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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2018년 6월 18~19일 

이 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인사말씀  

 

“현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고려대학교 ICR 센터와 한국산업조

직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정거래법은 문제시되는 행위

의 외양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는 법학과 경제학을 아우르는 학제적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에 대해 법학자와 경제학자의 교

차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고려대학교 ICR 센터 소장 이 황 교수님께서 

기획하시고, 산업조직학회에 공동 주최를 제안하셔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 발표와 토론에 앞서,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오늘 세미나의 기조강연을 

맡으신 것은 매우 뜻 깊습니다. 1981년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20년 간의 역량 강화 

기간을 거친 후, 2000년대 초반부터 담합 제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 심사 

등 본격적인 경쟁법 집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3년 3월 ~ 2006년 3월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신 강 철규 교수님은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집행의 철학(philosophy)으로 

“타자 위해의 원칙(harm principle)”을 정립하고, 담합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의 제재, 기업결합심사의 실질화 및 경쟁제한적 규제의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피

심인의 자기 항변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적법 절차(due process)를 확충하였으며, 대

규모기업집단 정책(“재벌”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1 

                                                 
1 이 상승 “지난 3년간 공정거래법 운용에 관한 단상.” 경쟁저널, 2006년 1월, 2-11. 

Sang-Seung Yi and Youngjin Jung “A New Kid on the Block: Korean Competition Law, Policy and Economics,”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Vol. 3, No. 2, Autumn 2007, 1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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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철규 위원장님 재임 시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위시한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

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엄정한 경쟁법 집행을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2017년 1

월 퀄컴의 FRAND 확약 위반 행위에 대해 전세계 경쟁당국을 선도하는 심결로 그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담합, 기업결합 심사 등 전통적 경쟁법 영역

에 대한 현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권남훈 교수님께서 내일 발표

하실 예정입니다. 

강 철규 위원장님의 재직 시 시작된 또 하나의 중요한 발전은 피심인과 신고인의 절차적 권

리 강화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의 공정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

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 용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내일 분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다른 선진국의 경쟁당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재

벌”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김상조 위원장님 취임 이후의 공정위는 이른바 “갑

을 관계”에 대해서도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박 상인 교수님과 주 진열 교수님께서 

대기업집단 정책과 갑을 관계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실 예정입니다.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남용하여 다른 경제주체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재산권의 확립에 못지 않게,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

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회사법과 계약법은 소액주주와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법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한, 공정거래위원

회가 일정부분 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

는 원론적 반론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법과 계약법의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와 거래관계에 

있어 “을”의 실질적 권리 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기자분들께, 오늘의 발표 및 토론은 산업조직학회 차원의 공식 의견이 아

니라, 참여 교수님들의 개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제학자가 3명 모이면 5개의 다른 

                                                 
2 BusinessKorea, “Korean FTC Received Highest Praise in Global Competition Review” August 9, 2017.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nnounced on August 8 that it was given the highest grade, Elite, by the 

Global Competition Review (GCR) in its recent assessment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Recently, the GCR 

evaluated last year’s performance of 38 countries’ authorities. The KFTC won the Elite title,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with its counterparts in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Germany. Those in the EU and Japan came 

in second.”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18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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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시된다고 합니다. 오죽 했으면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 다른 한

편으로는…(on the one hand … , on the other hand …) 고려할 사항이 많다”라고 말하는 경제

학자가 필요 없으니, “외팔이 경제학자(one-handed economist)”를 구해 오라고 했겠습니까? 

3 

하지만 산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모색은, 다양한 의견을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토론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오늘과 내일의 논의에 적극적으

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Give me a one-handed Economist. All my economists say 'on hand...', then 'but on the other...” ― Harry Truman 

https://www.goodreads.com/quotes/7887683-give-me-a-one-handed-economist-all-my-economists-say-on  

https://www.goodreads.com/quotes/7887683-give-me-a-one-handed-economist-all-my-economists-sa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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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황-몇가지 문제점

1. 잠재성장률 저하

• 산업화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수록 한국경
제의 성장잠재력은 점차 하락

• 개발연대의 10% 전후에서 점차 하락하여
90년대에는 6%대, 2015 중반이후 2%대로
하락, 2020년대 1.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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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박무환, 생산함수모형추정, 2001년이후 한국은행 참조

잠재성장률 실질GDP성장률

1973-1980 10.3 9.2

1981-1990 8.4 9.7

1991-2000 6.6 6.6

2001-2010 4.3 4.2

2001-2005 4.8-5.2 4.8

2006-2010 3.7-3.9 3.6

2011-2015 3.0-3.4 3.7

2016-2020 2.8-2.9

2020-2030 1.7

잠재성장률의 하락요인

• 생산성의 하락
-기술의 도입과 모방의 한계
-투명성, 부패지수의 정체 내지 악화
• 경제력집중에 따른 기업간 자원배분의 비효율(재

벌계 비효율기업의 퇴출장벽 등, KDI 조덕상, “기
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
성 하락”, 2018.5참조)
-”대기업집단에 속해있는 기업이 독립기업보다 과
도하게 많은 자본을 점유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

• 소비증가율의 지속적 하락(90년대 6%대에서 현재
2%대, 양극화 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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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극화 심화

• 양극화는 세계적 추세-나라마다 차이

-2차대전이후 대번영기(47-70년대중반)를
지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양극화 심화

-Piketty 21세기 자본론

-IMF: ‘Income distribution matters growth 
and sustainability.’

• 한국경제의 양극화 90년대 중반이후 급속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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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tty의 기본 메세지

•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아 자본가는 항상
더 높은 소득을 가지게 되어 부의 불평등이 가속화”

• 중심모순

r>g    --역사적으로 증명, 항상?

r-g > 0  --불평등 확대

r-g < 0  --불평등 축소

• 제2의 법칙

α = rβ ,  단 β  s/g (한국 5-9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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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의 집중

• 김낙년 교수”Top Incomes in Korea, 1933-
2010: 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

• 광복이후 상위 소득 비중 급속히 하락; 해방
과 농지개혁, 전쟁 등 이유

• 산업화 시기 부의 집중도 낮은 상태 유지: 산
업화와 상공업 종사 인구 증가가 요인

• 199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소득 집중: 산업구
조의 재편, 한계세율 인하, 97-98외환위기 이
후 중산층 몰락과 기업지배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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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 추이
(자료:홍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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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업소득=일반기업소득+금융기업소득
2) 가계소득=피용자보수+가계부문 영업잉여+재산소득

90년대 이후 한국의 양극화 급속

• 상위 10%의 소득집중도 48.5%(15)로 미국 50% 다음,

영국 39%, 일본 42%, 프랑스 30.5%보다 높음

-상위 1%도 14.2%로 미국 21.2%보다 낮으나 영국 12.8% 일본 10.5% 
프랑스 8.6%보다 높다.

• 2000-2015년간 한국 12.1% 포인트 상승. 95-12간 미국 7.3%포인트, 
일본 6.5%포인트 상승, 프랑스는 –0.1%포인트로 개선

• 부의 집중도; 한국 상위 10%가 66%(김낙년, 2013), 1%가 25.9%차지

-부동산 8000조, GNI의 16배,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하면 800조원
이득발생(국민소득의 절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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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2017년 보고서
(“2015년까지 소득집중도”)

• 상위 1% 
9%(2000)12.7%(2010)14.2%(2015)

• 상위 10%; 36.4%(2000)48.5%(2015)

-미국 50%, 일본 42%, 영국 39.1%, 프랑
스 30.5%, 스웨덴 30.7%

Why it matters?(IMF 보고서참조)

• 불평등은 소득의 이동성과 기회 부족의 신호 (a signal of lack of income 
mobility and opportunity). 높은 기회의 불평등은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

• 불평등의 확대는 정치력과 의사결정력을 소수의 손에 집중, 인적자원을 왜곡
사용(suboptimal use), 투자를 감소케하여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초래. 로비스
트로 하여금 금융완화정책을 밀어부침으로 금융위기 초래(Acemoglu 2011)

• 결과의 불평등은 개인의 교육적 직업적 선택을 무너뜨림. 그것이 지대(rent)
에서 나온 것이라면 ‘올바른’ 유인구조를 무너뜨림(Stiglitz 2012).

• 결과적으로 자원 배분의 오류, 부패, 정실주의nepotism로 감. 시민은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 사회적 응집력의 붕괴, 미래에 대한 신뢰 상실

• 소비위축

• 기회, 노력, 그리고 능력의 차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의 불평등은
innovation과 entrepreneurship을 위한 유인제공이라는 순기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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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격차시대 도래

• 전근대 양반상놈(사농공상, 지주-소작인) 신분사회-->농
지개혁이후 평등사회-->90년대 이후 다시 희망상실계층
이 늘어나는 신분격차시대로

• 三浦展 <하류사회-새로운 계층집단의 출현>

< 4계층 구분>

-격차없는 사회 (이상적 공산사회, 희망없음)

-격차고정전근대신분사회

-격차는 노력의 반영(노력하면 계층상승) 

-희망격차사회(희망없는 사람과 있는사람이 분리된 사회)

3. 한계에 이른 Catch-up 시대의 한국
경제

• 잠재성장률 2% 대로(지난 20년 동안 5년마다 1%씩 하락)

• 부실징후기업 급증(영업이익<이자비용)

“한계기업은 200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면서 15년 말 4252개를 기록했고 만성적 한계
기업은 2804개… 업종별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 4개 업종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국은행, 최영준)

-위험기업수 비중: 조선 62.5%, 건설 28.7%, 철강 24.2% 등 효자산업

-위험 부채액: 조선 93.7%, 운수 53.9%, 기계 장비 38.5%

-대우조선 부채비율 4266%(2014년 590%)—서별관회의 4조2천억원 지원 결정(그후 또)

-가계빛 1468조원(18, 1분기), GDP의 92.8%(2017말, OECD 평균 70.4%) 

-GDP중 소비비중 감소: 52.4%(2008)48.1%(2017)

따라잡기 시대 한계도달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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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혁신시대로의 전환기

• 따라잡기 시대자생적 혁신시대로 전환할 시기
-도입과 모방의 시대(catch-up) 한계도달: 전통산업 쇠퇴 내지
정체, 중산층 몰락, 소비둔화

• 대번영은 기술도입과 모방을 넘어서 자생적 혁신(grassroot
innovation)이 일어나야 가능

* 자생적 성장국: 200년전 시작, 영국, 미국, 독일 등
도입과 모방국: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중국, 인도(Phelps)

• 자생적 혁신은 도전, 탐구, 모험, 열정의 결과로 나타남
-역동성과 다양성(밑으로부터의 혁신의 토대)위에서

-경제적 자유, 문화(교육) 창달, 제도개혁 통해

II.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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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3가지문제 풀면 희망있다

• 잠재성장률 높이기

• 양극화해소로 중하위층 소득 상승과 신분
이동의 길 열려야

• 자생적 혁신 시대로 패러다임 전환

1. 4개의 자본주의(Baumol)중 어디로?

• 기업: 미국은 10대기업이 10년 사이에 자주 바뀐다. 

• 한국은 기업집단의 진입장벽이 높아 잘 바뀌지 않는다.  

과두지배사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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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도 자본주의(state-guided capitalism)
- 정부가 ‘승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특정한 산업들을

지원하여 시장을 지도하려 함

• 과두지배 자본주의(oligarchic capitalism)
- 권력과 부의 상당부분이 소수의 개인, 가족의 집단에

의하여 보유(중동 아프리카 등)

• 대기업 자본주의(big-firm capitalism)
- 대부분의 중요한 경제활동이 기존의 거대기업에 의하여

수행(유럽과 일본이 전형적)

• 기업가 자본주의(entrepreneurial capitalism)
- 중요한 역할이 소규모의 혁신적 기업에 의하여 연출됨

Baumol의 4가지 자본주의

• Catch-up 시대의 생산자와 달리 새로운 아이디
어의 개발을 계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 사업
결정을 하는 신규 벤처나 기존 기업의 생산자들, 
즉 기업가(entrepreneurs)가 어느 정도면 될까?

• 역동성이 높은 경제에서는 아이디어 주도의 활
동들이 전체노동의 10분의 1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Baumol 등, 50)

창의적 기업가가 10%만 되면…

14



혁신성공 위해

• 기업가적 (entrepreneurship) 신생기업이 지속
출현하고

• 자생적 혁신(Grassroots Innovation)이 상시적
으로 일어나도록 제도개혁

-공정거래 환경

-교육개혁: 대입자율화, 고등학교 선택과목제 도입

-지적소유권 보호 및 보상 보장

2. 소비가 미덕

• 선진국(미, 영, 독, 일)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지속 상회. GDP 대비 민간소
비 비중도 2만 달러 도약기(평균 59.6%)→3만
달러 도약기(평균 60.7%)→4만 달러 도약기
(평균 61.9%)로 지속 상승

• 한국은 국민소득 도약 과정에 있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지속 하회하고, 민간
소비 비중도 2만 달러 도약기 55.7%에서, 3만
달러 도약기에는 48.1%로 급락(현대경제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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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비증가율과 GDP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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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일자리 창출
-맨더빌(1714) , 꿀벌의 우화

• 맨더빌은 꿀벌사회를 풍자, “개인의 악덕이 사회의 미덕” 
“어떤 일이든 어떤 곳이든 다 속이기 마련이니 속임수 없는 일자
리는 하나도 없다(의사, 변호사, 성직자, 병사, 신하 등)....모든 구
석이 다 악으로 가득한데 그래도 전체로 보면 낙원....무리 가운데
가장 못된 놈까지도 전체의 이익에 도움을 주었다.

• 사치는 가난뱅이 백만에 일자리를 주었고 얄미운 오만은 또 다른
백만을 먹여 살렸다. 이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바퀴

• 사치든 오만이든 일자리만 창출하면 사회의 미덕

• “사치가 나라 전체의 부를 망친다고 다들 생각한다....또한 거국적
인 절약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하지만 나는 그
들과...생각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제가(초정) – 검소가 아니라 소비가 미덕, 
북학의(1778) 시정(市井)편

• 초정은 “중국의 주택, 수레와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소함 탓에 반드시 쇠퇴할 것이다.

• 지금 나라 안에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저자에 산호 따위의 보배가 없다. 또
금, 은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 떡과 엿을 살 수 없는 형편. 이것이 참으
로 검소한 풍속 때문일까? 아니다. 

• 그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
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하여지는 것. 대저 재물은 우물과 같다. 물을 길어 쓸
수록 계속 가득차고 길어내지 않으면 말라 버린다. 

•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 결과 여성의
기술이 피폐.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
지 않기에 나라에는 장인과 도공, 풀무장이가 할 일이 사라졌고 그 결과 기
술이 사라졌다…상업을 박대하므로 상업자체가 실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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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은 마치 우물과 같아서 많이 소비할수록 더
욱 생산량이 증가하고 그 기반이 튼튼해진다.

• 소비가 생산과 일자리의 원천이고 부와 기술의
원천. 소비가 미덕이라는 점에서 맨더빌과 같은
주장

3. 중하위층 소득이 늘어나야

• 중하위층 소득증가가 GDP 성장견인

-IMF 보고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 중하위층의 소득증가
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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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보고서 (2015)

중요 메시지: Income distribution matters for growth; negatively 
affects growth and its sustainability. 

• 상위 20%의 소득 1% 포인트 증가하면 GDP 0.08% 포인트 낮아짐=
낙수 효과 없음 의미

• 하위 20%의 소득 1% 포인트 증가하면 GDP 0.38% 증가. 그다음
20%와 세 번째 20%도 마찬가지로 성장률 상승효과. 각각 0.33%, 
0.27% 씩

• 불평등은 저소득층의 건강과 교육에 영향을 끼쳐 노동생산성을 낮
추고 성장률을 낮춤. social mobility 낮춤. 그리고 총수요 낮춤, 부유
층의 소비성향 낮기 때문

정책당국자는 중산층과 빈곤층에
관심 가져야 한다

• 이 연구는 소득분배 그 자체가 성장에 중요하다. 특히 상위 20% 몫
이 증가하면 GDP 성장은 중기적으로 감소한다. 즉 낙수효과가
(trickle down effect)가 없다. 중산층과 빈곤층이 성장에 가장 중요

• 빈곤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은 불평등을 완화

• 정책수단들: 교육과 건강care 그리고 잘 목표가 설정된 사회정책들
에 접근하기가 더 용이하도록, 빈곤층에 불리하지 않은 노동시장제
도=>중산층과 빈곤층의 소득비중을 높이는데 도움

• (선진국) 인적자원과 기술 향상을 위한 개혁과 누진적 조세제도에
중점

• (EMDCs) 더 많은 금융포용을 수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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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 IMFSTAFF DISCUSSionNote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Era Dabla-Norris, Kalpana Kochhar, Nujin
Suphaphiphat, Frantisek Ricka, Evridiki Tsounta, June 
2015)

Piketty의 해결책

• “이러한 불평등을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를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

• 평가

(우파) 사실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
또한 터무니 없다.

(좌파) 그의 주장이 자본주의 본질을 잘 설명했고
그 해결책 또한 옳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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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공황과 대번영의 교훈

• 1929 대공황; 독점으로 중산층 몰락(상위1% 소득
비중 23%), 구매력 추락, 증시폭락 ->루스벨트 뉴
딜(중산층 소득 향상위해 임금상승, 실업보험, 의
료 사회복지 확대, 교육개혁, 대규모 사업, 재원은
부자증세와 정부재정지출 확대)

• 1947-1975 간 대번영; 양극화 해소, 중산층 소득증
가(상위1%의 소득비중 10% 이하로)

• 1980-2010 간 신자유주의: 다시 양극화(상위1%비
중 23.7%), 소비위축을 금융규제완화로 해결해보
려하였으나 2007년 금융위기로 대불황; 아직도 불
평등 시정은 안되고 있음

소득주도 성장

기본 방향 •노동소득과 자영업소득 증대→노동분배율 개선

주요 정책

• 최저임금제 강화

• 생산성임금연계협약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자영업자 경영안정

수요
•내수증가

•수출증가

공급

• 노동투입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 임금상승의 생산성 향상효과

• 투자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비고 •자영업 등 비공식부문 취업자 비중이 큰 국가

)

(홍장표):소득주도성장의 정책과제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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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반도신경제

(필요성) 

• 현재는 반세기 이상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
는 한반도는 통합된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완결되어야 지속 발전가능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잇점

• 잠재성장률 상승

• 중소기업에 기회

• 물류 에너지 벨트 만들어 유라시아로 연결

• 3080클럽 가입

• 동북아지역 평화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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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신경제지도>의 밑그림
(7/7/17, 신베를린 선언 참조)

• 남북경협을 위한 투자장려,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
협력 등에 알맞은 우대조건과 특혜부여

• 서해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수역 지정, 해주지역 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 조선협력단지 조성
• 철도 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활성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성-신의주 철도개보수 및 공동 이용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

.남포 안변지역 조선협력단지 건설

• 중장기적으로

-남북을 환동해권, 환서해권, 중부권 등 3
개 권역으로 나누어 경제협력 도모

-동해권: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공
동개발후 동해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
지.자원 벨트 구축

-서해권: 개성공단. 평양. 신의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중부권: DMG 평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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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정거래정책의 역할

1. 공정거래가 추구하는 3대가치-
자유, 공정, 소비자 후생

(공정법 제1조 목적)

이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
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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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정책의 역할요약

추구하는 가치 주요내용 비고

자유 타자위해의 원칙
소극적 자유(freedom 
from)

공정거래의 기본원칙
이상적 특정목표를 향한
적극적 자유는 위험

공정 기회의 균등

절차의 정당성

기여도에 따른 보상

분배의 평등보다 기회균
등, 참여민주주의
법과 규칙 준수하기
법률장벽을 어떻게 넘을
가
1주1표, 일한만큼 보상

소비자 후생 시장경제제도

소득상승
기술혁신

시장제도의 가격기구살
려야
중하위층 소득증가 중요
기술보호와 보상 철저

1-1. 자유란

• 발전이란 인간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를
확장시키는 과정(A. Sen, 19)

• MacCallum, Jr : X는 y로부터 자유롭게 z
를 행하거나 z 가 될 수 있다. 

X is free from y to do or become z.

(X=행위자, y = 자유에 대한 제약조건, z = 행위자의 의도나 목표)

G. C. MacCallum, Jr., “Negative and Positive Freedom”, 
Philosophical Review76,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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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원칙(harm principle) 

• J.S.Mill의 자유론(1859) 

①판단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②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등 모든 <자신의
것>에 관하여

③타인에게 위해가 미치지 않는 한

④비록 그 결정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더라
도

⑤자기가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 ‘타자위해의 원리’라고도 한다

타자위해의 원칙

•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신앙, 노동, 서비스 등

에 대하여 타자에 해가 되지 않는 한 그 보유, 처분

등을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자유의 원칙 혹은

타자위해의 원칙)

- 남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수업시간에 라디오를

틀어대서는 안되는 것과 같이 자유의 동등성을 존중

하여야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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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과 타자위해의 원칙

• 시장경제는 자유경쟁을 통하여 그 기능을 발휘(현대자유
주의의 근간)

• 개인적 자유란 타자(혹은 타그룹)의 자의적 의지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재산을 소유하고 처
분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자유가 보장될 때 개인적 창
의와 정신을 충분히 발휘시켜 사회가 갖는 가능성을 최
대한 활용,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시장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음.(Hayek, 전집5: 22,34, 10)

• 경쟁은 시장참여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정보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궁극적으로 미지의 그리고 미실현의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Hayek, 전집3: 144). 

자유의 원칙을 지켜 시장경제를 활
성화

• 진입장벽, 독점, 시장지배자의 남용행위 등
다양한 타자위해를 방지함으로써 자유의
동등성을 회복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

• 이는 양극화 해소, 중하위층 소득 상승, 혁
신경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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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 도덕적 회계로 파악한 ‘정의’

심리적 富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 = 정의

심리적 富=마음의 평안(well-being)
마이너스 심리적 富(해악 or 손실) = 보상을 받아
야 =>정의

1-2. 공정이란 무엇?

•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의 빚’이 없는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를 의미

•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교환의 자유’가 보장
되어 시장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 거래하여
서로 만족하는 상태

-균형 가격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
여가 극대화

공정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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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은

• 분배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균등에 방점

• 절차의 정당성 존중

-계약 지키기

-법과 룰 지키기

• 기여도에 따른 보상

-일한만큼 대접받는 것

-기여한 만큼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

공정-기회 균등, 절차의 정당성, 기
여도에 따른 보상

• 공정성을 관철하여야 진입장벽과 기울어
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창의와
잠재력을 발휘시킬 수 있음

• 이는 시장참여자의 자유로운 시장활동을
보장하여 양극화 해소, 혁신경제로 패러다
임 전환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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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비자 후생 증가

• 소비자는 효용극대화 혹은 만족극대화 추
구

• 소비자는 선택대상의 다양성 증가 바람

• 소비자의 소득증가시 후생증가

시장제도가 소비자 이익(자유와 후생) 극대
화

• A. Smith는 자유주의를 잘 구현하는 최선
의 제도가 바로 시장경제
-가격신호를 바탕으로 각 주체가 자유롭게
계약, 생산, 교환 등 거래하고 자유롭게 경
쟁할 때 개인과 사회에 모두 이익
-시장경제는 분업과 경쟁의 효율을 높여
교환의 이익.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자유
로운 경제행위가 보장될 때 그러한 이익이
극대화되어 개인과 사회에 다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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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가격기구를 발전시켜 가격 신
호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선택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훼손
하는 행위(타자위해)를 근절해야 함

• 카르텔, 독점 등은 시장의 가격기구와 자유경쟁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타자위해의 예
-자유시장의 경쟁속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지
배자(독과점)의 지위남용행위에 의해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와
-담합이나 정부의 규제 등과 같이 시장에서 누군가에 의
하여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시장경쟁질서에 대한 간섭, 
훼손, 파괴의 경우 모두 포함

소비자 후생증가 제약 요인들
• 시장경제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

-지금은 독과점 일반화 시대
• 소비자일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 통신, 전기, 가스, 교통 등

산업의 적정가격은?
• 소득증가가 소비자 후생증가에 중요

-중하위층의 소득증가는 다수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국
민경제 성장에도 기여
-선택의 범위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창
업 중요한데, 이것이 진입장벽에 걸려 억압되고 있지는 않은가
-기업가(entrepreneur) 지망생들이 자유롭게 양성되고 활동하고 있
나

• 기술진보
-창의력,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해 공정하게 보호 보상하는 제도가 마
련되어 있나?
-오히려 기술탈취와 비보호로 기술개발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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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대상인 상품과 용역의 다양성의 증가는 소비자의 만족과 선
택과 행복을 증진시킴

• 상품과 용역의 다양성을 제약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을 제약하는 시장구조나 규제도 소비자 후생을 제약한다고
볼 수 있음

2. 공정거래정책은 소득증가와 양극
화 해소 혁신경제를 위한 토대

• 공정거래정책은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

-참여의 자유가 허용되어 참여민주주의 실
현

-개인은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
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화 가능

•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공정경쟁이 안되면 중하위층 소득증대와
자생적 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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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몇가지 생각해보아야 할 점

• 자유원칙 위배의 종합선물세트:기업집단의
타자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 초기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시장패배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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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거래와 지위남용문제

2018. 6. 18.

주 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I. 서론

• 한국에서 이른바 ‘갑질’은 비단 기업거래 영역 뿐 아니라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병폐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치명적 걸림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 현상이 워낙 광범위하여 실효적 해결은 극
히 어려움 (정치권력의 갑질, 정부의 갑질, 기업의 갑질, 상사의 갑질, 
고객의 갑질, 직장 동료의 갑질, 심지어 학생의 갑질……)

• 한편 독점규제법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즉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서, 갑질 문제 해결 법은 아님

• 기업거래에서 이른바 ‘갑질’은 경쟁제한행위라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기회주의적/악의적 착취 문제(기본적으로 계약/형사법 문제)이
며, 경쟁법의 전통적 주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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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지위남용 문제와 관련하여 독점규제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외에 <하도급법, 가맹점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을 제정/개정하여 제재 강화 추세에 있음

• 특히 현 정부 들어 공정위는 지위남용 문제에 집중  지위남용 처
리 당국으로 변모(?)

• 지위남용 문제는 비단 기업거래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병폐임은 분명하나 공공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공정위
의 주된 업무가 되어야 하는지 異論 여지 있음

II. 지위남용 관련 법령

1. 독점규제법 23조 1항 4호 및 시행령 [별표1의2] 6호

•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구입할의사가없는상품또는용역을구
입하도록강제하는행위

•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기
타의 경제상이익을제공하도록 강요하는행위

•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공급하는상품또는용역과관련하여거래
상대방의거래에관한목표를제시하고이를달성하도록강제하는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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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위남용 관련 법령

1. 독점규제법 23조 1항 4호 및 시행령 [별표1의2] 6호

• 라. 불이익제공: 가목내지다목에해당하는행위외의방법으로거래
상대방에게불이익이되도록 거래조건을설정 또는 변경하거나그 이
행과정에서불이익을주는 행위

•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임직원을선임·해임함에있어자기의지
시또는승인을얻게하거나거래상대방의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
거래내용을제한함으로써경영활동을간섭하는행위

II. 지위남용 관련 법령

2. 하도급법 (1984년 제정 후 23회 개정, 36개 조항)

• 목적: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대등한지위에서상호보완하며균형
있게발전할수있도록함

• 서면발급서류보존, 부당특약금지,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 구매
강제금지, 선급금지급,  부당위탁취소금지, 부당반품금지, 감액금지, 
부당결제청구금지,  경제적이익부당요구금지, 기술자료요구금지, 
원재료의가격변동에따른하도급대금의조정등 다수

• 주요 제재: 과징금 등 행정제재, 민사손해배상,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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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위남용 관련 법령

3. 가맹사업법 (2002년 제정 후 13회 개정, 44개 조항)

• 목적: 가맹사업의공정한 거래질서를확립하고가맹본부와가맹점사
업자가대등한지위에서상호보완적으로균형있게발전하도록함

• 정보공개서등록및제공의무, 허위ㆍ과장정보제공금지, 불공정거래
행위금지, 부당한점포환경개선강요금지, 부당한영업시간구속금
지, 부당한영업지역침해금지, 광고ㆍ판촉행사관련집행내역통보
외다수

• 주요 제재: 과징금 등 행정제재, 민사손해배상, 형사처벌(전속고발)

II. 지위남용 관련 법령

4. 대규모유통업법(2012년 제정 후 5회 개정, 42개 조항)

• 목적: 대규모유통업에서의공정한 거래질서를확립하고대규모유통
업자와납품업자또는매장임차인이대등한지위에서상호보완적으
로발전할수있도록함

• 서면교부및 서류보존, 대금감액금지, 수령거부ㆍ지체금지, 반품금
지,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금지
등, 배타적거래강요금지,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 경제적이익제
공요구금지, 부당한영업시간구속금지, 상품권구입요구금지 , 불
이익금지외다수

• 주요 제재: 과징금 등 행정제재, 민사손해배상, 형사처벌(전속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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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위남용 관련 법령

5. 대리점법(2015년 제정 후 3회 개정, 34개 조항)

• 목적: 대리점거래의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공급업자와대리점
이대등한 지위에서상호보완적으로균형있게발전하도록함

• 계약서작성, 구입강제금지, 경제상이익제공강제금지, 판매목표강
제금지, 불이익제공금지, 경영간섭금지외다수

• 주요 제재: 과징금 등 행정제재, 민사손해배상, 형사처벌(전속고발)

III. 2017년 지위남용 사건처리 실적

• 독점규제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89건 (부당공동행위 202건 제외하
면 단독행위 중에서 최다 건수)

• 하도급법: 1298건(* 형사고발 7건) (공정위 소관 법률 중에서 최다
건수, 독점규제법 전체 577건보다 2.2배)

• 가맹사업법: 350건

• 대규모유통업법: 19건

• 대리점법: 3건

 총 처리건수 3031건 중 갑을 사건 1759건으로 58%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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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2018년 관련 법률 개정

1. 가맹사업법

• 분쟁조정협의회를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설치할수있도록함

• 시·도분쟁조정협의회에 (i) 가맹본부이익대표조정위원 3명, (ii)가
맹점주이익대표조정위원 3명, (iii) 공익대표조정위원 3명씩동수
로구성되도록함

• 시 · 도분쟁조정협의회가작성한조정조서에도 ‘재판상화해’의 효력
부여

IV. 2018년 관련 법률 개정

2. 대규모유통업법

• 대규모유통업체가입점업체의영업시간을부당하게구속하는행위
를위법행위로규정함

• 질병의발병 · 치료와같이불가피한사유로입점업체가필요최소한
의범위에서영업시간을단축시켜달라고요구할때, 대규모유통업체
가이를허용하지않는경우법 위반으로명시

• 과징금: (i) 임차료의 100%까지또는 (ii) 임차료산정이어려운경우
최대 5억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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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2018년 관련 법률 개정

3. 하도급법

• 기술자료범위확대 (상당한노력합리적노력)

• 하도급대금조정신청범위확대 (원재료가격변동공급원가변동)

 평가: (i) 합리적노력의의미불분명, (ii) 리스크는계약당시확정되
어야함에도불구하고공급원가변동이라는사정변경을이유로계약
변경을허용하는것이타당한지의문

V. 몇 가지 문제점

1. 지위남용의 성격

• 독점규제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의 위법성은 23조 1항의 “공정거래

저해“인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파악하기 어려움 – 대법원 판례도 동

어반복 수준 (Case by case 접근방식)

• 거래상지위 남용 조항은 일본 독점금지법의 優越的地位濫用을 모델

로 한 것 (일본에서는우월적지위남용을경쟁법차원에서설명하기

위하여경쟁의 ‘기반’을저해하는행위라고설명하지만여전히이해하

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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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몇 가지 문제점

1. 지위남용의 성격 (일본의 설명)

V. 몇 가지 문제점

1. 독점규제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의 성격

• 실제 사례를 보면 경쟁제한행위라기 보다는말그대로 ‘갑질’ (기회주
의적 착취) 문제

• 불완전계약을빌미로甲의채무불이행,  계약내용의일방적변경, 뇌
물요구등

• 계약법/형사법적 성격이 강하므로 경쟁법 차원에서 설명하기란 쉽
지 않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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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몇 가지 문제점

2. 중소기업의 지위남용 문제

• 정부는대기업에초점을두고중소기업의지위남용문제에는별관심
이없어보임

• 그러나현실에서중소기업의지위남용문제도심각할수 있으므로정
확한실태조사필요

• (언론기사 “대기업갑질은보도라도되지…중소기업은폭로해도관심
없어”)

V. 몇 가지 문제점

3. 임직원 개인의 사익추구 문제

• 서울신문(2018. 3. 22): “대림산업의 하청업체인 한수건설 박 대표는 33
년간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하청업체가 설계 변경을 하려
면 현장 소장들에게 돈을 줄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수천만원에서 많게
는 수억원까지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돈은 5만원권을 상품권 봉
투에 넣은 뒤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다른 사람이 뗄 수 없게 안 보이게 돌돌
말아서 줬다”고 답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딸 대학 입학 선물로 외제차를
요구’한 사례와 더불어 축의금 이야기도 전했다.  박 대표는 “대림 사장, 본
부장 정도 되는 사람의 아들이 결혼하면 축의금을 1억원 정도 해야 한다고
들 한다. 나는 돈이 없어서 2000만원밖에 못했다”고 전했다. 진행자도 “아
이고, 세상에. 임원급이 혼사를 치르면 1억은 해야 된다고 그래요?”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박 대표는 “2000만원 줬다니까 대림 직원이 ‘한수
는 이제 대림에서 공사 못 한다’고 얘기했다”면서 실제로 이후 공사를 못
맡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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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몇 가지 문제점

3. 임직원 개인의 사익추구 문제

• 임직원개인이자기이익을위해뇌물을요구한경우, 사업자의지위
남용으로볼 수없음

• 오히려사업자입장에서는해당임직원을배임/업무방해등으로고소
가능

V. 몇 가지 문제점

4. 공정위의 역할 문제

• 공정위는기본적으로경쟁당국이자소비자보호당국

• 갑질문제도물론심각한병폐이나공정위 전체 사건처리 건수의 58%
에 육박하는 것은 문제

• 이른바 풍선 효과  대중소기업 불문,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
자 직접피해 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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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 공정위의 한정된 법집행 자원을 고려하면, 갑질 사건이 전체 사건처

리 건수의 58%에 육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갑질 문제 중에서 중요도가 경미한 사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관

할권을 넘기고, 공정위는 경쟁질서와 소비자보호 문제에 좀 더 집중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금까지 소외된 소비자보호 문제를 중시해야

함 – 선진국 경쟁당국에 비해 공정위의 소비지보호 기능 미약)

• 일부 악성행위의 경우 행정제재의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에 대한 형

사제재로 전환 검토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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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강화방안 추진배경

□ 중소기업은 기업 수(약 350만개)에서 99%, 종사자(약 1,400만명)비중은 

88%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고용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16)

 ㅇ 제조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중 절반 가량(47.3%)이 하도급업체이고, 

하도급업체는 매출액의 83.7%를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을 통해 창출  

                                           (중소기업실태조사, ’16)

□ ’90년대 이래 중소기업의 생산성･수익성이 하락하면서 대･중소기

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영세

업체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상황임

 ㅇ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독점적 시장구조 및 전속적 거래구조’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기업규모 간 임금･근로조건의 격차* 확대 

등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분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폐해를 야기

    * 2016년 기준 정규직의 평균임금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53.6%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클 개연성 (한국경제연구원, 2017)

 ㅇ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동력 저해 

→ 부품 수요처인 대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악순환 초래

 ㅇ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 증대 → 소비증가 →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도 반감시킬 우려

◈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성과공유’를 통한 중소기업(특히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중소기업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



- 2 -

Ⅱ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강화방안

◇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강화를 위해 ①제도보완, ②상생

협력모델 확산, ③법집행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공정위는 갑을(甲乙)문제 개선을 위해 작년 7월부터 하도급･유통 

등 분야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ㅇ 대책에 포함된 총 76개 과제 중 43개(56%)를 완료하였음

 그 간의 주요 제도보완 실적 (‘18.1.16. 개정법 공포, 7.17. 시행 예정)

 ①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

하도록 억압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

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상의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

   - 금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부터 전속거래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

 ②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법에 규정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18.1.1. 시행)

     * 유통분야의 경우에도,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분담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선하였음(‘18.1월 시행) 

 ③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였고, 보복

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가

    * 유통분야도 보복행위･부당감액･부당반품･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에 대해 3배소를 
도입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18.3.28.)

 ④ 기술자료 단순유출도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기술자료 유출･유용에 

대한 조사시효를 거래종료일부터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18.4.17. 시행)

1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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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제도보완 추진 방안

 ① 공기 연장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

만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하

도급법에 규정할 계획

   - 공기가 연장되었지만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할 의무가 있으며,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시정조치･과징금･고발 가능

  ②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지급기일·방식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하도급법에 규정할 계획

     * 2차 이하 협력사는 공시된 정보를 통해 대기업의 당초 결제조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되며, 상위 협력사와의 협상과정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됨

   - 대형유통업체로 하여금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조건·현황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유통법에 규정하겠음

  ③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깎아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

     * 현행 하도급법은 ‘보복조치’에 대해서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어 있음

  ④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깎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경영정보 요구행위나 부당특약의 세부유형을 고시할 계획

   - 오프라인 유통분야 이외에 온라인 유통분야에 대해서도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판촉･광고비 등 분담기준을 마련할 계획

  ⑤ 기술 유용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앞으로는 검경이 

함께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며,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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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에게 자금･기술･인력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해 

줄 것을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임

 ㅇ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그 간의 주요 성과

 ㅇ 상생협력 확산에 노력한 결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개선 및 자금･금융･인력 지원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2017년의 협약 참여 기업수는 대기업 229개, 협력업체 41,653개로 

2007년(11개의 대기업과 6,754개의 관련 협력업체)에 비해 크게 증가

   - 협약 체결 기업들의 하도급대금 평균 지급일수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15일’ 정도로 하도급법상 대금지급기일인 ‘60일’보다 상당히 짧음

   -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2017년도 자금･인력지원 규모 및 

현금결제비율*도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 자금지원 금액: 6,400억원 증가 (5조 8,460억원 → 6조 4,906억원)
       인력/채용지원 인원: 50.7% 증가 (15,355명 → 23,135명)
       현금 결제비율: 4.47%p 증가 (67.16% → 71.63%)

 ㅇ 지난 4월 6일에는 대·중견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개최하였음 

     * 유통분야의 경우, 대형유통업체･납품업체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5.4. 개최할 계획

   - [자동차 업종]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하여, 협력사에게 자금을 

무상지원･저리대출해 주거나, ▸협력사 전용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신기술 개발방법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 중임

   - [전자 업종]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 부담 완화를 위해 700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거나, ▸대기업이 자사 임직원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임금공유제도 시행하고 있음

2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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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의 지속적 확산 방안

 ① 대기업이 1차 협력사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을 많이 수용해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평가요소에 추가

 ②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제도를 보완

   - 대기업이 자신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도록 독려한 실적에 대한 평가배점 상향

   - 1·2차 협력사간 표준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 

가점요소로 추가 

   -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도 협약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출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되도록 그 기준을 3원화*

      * 5천억원 미만 /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③ 협약을 통한 상생의 효과가 ‘회사’ 차원을 넘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연결되도록 협약 제도를 보완

   - 협력사 근로자의 임금수준 향상 정도를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

요소로 추가하되, 임금인상 실적 산출에 있어 2차 협력사 인상

실적을 1차 협력사 실적의 2배로 인정 

     * 유통분야의 경우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의 근로조건 
개선(인건비 분담)을 위해 노력한 정도 및 그 실적을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추가

 ④ 2차 이하 협력사나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독려행위는 법에서 금지되는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

 ⑤ 대기업이 협력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우 가점 부여

     * ①청년 구직자 대상 직업교육 실시→협력사 채용과 연계, 협력사 직원 채용을 위한 
박람회 개최 등 협력사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 정도(정성, 1점),

        ②이러한 지원을 통해 실제로 협력사의 청년 고용이 늘어난 실적(정량, 1점)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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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의 주요 성과

 ㅇ 최근 5년간, 부당단가인하･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총 3,757건을 제재하였고, 총 5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최근 5년간, 경영정보 부당요구, 판촉비용 부당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강요 등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총 31건을 제재하였고 약 50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ㅇ 중소기업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 문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 ’13년~’17년간 총 9,160억원의 미지급대금을 지급 조치

    * (’13)1,377억원 → (’14)1,293억원 → (’15)2,282억원 → (’16)2,328억원 →  (’17)1,880억원 

 ㅇ 그러나, 하도급법 위반 조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조치건수(조정 포함): (‘11)808→ (’12)1,100→ (‘13)1,085→ (‘14)911→ (‘15)1,358→ (‘16)1,035

 법집행 체계 효율화를 통해 거래개선 체감도 제고방안 추진

 ① ‘개별 신고’가 아닌 ‘신고된 업체’를 중심으로 사건처리방식을 개선하고, 

사건처리의 파급효과가 업계 등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다수·반복 신고된 업체*의 경우 영업행태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크므로, ‘개별 신고건’ 이외에 ‘행태 전반’을 지방사무소가 

아닌 공정위 본부에서 직접 관리

* 과거 5년간 15회 이상 신고된 업체, 신고이력과 무관하게 현재 3건 이상 신고된 업체

    ･ 본부가 업종별로 2 ~ 3개 업체를 선정한 후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거래실태 점검 및 사건 처리

* 사건처리 TF를 별도 편성해 기존 조사인력을 보강할 계획

   -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

하되, 자진시정 미흡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조치

3 법집행 체계 효율화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거래개선 체감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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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업체들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한 후 업계 간담회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i) 향후 법준수 요청과 함께, ii)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토록 조치

* 대금 증액요인의 납품단가 반영, 또는 서면계약서 교부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

 ②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지를 시장에서 제기되기 이전에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하여 직권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 경기침체·구조조정 부담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 순차적 점검 실시 

     *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인 계약서 미교부·지연교부 및 대금 미지급·감액 여부 집중 점검

   - 기술유용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기술자료 유출*･유용’

여부 점검 

     * 기술자료 유출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한 개정 하도급법이 ‘18.4.17.부터 시행

   - 유통 분야에서의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떠넘기기, 부당반품 여부 

등 점검

 ③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제재 수준 강화할 계획임

  ㅇ (과징금 상한 상향)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본 산정금액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로 인상(법위반

금액의 30~70% → 60%~140%)하는 고시 개정은 이미 완료(‘17.11.1. 시행)

  ㅇ (적극적 고발) 현행 지침은 원칙적 고발대상 법위반 유형을 기술

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부당감액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도 원칙적 고발대상에 추가하고,

    - 법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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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공정거래협약 제도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문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법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하도급법 ⇒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대기업)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거래조건
(대금 지급기한 60일, 대금 부당감액 금지 등) 설정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금･금융･인력･
기술 지원과 하도급법에 규정된 거래조건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 적용이 필요

  ⇒ 이를 위해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공정거래협약 제도임

<협약체결 현황>
(단위: 개사)

연도 ’07년 ’10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대기업 11 73 177 192 209 220 229

중소 협력업체 6,754 22,168 28,719 28,246 27,815 29,846 41,653

<협약의 효용>

<협약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직권조사 2년간 면제          -법인‧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우수 90점 이상 -직권조사 1년간 면제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양호 85점 이상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항 목 세부 내용

법위반 예방

▸하도급계약 체결 前 적법성을 사전 심의하는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서면 표준양식 마련 등 바람직한 서면발급･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불공정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운영

거래조건 개선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 현금결제 비율 제고 등 대금지급조건 개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기술자료 요구 요건,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운송비, 검사비 등)의 부담주체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규정

상생협력 지원

▸하도급업체에 대한 금융(자금)지원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기술지원 

▸인력･채용 지원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대금지급개선 등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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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기업거래(갑을관계) 정책분야”

주하연

서강대학교경제학부

경제학과법학융합세미나

현정부공정거래정책 1년의성과와과제

2018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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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요약

지위남용

지위남용문제관련법령을제정/개정하여제재강화추세임. 

2017년사건처리현황: 총 1,789건.이중독점규제법상거래상지위남용
89건, 하도급법 1298건, 가맹사업법 350건, 대규모유통업법 19건, 
대리점법 3건임.

2018년관련법률개정: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문제점

독점규제법상거래상지위남용의위법성은 “공정거래저해”인데, 너무
추상적이고, 대법원판례도 Case-by-case 접근방식임.

대기업뿐아니라중소기업의지위남용도문제의소지가있음.

임직원개인의사익추구문제.

소비자에대한직접피해문제는상대적으로등한시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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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문헌에 근거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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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연구경제학문헌

프랜차이즈에관한실증연구

제한적으로이루어짐: Lafontaine (RAND, 1992); Wimmer and Garen (EI, 
1997); Lafontaine and Shaw (JPE, 1999); Brickley (JLEO, 2002)

Lafontaine (RAND, 1992)

1986년미국프랜차이즈데이터를활용하여,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의
결정요인을분석.

양측도덕적해이모형이데이터를가장잘설명한다고주장함.

Brickley (JLEO, 2002)

미국의 State Franchise Termination Law 데이터를활용.

가맹본부와가맹점모두정보비대칭성으로인한도덕적해이가발생.

또한가맹본부가 Termination Law가실시되는주(state)에본사를두고
있는경우, 가맹점의성과가좋지않을시계약해지가어렵기때문에, 
가맹본부는품질을유지하고가맹점의성과를향상시키기위해
상대적으로더높은로열티를부과함을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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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ontaine (RAND, 1992)

저자에대한간략한설명: Francine Lafontaine 

현 University of Michigan 석좌교수.

전 US FTC’s Bureau of Economics Director (2014-2015).

Vertical integration, franchising 등과관련된실증연구를수행.

가맹점계약에관한네가지이론

I. 위험공유: 위험이증가하면로열티가증가함. 가맹본부가위험중립적인
경우모두직영으로운영함.

II. 단측도덕적해이: 가맹점의도덕적해이문제로인해가맹비로만계약을
맺는것이최적이나, 가맹점의위험기피적태도를고려하여로열티와
결합된계약으로이루어짐.생산요소투입에대한모니터링이어려울
수록로열티는낮아지고, 위험이증가할수록로열티는증가함.

III. 양측도덕적해이: 가맹점및가맹본부양측의도덕적해이로인해
서로에게경제적유인(incentives)이필요함.

IV. 불완전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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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ontaine (RAND, 1992)

실증분석

자료: Entrepreneur Magazine’s 1986 Franchise 500, U.S. Department of 
Commerce's Franchising in the Economy. 

레스토랑산업뿐아니라, 자동차서비스/렌탈, 호텔, 세탁소, Business 
aids(회계, 복사, 세금, 부동산포함)등다양한산업에걸쳐 548개
가맹업주를분석대상으로삼음. 

핵심변수

종속변수: 로열티

위험: 가맹점의이탈률

가맹점: 평균판매액에서 inputs를제외한비중, 기존의동일산업경험등

가맹본부: 광고, 트레이닝기간, 브랜드지속기간등

결과해석

가맹점과가맹본부양측의도덕적해이를해결하기위해최적이부
요금제가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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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례 (Preliminary)

데이터설명

국내프랜차이즈산업은 2013년기준으로 GDP대비매출액 26.31%, 
종사자수 51,173명에달할정도로성장.

공정위가가맹정보제공시스템을통해 2008년부터가맹점들의등록을
진행해왔으며,그결과 2014년에는총 3,482개가맹본부, 4,288개의
브랜드에대한데이터가축적됨.

공정위 19개업종분류기준에서외식산업으로한정하고패스트푸드, 
기타외식, 제과/제빵업종프랜차이즈에대한표본을수집함.

외식산업은프랜차이즈가맹본부수기준전체프랜차이즈의약 70%를
차지하며가맹점수및종사자수기준으로는각각 51%, 53%를차지함.

2014년기준총 1,043개의표본으로구성된횡단면자료를구축.

로열티와가맹비

국내가맹본부중로열티를부과하는업체가단 34%에불과함.

국내에진출한해외프랜차이즈모두로열티와가맹비를모두부과하고
있다(지식경제부, 2010)는사실을고려할때, 국내프랜차이즈본부의
로열티비중은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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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례 (Preliminary)

국내프랜차이즈산업은 2013년기준으로 GDP대비매출액 26.31%, 
종사자수 51,173명에달할정도로성장

공정위데이터

공정위가가맹정보제공시스템을통해 2008년부터가맹점들의등록을
진행해왔으며,그결과 2014년에는총 3,482개가맹본부, 4,288개의
브랜드에대한데이터가축적됨.

데이터수집

공정위 19개업종분류기준에서외식산업으로한정하고패스트푸드, 
기타외식, 제과/제빵업종프랜차이즈에대한표본을수집함.

외식산업은프랜차이즈가맹본부수기준전체프랜차이즈의약 70%를
차지하며가맹점수및종사자수기준으로는각각 51%, 53%를차지함.

2014년기준총 1,043개의표본으로구성된횡단면자료를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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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례 (Preliminary)

로열티 vs. 가맹비

Lafontaine (RAND, 1992)를비롯한선행연구에서는주로로열티
중심으로분석이이루어졌음.

그러나국내의경우로열티를부과하는업체가 34%에불과하기때문에
가맹비를주된종속변수로살펴볼수밖에없음.

국내에진출한해외프랜차이즈기업모두로열티와가맹비를동시에
부과하고있다는사실(지식경제부, 2010)을고려해볼때, 국내
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로열티비중은상당히낮음.

해석상의유의점

가맹비위주의계약은도덕적해이에있어서가맹본부가가맹점에대한
제재위주로구성되어있음을반영함. 아마도미국에비해국내의경우
가맹본부의가맹점에대한모니터링이더어렵기때문일수있음.

하지만로열티가없는경우라도가맹비에가맹본부의도덕적해이에
관한우려가반영될수있음. 그러한관점에서보수적인해석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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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례 (Preliminary)

로열티 vs. 가맹비

Lafontaine (RAND, 1992)를비롯한선행연구에서는주로로열티
중심으로분석이이루어졌음.

그러나국내의경우로열티를부과하는업체가 34%에불과하기때문에
가맹비를주된종속변수로살펴볼수밖에없음.

국내에진출한해외프랜차이즈기업모두로열티와가맹비를동시에
부과하고있다는사실(지식경제부, 2010)을고려해볼때, 국내
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로열티비중은상당히낮음.

해석상의유의점

가맹비위주의계약은도덕적해이에있어서가맹본부가가맹점에대한
제재위주로구성되어있음을반영함. 아마도미국에비해국내의경우
가맹본부의가맹점에대한모니터링이더어렵기때문일수있음.

하지만로열티가없는경우라도가맹비에가맹본부의도덕적해이에
관한우려가반영될수있음. 그러한관점에서보수적인해석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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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례 (Preliminary)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A. 종속변수

가맹비 (단위:천원) 1,043 8,977 7,362 0 99,000

B. 독립변수

산업리스크 1,043 0.11 0.01 0.06 0.11

개별리스크 1,043 0.17 0.20 0.00 1.00

상권보호 1,043 0.98 0.15 0 1

브랜드수 1,043 1.95 3.41 0 36

가맹점수 1,043 39.72 74.15 1 1,285

광고비 (단위:천만원) 1,043 3.71 67.08 0 2,040

평균직원수 1,043 5.91 79.63 0 1,873

지역본부 유무 1,043 0.16 0.37 0 1

법인사업자 여부 1,043 0.79 0.41 0 1

신규가맹점수 1,043 7.41 7.94 0 35

가맹점당 평균 매출 1,043 313,477 329,721 2,023 3,295,633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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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례 (Preliminary)

분석결과

(1) (2) (3) (4) (5)
산업리스크 1,917 -2,701 -2,638 -2,918 -12,687

(15,367) (15,319) (15,300) (15,206) (14,237)
개별리스크 -654.3 -667.5 -682.8 -602.5 841.1

(1,159) (1,163) (1,167) (1,169) (1,051)
상권보호 1,698** 1,678** 1,680** 1,656** 1,786**

(739.6) (705.5) (706.0) (693.9) (699.1)
브랜드수 334.2*** 336.5*** 343.0*** 225.2***

(79.76) (80.83) (77.45) (67.61)
가맹점수 -2.408 -2.463 -0.00285 4.899*

(2.932) (2.923) (2.749) (2.630)
광고판촉비 0.076 0.064 0.069

(0.141) (0.139) (0.092)
평균직원수 -0.815 -0.949** 0.0551

(0.497) (0.483) (0.730)
지역본부유무 -1,664*** -1,227***

(555.9) (473.6)
법인사업자여부 1,431***

(418.3)
신규가맹점수 -77.86***

(27.98)
가맹점평균매출 0.0105***

(0.00213)
상수 7,225*** 7,184*** 7,177*** 7,371*** 4,140**

(1,754) (1,719) (1,718) (1,7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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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례 (Preliminary)

결과해석

기본적으로가맹비위주의계약조건은단측도덕적해이가강하게
반영된형태임.

하지만가맹본부의도덕적해이와관련되어있는변수중지역본부
유무는그효과가음수로유의한것으로보아, 어느정도반영이되어
있는것으로해석됨.

리스크보다는업체의규모나안정성이가맹비에영향을주는것으로
보임.

지위남용문제와의연결

기본적으로계약조건자체가가맹본부의 Incentives가보다반영된
형태임.

생산요소투입에관한모니터링이좀더수월해지기전까지는
불가피하게지위남용의문제가있을가능성이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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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 대기업집단 정책 분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기업집단국장 신 봉 삼

‘18. 6. 18
공정거래정책 세미나

(고려대 ICR센터, 한국산업조직학회)





1. 국정과제 및 추진전략



총수일가사익편취행위
및부당내부거래근절

총수일가전횡방지를
위한법적기반





- 경제분야에서 몰아치기 식 개혁은 지속가능성이 조기에 상실

- 거대담론 보다 구체적성공경험의축적을 통해 개혁의 동력을 확보



-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제 우선 추진

-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입법과제는면밀한실태파악후 추진



- 공정위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법 집행체계 개선

-시장과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권리를 강화하여 개혁을 내실있게 착근



2. 추진상황



 기업집단국

* 5개과 54명 정원 : 인력은 ’17년 12월말, ’18년 1월말 등 순차적으로 충원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인고발 활성화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

* 대기업집단 소속 대관업무 담당자,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및 이들 기업·로펌에 취업한 퇴직자와

접촉 시공정위 직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



하이트진로(주)가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2세 개인회사인 서영이앤티(주)를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과징금(총 107억원)을 부과하고 2세·대표이사 · 실무책임자 고발

<기업집단하이트진로의부당지원행위제재(18년 1월)>

㈜효성의 교사에 따라 효성투자개발㈜이 페이퍼컴퍼니와의 파생금융 상품거래(TRS)를 이용한 우회자금

지원 수법으로 부실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총수2세의 사실상 개인회사)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총 30억원)을 부과하고 2세 ·대표이사 ·실무책임자 고발

<기업집단효성의사익편취행위제재 (18년 4월)>

<위법행위 엄중제재>

• 사익편취, 경영권 편법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 사례에 조사역량 집중

• 수혜자와 실행 가담 자가 모두 고발대상이 된다는 원칙 견지

• ’17년 3월 내부거래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매월 1건 이상 조사에 착수하거나
제재결과 발표 중

(구)엘에스전선[現 ㈜엘에스]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를 교사하여 엘에스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260억원)을
부과하고, 동일인 등 경영진 6명 및 법인 고발

<기업집단엘에스의부당지원행위제재 (18년 6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도입 (시행령 개정 ’17년 10월 시행)

*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가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연간 9.314억원(16년 기준)을 수취

* 현행 시행령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도 추가

<상시감시를 위한 제도 개선>

 친족분리 신청기업에 대해 모집단과의 3년간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및
사익편취행위 적발시 분리 취소 (시행령 개정, ‘18.4.17. 시행)

 기업집단 브랜드 수수료 수취실태 조사결과* 를 바탕으로 브랜드수수료
상세내역 공시의무를 부과 (고시개정, ‘18.4.3.시행)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현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실태(’14년~’16년) 점검결과 분석 완료

→ ’17년 거래실태(’18년 5월말 공시)까지 분석 후 발표 예정 (6월 중)

※ 한진 건 패소판결과 사익편취규제의 ‘부당성’ 요건 문제에 대해 대법원 상고 중

※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를 위한 상증세법 개정 완료(’18년 1월 시행)



 기존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 자발적으로 대부분 해소

- 지난 1년 간 기존 순환출자의 85%, 4년 간 99.9% 해소

* (1년 간) 282개 고리 → 41개 고리, (4년 간) 97,658개 고리 → 41개 고리

 지주회사, 공익법인을 이용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차단

- 현재 지주회사 수익구조(’18년 2월~), 공익법인 운영실태(’17년 12월)에 대한

전수조사 완료

- 그간 지주회사와 공익법인에 대해 다수의 문제제기*와 의원입법안**이 발의

*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경영권 승계 및 사익편취 도구화

- 정확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명확히 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6월 말 ~ 7월 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예정

** (지주회사) 각종 행위제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 3차례 간담회 실시 (17년 6월, 17년 11월, 18년 5월)

 공개 및 공시점검

- 재계에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방향과 의지를 설명·전달

- 그간 일부 집단에서 소유 지배구조 개선사례를 발표·추진 중이나 이를 더욱
확산·심화시켜 나갈 계획

*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추진현황을 반기별 분석·발표 예정(‘18.2.5. 기 실시)

- 주식소유(8월), 내부거래(9월), 지주회사(11월), 지배구조(12월) 현황 공개

-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 조사 (6월 중 착수 예정)



3.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



·  재벌개혁 세부과제 간정합성확보 및 법안의완결성제고를 위해
특위 구성

·  특위 논의를 통해 정부입법안을 마련하여올해정기국회에 제출예정









4. 향후 계획



현실 정책 방향

· 60개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1,966.7조원)은
GDP의 약 113.7%

· 총수일가는 평균 4.1%의
지분율로 대기업집단을
지배

· 총수는 이사 등재도 없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

·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및 사익편취행위는 중소
기업 경쟁기반 훼손

· 소액주주, 이사회, 기관
투자자의 권한 및 역할
강화 등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상법 등)

·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기업집단 현황 공시 강화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개선 (공정거래법)

· 조사 · 제재와 제도개선
병행으로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근절

· 경영의 권한과책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기업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집중 방지

· 각 경제주체 간의 공정한
경쟁기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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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교수님의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정책현황과 대안”에 

대한 토론문 

 

 

 

 

◈ 토 론 :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인 교수님의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정책현황과 대안”에 대한 토론문

신 영 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대기업집단 규제 및 정책상의 변화가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
점에서,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박상인 교수님께서 현실에 대한 냉철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경제학자로서는 물론이고 법률가적 전문성을 토대로 매우 심도 깊은 분석을 전개해 주셨음. 

공정거래법을 전공하는 제 시각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의 규율 사항 가운데 대기업집단 규제만큼 
주기적인 번복을 거듭하면서 제도가 변화해 온 영역도 없다고 느끼고 있음. 현재 국회와 정부(공
정위) 주도로 추진되는 정책의 큰 흐름은 규제의 강화로 느껴지지만 단순히 기존 규제의 강화 보
다는 규제 합리화와 새로운 경제력 집중 현상을 포섭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이전의 논의구
도 및 정책방향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어 보임. 

2. 최근 대기업집단 규제 관련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배경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봄
i> 첫째 기존 규제의 합리성 제고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측면이 있음. 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주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배경이 되었고, 현재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재의 자산규
모 기준에서 GDP와 연동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ii> 다음으로 기존 규제로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경제력 집중 수단들이 출현한 점도 규
제개편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음. 이를테면 대기업집단이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강화 현상이 나
타나고 있고, 총수일가가 보유한 해외 계열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국내 규제
(공시제도)의 통제망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들이 고유의 수익원인 배당 
이외에 브랜드사용료, 경영컨설팅수수료, 부동산임대료, 이자수입 등을 통한 막대한 이득을 취하
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로 연계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iii> 끝으로, 그동안 대기업집단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기존 규제의 한계도 노출되어 왔
던 점도 영향을 미쳤음.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방만하게 보유하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가 심
화되고 있다는 점, 신규 순환출자만을 규제하면서 상호출자기업집단 진입을 앞둔 기업집단들이 
순환출자를 확대해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박상인 교수님께서 소개
해주신 바와 같이 사익편취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해석 기조를 견지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되었다는 점 등을 예로들 수 있음. 

국회에 상정된 경제력 집중 관련 의원발의 법안 다수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대상도 이들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짐. 

다만, 개인적으로는 정책 환경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규제만의 특수성을 감안
하더라도 이제 32년째 접어드는 제도운영의 연륜과 성숙성을 감안하면 정책적 필요성 측면 이외
에 법적 정합성과 안정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음. 

이들 사안 가운데 박상인 교수님께서 주로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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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셨으므로 이에 관한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과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함. 

3.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하여...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출자구조이지만,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행위를 규제해 왔음. 기업집단의 입장에서는 총수에 의한 지배력을 공식화할 수 
있으면서도 지주회사에 대한 다양한 과세특례에 상당한 유인을 느끼는 것으로 보임. 

그 결과 지주회사 규제의 완화요구가 재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순환출자 공정위 역시
도 그간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에서 기준의 완화 및 규제 유예기간(2+2)
을 부여해 왔음. 

하지만, 지속적인 요건 완화의 결과, 당초 규제개선 취지와 달리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는데다, 자회사 지분 비율 등 현행 기준을 종전 기준으로 다시 복원해야 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교수님께서도 발제문에서 지주회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발생하는 폐단을 지적해 주셨는데, 매우 
공감이 되면서도 규제완화에 따른 딜레마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관한 궁금함도 느꼈음.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을 강화 내지 복원할 경우 보유 자회사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자회사 주
식보유를 위해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게 될 수 있으나 그 만큼 지주회사로의 전환이나 유지는 
어려워져서 지주회사가 가지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산하는 효과는 그 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이
기 때문임. 또한 이제까지의 정부 정책을 신뢰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선의의 기업집단에 대한 
신뢰 보호 문제도 과제로 남게 될 것임. 

개인적으로 볼 때, 가공자본을 동원한 계열사 확장 및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문제는 순환출자‧지
주식출자‧계열식출자 등 모든 다단계 출자에서 발생하지만 지주회사는 적어도 수평적 관계 내지 
방계 계열사간의 연결고리는 차단한다는 점에서, 비록 선진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덜 위험한 지배구조로 볼 수는 있지 않나 생각됨. 지주회사의 폐단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를 사
익편취 규제 등을 통해 규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듦.

현행 기준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에 대해 좀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고, 만일 규제기준을 강화할 
경우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이 위축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견을 여쭙고
자 함. 

4.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2013년 8월 도입되었으나 규제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기업들이 사업조정 또는 지분율 조정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떨
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예를 들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총수일가 보유 주식 상당
수를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규제 면탈하는 일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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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지난 2017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사익편취 규제의 부당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
(경제력 집중...)함에 따라 현행 규제의 한계가 명확해졌고,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수님께서는 특수관계인 지분율 강화 내지 상장·비상장회사의 통일 방안을 제시
해 주셨음. 제도 취지 상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지분율 기준을 통일하여 
사익편취 규제의 정합성 제고할 수 있고, 상장사의 회사 규모‧거래 규모가 비상장사에 비해 훨씬 
크므로 사익편취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의 절대적 규모도 상장사가 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큰 제안으로 느꼈음. 다만 반면, 사익편취 규제의 이례성과 강도에 비추어 볼 때 특수
관계인 지분 20%만으로 사익편취가 가능한지, 즉 규제의 전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나 저항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부당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구도 속에서 법원의 해석은 일면 불
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도 해 보았음.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판단기준 특히 효과요건으로서 가
장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핵심적 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부당성’인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각 행위 유형별로 부당성의 의미는 당해 규정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경쟁법적 의의’나 
‘입법의 취지’는 물론 ‘조문의 위치’와 ‘공정거래법의 목적’ 등 다양한 고려요소로부터 도출되어 
왔다고 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당성의 해석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가 존재함.  => 문언의 통
상적(경쟁법 본연의) 의미 < 제도의 입법 취지 < 조문의 형식 < 법의 목적 조항 
요컨대 부당성에 관한 해석론이 가장 멀리갈 수 있는 지점은 제1조 목적 조항이고, 법의 목적을 
넘어서는 의미로 부당성을 해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 

제23조의2를 통한 사익편취의 규제가 공정거래법의 목적 범위 내에 존재하는지가 불분명해 보
임. 만일 현행 제23조의2에서 부당성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행위 자체를 공정거래법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논쟁이 제
기될 수 있다고 봄. ‘부당성’ 요건 즉 “부당한 이익”은 이 대목에서, 제도의 입법취지와 공정거래
법의 목적을 연결해주는 채널로 기능하게 된 것으로, 환언하면 이 제도가 공정거래법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두어 두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목적조항에서 언급된 경제력 집중을 해석
의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생각됨. 

이런 구도 속에 사익편취에서 부당성 요건에 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지에 관한 교수님의 고견을 아울러 여쭤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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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ROUNDTABLE 
 

 

 

 

 

 

사 회: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일 차  

<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내용과 절차> 

 

◆ 기조강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1년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 사회: 이황 (ICR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 1 부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체법적 측면: 시지남용 등 4대 지주” 

◆ 주제발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김원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제 2 부 “공정거래법 집행의 절차법적 측면: 공정위 심결 및 불복, 과징금 및 형사

처벌 등 제재” 

◆ 주제발표: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제 3 부 Roundtable 

◆ 사회: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검사),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조강연]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1년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 발 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순서



I .경제환경 변화 및업무추진방향

1. 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질서변화

2. 업무추진기본방향

3. 핵심추진과제



• (과거)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

• (현재) 미국, 중국 G2의 시대

• (과거) 적절한 포지셔닝

• (현재) 국가 간 상호의존 및 경쟁심화

• (과거) 대기업 위주의 고도성장

→ 낙수효과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 (현재) 유효하지 않은 과거의 성장모델

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질서변화

경제환경변화및업무추진방향3



4

공정한시장경제확립을통한국민의삶의질제고

경제환경변화및업무추진방향

공정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
경쟁적인 시장환경

업무추진기본방향



5

공정경제를 실현하고혁신성장의 걸림돌 제거

핵심추진과제

• •

온라인·신유형거래분야의
소비자피해예방및구제강화

소비자피해구제수단확충및지원강화

소비자가신뢰할수있는거래환경조성

경제환경변화및업무추진방향



II .핵심과제별 추진실적 및향후 추진 방향

1. 대기업집단의경제력남용방지

2. 대∙중소기업간공정한거래기반조성

3. 혁신경쟁촉진

4. 소비자권익보호

5. 법집행체계및조직혁신



핵심과제별추진실적및향후추진방향

그간의추진실적

7



핵심과제별추진실적및향후추진방향

향후추진방향

8



9

그간의추진실적

핵심과제별추진실적및향후추진방향



10

그간의추진실적

핵심과제별추진실적및향후추진방향

 계약서에 납품수량 명시(시행령 개정, 18.1월),

최저임금인상 납품단가 반영(표준계약서 개정, 17.12월)

전년에 비해 17년도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는 응답(공정위 설문조사, 17.10월)



11

향후추진방향

핵심과제별추진실적및향후추진방향

중소기업의 공동대응 능력 제고



12

향후추진방향

핵심과제별추진실적및향후추진방향

(수직적 확산)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

방식 보완

(수평적 확산) 중견기업 협약체결 유도,

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굴∙확산(하도급) 



13

그간의추진실적

핵심과제별추진실적및향후추진방향



14

향후추진방향

핵심과제별추진실적및향후추진방향

 네거티브규제체계 전환

 관계부처와 긴밀한협의∙조율

 경쟁주창자 역할적극적으로수행



15 핵심과제별추진실적및향후추진방향

그간의추진실적



16

향후추진방향

핵심과제별추진실적및향후추진방향



17

그간의추진실적 향후추진방향

핵심과제별추진실적및향후추진방향



III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1. 4차산업혁명의특징과현상

2. 추진배경및주요내용

3. 분과별논의안건



4차산업혁명의특징과현상

19 공정거래법전면개편



공정거래법전면개편추진배경및주요내용

산업화 시대의 낡은 규제틀 개선

→ 4차 산업혁명 등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공정거래법 체계 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유형 경쟁제한행위(예: 알고리즘담합)의효과적 규율

경제력 집중 완화 및 지배구조 선진화

위원회 독립성 및 적법절차 보완

20 공정거래법전면개편



분과별논의안건

21 공정거래법전면개편



공정한시장경제확립을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제 1 부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체법적 측면:  

시지남용 등 4대 지주” 

 

주 제 발 표 및 토 론 
 

 

 

 

 

 

사 회: 이황 (ICR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최영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김원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주제발표 1]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체법적 측면:  

경쟁정책 평가 

 

 

 

 

◈ 발 표 :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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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2]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체법적 측면 

 

 

 

 

 

◈ 토 론 : 김원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체법적 측면
- 토론문 -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원준

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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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쟁정책 1년의 평가

II.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III. 부당 공동행위와 기업결합

IV. 시장분석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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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경쟁정책 1년의 평가

4

경쟁정책 1년의 평가

[발표]

 대기업집단 규제와 갑질근절 등 거래관행개선에 초점. 2018년 업무계획

중 혁신경쟁촉진만 전통적 경쟁정책분야. 경쟁정책관련 공정위의 역량

및 과제발굴 능력이 정체에 빠질 우려

 4개월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작업은 시간부족, 검토범위의 한계로 현실적

타협이 될 것임. 논의 내용과 성과는 향후 발전에 보탬 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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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쟁정책 1년의 평가

[토론]

 새 정부 출범후 정책의 우선순위와 일정을 명확히 설정한 후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긍정적 측면이 있음

- 자발적 지배구조/순환출자 개선, 갑질해소 계기 마련, 법집행체계개선T/F         

마무리

- 경제학자들을 충원하여 경제분석 능력을 제고하고 Due  Process를 강화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려면 현재 진행중인 전면적인 법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 공정거래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 이를 위해 학계논의, 법원 판결 등을 충분히 반영하되 정부내부 및 국회, 

언론 등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

6

II.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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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발표]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조문의 성격구분 불명확 (시지남용규제

실적 미미) / 시장점유율만으로 시지사업자 추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곤란

[토론] 

 조문의 성격구분 문제는 오래된 이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유로 시지남용규제 실적이 미미했음

- 독과점시장에 대한 시장/경제 분석과 엄격한 입증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필요

- 경제분석 인력의 확충과 고시·지침 등에 경제적 추론 관련내용을 보완

 시지사업자 추정제도는 타국에도 있는 제도이나 시장지배력 판단은

시장점유율 외에 진입장벽의 존부, 경쟁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규모 등도

참작해야 하므로 현행 추정제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할 필요

8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발표]

 착취남용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포괄성은 규제목적이 불명확하므로 3원적

체계로 개편이 바람직

- 수평적 경쟁제한은 시지남용으로 포섭(추정조항 변경)

- 수직적 경쟁제한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통합

-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요구되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수단 및

내용에 대한 규율로 정리

[토론]

 경쟁법은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를 기본으로 하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침해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

 시지사업자의 착취행위를 민사법에서만 다룰지,  비시지사업자의 수평적

경쟁제한행위를 경쟁법에서 제외할지는 더 많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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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II. 부당 공동행위와
기업결합

10

부당 공동행위와 기업결합

[발표] 수동적 조사방식인 리니언시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고 범죄자 책임을

경감하는 논란의 대상이므로 후순위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토론] 대부분의 경쟁당국이 도입 중인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적발/억제 효과가

크므로 이를 유지할 필요 있음. 가격동향 파악 등 경제분석 기법을 통해

담합적발을 높이는 한편 담합주도가 명백한 경우, 사회정의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음

[발표] 정보교환행위의 경쟁제한성 입증책임을 경쟁당국과 사업자가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의 법제화 검토

[토론] 과점시장 여부, 가격관련 정보 등 기업비밀 여부, 임원의 관여 여부, 

가격결정 이전의 정보교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경쟁당국이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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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당 공동행위와 기업결합

[발표]

 기업결합 신고의무기준에 거래금액이나 인수가액기준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직권조사가 가능하므로 실익 없음

[토론]

 자산총액 등은 적으나 거래금액 등이 큰 ICT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은 사전

신고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미리 점검할 필요

- 기업결합 후 경쟁제한행위를 치유할 경우 실효성, 경제적 혼란 우려 있음

- 동태적 경쟁이 수반되는 경우 경쟁제한성 심사는 혁신요소 등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야 함

12

IV. 시장분석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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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장분석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발표]

 다양한 산업분석과 상당한 규제개선 성과 있었음. 시장분석이 공정위

내부조사 또는 외부용역에 의존하여 정책 주목도가 약하고 규제개선안은

권고라 실질적 효과도 미미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의 실효성 강화 및 규제개선

권고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검토 및 회신의무 부과 필요함

14

시장분석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토론]

 발표자와 같은 입장으로서 시장분석을 통해 사전적이고 구조적

경쟁정책을 강화할 필요

- EU의 산업분석 (sector inquiry)수준의 분석을 통해 시장구조, 진입장벽, 

경쟁제한적 행위 등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

- 규제개선 권고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회신이 소극적, 형식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공정위 업무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집행의 실효성 확보해야 함.  

담당인력의 확충과 BH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방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1997년 경쟁제한적 규제를 공정위가 전담한 사례를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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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집행 절차: 지난 1년간의 변화1



1 공정거래법 집행 절차: 지난 1년간의 변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발족(2017.8) 및논의결과 보고(2018.2)

 11개과제에 “피심인의방어권보장및조사사건처리절차개선” 포함

 사건처리절차법제화, 실태조사의법적근거 마련, 심의절차종료제, 심사보고서의신고인송부, 조사절차

규칙의개정등논의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방안 마련(2017.9)

 절차의투명성제고(심의속기록공개, 사건진행의공개확대, 신고인의견진술권보장등), 내부

통제시스템강화(사건처리관리시스템, 관리자책임강화, 민원창구부서역할강화등), 공직윤

리강화(직무관련자사적접촉금지, 위원면담과정기록등)

분주한한해…



1 공정거래법 집행 절차: 지난 1년의 변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제정(2017.12) 

 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2018.1)

 사건처리의투명성제고및정보공개확대의지밝힘

 공정거래법제 개선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 발족 및논의(2018.3~)

 절차법제분과

 사건처리법제화및피심인방어권보장방안, 사건처리절차신속화효율화방안, 동의의결활성화및 실효

성제고방안, 위원회구성의독립성강화방안, 공정위법집행의신뢰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등 5개

과제논의중

분주한한해…



1 공정거래법 집행 절차: 지난 1년간의 변화

 디지털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등에관한 규칙 및 예규 제정(2018.4)

 기존조사절차규칙의디지털포렌식관련조항전면개편

 포렌식조사과정과방법의투명성제고및정비, 피조사업체의참여권강화, 디지털자료에대한보안 강화, 

포렌식업무권한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과 사건 절차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2018.5)

 재신고사건심사제도정비, 신고인의의견진술기회부여, 참고인개념명확화및즉석채택근거

마련 , 증거조사신청및참고인신문절차정비

분주한한해…



1 공정거래법 집행 절차: 지난 1년간의 변화

 ‘사건처리 3.0’ 발표(2015.10) 후 3년째를 보내고 있음

 의도한변혁들이완전히정착되기전에새리더쉽하에서추동력상실(?)

 ‘사건처리 3.0’에대한정책적연속성(의지) 불분명

 새로이제정 또는 정비된 제도·정책들도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 평가하기에는 이름

여전히진행형…



1 공정거래법 집행 절차: 지난 1년간의 변화

 (조직 및절차의 측면에서) 집행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수 있는 토대의마련

 개선의필요성과방법에관한다양한입장 (재)확인됨

 다만, 기존의논의나문제의식을뛰어넘는제도적혁신을이루기에충분한시간이허여되었는지는의문

 절차적측면에서의 ‘공평한 (기회의) 장’ 및 ‘신뢰’의 강조는 주목받을 만함

 신고인의절차적권리보장을통한절차적공평성보강

 공정위의준사법적기관으로서의기능이보다분명해짐(피심인 v. (시장의 대표자로서의) 피해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등)이기관에대한대외적신뢰와직결됨을직시한것은바람직함

 다만, 그전제가되는절차의 ‘적법성’ 요구에대해서는인식과노력이여전히미흡해보임

여전히진행형…



공정거래법의 집행: 절차와 조직2



2 공정거래법의 집행: 절차와 조직

 전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의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이 화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경우도 절차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 공히 높아져 왔음

 국내적으로…

 법원이지마켓사건(2013) 및삼성전자사건(2014)에서 공정위조사절차의적법성통제(공정위패소)

 공정위스스로 “절차하자로인한패소“를 ‘사건처리 3.0’의주요추진배경중하나로지적함(2015)

 국제적으로…

 GCR은공정위가 Elite 등급(2015년도)을최초로 수여받은주요한이유중하나로 “절차상의개선”을 거론

 미국상원에서공정위조사과정에서의투명성 결여에대한비판제기(Hatch 상원의원, 2016)

 다국적기업이관련된주요사건의경우적법절차준수여부에관한논란이최근까지도제기됨

공정거래법집행에있어서의절차의중요성



2 공정거래법의 집행: 절차와 조직

 집행에있어 절차적인 측면의 결함이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있음

 우선절차적하자는공정위조치의독자적인취소사유가될수있음(2000두10212 판결)

 그런데, 절차적공정성의결여는집행의적정성결여자체에대한의심으로도이어질수있음

 공정위도조사절차의하자가전반적인 “법집행의신뢰저하”를초래함을지적

 공정위는조사방해사건에서절차상의하자가 직접적인패소요인이되었던경우를주목하고있으나, 실

은공정위조사및심의단계에서의적법절차보장이필요한수준에이르지못하고있다는검찰과법원내

의의구심이실체판단에도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고보아야함(라면담합사건등)

 지난몇년간주요사건에서의공정위패소(검찰의무혐의결정포함) 이유를입증에대한법원(검찰)의 “과도

한” 요구에서찾으려는시도가종종있어왔으나, 보다근본적으로사법부(사법당국)의통제가보다엄격해

진이유(즉, 이러한 ‘신뢰의위기’를초래한요인)에대해서도관심을가질필요있음

공정거래법집행에있어서의절차의중요성



2 공정거래법의 집행: 절차와 조직

 공정위를 ‘준사법기관’으로 규명하는 의미

 종래의논의

 공정위는독립규제위원회이자중앙행정기관(공정거래법제35조)인데, 이러한두개의 (모순된) 지위의 겸

유는 (i) 독립규제기관으로서의준사법적권한의 행사와 (ii) 행정기관으로서의정책적집행사이에긴장관

계를초래함

 그에따라공정거래집행절차는한편으로는사법절차에준해야하지만동시에행정의합목적성도고려해야

하므로전통적인사법절차와비교했을때수정(완화)하는것이허용됨

 준사법기관으로서의규명이적법절차를어느 정도보장하면충분할지에대한논의로귀결됨(절충의 요구)

 공정위의준사법기관으로서의지위가뭔가독특한성격에따른특수한경우로인식(특별한취급의요구)

 헌재의 2001헌가25 결정의다수/소수의견모두이관점에서논의

공정위와 ‘준사법기관’의신화



2 공정거래법의 집행: 절차와 조직

 공정위를 ‘준사법기관’으로 규명하는 의미

 그러나,

 소위 ‘준사법기관’으로서의지위와의견련성에 대한오해

 독립규제기관으로서의지위

 항소심의고법전속관할(소위 ‘1심대체’) 여부

 준사법기관의의미를적법절차의요구에대한절충이나특별취급의관점에서접근할경우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담보하기어려워지는측면있음

공정위와 ‘준사법기관’의신화



2 공정거래법의 집행: 절차와 조직

 공정위를 ‘준사법기관’으로 규명하는 의미

 종래논의의틀깨기

 ‘기관’의성격에초점을맞춘나머지잊혀진측면

 (1) 기능적측면에서의준사법의 (다양한) 의미

 다툼(쟁송)에대한판단행위(사실및법률관계의확정)(2007두12514 판결)

 (대립)당사자간분쟁해결(2005도7517 판결)

 사법기능의대행(e.g., 세법상전심절차)

 인권(자유) 보호(e.g., 검사의객관의무; 2006고합4 판결)

 (참고) 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 “준사법”의내용

 “준사법적행위”(직무감찰규칙 4조 2항 5호)

 “준사법적기능”(정부조직법 5조)

 “준사법적절차”(행정절차법시행령 13조): “…절차를거치는 … 사실이개관적으로증명”

공정위와 ‘준사법기관’의신화



2 공정거래법의 집행: 절차와 조직

 공정위를 ‘준사법기관’으로 규명하는 의미

 종래논의의틀깨기

 ‘사법’의성격에초점을맞춘나머지잊혀진측면

 공정위의준입법적기능

 규제의내용이나시장(경쟁)에대한파급효과측면에서는개별결정보다큰의미가짐

공정위와 ‘준사법기관’의신화



2 공정거래법의 집행: 절차와 조직

 공정위를 ‘준사법기관’으로 규명하는 의미

 종래논의의틀깨기

 공정위를 ‘위원회’로서구성한이유(조직원리)에대한고찰필요

 (i) 독립적으로 (ii) 토의와합의(숙의과정)을거쳐수행할필요가있는기능의존재

 공정위소관사무의일부(정부조직법 5조)

 Rule setting(준입법기능)

 Adjudication(준사법기능)

 준사법(적법)절차내지독립성의요구는공정위의사무전부가아닌위기능수행관련하여 요구됨

공정위와 ‘준사법기관’의신화



2 공정거래법의 집행: 절차와 조직

 공정위를 ‘준사법기관’으로 규명하는 의미

 ‘준사법기관’의의미는공정위가수행하는기능(작용)의성질에서찾아야함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을포함한정책적기능: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작용

 법위반조사기능: 준사법기관으로서의작용(cf. 검사)

 외적인정치적고려나합목적성의요청에좌우되지않아야함(합법성담보)

 공정위의조사가적어도일정한경우그실질에있어서는강제조사의성격을가진다는점도인정할필요가

있으며, 이러한경우에는그에상응하는절차적보장이이루어져야할것임

 법위반심의기능: 준사법기관으로서의작용(cf.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공정위와 ‘준사법기관’의신화



2 공정거래법의 집행: 절차와 조직

 공정위를 ‘준사법기관’으로 규명하는 의미

 종래의 ‘준사법기관’ 프레임(신화)에서벗어날필요

 (종래의논의하에서도) 공정위를진정한의미에서의 ‘준사법기관’으로보기어렵다는것이중론

 적법절차보장의수준에대한절충점의조정으로는 문제해결못함

 소관사무중준사법적기능의수행부분에서의적법절차준수는당연

 공정위를굳이 ‘준사법기관’으로규명하는의미는적법절차의요구로부터다소나마벗어날수있는 예외

를인정하기위한것에있지않고, (i) 국민의 자유와재산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 (ii) 다툼이있는사실과

법률을확정하여판단을내릴것이요구되는 사법기능을수행한다는점을확인해주는것

 준사법적기능의적정한수행에필요한조직과절차를보장받을근거

 판단자(위원)의독립성과중립성, 대심적심리구조와 절차, 그리고이를담보하는절차적권리의보장이 입

법적으로나실무적으로공히요구된다는것으로이해되어야함(98헌바8 결정참고)

공정위와 ‘준사법기관’의신화



2 공정거래법의 집행: 절차와 조직

 조직과절차의 측면에서의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 개편 방향

 숙의가가능한위원회의구성과운영

 위원의임명방식과절차

 특히상임위원부위원장위원장으로이어지는내부승진트랙탈피

 위원의수, 구성과임기

 산업및경제전문성외에법률전문성의제고도시급

 위원의 ‘상임화’ 문제

 위원회의운영

 그외소관사무의경우집행및불복절차의재고

 경쟁주창기능등외에도일반행정절차로처리하는것이더적절한업무의경우

 검토대상: 경제력집중,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개편과정에서도논의가능

공정위와 ‘준사법기관’의신화



2 공정거래법의 집행: 절차와 조직

 ‘사건처리법제화’는 시작에불과: 법제화되는 구체적 내용 중요

 사실상기존공정위고시나실무의관행을그대로법제화하는것은오히려문제를키울소지

 종래실무등이준사법적기능의적정한수행에적합한지우선검토필요

 외부인접촉 관리 정책: 신뢰 제고 v. 실체적 진실의 발견(소명 기회) 조화 필요

 실체적진실발견에절대적으로필요한소명기회의과도한제약우려

 접근에지리적제약등이있는현상황에서계속적인검토필요

현집행시스템개편논의관련



공정거래법의 집행: 형사 집행의 문제3



3 공정거래법의 집행: 형사 집행의 문제

 종래 전속고발권의 문제를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에 대한시정의 관점에서 주로 접근해

왔으며, 개선책(고발요청권의 확대)도 그에 맞춰 입안됨

 그런데, 문제의본질은집행시스템내에서행정집행과형사집행의관계를어떻게설정하는것이

바람직한가의이슈에있음

전속고발권논란



3 공정거래법의 집행: 형사 집행의 문제

 현 집행시스템 하에서는 형사 집행이 후속적·중첩적(병과적) 조치로 부과되고 있으며, 전

속고발권이 그러한 구조를가능케 하는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전속고발권이필연적으로이처럼활용되어야만하는것아님

 현형사집행의후속적·중첩적구조는시간과제재의측면에서행정및시장에과다한비용과비

효율을초래하는측면있음

전속고발권논란



3 공정거래법의 집행: 형사 집행의 문제

 현 집행시스템의 후속적·중첩적 구조를 병렬적·선택적 구조로 변환시키는 방안 검토

 형사집행과행정집행을기본적으로중첩적이아닌선택적구조로개편

 예를들어가격고정합의와같은경성카르텔의 경우에는보다신속하고전문적인강제조사가가능한 형사

집행으로규율(이러한사안에대해형사벌의 처벌수준을상향하되, 가격고정의형태를띠더라도예외적

으로연성카르텔에해당할수있으므로기관간 협의및이관절차를구축할필요있음)

 병과가요구된다고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대기관에추가조치의견과함께집행검토를요청함

 이경우형사상리니언시도가능하도록제도정비필요

전속고발권논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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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공정거래법 집행의 절차법적 측면 : 공정위 심결 및 불복, 과징금 및 형사처

벌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중 위법행위 행정조사와 처분절차는 조직, 불복제도
는 물론 형사처벌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
관 성격은 우선 헌법과 공정거래법 규정을 통해 이해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껏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존립하는 독점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중
앙행정기관이면서, 이에 더하여 위법행위 조사 및 심의 절차 운용에 있어서는 
독립한 합의제 규제기관의 성격을 겸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무엇이라고 보든, 현 단계에서 기관의 정체성
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더라도, 현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역사 
동안 기관 외부로부터 다양한 기능을 요구받고 그 역할을 탄력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통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체법과 절차법 규정의 범위와 한계를 넘나
들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행정 수요, 정책 수요, 법집행 수요에 맞게 필요한 
국가기능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
원회는 나름의 역할을 잘 소화했다고 평가받을만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 동안의 불투명한 법집행 절차 등 문제에서 촉발된 몇몇 
사건들로 인해 행정과 준사법 사이에서 적법절차, 법치행정의 원리를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하는 정치기관으로 신뢰가 추락하는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지난 1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회
복과 공정하고 적법한 법집행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쏟아야만 했던 시간
이었습니다.

  즉, 2017년 9월부터 신뢰제고 TF, 법집행개선 TF를 운용한 결과 논란만 무
성한 채 제도나 입법으로 안착되지 못한 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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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으며, 일부 제도 개선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에는 공정거래
법 개정 작업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책을 발표한 이후 실무 변화에 대해 간단하게 점검해보겠습니
다. 불투명한 사건 설명 면담 관행이 금지 내지 사실 상 폐지되었고, 의견청취
절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꾸준하게 증가하여 미흡하나마 실무에서 적정하게 운
용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 의무가 있는 공정
거래위원회 회의록에는 심의속기록과 합의기록이 포함되는데, 그 중 심의속기
록의 홈페이지 공개는 공정거래위원회 실무 공무원들의 획기적인 결단이 있었
기에 신뢰제고 방안으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국민 약속을 발표
한 시점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모든 실무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
적인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의절차종료라는 사건처리 종결 방식 역시도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한번 
거쳤다는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
고인의 절차권 보장 역시도 절차규칙 개정과 실무 정착 사이에 간극이 채워지
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의 절차에서 참고인을 조사하는 방식 역시도 
실무에서 잘 적용해서 풀어나가야 할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에서 유래 없이 기본적 인권을 망라한 헌법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제5공화국 헌법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획기적인 제도 
개선 작업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라는 진행 과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고 할 것입니다. 

  법규정과 제도 개선, 절차 개혁 방안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무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을 착오에 빠뜨리는 가면을 쓴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독임제기관이 되어야 하는가, 합
의제기관이 되어야하는가는 본질적인 질문과 해답이 될 수 없으며, 단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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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결정 방식의 차이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이 차이가 행정기관과 준사법
기관을 가르는 본질적인 차이도 아닙니다. 독임제 행정기관이면 정책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합의제 규제기관이면 준사법적 권한이 당연
히 부여된다고 보는 것도 합리적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특수한 사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위 두 가
지 상반된 기관의 성격을 겸해야만 하며, 각기 다른 원리가 작동되는 두 가지 
상반된 기능을 함께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가 계속해서 설득력
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양한 정치, 경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 내지 법집행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과 
준사법기관 사이의 어느 지점을 임의로 선택 가능함으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
가 발생하는 폐해를 막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어려운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행정과 사법과 입법이 견제와 균형으로 분화되지 못한 채 강제
수사에 준하는 조사와 심의, 합의와 처분, 고발, 집행관리, 동의의결 및 이행관
리, 민원처리 등의 총망라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하나의 동일한 기관에서 총체
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상 일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
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상황과 현실적이 한계를 이유로 해서 공정거래위원
회가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위
해 조사와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인 성격을 겸하면서도 두 가지 기
능의 긴장과 상충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다 완비된 기능적 분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현재까지의 경험에서 겪은 동일한 문제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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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이든 준사법기관이든 헌법 상 적법절차 원칙을 피해갈 수 있는 공
권력 행사기관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
인가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실무에서 
실질적인 적법절차 원리를 구현해 내는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한 행정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 결정권자의 선
택에 따라 위 조사와 심의,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강
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법집행을 완성시키기 위한 방어 장치로서 준사법기관
의 성격을 강하게 부여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면 공권력의 상대 당사자인 국민, 사업자의 권리는 법의 사각지대
에 놓이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합목적성 보다 우월한 헌법 상 적법절차, 법치주의 실현, 기
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1년의 법집행 성
과를 점검하고 법개정 작업에도 깊은 철학적 고민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속고발권 관련해서 보면, 고발권의 분산과 전속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는 먼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현 제도를 정비한 이후에 즉, 형사처벌 규
정을 축소한 이후에야 전속고발권 폐지냐 존치냐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하
고 있으나 두 문제는 논리의 선후나 정책의 선후 문제와 무관하다고 봅니다.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기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권의 분
산 문제는 논의가 가능하고 해결방안 마련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역시 이의신청제도, 재판관할권 문제 
등 법개정 논의에서 생략되어서는 안 될 주요 쟁점들입니다.
 
  강제수사의 성격을 띤 장기간의 광범위한 행정조사 및 다단계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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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절차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이 더 큰 문제인지, 대표자 수사와 압수수색 
등 강력한 강제수사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이 더 큰 문제인지는 쉽게 답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이 역시 신속한 법집행과 국민의 권리 보호 차
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개인적 관점에서 발표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구체적 질문 내용은 생략합니다. 

  감사합니다. 



 

 

[토 론 2] 

 

 

공정거래법 집행의 절차법적 측면: 

공정위 심결 및 불복,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 제재 

 

 

 

 

◈ 토 론 :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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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2일차(2018. 6. 19.) 제2부 토론문]

 

공정거래법 집행의 절차법적 측면: 공정위 심결 및 불복,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 제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윤정근

공정거래법 집행 절차 지난 년간의 변화 

m 지난 1년간 공정거래법 집행 절차에 관하여 많은 변화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평가한 주제발표 내용에 공감함

‣ 절차법적 측면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됨 

‣ 형사법 분야에서 절차법적 이론의 발전과 제도 개선이 갖는 의미를 되새길 필요

가 있음 

m 또한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의 전반을 재점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을 높

이 평가하면서도 기존의 논의나 문제의식을 뛰어넘는 제도적 혁신을 이루기에 충

분한 시간이 허여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서술한 주제발표 내용에도 공감함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관련 17개 논의 과제 중 절차법제 분과의 세부적 과제 내

용과 법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해 보면, ‘사건처리 절차의 신속화 효율화’에서만 소

기의 성과를 거둔 채 피심인의 방어권은 종전에 비해 다소 강화된 수준의 절차 

개선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임

‣ 그러나 ① 새로운 산업 분야나 기술 분야에 관한 공정거래 분쟁이 증가하고 있

는 점, ② 경쟁법 분야의 조사 및 제재가 국제화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가운데 다

국적 기업 등의 절차 관련 이의제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 점, ③ 공정거래 사

건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확대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단계의 

사실인정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차제에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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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화된 공정거래법 집행절차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함 

m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등)’과는 별도로 그 전제가 되는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인

식과 보장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제발표 내용에 동의함

‣ 공정위 단계의 절차를 ‘조사’와 ‘심결’ 절차로 구분한다면, 특별히 조사절차에 있

어서는 ‘절차의 적법성’ 보장이 핵심가치로 구현될 필요가 있음. 조사절차의 적법

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을 경우 결국 합목적성에 입각한 조사행위를 광범위하

게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이는 처분의 전제가 되는 정확한 실

체관계의 파악에도 왜곡을 가져오고 억울한 피심인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며,

종국적으로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대외적 신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 

‣ 피심인의 방어권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조사 및 심결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기업이나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 변화가 곧바로 체감될 것이며, 처분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공정거래법 집행 절차와 조직

1. 공정거래법 집행 관련, 절차의 중요성 

m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집행의 절차적 보장 수준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높아

진 가운데, 위 집행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결함이 현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

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 주제발표 내용에 공감함 

m 또한 공정위의 조사 및 심결 단계에서 적법절차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이 결과

적으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이 취소되는 실체 판단에까지 직, 간접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서술한 주제발표 내용에도 시사점이 있다고 보임 

‣ 최근 법원은 날로 복잡해지는 행정작용에 대응하여 행정재판의 전문성과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헌법을 준거규범으로 하여 

각종 행정입법에 대한 공법적 판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임. 따라서 공정

거래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의 조사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이나 고시 내용 

가운데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적 원리에 위배되거나 위법성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찾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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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등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절차와 공정위의 조사절차 간

의 적법성 담보 수준이 비교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사절차의 적법성 확보는 여

러 측면에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쟁점에 해당함 

2. 공정위와 ‘준사법기관’의 신화

m 공정위를 준사법기관으로 보는 의미를 ‘적법절차의 요구에 대한 절충’이나 ‘특별 

취급’의 관점에서 찾기보다 공정위가 수행하는 기능의 성질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

제발표의 내용에 동의함 

‣ 공정위가 처분상대방 또는 관련 경제주체 등을 상대로 형벌에 못지않은 크나큰 

법익침해가 수반되는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조사와 심결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설령 향후 기관의 성격을 달리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공정거

래법 집행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 보장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다고 보기는 어려움

m 공정위의 조사 기능을 놓고 볼 때 검찰권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외적인 정치적 고

려나 합목적성의 요청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 공정위의 조사가 일

정한 경우 그 실질에 있어 강제조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시인하고 그에 상응

하는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함 

‣ 공정위 조사 이후 형사책임의 성부에 관한 판단을 거쳐 고발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음에도,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정위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 적법 요건 등이 명

확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음

‣ 예컨대 현장 조사의 경우 공정위 직원의 특정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봉인 권한,

각종 디지털 자료에 대한 수집 방법, 변호사 특권이 수반된 자문의견서 등의 수

집 권한 등을 둘러싸고 법리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음. 또한 조사방해죄를 

폭넓게 해석 적용할 경우 임의조사에 해당하는 공정위 조사행위 중 상당 부분이 

그 실질은 강제조사의 성격을 띠게 될 우려가 있음. 그 실질이 강제조사의 성격

을 가진다면 형사법체계에서의 영장주의에 상응하는 외부 통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도 입법적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정거래 법규 중 조사 및 심결절차에 관련된 항목 가운데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추출하여 별도의 ‘공정거래절차법(가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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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공정위 내규 등으로 입법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주제발표의 내용과 같이 기존에 운영 중인 공정위의 

고시나 실무 관행이 그대로 법률로 포섭되어서는 곤란하고, 개별 규정에 대한 적

법성 및 합리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m 공정위 조직의 측면에서 사법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는 견해에 동의함 

‣ 특히 심결 기능은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므로, 예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각 위원의 소신에 따라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위원의 임기, 임명 또는 추천 방법, 제척 회피 등에 관한 절차를 논의하

는 것이 바람직함

공정거래법의 집행 형사집행의 문제

m 형사집행이 후속적 중첩적(병과적) 구조로 부과되고 있는 현 집행시스템이 시간 

및 제재의 측면에서 과다한 비용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병렬적

선택적 구조로 변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서

는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음 

‣ 우선 공정거래법 분야에 관한 형사집행의 근본적인 구조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발표 내용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가격고정 합의와 같은 경성카르텔의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강제조사가 가능한 형사집행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서 형사집행을 통해 피심인(법인)이 형벌을 부

과받게 될 경우 더 이상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선

택적 집행이 적합하다는 견해인지 궁금함 

‣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동일한 사안에 근거하여 행정

적 규제(시정명령, 공표명령 등)를 할 필요가 여전히 남아 결국은 중첩적 집행의 

문제점은 전면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함

‣ 공정위와 검찰이 동시에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할 경우 피심인의 입장에서 택일

적으로 불리한 결론을 받더라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됨.

특히 공정위와 검찰이 선택적 법집행을 하는 상황에서 자칫 합목적성이 지나치

게 강조되는 가운데 기관 간 경쟁이 생길 경우 피심인으로서는 법적 지위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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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불안정하게 될 것임

m 최근 공정거래 관련 고발 사건의 증가로, 법원 단계에서 공정거래 행정소송과 공

정거래 형사소송으로 두 개의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공정거래에 고유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에서는 공정거래 행정

소송이 먼저 진행되고, 복잡한 증거조사를 통한 사실인정이 중요한 사안에서는 공

정거래 형사소송이 먼저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전속고발권의 조정을 통해 수사가 조기에 착수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

로 전체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종국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

이 있음

‣ 나아가 형사집행이 지나치게 넓게 활용될 경우 형사소송에 고유한 증거법칙과 

상대적으로 엄격한 책임주의 원칙 등으로 말미암아 행정처분으로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었던 목적조차 이룰 수 없게 될 여지도 있음

‣ 만일 전속고발권 제도의 변화를 통해 형사집행이 부당 공동행위 영역에서 적극 

활용될 경우를 상정한다면 형사책임까지 면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 제도를 보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표 내용에 동의함 

m 덧붙여, 하나의 위반행위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상 처분, 형사처벌 및 관련 행

정처분(부정당업자제재 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다음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 경위 및 가담 정도, 행위자 요소 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개별 행위자별 

책임 정도에 적합한 처분이나 형벌 부과가 이루어지는 데에 장애로 작용하는 불

합리한 장치가 없는지, 비례의 원칙이나 형벌 보충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규제

나 처벌 사항을 담은 법률조항은 없는지 등을 포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제

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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