
보편주의형 법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데, 근대 서구법이 자본주의와 함
께 전개되었는데 반해 한국의 법과 자본주의의 전개는 국가에 의한 국가 중심주의에 따라 받아
들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법의 계수는 그 모양은 궁극적으로 대륙법에 기반 한 서구식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실체는 한국인의 감각에 맞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 계수에 의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법과 국민의식의 불일치이다. 특히 시민의 
상호 관계를 규율하는 私法의 경우는 그 영향이 크다. 서구의 私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사회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에 의한 거래를 기본으로 한 경쟁시스템에 의해 움직
이는데 시민사회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규칙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
  私法은 시민생활, 특히 상품·서비스의 거래에 있어서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법률관계가 이루
어지고 국가는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사적자치의 원칙
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개인의 권리의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권리
가 침해 된 경우 그 구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재판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결여된 경
우에 시민사회 및 그 일부인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선진적인 제도
가 정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제도는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권리의식 또는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그 제도는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우리 법체계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있을 때 私法상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토대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에
서 거래상 지위남용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私法과 공정거래법의 연속성

  위와 같은 논의에 의하면 거래상 지위남용은 私法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

31) 田中成明, “日本の法文化の現況と課題”, 「思想」744호, 岩波書店, 1986,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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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법상 이질적인 존재로서 취급되는 것이 당연시 될 수도 있다. 하지만 私法과 공정거래법
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법으로서 인식해야 된다. 시장경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상호간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私法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
로 하지 못한다면 공정거래법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역할을 私法과 공정거
래법이 동시에 담당한다고 하여 그것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하였을 경우,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당한 개개의 사업자가 그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재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32) 이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있지만 거래
상 지위남용 행위를 한 사업자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득을 보게 된다면 시장경제적 입장에
서나 개인의 권리구제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私法과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가 상
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일본에서는 私法과 거래상 지위남용제도의 연속성, 더 넓게는 私法과 독점금지법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학설이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이론구성에서도 중요한 의
의를 가지는 학설이라 생각되기에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私法질서와 경쟁질서는 시장경제질서를 지탱하는 양 기둥으로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하지만 과거 일본에서는 오히려 私法과 독점금지법의 관계를 상호 대립적 
또는 이질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私法은 사인간의 이해조정의 법으로서 사인의 주도에 
의한 법원에 의해 소극적으로 그 권리가 실현됨에 비하여, 독점금지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공익실현의 법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행정기관에 의해 그 목적
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종래 私法과 독점금지법의 
관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문제들은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
위책임의 관계, 독점금지법 위반의 私法상의 효력 문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논의
조차도 독점금지법학이 일방적으로 민법학 측에 대하여 경쟁질서를 포함하는 私法질서의 형성을 
부분적으로 요청하는데 그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민법학 측에서 민법의 경쟁질서와의 관계
를 강조하거나 또는 경쟁질서를 私法상의 공서양속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전자의 학설을 정리하면, 우선 시민사회의 존립조건과 관련된 근본 질서인 재화질서와 경쟁질
서는 시민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구성한다고 한다. 재화질서는 재화의 귀속 및 귀속주체가 자신의 
의사에 기해서 재화의 이전을 꾀하는 시스템이고, 경쟁질서는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 시스템
이다. 재화획득에 관한 경쟁은 보통 재화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재화이전의 의사를 형성시키는 경
쟁으로서 이루어지므로 경쟁질서는 재화질서에 대해 외곽질서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경
쟁질서는 또한 민법편찬시에는 규율대상으로서 의식되어지지 않았지만 판례에 의해 형성되었는
데 독점금지법 위반행위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일찍부터 등장하였다고 한다.33)

32) 이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시에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
고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남용행위를 당한 계약자의 잘못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경제학적 검토를 통하여 자세하게 논하기로 하겠다.  

33) 広中俊雄,　「民法綱要第一巻総論上」, 創分社, 1989, 4,　8-12,　93,　117-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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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민법상의 공서양속에 독점금지법이 유지하려고 하는 경쟁질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독점금지법위반 행위는 私法상 유효라는 견해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
는 학설이 등장하였다. 동시에 이 학설은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私法질서와 경쟁질서가 
상호 보완·지원해야하는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34) 
  이 학설은 과거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먼저 법령위반행위효
력론에 대한 영향 때문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최근까지 경쟁이 옹호해야만 하는 가치라는 인식
이 사회전체에 침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거 법령위반행위효력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령은 거래와는 직접 관계가 없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령(이를 “경찰법령”이라 한다.)이
었기 때문에 경찰법령에 의해 거래가 희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관점에서 공법상의 규제와 私
法상의 효력을 차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법령위반이라도 私法상의 효력은 부정되
지 않는다는 일반원칙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법령위반행위효력론에서 문제가 되는 법령으
로서 거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법령(이를 “경제법령”이라 한다.)이 등장하게 되면서 발상의 전
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제법령의 목적은 개개의 거래를 직접 규율하거나 거래의 환경을 정비하
는 것으로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거래의 효력을 부정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독점금지법에 
대해서도 종래 위반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견해가 유력했던 것은 경쟁이라고 하는 가치
를 경시하는 경향이 메이지시대 이래 강하게 존재하여 전후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그 가치가 변하기 시작하여 경쟁 유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입
장이 널리 수용되고 있어 가능하다면 私法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가 옹호되어 독점금지법위반
에 대한 거래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위반행위의 무효화에 의해 거래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위반행위를 무효화 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가
능하며 실제로 항상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법학계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점금지법학계에서는 독점금지법상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한 유형인 우월적 지위남용금지가 등장한 것은 종래의 민법을 통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이 당사자
보호의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한 적극적인 실현을 필요로 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민법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가 되어야 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사실상 유지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서 당해 거래를 배제해야 할 필
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거래는 민법상 공서양속 등을 매개로 원칙적 무효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불공정한 거래에서 당사자보호를 위하여 민법질서와 독점금지법 질서는 상호보완 또는 연동되는 
관계에 있으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35)

 
 3. 민법과 거래상 지위남용의 경계선

  앞에서 검토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私法질서와 경쟁질서의 연속성을 통해서 거래상 지위남용의 
이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자는 취지이지만 현실적으로 민법과 거래상 지위남용과의 사이에
는 다음과 같은 간과할 수 없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34) 大村敦志, “取引と公序－法令違反行為効力論の再検討(下)”, 「ジュリスト」1025호, 有斐閣, 1993, 66
면 이하

35) 根岸哲, “民法と独占禁止法(下)”, 「法曹時報」46권　2호, 法曹会, 1994, 22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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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의 강요를 규제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수비
영역에 있어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계약책임과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법은 원래 그 
탄생의 전제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상정하여 그러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그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반하여, 거래상 지위남용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민법과 거래상 지위남용 사
이에 구체적인 해석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 두 법률의 수비영역은 ①민법만이 적용되는 경
우, ②민법과 거래상 지위남용이 중첩되는 경우, ③거래상 지위남용만이 적용되는 경우로 구별할 
수가 있다.
  우선 ①의 경우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 거래상 지위가 없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불법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과 관계가 없다. 
민법과 거래상 지위남용에서 문제가 되는 영역은 ②의 민법과 거래상 지위남용이 중첩되는 부분
과 ③의 거래상 지위남용만이 적용되는 영역의 구별일 것이다. 이는 거래상 지위남용은 민법으로 
전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은 필요 없는 규정이라는 논쟁과 이
어지게 된다.
  먼저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당하더라도 많
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당하는 많은 경우
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사후의 거래관계의 단절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
려워하여 소송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독점금지법상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이
유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내용을 조사해보면 피해자가 도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의 경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는 경우, 당해거래의 계속이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경우
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하
도급법 등과 같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국공정거래조정
원 등을 통한 조정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거래상 지위남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
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불법행위나 계약책임의 요건과 거래상 지위남
용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법원판례 중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끼 사이의 해상운송을 영위하는 부관훼리 주식회사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회사를 자신의 육상운송업체로 지정한 다음 화주들에게 이
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 가운데 구입강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36) 이 사건에서는 부관훼리 주식회사가 화주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특정회사를 이용
하도록 한 행위가 구입강제에 해당한다고 했을 뿐 이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할 것까지 요
구하고 있지 않다. 거래상 지위남용에 있어서 불이익은 경제적 불이익도 포함하지만 이뿐만 아니
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즉 민법상 불법행위 등의 요건에는 손해의 발생이 필요한데 거래상 지위남용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구입강제를 당한 일부의 사업자가 손해 발생을 이유로 설령 손해배상 청

36)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 9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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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제기하고 거래를 중지하더라도 부관훼리 주식회사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계속해서 구입강제 
행위를 한다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장에서는 그
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거래상 지
위남용 규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많은 경우 그러한 행위들이 실제 재판에서 인정될 것
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하고 이론상으로는 민법의 불법행위나 계약책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위의 ②민법과 거래상 지위남용이 중첩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가격후려치기, 부당한 
감액, 부당한 반품, 부당한 수령거부 등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하도급법 등에 해당하기도 하지
만 동시에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계약책임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부당한 감액은 
당초의 합의와 다른 낮은 가격으로 합의를 강제당한 경우이지만 여기서의 강제는 민법상의 사기
강박이나 궁박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계약책임
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이론상으로는 민법의 규제가 가능하더라도 실제 민사소송에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민법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상 지위남용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한다. 

Ⅳ. 경제학적 고찰을 통해서 본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

 1. 계약흠결의 문제

  서론에서 언급한 거래상 지위남용이 약자보호를 위한 규제이며 계속적 거래관계에 한하여 적
용되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하여 바로 규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
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보
다 우위임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더라도 그것은 시장 메커니즘의 제약 조건 하
에서의 합리적 선택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주적 판
단을 훼손시켜 이윤 극대화 행동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
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구제라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37)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계약법의 목적은 계약상의 약속을 강요하여 사인이 그 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계약”이 체결되어야한다. 완전계약을 “강제된다면 약
속당사자들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상적이 되도록 하는 약속”38)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러한 완전계약이 달성되지 않는 상황 아래에서는 법의 개입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의 거래에 법의 개입을 부정하는 견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완전계약이 달성되지 않으
면 안 되는데 이러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39)

 우선 개인의 합리성에 대해 3가지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첫째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자

37) 三輪芳郎, 「日本の取引慣行」, 有斐閣, 1991, 243면 이하, 若杉隆平, 앞의 논문, 119면.
38) ロバート·Ｄ·クーター, トーマス·Ｓ·ユーレン, 「新版 法と経済学」, 商事法務, 2002, 219면.
39) ロバート·Ｄ·クーター, トーマス·Ｓ·ユーレン, 위의 책, 21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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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그 선호에 따라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법률상의 제도가 무능력자 
제도이다. 무능력자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순위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이 그러한 
계약에 개입하여 무능력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의사 결정자의 기회가 제한되어있
어 그 목적 중 일부는 실현 가능하지만 전부를 실현 할 수는 없다는 가정이다. 계약의 상대방에 
의해 부과되거나 또는 계약의 상황에 의해 생긴 선택의 제약이 너무 가혹하면 계약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계약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강요 내지 강박, 이행 불능, 궁박을 부당하게 이용
하는 경우 등). 셋째는 계약 당사자는 실현 가능한 결과 내에서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한다
는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이다.
  또한 거래비용에 대해서는 4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가정은 제3자에게 악영향이 없다
는 것이다. 둘째, 이것은 중요한 가정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바로 정보의 완전성이다. 계약법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이 사기나 착오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의 불완전성은 소비자 거래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실이다. 셋째는 실제 내지 잠재적인 거래 상대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거래 협상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가정들에는 수학적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논 것에 지나지 않는 가정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세 번째 가정) 등도 보인다. 하지만 어떠한 가정아래에서 계약에 대한 법
의 개입이 필요 없는지에 대한 분석은 반대로 가정이 어떠한 경우에 충족되지 않는지에 대한 여
부를 검토함으로써 계약에 대한 법의 개입을 고려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특히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두 번째 가정 및 거래 비용에 관한 두 번째 가정 (정보의 완전성)은 유용한 관점이라고 생
각된다. 이러한 가정이 무너질 때 당사자의 결정에 대한 법의 개입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당화
된다.

 2. 홀드업(hold-up)문제

  위와 같은 가정들은 여기서 다루게 될 홀드업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용한 전제들이다. 경제
학적으로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 법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홀드업문제인데, 이
는 거래 일방의 당사자가 다른 곳으로 전환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투자를 한 경우에 
다른 쪽 거래당사자가 이를 이용하여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40)41)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가 다양하고 복잡할 경우, 모든 사태를 포함하는 계약을 작성하는 
것은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거래 협상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크게 벗어난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계약으로 모두 구속할 수도 없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고 거래를 내부화하여 조직 내
에서 모든 거래를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거래를 내부화하면 당사자의 분리로 인한 정
보의 편재를 걱정하지 않고 또한 일일이 복잡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비용도 생각할 필요가 없

40) 홀드업문제에 대해서는 大録英一, “ホールドアップ問題と優越的地位の濫用”, 「公正取引」 487, 488, 
491, 492호, 公正取引協会, 1991, 32-39면, 56-61면, 77-83면, 39-45면, 大録英一, “優越的地位の
濫用規制について(1)”, 「香川法学」19권 3･4호, 香川大学法学部, 2000, 227면, 韓都律, 앞의 논문,  
133-141면 참조.

41) 우리나라에서는 홀드업(hold-up)이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김남수, 
“계약의 홀드업문제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7면 참조. 본고에서
는 원래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55 -

카피나라
사각형



- 14 -

어진다. 거래 상대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협력이나 노하우 축적의 관점에서도 효율적이다. 그러
나 거래의 내부화가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우선 조직 내부의 고용계약에 의해 생산 활동이 이
루어지다가 경기가 좋지 않게 되었을 때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둘째, 각 부서의 생산
에 대한 기여와 이익 분배가 애매해지기 쉽기 때문에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따라서 계약에 의한 거래 관계 구축이나 조직에서의 거래내부화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
자의 중간 형태로 생겨난 것이 계속적 거래이다. 이러한 거래방식의 전형적인 예로서 자동차산업
에서의 자동차제조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부품제조회사(이하 “乙”이라 한다.)간의 하도급거
래가 있다.
  현재는 자동차 생산에 즉시 대응하는 형태로 하도급업자인 부품제조업체가 납품을 실시하는 
just in time 방식42)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제조부품업체의 협력이 필수적
이다. 한편 하도급업자로서는 부품생산을 위해 자동차 메이커에 대응한 기계를 도입하는 등, 관
계특수적 투자43) 및 자동차의 정보 제공 등과 함께 안정적 거래 관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러한 장기적인 거래 관계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포함시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은 곤란 또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거래에는 정보의 불완전성도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조적인 행동을 유
지하면서 거래 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계약을 이용하여 비협조적인 행동에 대한 제재를 설정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래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를 상정한 계약을 맺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그
런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소송제기 비용이나 법원이 해당 조항의 불이행 상황을 검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44) 따라서 이러한 거래 관계에서는 계약이외
의 방식으로 서로 상대의 신뢰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甲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데에만 필요한 기계에 대한 하도급부품업체 乙의 투자, 
즉 관계특수적 투자 등이 전형적이다. 甲은 자신의 부품을 乙에게서만 제공받을 수 있고 乙 또
한 甲에게만 자신의 부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은 서로 신뢰를 깨지 않고 계속적 거래관
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처럼 서로 “인질”를 주고받음으로써 비협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서로에
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비협조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은 인질처럼 인위적이지 않은 것으로도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甲의 입장에서는 乙과 같은 부품제조업체가 소규모일 경우 바로 다른 부품
제조업체로 거래를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평판”의 메커니즘
이 비협조적인 행동을 함으로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하여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甲
이 인질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乙과의 거래에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甲의 평판, 즉 

42)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의미로 1990년대 도요타자동차가 비용절감, 재
고절감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경영기법이다. 부품조달을 위하여 치밀한 생산계
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43) 예를 들어 乙이 자동차제조업자인 甲의 자동차에만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제조
업자와는 거래 할 수 없는 부품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등의 투자를 한 경우, 乙은 
甲의 자동차 부품만을 제조하기 위한 관계특수적 투자를 했다고 한다.

44) 田村善之, “市場と組織と法をめぐる一考察（一）”, 「民商法雑誌」121권 4·5호, 有斐閣, 2000, 56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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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과 같은 하도급업자들의 입장에서는 甲과 거래하던 乙의 경우를 보고 甲과 거래 할 경우 나중
에 甲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의해 자신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처음부터 거래를 하
지 않으려고 하고 이는 甲의 평판을 나쁘게 함으로서 乙과 같은 다른 하도급업자들은 甲과 거래
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평판이론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甲은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乙과의 거래관계를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항상 이런 식으로 균형이 맞춰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평판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향후 예상되는 이익이 얼마나 큰지에 달려있다. 어떤 기업이 성장산업에 투자하
여 미래의 예상이익이 크다면 당연히 미래에도 그 산업에 남아있기 위하여 평판을 걱정할 것이
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산업이 쇠퇴산업이라든지 불황 시에는 평판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당해 기업이 가까운 시일 안에 시장에서의 퇴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평
판 메커니즘은 더더욱 작동하지 않게 된다. 
  평판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으면 하도급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계속적 거래에서 
“비협조적 행동에 의한 불이익”에 불균형이 생긴다. 계속적 거래에서 홀드업문제가 발생하면 일
방 당사자(이 경우는 하도급업자)는 상대방(원사업자)과 거래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상대
방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당사자의 합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상태에서 이루어
진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불만족스럽더라도 한정된 상황에 맞게 선택된 결
과로서 만약 선택의 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내용의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적응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45) 
  이렇게 당사자의 선택의 폭이 크게 좁아진 상태에서의 계약은 반드시 당사자의 합리적 판단의 
반영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효율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즉 홀드업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의 투자는 과소 투자가 되고 비효율적이 된다. 예를 들어 乙이 甲과 거래 할 때 해당 거래에 특
수적인 투자를 할 때가 많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乙의 생산성은 향상되고 이익도 얻을 수 있다. 
또한 甲의 입장에서는 乙과의 협조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에 따른 납품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도 
있고 특수한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의 혜택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규모까지 乙이 관계특수적 투자를 했지만 이후에 甲이 거래조건을 자신에게 유
리한 형태로 변경하도록 요청했다고 하자. 홀드업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거래를 중지 할 경우
에 발생할 매몰비용(sunk cost) 등을 고려하여 乙은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변경된 거래조건을 전제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전에 이미 투자한 투자 수
준은 과다한 것이 될 것이고 여기서의 선택은 바로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홀드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장래에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것을 
염두에 두고 관계특수적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장래의 거래조건에 대하여 변경이 없
는 것을 전제로 한 최적 수준의 투자에 비하면 과소 투자가 되어 버리므로 경쟁을 통한 최적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홀드업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점이 당사자의 결정에 법이 개입 하는 근거가 되고 이것이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이
다.
 
 3. 홀드업문제에 대한 검토

45) 若杉隆平, 앞의 논문,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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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 지위남용의 존재이유를 경제학적으로 논하는데 있어 홀드업문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홀드업문제는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적용을 한정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거래상 지위남용의 법적 규제에 대한 분석에서 홀드업문제를 참조하는 경우 주로 계속적 거래
를 염두에 두고 논하여 왔다. 계속적 거래만을 염두에 두고 거래상 지위남용을 논하게 되면 사후
의 비대칭적으로 유리한 교섭력에 기해서 행해지는 기회주의적 행동만이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규제된다.46) 따라서 거래상 지위남용을 계속적 거래에서만 발생하는 행위라는 관점으로 바라보
는 입장에서는 “단발적인 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면 다른 거래 당사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남용은 발생하기 어렵다”라든가 또는 “만약 시장에 대한 참가 또는 퇴
출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단발적 거래에서는 당사자가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당사자가 모든 사태를 상정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
라 해결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47) 
  그러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편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자가 모든 사태를 상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정보
의 비대칭성에 기한 거래는 계속적 거래뿐만 아니라 단발적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 판례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례가 보이므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S화재 등 국내 8개 자동차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
를 야기함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피해차주가 다른 차량을 대차(렌트)할 경우, 동
종 차종을 대차하는 비용을,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를 지
급하여야 하고,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 휴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차량수리 기간 중 렌
트카를 대차하는 피해차주의 대부분은 렌트카 비용을 청구하여 보상받고 있지만, 렌트카를 대차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차주의 경우 렌트카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데
다가 보험약관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대차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손해보험사는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자동
차가액의 일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출고 후 기간에 따라 적정한 수리비를 지급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48)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보험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보험사
들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다. 고등법원은 원고 
보험사들의 청구를 받아 들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였다.49)

  이 사건에서 단발적 거래와 정보의 비대칭에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곳은 사고를 당한 차주가 
그 피해에 합당한 대차료 또는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은 사고를 당하는 순간 피보험자를 매개로 보험회사와 휴차료 또는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 단발적 거래관계가 성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50)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차주가 

46) 伊藤元重·加賀見一彰, “企業間取引と優越的地位の濫用”, 「会社法の経済学」, 東京大学出版会, 1998, 
413면.

47) 若杉隆平, 앞의 논문, 119면.
48)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013호, 2008. 1. 10., 사건번호 2007서경0113～0120.
49) 대법원 2010. 1. 24. 선고 2008두 14739 판결.
50) 재판에서는 피해차주와 보험사간에 거래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다퉈졌는데 고등법원이 양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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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료 또는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
문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피해차주는 보험사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의 소송을 통하여 피해보
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
게 된다. 설령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보상액이 소액에 지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인
한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 또한 민사소송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들을 방치하여 
둔다면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해치는 결과가 된다. 사업자는 양질 염가의 상품·서
비스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데 반하여 위와 같이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실제 계약과 다른 제공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보험사에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래에는 시장에 저질 고가의 상품·서비스만이 남게 되는 레몬시장51)이 형성되기 때문
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거래상 지위남용은 계속적 거래 관계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단발적인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4. 법문화와 경제52)

  홀드업문제 이론만으로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행하는 거래상 지위남용은 대부분 홀드업문제가 아닌 경우
가 많다. 왜냐하면 납품업자는 대규모소매업자를 위한 특수관계적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홀드업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발
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상호 자발적인 교섭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는 시스템이다. 계약체결 시 명확하게 규정된 소유권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크다면 당연히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계약에 
관한 법 또는 규범이 준수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회에서 시장경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에 의한 법규범의 준수라는 제도적 조건
이 필요하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성립은 곤란하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며 그 형식은 필요하지 않
다. 따라서 그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합의 
내용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내용을 명확히 밝혀줄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계약관습은 이러한 명확화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애매하게 남겨두는 경우가 많
다. 서구에서 보이는 시민혁명이나 시민에 의한 근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권리의식과 그것을 
명확히 주장하는 방법의 미숙함을 가져온 이유 중 하나라고 추측된다. 또한 광복 후 우리 현대사
는 수직적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를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로인한 영향도 상당히 컸
으리라 생각된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양자 간의 계약관계를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는 거래관습이 

거래관계를 인정하지 않은데 반하여 대법원은 양자 간의 거래관계를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 둘의 관
계를 단발적 거래관계로 파악하였다.

51)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저품질의 재화나 서비스만이 거래되는 시장. 
52) 韓都律, “優越的地位の濫用”,　立教大学博士学位論文, 2011, 27-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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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 이외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관계를 밝혀줄 증거
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래관계를 밝혀줄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에 작성된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다는 것이므로 소송을 통하여 그
러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실제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운 일
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거래나 프랜차이즈 문제 등
에서는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여 시장경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적용에 있어서 나라마다 구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 이러한 영향은 공정거래법에서도 강하게 나타나는데 미국 반트러스트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래상 지위남용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에 대한 저항감을 갖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
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
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1990년대 초 구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이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러시아의 법문화가 시장경제의 실패에 한 원인이 되었다
는 연구가 있다.53) 
  당시 러시아정부는 구사회주의 국가의 시장화에 있어 경쟁을 확보하고 가격의 자유로운 변동
을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화와 각 경제주체의 자산사유화를 중시하였으나 시장경제에로의 전
환은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이성적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미국인이나 러시아인이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되지만 실제에서는 달랐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는 
법에 대한 불신이 강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해결을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
라 사람의 네트워크, 즉 인맥을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장이란 양질·염가의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한 상품·서비스의 획득을 위한 경쟁 시스템
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만약 이러한 시스템을 방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 부당표시나 거래내용의 
불이행 등이 발생했을 때 법이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결하려 한다면 그러한 시장
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시장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한 해결을 상정하여,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습관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실패했다고 한다. 이렇듯 하나의 제
도가 어떤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작동되었던 나라의 제도를 그대
로 받아들인다고 하여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더글러스 C. 노스(이하 “노스”라고 한다.)는 제도는 인간이 고안한 제약으로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인간이 고안한 규칙 같은 공식적 제약과 관습이나 행동
양식과 같은 비공식적 제약이 있다고 한다.54) 그리고 제도, 즉 일상생활에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상호 관계에 포함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는 총체적으로 교환에서의 거래
비용을 결정한다고 한다. 그리고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거래 비용의 많고 적음, 즉 효율성이 경

53) 中山弘正編, 「現代ロシア経済論」, 岩波書店, 2001, 1-25면, 115-155면, 栖原学, “ロシアの市場経済
化と法文化” 「経済科学研究所紀要」31호, 日本大学経済学部経済科学研究所, 2001, 91면 이하.

54) 더글러스 C. 노스,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이병기 역, 한국경제연구원, 1996,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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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전의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한다. 또한 “선진국과 제3세계에서의 거래비용을 비교하면, 제3
세계에서의 교환당 비용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때때로 비용이 너무 높아 어떤 교환도 일어나지 
않는 적도 있다. 제3세계의 제도적 구조는 효율적 시장을 지탱하는 공식적 구조(와 집행)를 결여
하고 있다. 그러나 제3세계의 국가들에서는 교환에 구조를 제공하려 하는 비공식적인 부문(실제
로는 지하경제)이 왕왕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는 커다란 비용을 지불하면서 존재하
는 셈이다. 재산권에의 공식적인 보장의 결여가 자기집행적인 유형의 계약을 제공할 수 있는 개
별적 교환체계의 활약을 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쟁점에는 단순히 제3세계 국가에서의 더 
높은 거래비용 이상의 것이 있다. 또한 생산의 기본구조를 결정하는 제도적 틀은 저개발을 영속
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55)

  노스의 논리는 우리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스의 비공식적 
제약에 의하면 우리의 법문화는 거래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소송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에는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러한 부분을 거래상 지위남용이 해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개인이 담당해야 할 법적 소송비용을 국가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통하
여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결과를 야기하여 비효율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의 이용 등을 통하여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함으로서 공정하고 자유
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제도의 운영이 반드시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거
래상 지위남용 제도는 우리의 거래관습이나 법문화를 반영한 제도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5. 약자보호규제56)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에 의해 외부에서 거래조건이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게 되면 그때까지 그 거래에 참가할지를 고민하며 지켜보고 있
던 경제적 약자들이 새롭게 거래에 참가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결국 경제적 약자들끼리의 경쟁
이 시작된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게 변한 거래조건은 시장의 힘에 의해 다시 원래대
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한다.57) 그래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거래상 지위남용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정책수단인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혜택 등과 같은 소득이전의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자
주적인 판단에 의해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환경, 즉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이지 단지 경제적 약자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이
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약자에게 보다 좋은 혜택을 누리도록 돕는 규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하
도급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당초의 계약에 따라 1개당 1,000원의 상품을 납품했지만 원사업자
가 합당한 이유 없이 감액을 하여 1개당 800원씩 대가를 지불했을 때 1개당 1,000원이라는 정

55) 더글러스 C. 노스, 위의 책, 112면.
56) 韓都律, 優越的地位の濫用, 44-45면 참조.
57) 若杉隆平, 앞의 논문,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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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 것이 본 규정의 취지이다. 
  또한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결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아
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반품의 경우,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없
는 경우, 또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 책임이 납품업자에게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에 
의하여 규제된다. 만약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가 없다면 기술력이 있는(=경쟁력이 있는) 납품업자
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부당한 반품 또는 부당한 감액 등에 의해 경영이 어려워져 시장에서 퇴
출될 수도 있다.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마치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를 보호
하는 것과 같이 보인다고 하여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를 터부시 하거나 폐지한다면 이는 거꾸로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제2장. 거래상 지위남용의 해석론

Ⅰ. 거래상 지위의 판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
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의 인정여부가 중요한 판단요건이 된다. 하지만 거래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상 지위를 판단하는 요건으로는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의존도, 거래전환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상 지위남용의 판
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
가 된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업자가 상대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했을 때 그것을 상대 사업
자가 받아들였다면 갑 사업자의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상대사업자가 그 불이익을 받
아들이지 않았다면 갑 사업자가 상대사업자 보다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갑 
사업자와 상대사업자의 지위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 행위의 결과를 보고 누구의 힘이 강하고 
거래상 지위에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거래상 지위남용에 적용해 보면 남용행위의 결
과를 보고 거래상 지위를 판단하는 것으로 환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거래상 지위와 남용행위
가 동시에 판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래상 지위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남용행위를 판단하는 프로세스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거래의존도나 거래의 전환가능성 등을 
보고 거래상 지위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해석론은 대단히 설득력을 갖는다.
  거래상 지위는 그 지위여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와 지위여부가 애매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거래상 지위가 명백한 경우는 제1장에서 언급한 홀드업문제의 경우, 하도급법상 원사업
자와 하도급사업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거래상 지위의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를 판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작지만 거래상 지위가 미묘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행하는 남용행위의 강압성ㆍ억압성의 강
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상 지위가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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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동시에 인정되게 된다. 
  이러한 논리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판례를 통하여 확인해 보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가 방송송출거래관계에 있던 홈쇼핑사업자인 지에스홈
쇼핑, 우리홈쇼핑 및 현대홈쇼핑에 티브로드홀딩스의 계열회사인 동림관광개발이 건설 중인 
동림컨트리클럽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요청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가 있다.58)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
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 목적, 효과, 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의 정도(이상 밑줄 친 부분을 이 후에는 ”우월적 지위판단 요건“라 한다. 필자 주) 및 상
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
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와 그 행위의 부당성을 따로 구별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자. 
  ① 티브로홀딩스는 기업집단 태광산업의 계열회사로서 다른 14개의 계열회사와 함께 전국 
77개방송구역 중 21개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
업자인데,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 사이에서 그 매출액 점유율이 약 26%에 달하는 1위 사
업자일 뿐만 아니라 15개 방송구역에서는 유일한 사업자이다. 
  ② 티브로홀딩스와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자 중 전문 홈쇼핑사업자는 지에스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CJ홈쇼핑 및 농수산홈쇼핑
의 5개 업체가 있는데, 위 5개 홈쇼핑사업자는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과 달리 종합유선방
송사업자 등에게 송출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을 통하여 자신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구조
로 되어 있다. 즉 위 5개 홈쇼핑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송출 수수료를 지급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구조이다. 
  ③ 그런데 티브로홀딩스는 위 14개 계열회사의 사업 활동을 조정ㆍ통제하는 지주회사로서 
위 21개방송구역의 방송채널에 관하여 위 5개 홈쇼핑사업자와 협상을 통하여 위 5개 홈쇼핑
사업자에 방송채널을 일괄하여 부여한다. 
  ④ 홈쇼핑업계에서는 방송채널을 통상 S급, 준S급, A급, B급으로 나누는데, 홈쇼핑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방송송출계약에서 방송채널을 A급은 S급으로 개선하고 S급은 계속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는 현대홈쇼핑의 경우 홈쇼핑사업 부문이2008년도 매
출의 69.1%, 영업이익의 87.7%를 차지하고 있듯이 대부분 홈쇼핑사업자의 경우 그 홈쇼핑사
업 부문이 매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방송채널이 A급에서 S급으로, S급에서 
A급으로 각 변경될 경우 40% 이상의 매출액 증감이 발생하는 등 그 방송채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출액의 증감이 격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위 5개 홈쇼핑사업자는 다른 홈쇼핑사업
자에 비하여 더 나은 방송채널을 티브로홀딩스로부터 배정받기 위하여 서로심한 경쟁관계에 
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①에서 언급했듯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 사이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일 

5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1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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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15개 방송구역에서는 유일한 사업자이다. 시장상황은 객관적으로 바뀌지 않는 사
실이다. ④에서 언급되듯이 대부분 홈쇼핑사업자의 경우 그 홈쇼핑사업 부문이 매출에서 막대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고, 5개 홈쇼핑사업자가 다른 홈쇼핑사업자에 
비하여 더 나은 방송채널을 티브로홀딩스로부터 배정받기 위하여 서로 심한 경쟁관계에 있는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다. 이를 요약하면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와 거래를 
하고 있는 5개의 홈쇼핑사업자의 사정은 비슷비슷하다는 사실이다. 즉 5개 홈쇼핑사업자의 티
브로드홀딩스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굉장히 높고 15개 방송구역에서는 티브로드홀딩스가 유일
한 사업자이니 홈쇼핑사업자의 거래전환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티브로드홀딩스는 당연히 거래
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티브로드홀딩스가 5개의 홈쇼핑사업자에게 
동림컨트리클럽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 홈쇼핑사업자는 
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티브로드홀딩스는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2개 홈쇼핑사업자
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없다고 해야 한다. 5개 홈쇼핑사업자의 지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홀딩스에 대한 관계가 달라진다면 시장상황, 거래의존도 등을 거래상 지위를 판단하
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대법원이 언급한 우월적 지위의 판단요건 모두를 
고려하더라도 거래상 지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다. 그렇다면 거래상 지위 자체를 판
단하는 요건은 독립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과 같고 결국은 남용행위와 더불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도 우월적 지위의 판단요건 자체만을 거래상 지위라 
인정하지 않고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라고 하여 거래상 지위와 부당하게 
이용을 동시에 파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
래하는 행위”라 하여 거래상의 지위와 남용행위를 일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우리 법과 
똑같이 거래상 지위남용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 독점금지법에서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
대방보다 우월한 것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여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보다 우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법에서는 법문 상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를 입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고 실제
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거래상 지위남용에서 방점을 두어야 할 곳은 거래상 지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 즉 남용행위에 중점을 두고 규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상 지위남용은 남용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띄는 가가 중요한 판단 요건
이 된다. 즉 남용행위의 구체적 모습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Ⅱ. 남용행위의 유형화
  1. 거래과정에서의 남용과 거래 내용을 둘러싼 남용
  앞에서 거래상 지위가 미묘한 경우, 거래상 지위남용의 판단은 남용행위의 강압성ㆍ억압성의 
강도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 타당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행위가 남용에 해당하는
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중요하게 된다.
  남용행위의 제1유형은 거래과정에서의 남용과 거래내용을 둘러싼 남용으로 나눌 수 있다. 
  거래과정 자체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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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경우이다. 구입강제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에게 유리한 거래내용이라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
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거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내용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자유롭
고 자주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를 저해한다는 것은 경쟁의 기반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질 좋고 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판례로서 부관훼리 사건59)이 있다. 이 사건은 부관훼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
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화주들에게 자기가 지정한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발
송하고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려는 화주들에게는 컨테이너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화주들
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부관훼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육상운송용역을 제공받도록 사실상 강
요한 행위를 구입강제로 인정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부관훼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육상운
송용역을 제공받도록 사실상 강요한 행위자체에 있을 뿐, 화주들이 부관훼리가 지정한 육상운
송업체를 이용하여 경제상 불이익을 받았는지는 언급이 없다. 즉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서의 
불이익은 경제상 불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자주적인 행위를 억압당한 것 또
한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거래내용에 관한 남용은 이미 체결된 거래조건 또는 급부 등이 평등한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루어지는 거래내용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여기서의 남용행위의 판단은 당
해 거래에 고유한 조건 또는 내용, 또는 당해 거래에 부수한 거래조건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
익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사안마다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본질적으로 억압적ㆍ자의적인 남용여부
  남용행위의 제2유형은 본질적으로 억압적ㆍ자의적인 힘의 남용행위와 그렇지 않은 남용행위로 
나눌 수 있다. 
  본질적으로 억압적ㆍ자의적인 힘의 남용행위는 거래상 지위가 전제되었을 때 처음으로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당해행위유형에 외형상 해당한다면 바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사실상 추정된
다. 즉 이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에 관한 거래상 지위와 공정거래
저해성이 동시에 사실상 추정되게 된다. 이에 대한 반증은 그 행위가 필요한 행위였다는 것을 거
래상 지위의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남용행위로서는 당해거래와 관계가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구입강제)가 있다. 판례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티브로드홀딩스가 3개 홈
쇼핑사업자에게 동림컨트리클럽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요청한 행위가 있다.60) 
  이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티브로드홀딩스의 거래상 지위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 환송하였다. 고등법원에서는 티브로드홀딩스가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5명의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골프회원권의 구입을 요청했지만 그 과정에서 방송채널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표시하거나 암시한 적이 없으며, 5명의 홈쇼핑사업자 중에 3명

59)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6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1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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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자만 골프회원권의 구입요청에 응하였고, 응하지 않은 2명의 사업자에게 어떠한 불이
익도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입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티브로드홀딩스와 방송송출 거래관계에 있던 3개 홈쇼핑사업자에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구입을 요청한 행위는 다른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 사건
에서 그 거래의 성질상 방송채널 송출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위 3개 홈쇼핑
사업자로서는 거래상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티브로드홀딩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송채널 거래시장의 성격이나 그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송채널 거래시
장에서의 정상적 거래 관행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더욱이 티브로드홀딩스는 위 3개 홈쇼핑사
업자 내부에서 방송채널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요청을 하면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홈쇼핑사업자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알려줌으로써 위 3개 홈쇼핑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상 원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거래상 지위남용을 인정하고 있다. 즉 티브로드홀딩스
의 골프장회원권이 구입권유는 당해 방송채널 송출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한 
것이 남용행위로서 인정된 것이다. 이 행위가 본질적으로 억압적ㆍ자의적인 힘의 남용으로 인
정되는 것은 거래 상대방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판단을 억압하여 행위자의 의사를 강요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거래와 관계가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을 강제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공정거래저해성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좋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당해거래와 관계없는 협찬금ㆍ종업원의 파견요청을 들 수 있다. 협찬금이나 종
업원의 파견요청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은 거래와 관련이 없는 협찬
금, 종업원의 파견요청이고 제2유형은 예를 들어 납품업자가 자신의 납품물품에 대한 판매 장
려를 위하여 대규모소매업자에게 파견하는 종업원 등이 그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넘어서 대규모소매업자가 비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이다. 제2유형은 개별사안마다 구체적으
로 판단해야 하나 제1유형은 형식적으로 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바로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
당될 수 있다.
  부연하면 제1유형은 행위자가 납품업자 등과 같은 거래 상대방에게 원래 제공의 필요성이 
없는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와 관계없는 경제상의 이
익이 그 대상이 된다. 이 유형은 앞에서 언급한 당해거래와 관계없는 상품ㆍ용역의 구입강제
와 같이 본질적으로 억압적ㆍ자의적인 힘의 남용이 된다.
  이에 반해 억압적ㆍ자의적인 힘의 남용이 아닌 행위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저해성을 개별구체적
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때 계약의 본체에 대한 불이익인지, 아니면 계약에 부수한 거래조건에 
관한 불이익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편리하다.

  3. 계약의 본체부분과 부수적 조건에 관한 부분
  앞에서 언급한 본질적으로 억압적ㆍ자의적인 힘의 남용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의 
본체부분과 그 이외의 계약조건을 구별해서 검토하는 것이 유익하다.
  계약의 본체부분은 계약체결 시에 당사자가 잘 이해하고 있고 또한 시장메커니즘(경쟁원리)이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개입은 되도록 자제하고 시장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
다.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보면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부당염매, 부당한 가격결정(가격 후려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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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부수적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에 당사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
나 이해하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주 개별적인 조
건이기 때문에 다른 공급자의 거래조건과 비교가 곤란하고 개개의 부수적 조건과 계약의 본체부
분(특히 가격)과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지 알기 어려워서 시장의 결정에 맡겨두기가 어려운 특
수성이 있다.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보더라도 부수적 조건에 대한 남용행위가 이루어지기 쉽고 또한 거래
상 지위남용의 행위로서 판단하기 쉽다. 이에 반해 계약의 본체부분에 대한 남용과 판단은 실제
로 판단하기 대단히 곤란하다. 소위 가격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에 대해 그 부
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이후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계약의 본체부분에 대한 남용
  1) 부당한 가격결정(가격 후려치기)
  부당한 가격결정은 부당한 감액이 이미 결정된 가격을 그 후에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과 달리 
계약의 교섭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을 결정하여 통보하고 그 가격으로 계약할 
것을 강요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이다. 따라서 계약의 본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
서 이러한 경우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불공정거래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정
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규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 수령거부
  수령거부는 우월적 지위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한 후 정당
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당해 상품의 납품에 임하여 당해 상품의 판매부진, 매장개조 등에 따라 당해 상품이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상품의 검사기준을 엄격하게 바꿔 발주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특정 사양의 물건의 제조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이 당해 상품의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수령거부는 납품업자의 물품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물건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
기 때문에 수령거부의 외형의 존재한다고 하여 바로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따
라서 납품업자의 잘못이나 물품 등의 잘못이 어떤 경우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다. 
명백히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지정한 규격과 다른 상품 또는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납기
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판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납품업자의 잘못에 해당하는 경우
이다. 
  
  3) 부당한 반품
  반품 또한 수령거부와 같이 납품업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품요청자체가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한 요청이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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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당한 감액
  부당한 감액은 거래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대가를 감액하는 것이다. 구입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입 전
에 이루어지는 부당한 가격결정과는 다르다. 구입시점은 매매계약이 성립한 시점으로 해석해야한
다. 즉 거래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상품 등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구두나 서면에 상관없이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구입 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수령거부나 부당한 반품과 같이 납품업자 등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
기 때문에 이 또한 감액이 있다고 하여 바로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2) 계약에 부수한 조건 등에 관한 남용
  1) 거래와 관련된 협찬금
  협찬금은 거래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의 계약을 둘러싼 내용의 본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부수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 상품의 매상을 올리는 데 기여
하는 경우도 있다. 협찬금은 그 거래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억압적ㆍ자의적인 
남용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자체가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거래내용
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나 매장의 리모델링 등은 납품업자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한 거래의 효율화, 
상품의 판매촉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협찬금의 제공요구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협찬금의 요구 
자체에 남용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찬금 요구의 과정이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즉 납품업자가 매장의 사용료나 비용을 부담하는 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실질적
인 설명과 교섭 그리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 등을 보고 남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 거래와 관련된 종업원의 파견요청 등
  종업원의 부당사용도 협찬금의 요청과 같이 거래의 본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예를 들어 납품업자의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종업원의 파견은 납품업자에게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납품업자와 협의 후
에 이루어진 종업원의 파견 요청은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장. 결론

  제1장에서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그에 대한 반론과 그 필요성에 대한 논리
를 전개 해왔다. 이는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
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무조건적으로 거래상 지위남용의 적용을 장려하는 것
이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거래상 지위남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하여 
그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평가를 꾀한 것이라는 것을 밝
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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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에서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한 구체적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심결례
와 판례를 전부 망라한 해석론이 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해석론보다 다
른 관점에서 방법론을 제공했다는데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진전된 해석론을 전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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