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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카르텔 규제와 같은 경쟁정책을 통해 공정위는 기업활동에 대한 공
권력의 광범위한 재량적 개입과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경제분석의 전문성이 미흡하며 법집행의 중립성 및 독립성
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본 카르텔 종합연구의 목적은 경쟁이 촉진되
고 사회적 후생이 개선되며, 법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카르텔 규제의 올바른 경제학적 논거와 법리를 제시하고, 카르텔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의 카르텔 규제동향의 문제점을 이론적·실증적 연구
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 경쟁정책의 경제적 논거와 법리에 입각한 우
리나라 카르텔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경제 연구를 수행하였고, 기존
의 우리나라 주요 카르텔 사건을 분석하여 그 경제학적 논거와 법리적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LPG 및 소
주시장에서의 카르텔 사건에 대한 심층적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부당
공동행위의 추정, 적정 과징금 규모 및 카르텔 규제와 행정지도 등 카르
텔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세부조항 및 법집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카르텔 규제 제외대상의 경제적 논
거를 세밀히 분석하고 그 이론적 배경을 확대·적용하여 카르텔 규제의
한계와 제외대상 영역에 대한 논의를 재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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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에서는 카르텔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행위는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혹은 합법적
이든 불법적이든 간에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우선 공동행위의 합의나 약속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다음으로 합의를
파기한 기업을 적발하여 보복 처벌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어느
한 기업이라도 합의를 위반하면 다른 기업들도 합의를 준수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위반기업에게는 반드시 제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제반 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되는 것이 현
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 카르텔 종합연구 중 이론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업구조나 산업특
성을 반영한 정치한 분석모형을 통해 카르텔이 사회후생 관점에서 우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모든 카르텔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카르텔이 사회후생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가능한 경우들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카르텔을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이론적 근거는 정태적인 부분균형 시각에 기초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담합행위를 당연위법으로 무조건 처벌
하기보다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소주와 LPG 시장 카르텔 심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소주 카르텔 심결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인상의 방향으로 입장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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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석하기에는 각사의 입장 변화가 일관되지 않고, 대표이사들이 이
기간 동안 여러 번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첩에 나타난 업체들의 구성이 진로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다르
다는 점도 동일한 정보로부터 얻은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다. 소주업체들에 있어 2008년의 가격인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협의가 공동의 행동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가격
을 올리는 일반적인 형태의 부당공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업계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부규제에 대하여 이를 변화
시키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로비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
이 더 자연스럽다.
반면 LPG 카르텔 중 수입 2개사의 담합의 경우, 판매가격의 동향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관찰해 보면 가격의 동조성이 아주 심하기 때
문에, 이것을 명시적인 합의 이외의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특
히 이들 판매가격의 차이가 각 수입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기준가격의
차이보다 훨씬 작다는 것도 명시적 담합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수
입사와 정유사 간 카르텔의 경우는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설득력이 매
우 약하다. 정유사들이 수입사와 가격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합의한 증
거가 전혀 없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유사들의 가격이 수입사들
의 가격에 일부 동조한 사실은 가격리더십이라는 현상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카르텔 규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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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관련 행정
소송에서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해당하여 패소한 사례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법규 수범자, 법규 집행자
및 법적 최종 판단자의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당공동행위의
일반적인 억제효과나 징벌효과는 과징금 부과를 통한 행정적 제재와 사
소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소송이
시장에서 충분히 활성화된다면 과징금이 이러한 틀에서 재설정되어야
하지만,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불특정한 다수에게 피해가 나타나는 경
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국가일 경
우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에 국한하고, 부당이득
환수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당공동행
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여 손해배상소송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과도기적으로 공정위에서 부당이득 환수
와 행정적 제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정절차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의결서 등에 조사관과 초안 작성자 등
을 명시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과징금 산정과정
역시 법령의 과징금 가산 및 감경사유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 단계마다
판단의 주체를 명시한다면 카르텔 규제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면 카르텔 심사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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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규제과정에서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다양한 사
례들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세부기준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
정지도와 카르텔 적용 제외의 핵심은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제재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해석론적 개선노력은 결국 개별 산업정책과 일
반 경쟁정책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
훼손의 치유와 카르텔 제재의 법치국가적 한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정책은 우리나라에서 포기해서도 포기할 수도 없
는 정책이다. 이러한 경쟁정책을 훼손하는 개별 산업규제 영역에서의
행정지도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지도의 관행을 그대로
둔 채 이에 따른 개별 사업자들의 처벌을 통해 개선하려는 것은 행정의
단일성과 법치행정을 통해 담보되는 법치국가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
부당공동행위 추정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논지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삭제다. 공정위로 하여금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제19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어느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실질적 의미
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추정이든 법률상 추정이든 그 추정의 요
건이 사실상 동일하다면 추정의 번복에 관한 입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하
더라도 그 효과의 차이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의 법 제19조
제5항은 이를 적용하더라도 불필요한 논란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사
실상 사문화될 운명을 가진 조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굳이
존치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진(이인권 박사, 조성봉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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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박사, 신석훈 박사) 및 외부 연구진(서강대 홍대식 교수, 한양대 김영산 교
수, 이화여대 김상택 교수, 건국대 권남훈 교수, 전남대 박경석 교수와 이상호 교수)

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연구의 기획 및 총괄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이인권 박사와 조성봉 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 담긴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견해이며, 한국경제연
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0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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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연구내용 개요
공정위는 2009년과 2010년 LPG, 소주, 제약, 통신요금, 대학등록
금, 음료, 건설, 유제품, 제빵, 신용평가 등 다수 업종에 대한 전 방위적
부당공동행위 조사를 벌이는 등 카르텔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카르텔
규제와 같은 경쟁정책을 통해 공정위는 기업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광범
위한 재량적 개입과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
제분석의 전문성이 미흡하며 법집행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 본 종합연구의 목적은 경쟁이 촉진되고 사회적 후생이 개선
되며, 법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카르텔 규제의 올
바른 경제학적 논거와 법리를 제시하고, 카르텔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의 카
르텔 규제동향의 문제점을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
여 경쟁정책의 경제적 논거와 법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카르텔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경제 연구를 수행하였고, 기존의 우리나라 주요 카르
텔 사건을 분석하여 그 경제학적 논거와 법리적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LPG 및 소주시장에서의 카르텔
사건에 대한 심층적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부당공동행위의 추정, 적
정 과징금 규모 및 카르텔 규제와 행정지도 등 카르텔과 관련된 공정거
래법 세부조항 및 법집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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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더불어 카르텔 규제 제외대상의 경제적 논거를 세밀히 분석
하고 그 이론적 배경을 확대·적용하여 카르텔 규제의 한계와 제외대상
영역에 대한 논의를 재조명하고 있다.

Ⅱ. 카르텔 규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1. 카르텔 합의 성립 및 유지의 장애들
일반적으로 공동행위는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혹은 합법적이든 불
법적이든 간에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로 공동행위의 합의나 약속이 성립되어야 한다. 둘째로 합의를 파기한
기업을 적발하여 보복 처벌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어느 한 기업
이라도 합의를 위반하면 다른 기업들도 합의를 준수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셋째는 위반기업에는 반드시 제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 문
제는 이러한 제반 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
지 않다는 것이다.

(1) 합의 성립의 난제들
우선 첫째로, 카르텔 활동에 대해서 일찍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개는 카르텔을 하나의 거대기업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즉, 카
르텔을 마치‘여러 개의 공장을 가진 하나의 독점기업(multiplant
monopoly)처럼 각 공장의 생산량을 효과적으로 조정·통제하는 조직으

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카르텔 이윤이 기업 간에 쉽
게 배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익금 배분은 노출되기 쉬우며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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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가운데서도 금품수수(side payment)는 대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대개의 공동행위는 이익금의 배분 없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공동행위
사례를 보더라도 카르텔에 참여한 업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한 사례는
불과 몇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카르텔을 마치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진
독점기업으로 보는 것은 기업 간의 이익배분이 가능해야만 성립하나 현
실적으로는 이윤배분이 어렵다. 따라서 이윤배분이 불가능한 조건하에
서 기업 간의 생산량 조정이나 공동행위는 순수한 독점과 달리 경쟁제
한의 요소가 훨씬 약하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카르텔의 장애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기업 간의 차이, 즉
비대칭성(asymmetry)의 문제이다. 기업 간 비대칭성은 상품의 이질성,
기업 간 비용구조의 격차, 기업 간 미래선호의 차이, 법준수에 대한 기
업주의 태도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기
업 간 이질성과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카르텔에 이르는 합의가 더욱
힘들어진다. 또한 비가격경쟁의 정도가 카르텔 성사를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의 경쟁이 가격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는 매우 단순하고 표준화된 상품거래를 제외하고는 예외적이다. 오히
려 가격보다는 품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우
가 많으며, 대표적인 비가격경쟁변수는 광고, 품질, 생산설비, 연구개발
투자,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비가격경쟁은 기업들의 담합에 대
한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억제수단이 된다. 나아가 설사 가격경쟁을
효과적으로 제어했다 하더라도 재고량, 품질, 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경
쟁이 이루어진다면 비가격경쟁은 독점이윤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될 것
이다. 가격담합이 유지되더라도 다른 비가격부문에서 경쟁이 유효하다

12

카르텔 종합연구 (하)

#카르텔-작업파일-제0장-요약-하

2011.1.26

11:46 AM

페이지 13

MAC45

2400DPI 175LPI

면 독점적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이른바 지대해소(rent dissipation) 과정
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 담합으로부터의 이탈유인
카르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의 이행
이 쉽지는 않다. 담합한 가격수준이 높거나 이윤수준이 높을수록 여기
서 이탈하면 이탈기업에 돌아오는 이윤도 커진다. 합의된 생산수준에서
는 한계이익이 한계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카르텔 내부적으로‘자기
(seed of its own undoing)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파괴의 씨앗’

카르텔 이탈에 대한 유인의 강도는 상품의 수요탄력성이 얼마나 높
은가에 달려 있다. 이 탄력성은 산업 전체의 탄력성, 해당산업의 업체
수, 기업규모의 분포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탄력성이 낮다면 특정
기업이 카르텔을 깨고 가격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매출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격담합이 지역할당 등 시장의 공간적 분할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소비자들의 이동이나 가격정보의 전달이
한계가 있어 담합을 이탈한 데서 오는 손해를 능가할 정도로 매출이 크
게 늘어나기는 어렵다. 반대로 사업지역이 전국적으로 경합하고 있는
경우 가격인하는 즉각적인 해당상품에 대한 수요 및 매출증가로 반영되
기 때문에 담합이탈의 욕구가 그만큼 강할 것이다.
수요탄력성 못지않게 공급탄력성도 담합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제
품의 특성이 주문자별로 차별화되어 단기간 내 생산증가가 어려운 경
우도 담합이탈에 따른 기업의 실익이 크지 않다. 만약 카르텔에서 지정
한 수준 이상으로 생산을 늘릴 때 한계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카르텔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동기나 유혹은 낮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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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대로 고정비용이 큰 산업에서 유휴설비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카
르텔에서 이탈해서 생산을 늘리려는 욕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카르
텔을 깨고 다른 사업자의 수요까지 잠식하더라도 한계비용이 상승하지
않거나 더욱 낮아져 이탈에 따른 이윤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 밖에 거래가 대규모이고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카르텔을 유
지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특정 지하철 공구를 수십 개로 분할해서
입찰하는 경우와 묶어서 단 한 개의 거대 프로젝트로 입찰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경우가 담합이 훨씬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실례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이동통신이나 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자들이 담합이나 공동보조를 취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탈사실을 경쟁자들이 포착하여 대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카
르텔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탈을 포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길어지면 보복이 지체되어 그만큼 이탈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
이다.
정부의 보호막이 없다면 초과이윤이 있는 한 카르텔은 항상 외부의
경쟁자에게 노출되어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기업의 수가 늘어날수록
기업이 진입하고 탈퇴하는 데 따른 한계효과가 작아지기 때문에 카르텔
에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이 발생하여 카르텔의 불안정은 더욱 심화된다.

2. 카르텔 규제 합리의 원리(rule of reason)로 접근
카르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가격담합에 따른 높은 가격과 제한
된 생산량으로 인해 시장거래가 위축되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데서
기인한다. 즉, 시장활동에 대한 정태적인 시각에서 보면 카르텔은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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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확대를 가져와 소비와 생산이 왜곡되는 시장실패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카르텔은 오랫동안 불공정한 담합행위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카르텔은 불황과 같은 특별한 경우
에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연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체로 기존연구(산업조직론, 반독점법 등)는 카르텔의 담합행위가
가져오는 산업 내 가격제한‘행위’
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반독점법
의 논리는 카르텔이 경쟁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의 통제된 가격을 담합
가격으로 형성함으로써 거래편익을 줄이고 독점적 렌트를 증가시킴으
로써 정태적인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집
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당국이나 법조계에서 카르텔은 당
연위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요
인은 외부성이나 과다경쟁과 같은 측면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과다한 시장진입이 있는 경우 진입기업의 수를 제한하거
나 상품의 품질관리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산업 내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증진시키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시장실패의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독점
력의 확대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시장실패 요인과 연계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카르텔을 당연위법으로 여기는 논거에 대한 반론
도 존재한다. 한 예로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이루어짐으로써 독점적 렌
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담합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합한
기업들 간에 시장가격과 생산량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시
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면 담합에 의해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증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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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시장 내에 자유로운 진입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면 담
합행위가 형성되기도 어렵지만, 담합이 이루어지더라도 효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한편, 산업으로의 진입과 퇴출과 같은‘구조’
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
해 보면, 카르텔이 경쟁기업의 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경쟁구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만약 카르
텔의 진입제한행위나 퇴출제한행위가 산업 내 바람직한 경쟁기업의 수
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가격제한행위에 따른 정태적인 사회후생의
감소분을 보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 내 경쟁이 불완전한 상황이라면 (예로 꾸르노 경쟁이나 상품차별화 등)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는 효율적인 진입을 보장
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예로 생산설비에 제약이 있어서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경우 자유로운 진입으로 인해 과다한 진입이 이루어져 사회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시장(multimarket)의 진입·퇴출을 고
려한 장기균형에서 담합이 허용된 시장의 총투자액이 충분히 커진다면
담합에 의한 후생증진 효과가 다른 시장에서의 후생감소 효과를 압도할
수 있다. 이외에 불황의 시기에 기업들이 과다하게 시장에서 퇴출됨으
로써 카르텔이 형성된 경우보다 사회후생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연
구결과도 존재한다.
본 카르텔 종합연구 중 이론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업구조나 산업특
성을 반영한 정치한 분석모형을 통해 카르텔이 사회후생 관점에서 우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산업구조와 관련하여 불완전한 꾸
르노 경쟁하에서 자유진입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과다진입의 비효율

16

카르텔 종합연구 (하)

#카르텔-작업파일-제0장-요약-하

2011.1.26

11:46 AM

페이지 17

MAC45

2400DPI 175LPI

성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규모의 경제성이 크거나 시장수요가 작은
경우, 자유진입은 카르텔보다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완전경쟁하에서 동태적 수요변화가 있는 경우
에 발생하는 과다진입 혹은 퇴출비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논의하고, 진
입/퇴출에 따른 매몰비용이 크거나 수요의 변화가 심한 경우 자유진입
은 카르텔보다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산업특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상품의 부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
하는 거래비용의 문제를 논의하고, 부패에 따른 거래비용이 클 경우 생
산-판매 카르텔이 거래단계를 줄여 주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
여 주었다. 그다음 생산량의 변동이 심한 경우, 판매 카르텔이 판매량을
조절하여 기간별로 소비를 균등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한 효율
성이 경쟁제한에 따른 비효율성을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이
론연구에서 보여 준 것은 모든 카르텔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카르텔이 사회후생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가능한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카르텔을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이론적
근거는 정태적인 부분균형 시각에 기초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들은 경
우에 따라서는 담합행위를 당연위법으로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
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3. 정책유행에 따른 카르텔 규제 지양되어야
한국에서는 2008년 보수 성향의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쟁당국은
대형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온건한 처방으로 대응하였다. 반면 공정거

요약

17

#카르텔-작업파일-제0장-요약-하

2011.1.26

11:46 AM

페이지 18

MAC45

2400DPI 175LPI

래위원회는 부당공동행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집행하고 있
다. 2009년 이후 경쟁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카르텔 대상 분야는 명절
선물세트, 침대, 의료폐기물, 신용평가, 청량음료, 수입복지, 소방설비
입찰, 주류도매, 시내통신 등 다양하며, 심지어 고시학원에 대해서도 과
징금을 부과하였고, 대학등록금도 부당공동행위의 조사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전 방위에 걸친 카르텔 조사 및 과징금 부과가 경쟁 담당기관
으로서의 역할수행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카르텔 조사가 중요한 사건
에 집중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상 중요성이 약한 분야로 분산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의 카르텔 처리 사건 중 치약·명절선물 세트는 과징금 규모가
총 19억 원이고 안동지역 주류도매의 경우 과징금 총액이 1억600만 원
정도였다. 행시/외시/사시 대비 고시학원의 공동 가격인상 사건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총 1,500만 원에 머무는 정도이다. 특히 신학기만 되면
교복가격 감시에 나서거나,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자 4대강 입찰조
사에 나서는 등의 집행방식을 고려할 때, 경쟁당국이 카르텔 규제를 객
관적인 시각에서만 집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과징금 규모가 1
억 원에도 못 미치는 사건은 사회적 후생손실이 그만큼 적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동일한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더 중요한 사안을 조사·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비단
사회적 후생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소비자후생의 시각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소비자후생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르텔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규모가 보다 큰 사건을 중심으로 적발확률을 높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위주로 카르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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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적용하는 정책은 과징금 규모로 판단해 봐도 사회후생 수준이나
소비자후생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카르텔 규제는 보다 객관적 시각에서 사회후생을 크게 감소시키는
카르텔을 적발, 처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쟁당국은 선진국 경쟁당국과 달리 과거 카르텔
사건에 대해 조사·검토한 과정을 살펴보면 경제분석이 수반되는 경우
가 드물며, 기업 간 유사한 가격동향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으로
판단하여 카르텔 규제를 적용하려는 성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경제분석
을 통한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학적 분석의 관점보다는 행정기관의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경쟁기업 간 가격동조화 현상은 카르텔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난 정황만으로 카르텔 의도 여부를 평
가할 수는 없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시장의 수요·공급상의
특성, 규제·진입장벽의 여부, 시장구조, 소유권, 제품별 특성, 동태적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경쟁당국이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한 사건 중에는 담합행위가 아니라 다
른 이유로 발생한 가격고정 현상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최저가격
유지전략과 같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모든 경쟁자가 채택하게 되면
외형상으로는 카르텔과 유사한 가격동향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카르텔의 형성과 붕괴에 대한 원인, 요인 등을 고려하여 살펴
봐야 하며, 카르텔과 유사한 행위로서 이해되는 부분과 카르텔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카르텔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되는 행위 등을 살펴봐
야 한다. 또한 시장특성 등 다양한 요인도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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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유인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카르텔 의도 여부와 손해
추정 규모 등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물론 경제분석을 위해 소요되
는 비용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경제분석의 오류로 위해성이
없는 기업활동이 제한되거나 처벌받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경제분석을 적용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Ⅲ. 소주와 LPG 시장 카르텔 심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소주 카르텔 심결에 대한 평가
(1) 2007년 가격인상 합의의 증거에 대한 비판
공정위 의결서에서 2007년의 가격인상이 담합의 결과라는 점을 제
시한 첫 번째 증거는 당시 진로의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전후하여 작성
된 소주업체 임원들의 업무수첩 또는 내부보고 자료 등에서 얻은 내용
들이다. 공정위는 이 내용들이 소주업체들이 늦어도 2007년 4월부터
상호 의사연락을 통한 지속적인 가격정보 교환 및 가격인상 관련 협의
를 행한 증거이며, 그 결과 2007년 5월 11˜22일의 기간에 진로를 필두
로 소주 출고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위의 정보
들이 영업직원들이 도매상 등을 통하여 수집한 것일 뿐이라는 소주업체
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체 대표이사들의 모임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임원들이 받아 적은 것으로 유추하여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러한 판단은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
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않다. 우선 4월 10˜19일에
걸쳐 작성된 한라산과 무학, 금복주 임원의 업무수첩을 보면 진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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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다른 업체들에 대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라산의 경우 대선, 무학 등
이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무학은 대선의 인상 계
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자신들도 진로의 인상 여부를 보아서
따라가게 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반면 금복주는 대선이 대세에 따를
것으로 보는 반면, 무학은 가격인상에 반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수첩의 내용들이 대표이사들의 모임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그대로 전달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차이가 날 이유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공정
위는 이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인상의 방향으로 입장이 수렴되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입장의 변화가 일관되
지 않고, 대표이사들이 이 기간에 여러 번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
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수첩에 나타난 업체들의 구성이 진로를 제
외하고는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동일한 정보로부터 얻은 결론이라고 보
기에는 어려운 측면이다.
공정위가 수집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들 업체들 간의
정보교환이 통상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 간의 정보수집 활동 수
준을 벗어난다는 점은 분명하다. 각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의 계획에 대
하여 사용한 표현이나 4월 25일 작성된 무학소주 임원의 메모 제목에
‘진로 및 하이트맥주 지점장’
과의 미팅이 언급되어 있는 점도 이를 반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주업계에 만연한 이러한 관행이 비록 부적절한 것
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명시적인 가격담합의 증거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관리경쟁하에서 업체들이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이해관계
가 일치하면서 협조적 행동이 관행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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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뒷받침하는 것은 4월 30일 한라산 임원의 업무수첩에 적힌 내용이
다. 이에 따르면 첫째, 5월 12일 정도에 인상이 예측된다고 밝히면서 이
를 2006년 3월의 주정가격 인상분 5.8%와 연계하고 있다. 원료인 주정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1년 여 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명분으
로 국세청에 가격인상을 로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간부
회의 내용에서는 두산(현 롯데)이 진로와‘30원 차이를 두려고 하는데 국
이라
세청에서 10원 차이(조건부 승인)를 두라 하고 있어 문제되고 있음’
의 가격에 대
고 밝히고 있다. 이는 두산(현 롯데)이 생산하는‘처음처럼’
한 것이다. 이후 실제로 5월에 이루어진 가격인상 과정에서는 원래 30
원이었던 진로‘참이슬’
과‘처음처럼’
의 가격차이는 20원으로 좁혀졌는
데, 이는 국세청과 두산(현 롯데) 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한 결과로 판단
된다.
이처럼 국세청은 진로뿐 아니라 타 업체들의 가격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때로는 업체 간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종용하
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업체들이 국세청을 상
대로 적극적으로 로비를 펼치고 때로는 서로가 연대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2) 2008년 가격인상 합의의 증거에 대한 비판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2008년에 단행된 가
격인상 협의는 2007년과 비교할 때 논의의 형태가 좀 더 적극적이고 공
개적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사장단의 친목모임인 천우회를 통해 명
시적으로 논의된 사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증거들에 의하면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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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천우회를 통하여 소주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
하고 있으며, 특히 9월 18일의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원가 인상요인들
까지 제시하면서 국세청과 가격조정을 협의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10
월에서 11월의 자료들을 보면 주정가격의 인상과 연계하여 소주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청 또는 예상하고 있으나 국세청이 소주업체들의 재무상
태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정은 독점업체에 의해 판매되고, 주정가격은 원가를 세세
히 따져서 국세청과 사실상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정의 가격인상폭은 반드시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있
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국세청이 주정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도록 허용하는 시점까지도 소주의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 시기에 소주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52개 품목
에 포함되면서 그만큼 가격상승에 대한 강한 규제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정위 의결서의 과징금 계산내용을 살펴보면, 소주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서
‘2007년 4월 진로는 국세청에 7.3% 인상안을 제출하였으나 국세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5.9%) 범위 내인 4.9% 인상만을 허용하였고, 2008
˜2009년의 경우 국세청의 자체적인 인상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주
가격이 12.04%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결과적으로는 5.9% 인상
을 허용해 주는 것에 그쳤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소주가격 인상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2008
년의 경우에는 국세청 자체적으로 판단한 인상요인의 절반도 반영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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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소주업체들에게 있어 2008년의 가격인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협의는 공동의 행동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
보하고, 이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일반적인 형태의 부당공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업계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
부의 규제에 대하여 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로비
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또한 국세청의 판단이
적절한 것이었다면, 이러한 공동행위는 부당이득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규제가 기업의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2008년의 가격인상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2007년의 가
격인상 사례보다 더 명백한 부당공동행위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가상승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제
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업계의 공동대응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된다.

2. LPG 카르텔 심결에 대한 평가
(1) 수입 2개사의 LPG 카르텔에 대한 법경제학적 평가
공정위는 2010년 국내 6개의 LPG 공급업체 모두에 대하여 2003년
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고 의결하고,
이들 6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고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같은 계
열에 포함된 SK에너지와 SK가스가 각각 1, 2순위로 조사에 협조하여
과징금을 100%, 50% 감면받았으며, 공정위가 제시한 가격담합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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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들 조사협조자들로부터 입수한 것들이다. 공
정위의 주장에 의하면 이 가격담합은 2개의 서로 다른 담합행위들로 구
성되어 있다.
첫째는 두 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 사이의 판매가격 담합으로, E1
과 SK가스가 매월 말 다음 달의 기준가격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양사
의 실무자들 사이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가격담합을 시행
하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에 대하여 프로판가스의 판매가
격이 6년 중에서 4년 3개월에 대하여 가격차가 정확히 0.2원이었으며,
부탄 판매가격 역시 일정한 가격차이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는 행위의 일
치 이외에도 두 기업 실무자들이 실제적으로 가격에 대한 협의와 합의
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수입업체 및 정유회사 모두들 사이의 판매가격 담합이다. 정
유사들은 매월 말경에 수입 2개사의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자신들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왔다. 공정
위는 이러한 관행 역시 부당공동행위로 간주하여 정유사들도 수입사들
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주문하였다. LPG 시장의 구조는 담합에 유리
한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 시장구조가 매우 견고한 과점이며, 진입
이 어렵고 계열사 또는 주식보유를 통하여 연결된 기업들이 많다. 게다
가 제품 자체가 LPG라는 아주 동질적인 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단기적으로는 매우 낮다는 점 등도 담합에 유리한 조건으
로 작용한다. 게다가 역사적으로도 2001년 이전에 LPG 가격에 대해 정
부고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었으며, 2001년 가격자유화 직전에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여 1개월 단위로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일종의 관행이 되어 가격자유화 이후에도 LPG 판매가격을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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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로 조정하고, 매월 말에 다음 달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관행
으로 정착되었다.
조사에 협조한 SK 계열의 두 기업이 제시한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담합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서 충분한 효력을 가질 것이다. 또한 수입 2
개사의 판매가격의 동향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관찰해 보면 가격
의 동조성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적인 합의 이외의 원인으
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들 판매가격의 차이가 각 수입사가 자
체적으로 계산한 기준가격의 차이보다 훨씬 작다는 것도 명시적 담합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수입사와 정유사 간 카르텔의 법경제학적 평가
수입사와 정유사 사이의 가격담합 혐의는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우
선 SK 그룹사인 SK에너지를 제외하면 정유사들이 수입사와 가격에 대
해서 협의하거나 합의한 증거가 전혀 없다. 수입사와 정유사 사이의 가
격동조 정도도 계열사인 SK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수입사들 사이의 가격
동조 정도보다 약하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유사들
의 가격이 수입사들의 가격에 일부 동조한 사실은 가격리더십이라는 현
상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가격리더십은 가격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
는 무관하게 실행될 수 있다. 가격리더들이 설정한 가격에 대하여 가격
추종자들이 이와 다른 가격을 제시할 유인이 없고, 이런 유인구조를 가
격리더들이 인식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가격에 대
한 암묵적 합의와는 종류가 다르다. 가격에 대한 합의는 개별 판매자 입
장에서는 가격인하의 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를 자제하는
것이고, 가격리더십은 모두가 자신이 개별적인 유인에 따라 행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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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전제로 한다.
정유회사들은 LPG 저장능력의 제한으로 생산된 LPG를 거의 모두
단기간 이내에 판매해야 하는 입장이다. 반대로 시장으로부터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생산을 늘릴 수도 없다. 이
런 상황에서 정유회사들의 전략은 자신의 물량을 가능한 최고의 가격으
로 판매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수입사들보다 높은 수준에 판매가격을
책정하면,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유인은 없다. 또한 생산
이나 저장능력의 한계 때문에 경쟁회사들보다 가격을 낮추어 판매량을
증대시킬 유인도 없다. 따라서 정유사들은 가격리더인 수입사들이 설정
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유인도 없고, 반대로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할 유인도 없다. 가격리더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장지배력에서 오
는 지위를 이용하고 경쟁자들의 반응을 예측하여 일방적으로 가격을 설
정하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경쟁제한성이 없다. 정유사들의 시장점유
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도 담함의 개연성을 낮게 만든다.

Ⅳ. 카르텔 규제제도 개선방안
1.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1) 과징금 부과 성격의 재설정
부당공동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여 업체가 이의신청이나 행
정소송 등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되돌려받은 환급금 및 감액 수치를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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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패소한 사례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법규 수범자, 법규 집행자 및 법적 최종 판단자의 부당공동행
위 관련 과징금 부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소송에서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해당하여 공정위가 패소
한 사례들의 유형 중 법규 적용의 오류나 행정절차상의 하자 등은 법규
내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비례평등
의 원칙 위배, 위반행위 기간 판단의 오류 및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판단오류의 문제는 시장구조 및 시장행태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
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과징금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에는 이러한 분석능력의 제고와 함께 부
당공동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환경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서론에
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한도의 증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시
정조치의 확정을 전제요건으로 요구하는 법규정의 삭제, 법원의 손해액
인정, leniency 프로그램의 활성화, 포상금 지급 확대, 부당공동행위 조
사 및 형사적 제재의 강화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 억제 및 사후
적 제재의 강도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
여 과징금제도가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부당공동행위의 일반적인 억제효과나 징벌효과는 과징
금 부과(벌금과의 연계 혹은 통합한 금전적 제재)를 통한 행정적 제재와 사소
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소송이 시
장에서 충분히 활성화된다면 과징금이 이러한 틀에서 재설정되어야 하
지만,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불특정한 다수에게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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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국가일 경우
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에 국한하고, 부당이득
환수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당공동행
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여 손해배상소송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과도기적으로 공정위에서 부당이득 환수
와 행정적 제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2) 피해자가 국가인 경우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에 국한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가 국가일 경우나 소수의 사인에게 발생할
경우는 피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소송
을 통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의 경우는 과징금의 법적 성격
을 행정적 제재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즉,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발생하
는 가격인상과 생산량 감축효과, 이른바 사장된 후생순손실 부분, 정부
가 담합행위를 적발, 감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비용
등이 행정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손해배상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은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적 재제 성격의 과징금 부과 및 소송을 통한 피해액의 손해
배상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학자들이 법
원의 감정을 받아 정밀한 계량분석을 통하여 법원에 손해액 감정보고서
를 제출한 건으로 법원의 법적 판단에 유효한 증거물로 받아들여진 사
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의 예가 군납유 담합사례이다. 군납유 담합의 사례에서 정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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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처음에는 과징금이 1,901억 원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
유 5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에서, 담합에 참여한 해당법인과 임
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한 국방부의 손해배상 청
구로 정유 5개사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삭감하여
그 액수가 1,212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2007년 서울지법 제18민사부는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군납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809억9,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서울고법 제10민
사부에서는 국가가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
소심에서 정유사들이 연대해 이자를 포함해 총 1,960억 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 민사소송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서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판결이 내려진다
면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은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3)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경우 과도기적 부당이득 환수와
행정적 제재 병행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한 연
구들에 따르면 손해액률은 적게는 5.7%에서 많게는 60%에 이르고 있
다. 이는 단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공정위의 부
당공동행위에 대한 최적재재의 규모가 과소 또는 과다하게 산정될 소지
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부당공동행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인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득의 환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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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인 억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적 제재금이다.
금전적 이득의 박탈 수준은 부당공동행위의 적발확률과 부당공동행
위로 인한 행위자들의 금전적 이득 및 사회적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제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당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의 규모 혹은 기대손실이 적어도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적발되지 않을 확률을 곱한 기대이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 규정과
같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피해액을 기준으
로 산정하는 것이 법집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과징금을 손해액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비례평
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인 위반행위 기간, 그리고 상품 또는 용역의 범
위에 대한 판단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위반행위 중
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에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과징
금 부과 행정소송의 패소사례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의
재량적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될 소지가 커지게 된다. 부당이득의 규모
를 기본과징금 산정시 활용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중대
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를기
본과징금이 아닌 의무적 조정금 산정시 고려하는 것이 법집행의 일관성
및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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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추정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하
되,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과징금 부과의 간결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의무조정금 산정과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를 하나로 통
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제도의 개선방
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사
항에 적용되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별도로 분리하고 재정비하여야 한다. 시장지배
적 남용행위, 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성격은 부당이득 환수보다는 행정제재적 성격이 강
하다. 부당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당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
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조치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부
당공동행위로 인한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이 사전적으로 예측되기 어렵
다. 여기에 형사벌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제재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단계의 과징금 부과 절차와 공정위
의 과징금 부과의 과도한 재량적 권한은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
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기본과징금을 담합에 의해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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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당이익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수범자인 기업들로 하여금 담합의
행위를 사전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법집행의 일관
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럴 경우 수범자들이 경쟁당국
의 객관적인 산정기준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보다 더 순응할
것이며,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행정절차상의 개선방안
(1) 책임소재의 명시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법령
을 재구성한 위법성 심사과정이나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매 단계별
판단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는 심결을 위해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
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소회의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전원회의
는 이의신청의 재결,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건, 경제적 파급효과
가 큰 사건 등을 담당하고, 소회의는 그 외의 사항을 담당한다. 그러나
각 사건별로 회의에 참석했던 담당자의 이름을 제외하면 누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매 단계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며 회
의 구성원의 선정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매 단계별 판단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판단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문제가 존재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카르텔 심사의 여러 단계에서 세부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과정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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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질 필요
가 없다면 매 과정에서 최대한 정확히 판단하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
어질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분석과정을 생략할 유인도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실제 심사과정에서 공동행위의 성격을 규정하고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은 조사관이며, 조사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위법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한
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의결서 등
에도 조사관과 초안 작성자 등을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
성이 있다. 과징금 산정과정 역시 법령의 과징금 가산 및 감경사유를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로 인
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징금을 지나치게 가산하거나 반대로
불충분하게 감경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 단계별 책임자를 명
시하거나 적어도 최종책임자라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 단계마다 판단의 주체를 명시한다면 카르텔 규
제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 카르텔 심사 및 규제 과정에서 판단의 정확성을 기
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세부기
준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책임자를 명시하여 어떠
한 생각으로 재량권을 적용하였는지 기술하도록 하면 보다 정확한 판단
을 내리고자 노력하게 되므로 심사과정의 일관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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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한 판단을 위한 심의절차 구조조정의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공동행위의 적발, 위법성 심사, 그리고 시정
조치, 과징금, 혹은 고발과 같은 처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주관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기소와 판결이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 특성으로 인해
한번 기소가 된 사건은 위법행위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에
서 위법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같은 기관 내에서
심의 및 판결을 진행하므로 자신들이 기소한 대로 판결하려는 동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단 사업체 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이상 해당 공
동행위가‘부당’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법성 심사를 시작하게 되므로
심의의 결과는 당연히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당공동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만
드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실제
로 법원에서 지켜지는 원칙이 공정위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세밀한
과정이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기소기관과 판결기
관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피심인들이 충분한 해명기회를 갖도록
하며, 해명기회는 명시적으로 주어져야만 하고, 서면과 구두해명이 모
두 가능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의 판단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견제장치도 필요하다. 참고로 책임자를 명시하고 기소와 판결을
분리하는 것은 내부 견제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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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지도와 카르텔 적용제외
(1) 규제법 vs 일반 경쟁법
미국의 Trink 판례와 Credit 판례의 쟁점은 통신시장과 증권시장에
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개별 산업영역에서의 규제법(specialist
regulators)과 일반 경쟁법(generalist) 중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욱 우

월한가 하는 것이다. 즉,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제외 범위는 개별 산업규
제체계(industry-specific regulatory regime)가 관련산업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
리고 산업규제체계와 반트러스트 체계 간의 상대적 우월성을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특정 개별 산업규제 영역에 반트러
스트법이 개입했을 때 잘못 개입하여 행위자들에게 불필요한 반트러스
트 책임을 부담시키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경쟁
제한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기업관행이 특정 산업영역에서는 반대로 경
쟁촉진적인 기업행동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이다.
개별 산업영역에서의 규제(regulation)와 반트러스트(antitrust)는 모
두 시장실패(market failures)에 대한 경제적 대응이다. 규제와 반트러스
트는 상호 보완적이며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
다. 정확하게 실행될 경우, 둘은 경제적 효율성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수단들이다. 물론 반트러스트와 규제는 경쟁촉진이라는 동
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게 된다. 반트러
스트법은 경쟁의 결과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혹은 경쟁적 시장의 결함을
바로잡기보다는 경쟁적 시장조건을 창설하거나 유지하고자 한다. 반면
산업규제는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가격규제 등을 통하여 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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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유사한 시장상황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와 경쟁
은 대체가 아닌 보완적 관계에 있고‘경쟁촉진’
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각각의 수단에 대한 사용 및 통제수단을 규제기관과 법원
등에 배분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수단 중 서로의 상대적 장점에 기
초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규제완화를 겪고 있는 규제산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regulation
과 antitrust는 융합하고 상호 동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규
제완화가 진행되는 규제산업의 경우에 산업규제 역시 종전의 전통적인
규제를 대신해 경쟁을 도입하고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고안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주된
개념 역시 경쟁법적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일반 경쟁법적 규제와 동일한 소위 산업별 경쟁법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실제 차이점은 이를 집행하는 집행기구 및 집행수단
의 문제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다. 즉, 산업별 규제와 경쟁법의 특성 및
차별성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규제를 집행하는 산업별 규제기관과 경쟁
법을 집행하는 경쟁당국이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집행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산업영역에서는 어떠한 수단이
경쟁촉진에 더욱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다. 특히 regulation과 antitrust가 모두 경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면 경쟁촉진을 다루는 양 수단 간의 상대적 우월성을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regulation과 antitrust가 추구하는 목표인 경쟁
촉진에서 의미하는‘경쟁의 본질’
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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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범자들에 대한 법적 안전성 제고방안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에 대한 법적 판단의 쟁점은 개별 산업
규제 영역에서의 사실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상의 카
르텔 금지규정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해결
을 위해 입법론적 접근과 해석론적 접근이 있다. 입법론적 접근은 개별
산업규제 행정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상호협조를 위한 법제를 개
선하여 양 기관 간의 모순된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됨으로써 수범자인
사업자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입법이라도 양 기관의 서로 다른 정책기조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는 행정지도를 입법형식으로 완전하게 통제할
수 는 없다.
입법적 개선노력이 개별 산업규제 영역에서의 행정지도와 공정거래
법상의 카르텔 금지규정 간의 충돌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는 있겠
지만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사업자들은 바로 이러한 한계선상에서 서
로 다른 행정기관의 목소리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를 선택해야만 하
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치국가적 한계에 그대로 노출되
며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러한 법치국가적 한계를 메워 주며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의 충돌로부
터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 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해석론의 기능이다. 해석론은 구성요건 단계, 위법성 단계, 책임 단계로
전개된다.
구성요건 단계에서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는 아예 독점금지법 제
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카르텔 금지규정,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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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볼 수 있다. 카르텔은 사업자 간의‘합의’
에 의한 공동행위가 있
어야 하며 사업자 간의 자율적 의사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그런데 사실
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자 간 합의를 하였을 경우
에는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합의가 아니므로 제19조상의‘합의’
에 해당
하지 않아 제19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특정 내용에 대
해 사업자 간 합의할 것을 행정지도하기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상적
인 기준을 제시해 주고 구체적 내용은 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해 확정되
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합의가 전적으로 사업자 간의 자율적 의
사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19조상의‘합의’
가 없었다고 판
단하기도 무리이다. 법원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 구성
요건상의 합의를 인정하고 공정거래법 제58조 적용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묵시적 해석과정에서 항상
전제되어야 할 사실은 개별 산업규제법과 일반 경쟁법 간의 충돌로 발
생하는 규범적 부조화의 부담을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따라서‘행정지도→법률에 의한 명령→정당한 행위→공정거래법 적
용제외’
로 전개되는 일련의 논리과정에서 만일 행정지도가‘법률에 의
한 명령’
으로 규범적 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받았더라도‘정당한
행위’
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경우, 궁극적으로는 행정지도에 따
른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위법하다고
평가받더라도 행위주체의 책임면제나 감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야 할 것이다. 비록 규범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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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받았지만 사업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 사실상 기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
고, 기대불가능한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적정한 정도로 책임을 감
경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제재의 법치국
가적 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상의 부당공동행위
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각각의 단계에서의 평가에
행정지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제재조치가
적절한지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이 구성요건과 위법성 단계를 모두 통과해 사회적으로 위
법한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그 비난 가능성이 행정지도 없이 개별 사업
자 간에 자율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경우와는 분명히 다르므로 책임의
감면이나 감경을 인정하며 과징금보다 시정조치를 통해 위법한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제재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해석론적 개
선노력은 결국 개별 산업정책과 일반 경쟁정책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 훼손의 치유와 카르텔 제재의 법치
국가적 한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정책은 우리나라에서 포기해서도 포기할 수도
없는 정책이다. 이러한 경쟁정책을 훼손하는 개별 산업규제 영역에서의
행정지도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지도의 관행을 그대로
둔 채 이에 따른 개별 사업자들의 처벌을 통해 개선하려는 것은 행정의
단일성과 법치행정을 통해 담보되는 법치국가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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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공동행위 추정제도 개선방안
(1) 합의의 추정 법리의 정립과 발전
법률적으로 합의는 엄밀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입증의 대상으로서의
합의를 정의하고 그 개념요소를 분석하는 문제와 합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식별하고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합의를 인정하거나 추정하는 문
제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합의의 추정 법리를
정립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활용으로 경쟁당국이 합의의 존재를 직접적
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과거보다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경우 여전히 정황증거를 토대로 하여
합의를 추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법률상 추정규정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요건 변화로 인하여 과거 법률상 추정규정에 의존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합의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
이 경쟁사업자들 사이에 병행적 가격책정이 존재하는 상황에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이 주로 적용된 까닭에, 합의의 추정 법리보다
도‘행위의 외형상 일치’
와‘경쟁제한성’
이라는 단순한 요건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효과가 부여된 합의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법리가 더 발
전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경우 합의의 추정 법리를 합리적으로 정립, 발전시켜 위법한 가격담합
과 과점적 상호의존성에서 비롯된 병행적 가격책정의 경계를 분명히 하
는 것은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합의의 추정 법리의 정립과 발전의 소재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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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법원의 판례가 집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원의 판례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열거한 후 이를 종합하여 합의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추정하는 과정에 어떤 정황증거가 보다 중요하거
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황증거들 간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정황
증거들을 의사소통 또는 접촉증거, 의식적 병행행위에 관한 증거, 그리
고 경제적 증거로 나누어 그 증거의 가치와 상호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법 제19조 제5항의 폐지
2007년 개정법은 개정 전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 추정요건이 법
문상으로는‘행위의 외형상 일치’
와‘실질적 경쟁제한성’
으로만 구성되
어 야기되었던 법적 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실질적 경쟁제한성’요건
을 삭제하고‘행위 공동성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요건을 도입하였다.
이 요건은 추정요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입증되는
대상이 되는 규칙(rule)의 형식이 아니라 여러 고려요소들을 종합하여 판
단되는 기준(standard)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해석상으로는
행위 공동성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법문에는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
당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과
같이 구조적 증거, 경제적 증거와 접촉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는 정황
사실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떤 증거가 판단에 필요한 제반 사정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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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러 증거가 제출된 경우 그 증거들 간의 상
호관계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법리적으로 정립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의 근본적인 문제는 규정된 요건의 내용이나 그 판단
방식이 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 문제인 사실상 추정의 그것과
별로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
태 등과 같은 정황사실은 사실상 추정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현행 법규정은 합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병행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는 경우와 구조적인 차이가 별로 발견되지 않는
다. 그로 인하여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과연 독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이 법규정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그 목적의 정당성을 분
명히 하여 그에 부합하는 해석 법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지만,‘행위의
외형상 일치’
와‘실질적 경쟁제한성’
을 추정요건으로 하여 합의가 사실
상 추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의가 법률상 추정될 수 있는 독특한
상황을 초래하였던 개정 전 법 제19조 제5항과 달리,‘행위의 외형상 일
치’
와‘행위 공동성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
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법
제19조 제5항의 추정요건을 법 제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실상 추정의
요건과 다르게 해석할 근거는 매우 약하다.
따라서 의식적 병행행위가 존재하여‘행위의 외형상 일치’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
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법률상 추정규정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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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법률상 추정규정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
하더라도 합의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황증거가 있는 상황
에서 선택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공정위로 하여금 법 제19조 제1항을 적
용하는 경우와 법 제19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의 차
이를 고려하여 어느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추정이든 법률상 추정이
든 그 추정의 요건이 사실상 동일하다면 추정의 번복에 관한 입증책임
을 어떻게 분배하더라도 그 효과의 차이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
에서 공정위가 단지 추정의 번복에 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
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조항의 적용을 선
택하는 정책적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
려울 것이다.
결국 현재의 법 제19조 제5항은 이를 적용하더라도 불필요한 논란만
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사문화될 운명을 가진 조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굳이 존치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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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당공동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여 업체가 이의신청이나 행
정소송 등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되돌려 받은 환급금 및 감액 수치를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체
에 부과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해당하여
패소한 사례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
은 법규 수범자, 법규 집행자 및 법적 최종 판단자의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당공동행위의 일반적인 억제효과나 징벌효과는 과징
금 부과를 통한 행정적 제재와 사소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두 가지가 병
행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소송이 시장에서 충분히 활성화된다면 과징금
이 이러한 틀에서 재설정되어야 하지만,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한 다수에게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당공동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국가일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은 행정
적 제재에 국한하고, 부당이득 환수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불특정 다수
에게 발생하여 손해배상소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과도기적으
로 공정위에서 부당 이득환수와 행정적 제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제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 규정과 같이 관련 매출
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이 법집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정위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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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다. 과징금을 손해액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
배되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인 위반행위기간 그리고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판단
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다. 부당이득 추정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하되,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과징금 부과의 간결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의무조정금 산정과 임의
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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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PG·소주·제약·통신요
금·대학등록금·음료·건설·유제품·제빵·신용평가 등 다수 업종
에 걸쳐 전 방위적인 담합조사를 실행한 바 있고 일부 업종은 지금도 진
행하고 있다.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은 업종은 LPG시장과 소주시장이
었다. 공정위는 언론에 담합에 대한 대가로 LPG업체들에게 1조 원 이
상의 과징금 부과할 것이고, 소주업체들에 대해서는 2,0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를 공언하였다.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나, 이러한 액수가 어떠한 근거하에서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논
의보다는 전례 없었던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 액수만이 언론에 부각되
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문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LPG업체들과 소주업
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와 처음 공정위가 언론에 공개한 과징금 부
과액수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LPG 7개사에 대한 과징금 총부과
액은 6,689억 원이었다. 11개 소주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272억 원을
부과하였다.1) 처음에 공개된 과징금 부과액과 실제 부과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징금 산정에 공정위의 재량적 판단의 소지가 너무 크다
는 반증이기도 하고 과징금 부과의 절차적 정당성을 공정위 스스로 훼
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징금 산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을
경우 법집행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1) 공정위 보도자료에 의하면‘소주업체들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의 범정부적인 물가안정대책에 부응
하여 가격인상폭을 조정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
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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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
더라도 그것은 단지 공정위의 법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
정거래법의 전문적이며 객관적이고, 탄력적인 적용을 통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공정위의 행정재량이 절차적 정
당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적절히 통제되지 못할 경우에는 경쟁질서를 보
호하기 위한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공정위가 시
행하는 규제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피규제자인 사업자에게 법적 안정
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갖는 재량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이 필
요하다.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과징금
관련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적지 않게 패소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부당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기존 100분의 5)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2) 또한 손해
배상청구에 관해 시정조치의 확정을 전제요건으로 요구하는 공정거래

2) 미국은「셔먼법」제1조에 주간 혹은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나 기타 형
태의 결합 또는 공모는 위법이고, 이에 대한 참가자는 중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조에는 주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의 어떤 부분이라도 독점화하거나, 독점화를 기도하거나 혹
은 독점화하기 위하여 타인과 결합·공모하는 자는 중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은 원칙적으로 과징금 규정이 없고, 다만 셔먼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과 FTC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벌
(civil penalty)의 두 가지 방식으로 경쟁법 위반에 대해 제재하고 있다. 벌금은 양형기준표(Federal
Sentence Guideline) 제8장을 기본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민사벌 절차는 FTC법 제5(m)조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인의 경우 1,000만 달러 이하 또는 위반에 의해 얻은 이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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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법개정은 시정조치 선확
정 요건이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제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으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
로 오인할 여지를 근본적으로 없앴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
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손해의
성질상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변론 전

끼친 손해의 2배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부과하고, 개인의 경우도 중죄로 취급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개인이 중죄를 범한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그 액수는 25~100만 달러, 당해 개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2배, 또는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
해의 2배를 상한으로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미국은 2004년 6월부터‘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를 통하여 셔먼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벌금 상한을 100만
달러로 인상하고, 징역형의 상한도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연인의 형사처벌 강도를 보다 높였다. 또
한 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을 1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FTC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규제수단은 우리의 시
정명령과 유사한 중지명령인데, FTC는 제5(1)조에 의해서는 중지명령에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제5(m)
조에 의해서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발령된 중지명령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선언된 행위를 한
회사나 FTC가 제정한 거래규제 규칙에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법원에 민사벌을 부과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U의 과징금은 과징금(fine)과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 payment)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의
과징금에는 우리 법상의 과태료도 포함되고, 제재적 성격이 강하며 부당이득의 환수 측면을 고려한다.
절차적으로 법원에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형벌의 성격은 없으며, 형벌과 병행 부과되고 있지 않다.
과징금은 조약 제81조 제1항(부당공동행위)과 제82조(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위반행위에 한하여 부과된
다.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주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재하고 있는데, 과징금은 당해기업의 연간 매
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일반적인 경쟁법 집행경향은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보다는 계도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부당공동행위에 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정시의 입법취지는 형사벌과 손해
배상청구 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상황하에 담합에 의한 부당이익 획득을 방지하고, 부당공
동행위 참여사업자가 취득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카르텔의 형성으로부터
얻는 기대이익이 그로 인한 기대비용보다 클 경우, 기업은 담합을 선택하게 되는데, 규제수단인 형사벌
이나 손해배상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고, 기대효과도 발휘되지 못하였다. 과징금은 원래 순수하게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이었으나, 1991년 과징금액의 인상으로 인하여 그 제재적 성격이 한층 강화되었
고, 과징금액의 산정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독점금지법 개정을 통해 제조업종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 이내로 중소기업 중 소매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도매업의 경우는 2%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오승 외 참조(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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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길을 크게 넓혀 놓
았다. 이러한 법집행의 환경변화는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손해배상소송
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의 납부와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의 손해액 배상과 더불어 형사적 제재
의 강화로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또한
경쟁당국은 부당공동행위를 시장경제의 공적 1호라는 인식하에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부당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leniency 프로그램이 대폭 활성화되고 있다.3) 즉, 기업이 담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보다 담합의 적발로 인하여 부담해야 할 기대비
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기업의 부당공동
행위를 사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업의 과
도한 부담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크게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파산
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의 정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3) 2005년 이후 카르텔 사건 과징금 부과건수 중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적용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8년에는 그 비율이 48.8%에 이르고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활용된 카르텔 사건수
(단위: 건)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카르텔 사건
과징금 부과건수

15

15

8

14

11

14

23

27

24

43

194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적용건수

1

1

-

2

1

2

7

7

10

21

52

비율(%)

6.7

6.7

-

14.3

9.1

14.3

30.4

25.9

41.7

48.8

27

자료:『공정거래백서』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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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4)
본 연구에서는 부당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및 경쟁
당국의 감시 및 조사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자 한다. 과징금의 합리적인 법경제학적 해석과 과징금 부과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은 경쟁당국, 기업, 정부, 소비자 및 법원의 판
단에 귀중한 실무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공정위와 기업 간의 행정소송에
서 공정위의 패소사례들을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정리해 보
고자 한다. 더불어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
는 대강의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4) LPG 수입업체인 E1은 2009년 매출 4조3,532억 원, 영업이익 87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매
출은 10.9%, 영업이익은 72.4% 감소한 것이다. 특히 당기순손실은 1,402억 원으로 대규모 적자가 났
다. SK가스(4만3,650원 150-0.3%)도 마찬가지다. 매출은 20.2% 줄어든 4조4,498억 원, 영업이익은
89.4%나 감소한 287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32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혐의로 LPG업체들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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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징금 부과 현황 및 법적 의미
1. 과징금 부과 현황
<표 1>의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부당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가 1조
4,279억 원에 이르고 있다. 부당공동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는
243건으로 전체 법 위반행위에 부과된 건수의 17.5%에 해당하나, 전체
과징금 부과액수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59.3%에 이르고 있다. 이는 부
당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기본과징금의 최대 비율(관련 매출액 대비)이 다른
법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기본과징금의 최대비율에 대비하여 높고,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징금을 크게 부과한 경쟁당국의
법집행에 기인한다.5)

5) 현행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에 따
르면 기본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율(관련 매출액 대비)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2%, 부당공동행위
10%, 불공정거래행위 1%로 규정되어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는 위반액 대비 최대 9%까지
부과할 수 있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연간예산액 대비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제5장 카르텔 과징금 제도 개편방안

55

#카르텔-작업파일-제5장

2011.1.26

11:48 AM

페이지 56

MAC45

2400DPI 175LPI

<표 1>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제적
집중억제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6

1

1,014

1

658

13(59.09)

14,513(89.17)

0

0

7

90

22

16,275

1997

0

0

0

0

6(66.67)

1,092(91.76)

0

0

3

98

9

1,190

1998

3

1,308

8

4,190

19(30.65)

31,991(23.50)

4

908

28

97,716

62

136,113

1999

1

962

5

992

15(18.99)

36,158(25.52)

18

223

40

103,369

79

141,704

2000

0

0

5

690

12(26.67) 198,812(88.18)

7

102

21

25,861

45

225,465

2001

2

5,663

2

302

7(8.64)

27,704(17.14)

25

6,384

45

121,601

81

161,654

2002

0

0

14

8906

14(17.07)

53,109(64.14)

19

276

35

20,507

82

82,798

2003

0

0

4

1612

9(29.03)

109,838(73.41)

10

1,028

8

37,141

31

149,619

2004

0

0

1

739

12(13.48)

20,184(81.43)

14

330

62

5,586

89

35,839

2005

0

0

4

3671

21(7.95)

249,329(96.29)

10

947

229

4,979

264

258,926

2006

1

32,490

2

552

27(18.49) 110,544(70.89)

5

806

111

11,548

146

155,940

2007

25

24,176

0

0

24(7.59)

307,042(72.98)

7

273

260

89,221

316

420,712

2008

1

26,616

0

0

43(43.00) 205,743(80.80)

16

709

40

21,557

100

254,625

2009

2

288,225

2

303

21(34.43)

52,903(14.45)

9

492

27

24,247

61

366,170

합계

36

380,454

48

22,615

243

1,427,962

144 12,478 916

563,521

15,81

3.46

0.94

17.52

59,32

0.52

23.41

구성비
2.60
(%)

자료: 200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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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징금의 법적 의미에 대한 논의
과징금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대체로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과 행정제재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다수
설의 견해이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도 어느 쪽
에 속한다고 획일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6)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원래 법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5차 개정법에 의해 과징금제도에 행
정제재적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과징금의
6) 우리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던 일본의 과징금제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최종원·김현종(1994)을 참조.
일본에서 과징금제도의 법적 성격은 제도도입 이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즉, 과징금제도가
가격 카르텔에 대한 부당이득의 박탈이라는 견해와 독점금지법 위반의 억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제도
라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논의의 초점은 양학설의 상반된 논리적 귀결에 모아진다. 즉, 부당이득환수설
에 따르면 공정취인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액의 산정에 대한 재량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
이 도출되나, 행정제재설에 따르면 그러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독점금지법에 제정된 형벌의
부과시 이중처벌의 문제를 야기시키는가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의 태
도는 도입 초기에는 행정제재의 성격도 강하게 고려하였으나 점차 부당이득 박탈로 그 법적 성격을 확정
하였다. 즉, 공정취인위원회는 1977년 법개정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과징금제도는 위법 카르텔이 다발하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금지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로서 위법 카르텔에 의해 얻어지는 경제상의 이익에 대해 그 납부를 명하는 것이다 ⋯⋯
과징금은 위법 카르텔을 배제하고 경쟁질서를 유지한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행정조치로
서 카르텔에 의한 이득을 징수하는 것이다. 과징금은 상대방에게 경제적 제재의 효과를 가지지만 형벌은
아니다. 행정관청인 공정취인위원회가 주가에 영향이 있는 위법 카르텔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액수를 산정하고 행정절차에 의하여 그 납부를 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당이득환수설에 따른 과징금의 법적 성격 규정으로 말미암아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액수의 결정에 대하여 공정취인위원회의 재량의 여지는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과징금의 법적 성
격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많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학자들의 비판은 과징금 부과의 비재량성에 있었
다. 즉, 과징금제도는 카르텔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
으면 무의미하며,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카르텔 에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정취인위원회가 주장하듯이 과징금의 부과가‘행정상의 조치’
라고 하더라도
제재의 의미가 강하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납부 여부나 납부액에 대하여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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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은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기본으로 하고 행정제재적 성격이
가미되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경제적 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나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위반
일 단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징
금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과되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없었다. 대법원도 제5차 법개정 전에 불
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에서“과징금
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
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라고 판시
하여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다. 대법
원이 2004년 10월 27일 선고한 판결(대법원 2002두6842, 군납유 판결: 과징
금납부명령취소)에서“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
률 제6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
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과징금을 부과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
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당
해 입찰담합의 구체적 내용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나
기타 사정으로서 조사에 협조 여부, 종전의 법 위반 횟수뿐만 아니라 입
찰담합으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
탈·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
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은 과거

58

카르텔 종합연구 (하)

#카르텔-작업파일-제5장

2011.1.26

11:48 AM

페이지 59

MAC45

2400DPI 175LPI

부당공동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의 구제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실
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적 기관이 부당이득을 환수하
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대로 공정거
래법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시정조치의 확정을 전제요건으로 요구하
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삭제와 법원의 손해액 인정 등은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길을 크게 넓혀 놓았다. 또한 소비자주권 의식 강화로 불특
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
고 있다. 이러한 법집행의 환경변화는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손해배상소
송의 증대로 나타나 부당이득 환수 차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근본적
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징금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목적으
로 법에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나 위반행위의 반복을
사전에 억지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과징금의 행정제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7) 특히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부당이
득 환수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부당공동행위의 반복을 사전

7)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6월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와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에서 각각 아파트를
분양한 동백지구 10개 건설사업자와 죽전지구 6개 건설사업자들의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 신문공표명령 및 과징금 253억 원을 부과하였다. 입주민들은 담합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입주자
이고, 그 과징금은 국가로 환수되는 돈이므로 입주자는 국가에 환수될 돈을 우회적으로 납부할 뿐이다라
고 주장하며, 따라서 과징금을 입주자에게 돌려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법률적으로 공
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이며, 이는 여타의 민·형사법
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답하였다. 과징금의 성격상 예산회계법에
의거 전액 국고에 세입조치되므로, 특정 목적에 사용하거나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징금은 행정질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행정벌로서 부과되는 것으로 탈루세금의 환수조치와 같이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가 아니며, 부과된 금액은 벌금형태의 국고수입으로서 국고에 환수되고 국회의 예산의
결에 의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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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억제하는 측면에서 제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판례가 있다. 이처럼 과
징금의 제재적 성격을 강조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그 금액의 산정에 있
어서의 공정위의 재량범위를 더 넓게 인정해 줄 여지가 있다. 공정거래
법상 공정위는 과징금의 부과 여부뿐만 아니라 부과시에도 구체적인 액
수산정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을 누리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부과요건으로는 단지 법 위반행위가 있
다는 사실만으로 족할 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해석의 문제로서 위반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제재
벌이라는 성격상 미국과는 달리 법원이 과징금 부과과정에 전혀 관여하
지 못한다. 또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면서도 그 부과기준으로는
대체로 매출액 또는 위반액의 몇 %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을 뿐으로 과징금 부
과의 재량권 행사시 남용 및 일탈의 가능성을 법규정 자체가 내포하고
있다.
판례도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
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부과액수
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
정위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고 거듭 판
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2002년 9월 24일 선고한 판결(대법원 2000두1713
건축사협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
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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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부과액
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
정거래위원회의 같은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
위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에 일정한 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은 단지 공정위의 법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전문적이며 객관적이고, 탄력적인 적용을 통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
고하는 데에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정위의 행정재량이 절
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적절히 통제되지 못할 경우에는 경쟁질
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공정
위가 시행하는 규제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피규제자인 사업자에게 법
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갖는 재량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
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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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위의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패소유형별 사례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08 회계연도 국가회계 결산보고
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감액 및 환급액은 2003～2008년 6년간
연평균 77.3%씩 증가했다. 2003년 68억 원에 불과하던 과징금 감액 및
환급액은 2007년 1,305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었고 2008
년에 1,201억 원을 기록했다. 과징금 환급 및 감액은 부과업체가 이의신
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이다. 2008
년 환급 및 감액된 과징금 중 94.3%인 1,132억 원이 부당공동행위로 부
과된 과징금이었다. 환급 총액이 높은 것은 과도한 과징금 부과가 원인
이며, 해당기업에서 법적 판결로 승소할 만큼 공정위가 부당행위에 대
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이다.
<표 2> 최근 6년간 공정위 과징금 감액 및 환급추이
(단위: 원)
연도

감액

2003

54억

14억

68억

2004

203억

394억

597억

2005

18억

246억

264억

2006

67억

656억

723억

2007

2억

1,303억

1,305억

2008

41억

1,160억

1,201억

자료: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 국가회계 결산보고서.

62

카르텔 종합연구 (하)

환급

소계

#카르텔-작업파일-제5장

2011.1.26

11:48 AM

페이지 63

MAC45

2400DPI 175LPI

공정위의 재량권의 남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과징금 관
련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적지 않게 패소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관련 행정
소송에서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해당하여 패소한 다양한 사례들을 몇 가
지 유형별로 정리할 수 있다.8)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고 있는 15건의 패
소사례들을 <표 3>에서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
는 것은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추정이 복멸되어 자연스럽게 과징
금 부과가 위법한 것으로 드러난 사례들이다. 이들 사례는 본 사례연구
에는 포함하지 않았다(예: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4247 철강
판결).9)

<표 3>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유형별 패소사례 건수
유형

건수

법규 적용의 오류

4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5

위반행위기간 판단의 오류

3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판단의 오류

2

행정절차상의 하자

1

합계

15

주: 2000년 대법원 행정소송 사례.

8) 이인권(2006)은 8건의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패소사례들을 정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분석대상을 15건으로 확대하였다.
9) 본 판결에서는 또한 철강회사 A의 가격인상행위 부분에 대한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은 복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1차 가격인상과 관련된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포함된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을 기초로 하
거나 1차 가격인상과 관련된 기간 등이 참작된 이 사건 각 과징금납부명령은 과징금 부과 재량행사의 기
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과징금납부명령
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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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 적용의 오류
(1)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시내전화 판결
원심은 통신회사 A가 2003년 11월 10일 통신회사 B에 대한 시장점
유율 미 이관분에 관한 정산금 지급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공조 파기 후 공격적 마케팅을 할 것을 검토한 사실, 통신회사 A는
2003년 10월 31일경부터는 가입비 면제 등의 특판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2004년 1월 1일 전화모집 위탁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 사실, 통신회사 A는 2004년 4월 1일 정기계약요금 할인
제도의 일종으로서 시내전화 매출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량회
선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통신회사 A는 합의를
파기하고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04년 4월
1일 이 사건 합의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통신회사 A의 시
내전화 매출액의 약 55%를 차지하고, 통신회사 B의 시내전화 매출액의
약 45%를 차지하는 LM 통화료(일반전화에서 휴대전화로 걸어서 통화할 경우
부과되는 통화료) 등 다른 시내전화요금은 인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

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통신회사 A가 시내전화요금
에 관한 대부분의 합의사항을 준수한 채 다량회선요금 할인제도를 시행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
리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본 2004년 8월 16
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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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하‘개정 시행령’
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은‘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

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개정 시행령 시행 후까지 지속된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 이전의 규정을 적용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세제 판결
기업분할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
사의 권리와 의무이나,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
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의 취지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
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세제회사 A로부터 2001년 4월 1일 생활용품
부문만을 분할하여 나오면서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인 2001년 3월 31일
까지의 위반행위 부분을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세제회사 A가 분할되기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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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분할시 책임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는 것이다.

(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3045 지하철공사 판결
공정거래법 제22조, 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기준은“입찰담

합에 있어서 입찰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5/100 이내, 입찰계
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
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입찰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함은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에는 계약을 체결한 당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 계약금액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된다. 일괄입찰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낙찰결정 이전에 당해 입찰이 무효라는 이유로
실시설계적격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였다면 법 소정의‘입찰계약이 체
결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사업자나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10억 원이
하이다.

기록에 의하면, 조달청은 이 사건 각 입찰 가운데 909공구 입찰이
무효이므로 건설회사 A를 낙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서울특별
시 지하철건설본부에 통지하였고, 그로 인해 건설회사 A가 실시설계적
격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 사실, 피고는 909공구 입찰에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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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가한 원고에 대하여 909공구 부분에 대한 과징금으로 14억
4,1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원심에서, 입찰
담합에 있어서 입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기준
을 10억 원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909공구
와 관련하여 두산건설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10억 원 이하로 제한
되어야 하고, 탈락업체인 원고의 과징금도 5억 원 이내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14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10)

(4)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화장지 판결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
전적인 제재이므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
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
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
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참조).11)

10) 원심법원으로서는 909공구에 대한 입찰담합에 있어 입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909공구 입찰에 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등을 따졌
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909공구 입찰에 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
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인하
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11)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파스퇴르유업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
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행
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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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8년 5월 27일 위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액
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처분은 위법하
다. 과징금 납부명령과 과징금 증액부과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
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1)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2누6110 흑연전극봉 판결
공정위는 흑연전극봉 회사 A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관련상품
매출액 5%의 범위 내로서 위 관련상품 매출액의 3%인 333만5,970달
러(위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약 43억9,600만 원)로 결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흑연전극봉 회사 B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들어 과징금을 감면 부과하여 다른 소외 회사들에 비하여 적은 관련상
품 매출액의 0.5%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고, 다른 소외 회사들에 대
하여도 관련상품 매출액의 1%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다. 흑연전극봉
회사 C의 경우, 이 사건 의결 당시에는 원고와 같은 3%의 부과비율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 사건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1%의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로서, 같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한
다든지, 실제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왜냐
하면 과징금의 부과와 같이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처분을 변경하려면 법령에 그 요건 및
절차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변경처분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고, 이
를 인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 또한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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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비율에 의한 과징금으로 조정되었다. 흑연전극봉 회사 B와 다른 소
외 회사들의 감면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
령 제35조 제2항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원고가
피고의 회의참석을 거부하였다거나 다른 소외 회사들에 비하여 국내에
서의 관련상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편이었다는(흑연전극봉 회사 B와 비교하
여 약 9만 달러 정도 많음에 지나지 않음) 사유만으로 유독 다른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보더라도 3배나 많은 부과비율에 의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라 아니할 수 없다.

(2) 대법원 2004. 10. 27, 2002두6842 정유사 판결 A
대법원은 입찰담합에 있어서‘계약이 체결된 경우’
라 함은, 입찰담
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
고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당해 사업자뿐만 아
니라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계약금액’
이 과징금 부
과기준이 되며, 담합이 수 개의 입찰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담합에 가
담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각 입찰에서의 계약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
징금의 액수가 법 제22조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이 사건 지침의 과
징금 부과기준 중 입찰에 관한 부분 또는 법 시행령 제6호 단서에서 정
한 방식에 의하여 그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이라
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담합 중 원고들이 들러리 참여자로서 입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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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가담한 부분에 관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계약을
체결한 부분보다는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
용하고, 정유사별로 조사에의 협조 여부나 종전의 법 위반횟수는 고려
하면서도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하
여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적인 면보다는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
되고 그 액수 또한 과다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입찰계약의 체결규모가
다른 정유사들과의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였으며,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군납유류 입찰담합 사건과 같이 전체 물량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순번을 정해 개별 물
량을 차례로 낙찰받게 되면 전체 입찰물량에 대해 하나의 담합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중
시하여 합의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게 전체 입찰물량을 기준으로 과징금
을 부과한 것과 당해 입찰계약 회사와 이른바 들러리를 선 기업에 대하
여 과징금 부과율을 달리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12)

(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5627 정유사 판결 B
공정거래법 제22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

12) 공정위는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자와 들러리 업체 간에 과징금 부과액수를 차등화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있으나, 보통 입찰담합의 경우 특정 입찰에서는 어느 한 사업자가 낙찰을 받고 나머지 업체들은
속칭 떡값 정도만 받지만, 다른 입찰에서는 담합에 가담한 다른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해 주기 때문에
낙찰자와 들러리 업체를 과징금에서 차등화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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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
이고, 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
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
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입찰담합의 구체적
양태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나 기타 사정으로서 조사
에의 협조 여부, 종전의 법 위반횟수뿐만 아니라 입찰담합으로 인한 이
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
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
피고인 공정위는 이 사건 입찰담합에 의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 중 5개 정유사에 대하여 일
률적으로 부과율을 4%로 정한 다음, 조사에 협조한 정유회사 A와 정유
회사 B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2.5%로 감액조정하면서도 원고들(정유
회사 C와 정유회사 D) 및 정유회사 E에 대하여는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

고 위에서 본 법 위반사실이 3회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액조정하
지 아니한 사실, 그 결과 입찰담합에 의한 전체 계약금액 7,128억 원 상
당 중 원고 정유회사 C의 계약금액은 1,167억6,500만 원, 원고 정유회
사 D는 844억800만 원이고 정유회사 E는 2,055억1,100만 원, 정유회
사 A는 1,684억8,700만 원, 정유회사 B는 1,376억7,300만 원으로서,
각 낙찰금액에 대한 과징금 비율은 원고들의 경우 18.1% 및 26%에 달
한 반면 다른 정유사들은 10.2% 내지 16.2%에 그쳤고, 특히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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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은 정유회사 E의 1/2 및 1/3을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함에도
조사에의 협조 여부 및 과거의 법 위반횟수의 면에서 동일하다는 이유
로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 종전에 피고는 입찰담합에 있어서 참
여자에 대해서는 입찰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절반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왔고,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원고 정유회사 D
는 2000년 6월 9일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한빛은행과 사이에 부채비
율을 2000년 말까지 806.6%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부채비율을 목표치 내로 감축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
여신의 중단, 만기도래 여신의 회수, 수출입 관련 외국환업무의 중단,
기업개선작업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의 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제
재조치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1997년 국내 외환위기 이후 국내외 사
업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2000년 회계연도에만 2,643억 원 가량의 당기
순손실을 내었고, 그에 따라 부채비율은 2000년 말 현재 무려 995.38%
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가 법 제22조와 법 시행령 제9
조 제1항, 이 사건 지침의 과징금 부과기준 중 입찰에 관한 부분 또는 법
시행령 제6호 단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그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담합 중 원고들이
참여자로서 입찰담합에 가담한 부분에 관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
어서는 입찰계약을 체결한 부분보다는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등 위
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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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정유사별로 조사에의 협조 여부나 종전의 법
위반횟수는 고려하면서도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하여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적인 면보다는 제재적 성격
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그 액수 또한 과다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입찰계
약의 체결규모가 다른 정유사들과의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건축사협회 판결
구 공정거래법(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
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
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부과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법 제55조의3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
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과징금의 부과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시행
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그 부과기준에 대
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피고는 법에서 정한 과징금의 구체적
인 부과액수의 산정을 위하여 내부적으로‘과징금 산정방법 및 부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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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이하‘지침’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위 지침이 비록 피고 내
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금
액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과징금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과징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지침상의 기준
및 법에서 정한 참작사유를 고려한 적절한 액수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징금 부과의 재량행사에 있어서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위 지침상의 과
징금 부과기준은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사안에 따라서 의무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기준에 엄
격히 기속되지 아니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침 자체에서 규
정하고 있고, 피고도 위 지침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2배에 상당하
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주된 이유로 원고들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한 참작사유들 이외에, 원
고들이 소속 건축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공동감리사무소 등에 참여
하도록 강제한 것이 아니며, 공동감리사무소 등에 대한 실제 참여율이
높지 않은 지역도 있고, 공동감리사무소 등에 참여한 건축사보다는 참
여하지 아니한 건축사의 수주비율이 높은 지역이 있는 등 그 경쟁제한
성이 위 지침상의 부과기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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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4누17480 아파트 분양 판결
원고 건설회사 A는 아파트건설·분양사업을 하면서 2003년 7월경
자회사인 건설회사 B와 지분을 50 : 50으로 정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
결하였다. 원고와 건설회사 B는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주택분양보증을 받았고, 아파트부지 매매계약, 등기, 광고, 제반 비용부
담, 분양계약도 모두 공동으로 행하였다. 그러나 건설회사 B는 담합을
논의한 동백지구 협의체 구성원이 아니고 그 회의에 참여한 바도 없으
며, 매출액은 2000년도 83억 원, 2001년도 180억 원, 2002년도 440억
원이어서,‘직전 3개연도 평균매출액’
은 236억 원이고, 이 금액에 대한
5%는 11억 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건설회사 B의 지분비율 내지 직전 3개 연도
평균매출액 등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건설회사 A의 관련 매출액 및 평균 매출액에만 기초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과징금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
하거나 당연히 참작하여야 할 사유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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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행위 기간 판단의 오류
(1)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2누16377 카드 수수료
판결
원고 카드회사 A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한 1998년 2월 16일
에는 카드회사 B와 카드회사 C만이(시장점유율 합계 44.6%), 할부수수료
율을 인상한 1998년 1월 21일에는 카드회사 C만이(시장점유율 합계
33.2%), 연체이자율을 인상한 1998년 2월 16일에는 카드회사 B와 카드

회사 C만이(시장점유율 합계 44.6%) 각 인상을 단행한 상태이다. 과연 원
고가 이 사건 요율을 인상한 각 날짜에 그들의 가격인상행위가‘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격인상행위가‘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그들의 시장점유율은 각 44.6% 또는
33.2%에 지나지 아니하여 1위 시장점유율 업체인 카드회사 D의 시장점
유율 38.7%에 비하여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낮거나 불과 5% 남짓 높은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인상한 각 날짜를 위반행위의 시기로 볼 수는
없고, 결국 카드 4사의 이 사건 요율 인상행위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인상을 단행한 카드회사 E의 각 요율 인상일에 이르러 외형상 일치가
이루어지는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카드회사 E의 각 요율 인상일을 시기
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초로서 원고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액 산정의 시기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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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요율 인상일로 삼아 이를 전제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과징금 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13)

(2)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4648 철강 판결
철강회사들의 철근가격 인상행위가‘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시장점유율
등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들이 철근가격을 인상한 날이 위반
행위의 시기인 실행개시일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부과기준 제6
호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위반행위기간 × 동기간
중 관련상품·용역의 매출액 × 5/100 이내’
라고 규정하고, 그 위반행
위기간과 관련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 과징금부
과 기준요소의 결정 5. 위반행위기간(영 제6호, 제10호 관련) 나.호, 다.호
는 법 제19조 제5항의 경우에는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시정
명령을 통지받은 날 이전까지 공동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을 위
반행위의 종기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가격
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가‘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
위’
에 해당할 때 비로소 부당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므로, 여기에서

13) 이러한 과징금납부명령은 그 부과 여부 및 액수의 결정 등이 피고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에 공정거래법이 정한 한도,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
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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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실행개시일은 위와 같은‘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
위’
와‘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는‘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
율, 당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시장의 특성과 현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가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
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과징금 부
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과징금납부명
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철강회사 A가 철근가격을 인상
한 2000년 2월 7일에는 국내 철근공급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들 등이 모두 철근가격을 인상한 상태였고, 그들의 가격인상
행위는 그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므로 그들의 일치된 가격인상행위가‘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
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원심 판시와 같은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한보철강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은 적정하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징금부과기준 요소나 과징금납부명령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고 철강회사 B, 원고
철강회사 C가 철근가격을 인상한 2000년 2월 1일에 과연 그들의 가격
인상행위가‘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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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의문이 드는 데도 원심은 위 가격인상행위가‘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그들의 시
장점유율, 그들이 생산·판매하는 국내 철근공급시장의 특성과 현황 등
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들이 철근가격을 인상한 2000년 2월 1
일을 위반행위의 시기인 실행개시일로 단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필
경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징금 산정
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철강회사 B
와 원고 철강회사 C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
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한다고 판결하였다.

(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화장지 판결
구 공정거래법(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
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
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부과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나, 이러한 과징금 부과의 재량행사에 있어서 사
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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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행위 중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은 원심 판시 2차 인상 및 3차 인상 부분에 한하고, 위반
행위기간이 아닌 원심 판시 1차 인하 및 1차 인상의 기간을 포함시킨 것
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벌써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
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
고,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4.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판단의 오류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OEM 패키지
에어컨 판결
주문자상표부착(OEM) 생산방식 납품업자가 OEM 생산방식으로 납
품한 상품의 매출액이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합의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이다. 구 공정거래
법(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95. 4. 1, 대통령령 제14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조, 구 공정거래법(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

자와 공동으로 이른바 부당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 매출액은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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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에서 품질불량·파손 등으로 대가의 일부
가 공제될 경우의 공제액 등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
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공동행위
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
질·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문자상표부착(OEM) 생산방식 납품업자
가 OEM 생산방식으로 납품한 패키지에어컨이, OEM 생산방식 납품업
자의 가격인상 합의의 내용, OEM 생산방식에 의한 패키지에어컨의 납
품 현황, 위 가격인상 합의가 OEM 생산방식에 의하여 납품되는 패키지
에어컨의 납품가격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OEM 납품업자가
OEM 생산방식으로 납품한 패키지에어컨은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합의
와 관련이 있는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로 인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
례이다.

(2)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화장지 판결
구 공정거래법(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
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
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부과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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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나, 이러한 과징금 부과의 재량행사에 있어서 사
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
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행위 중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되는 관련상품은 엠보싱 두루마리 화장지에 한정됨에도 피고는 과
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평균 매출액의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기간 동안
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관련상품
으로 엠보싱 두루마리 화장지 이외에 화장지제품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
으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벌써 과징금 부과 재량행
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
다라고 판시하였다.

5. 행정절차상의 하자
(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석도강판 판결
사업자들 사이에 석도강판의 운송을 사업자가 담당하여 판매할 때
에는 거래처까지의 실제 운송거리에 상관없이 사업자들 중 가장 가까운
생산공장과 거래처 간의 거리에 해당하는 협정 운송비를 징수하기로 하
는 운송비 합의를 한 경우, 석도강판의 가격에는 판매가격 외에 운송비
가 포함되어 있고, 운송비 합의는 국내 석도강판시장이라는 일정한 거
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구 공정거래법(1999. 2. 5, 법
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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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항은 당사자는 공정거래위
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5조의2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하여 고시한「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10호)은 위 각 규정을 반영하여, 위
담당하는 심사관은 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 및 심사관
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서로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제28조 제1항), 사건이 회의에 상정되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조치의견
은 제외)를 송부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제29조 제6항), 심사보고서에 위반사실 등
과 함께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 이
를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제26조, 제29조 제1항), 회의의 의장은 피심인

에서의 석도강판의 가격에는 판매가격 외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14) 위‘생산자 운송방식’
것이고, 판매가격이 동일·유사하였던 이상, 원고 등 위 사업자들은‘운송비 합의’
로써 운송비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석도강판의 가격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운송비 합의’
는 법 제19조 제1
항 제1호의‘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로서 국내 석도강판 시장이라는 일정한 거래분야
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운송비 합의’
의 경쟁제한
성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원고 등 사업자들이 거래처의 요청을 받아들여‘운송비 합의’
를하
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거래처의 운송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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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서가 제출된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고(제31
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피심인에게 서면으로 회의개최를 통지하여야

하며(제33조 제1항), 피심인은 회의에 출석하여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에
의한 심사결과 진술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38조), 심
의절차에서 질문권(제39조 제2항), 증거신청권(제41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피심인에게 최후진술권을 주어야
한다(제4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
령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거
래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여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
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정거래
위원회로 하여금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신중하게 처분을 하게 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
49조 제3항, 제5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은 설령 실체법적 사
유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행정절차
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게
되어 있으므로, 설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 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
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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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부당공동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여 업체가 이
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되돌려 받은 환급금 및
감액 수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공정위가 부당공
동행위를 한 사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재량권의 남
용·일탈에 해당하여 패소한 사례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법규 수범자, 법규 집행자 및 법적 최종 판단
자의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해당하여 공정위
가 패소한 사례들의 유형 중, 법규 적용의 오류나 행정절차상의 하자 등
은 법규내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비
례평등의 원칙 위배, 위반행위기간 판단의 오류 및 상품 또는 용역의 범
위에 대한 판단오류의 문제는 시장구조 및 시장행태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과징금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에는 이러한 분석능력의 제고와 함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환경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서론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한도의 증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시정조치의 확정을 전제요건으로 요구하는 법규정의 삭제, 법원의 손해
액 인정, leniency 프로그램의 활성화, 포상금 지급 확대, 부당공동행위
조사 및 형사적 제재의 강화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 억제 및 사
후적 제재의 강도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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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과징금제도를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부당공동행
위의 일반적인 억제효과나 징벌효과는 과징금부과(벌금과의 연계 혹은 통
합한 금전적 제재)를 통한 행정적 제재와 사소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두 가

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소송이 시장에서 충분히 활성화 된다면
과징금이 이러한 틀에서 재설정되어야 하지만,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불특정한 다수에게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
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국가일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과징
금은 행정적 제재에 국한하고, 부당이득 환수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불
특정 다수에게 발생하여 손해배상소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과
도기적으로 공정위에서 부당이득 환수와 행정적 제재의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것이 적절하다.15)

15) KT-하나로의 시내전화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서울YMCA 시민권익보호 변호인단은 담합으로 인
해 부당한 통신요금이 청구된 소비자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03. 8. 1~ 2004.
8. 1까지 12개월간 하나로텔레콤에 가입해 인상된 요금을 납부해 온 소비자 및 위 기간에 하나로 텔레
콤에 30,000원의 가입비를 내고 신규 가입했던 소비자를 상대로 2005. 6. 1~6. 10까지 열흘간 전국적
으로 소송원고를 모집했다. 모집 결과, 27개 지역 482명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
판부는 판결문에서 KT-하나로의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하
였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상의 손해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
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다. 본 사안 피해자는 100만 명에 이르지만,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
을 수 있는 소비자는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여 승소한 482명으로 제한된다.
482명 외의 피해자는 똑같은 사안에 의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다른 사례는 참여연대가 공정위의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담합 심결에
기초하여 피해를 본 소비자 27명을 원고로 모아 2개 회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에 단체로 손해배상
을 청구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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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국가인 경우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에 국한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가 국가일 경우나 소수의 사인에게 발생
할 경우는 피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환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소
송을 통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의 경우는 과징금의 법적 성
격을 행정적 제재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즉,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발생
하는 가격인상과 생산량 감축효과, 이른바 사장된 후생순손실 부분, 정
부가 담합행위를 적발, 감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비용
등이 행정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하
에서 손해배상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은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적
재제 성격의 과징금 부과 및 소송을 통한 피해액의 손해배상이라는 과
도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경제학자들이 법원의 감정을 받아 정밀한 계량분석을
통하여 법원에 손해액 감정보고서를 제출한 건으로 법원의 법적 판단에
유효한 증거물로 받아들여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의 예가 군납유 담합사례이다. 군납유 담합의 사례에서 정유사
에게 처음에는 과징금이 1,901억 원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
유 5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에서, 담합에 참여한 해당법인과 임
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한 국방부의 손해배상 청
구로 정유 5개사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삭감하여
그 액수가 1,212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2007년 서울지법 제18민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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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위사업청이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군납유류 담합으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809억9,000
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서울고법
제10민사부에서는 국가가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유사들이 연대해 이자를 포함해 총 1,960억 원을 지
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 민사소송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이다.
통상적으로 부당공동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받기 위하여 원고
는 담합의 결과로 초래된 가격상승의 정도를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나
손해액을 입증함에 있어, 원고가 사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요구
되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 경제적 피해란 일반적으
로 입증하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16) 미국 연방대법원은 손
해액이 단순 추측과 단순 추론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는 한, 비록 손
해액 추정치가 근사치라고 할지라도 그 손해액이 공정하고 합당한 추정
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라면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입장
을 취하고 있다.17)
한편 미국 항소법원들은 담합이 이루어진 계약과 원고측이 비교대

16) Continental Banking Co. v. Old Homestead Bread Co., 476 F.2d 97, 111(10th Cir.), cert.
denied, 414 U.S. 975(1973); King & King Enterprise v. Champlin Petroleum Co., 657 F.2d.
1147, 1156-1157(10th Cir. 1981), cert. denied, 454 U.S. 1164(1982).
17) Story Parchment Co. v. Paterson Parchment Paper Co., 282 U.S. 555, 563(1931); see also
Bigelow v. RKO Radio Pictures, Inc., 327 U.S. 251, 265(1946) “The
(
most elementary conceptions of justice and public policy require that the wrongdoer shall bear the risk of the
uncertainty which his own wrong has cre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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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선정한 경쟁적인 계약 간에 그 비교 가능성에 대한 원고의 입증
이 충분치 않거나 원고의 손해액 산정이론이 추측적인 경우에 하급법원
의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하거나 원고의 손해액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18) 경쟁법 집행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
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종종 경제학자와 통계학자 등 전문가들이 손해액
추정시 법정 증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미국에서는 원고측과
피고측이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손해액을 추정한다. 이들이 제공한 손해
액 추정방법과 통계적 해석을 기초로 원고측과 피고측 간 공방이 이루
어지며, 법원은 이 중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채택하게 된다.19)

18) McGlinchy V. Shell Chem. Co., 845 F.2d 802(9th Cir. 1988); Home Placement Serv. v.
Providence Journal Co., 819 F.2d 1199(1st Cir. 1987); Admiral Theatre Co. v. Douglas Theatre
Co., 585 F.2d 877(8th Cir. 1978).
19)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회귀분석을 통한 손해액 산정이 증거로 채택된 경우는 매우 많다. 특
히 1980년대 이후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통한 담합 손해액 산정방식은 여러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tate v. Schepps-Foremost. inc., et al. Case No. 6:91 CV414(1992) 관련
Sibley교수의 전문가 보고서 참조).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은 특히 건설시장과 학교 우유급식시장 입
찰담합의 손해액을 추정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 예컨대 건설시장의 경우 New York City
Convention Center 건설공사(1991), Washington주 고속도로 건설공사(1989), Alaska주 고속도로
건설공사(1988), South Carolina주 하수도공사(1986), Colorado주 고속도로 건설공사(1985),
Pensylvania주 고속도로 건설공사(1983) 등 계량경제학적 손해액 사용방법이 사용된 다수의 소송사례
가 있다. 학교우유급식시장의 경우는 Texas주(1992), Kentucky주(1991), Pensylvania주(1991),
Virginia주(1991), Tennessee주(1990), Mississippi주(1990), Alabama주(1989), Georgia주(1989) 등
여러 소송사례에서 계량경제학적 손해액 산정방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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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경우 과도기적으로 부당
이득 환수와 행정적 제재 병행
<표 4>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피해액을 추정한 연구들
이다. 손해액률은 나라별 그리고 업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손해
액률은 적게는 5.7%에서 많게는 60%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매출
액을 기준으로 기준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에 대
한 최적재재의 규모가 과소 또는 과다하게 산정될 소지가 있음을 간접
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표 4> 연구사례별 추정된 피해액률
구분

사례

Howard & Kaserman(1989)

Sewer Construction(USA)

피해액률 (%)
32～38

McMillan(1991)

Public-works Construction(JAPAN)

16～33

Nelson(1993)

Used Car(USA)

20

Froeb et al.(1993)

Frozen Seafood for DOD(USA)

23～30
6.0～12

Lee(1999, 2000)

School Milk(USA)

Lee & Hahn(2002)

Public-works Construction(KOREA)

15.5

Gupta(2001)

Florida state Road-building(USA)

8～10

Rock salt sold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60

Erickson(1976)

northern U.S.(USA)

Lanzillotti(1996)

School Milk(USA)

15～20

Baldwin et al.(1997)

Forest Service timber(USA)

5.7

Porter and Zona(1999, 2004)

School district milk-supply-contract(USA)

6.5

Werden(2003) &
Brannman and Klein(1992)
Carlton and Perloff(1990),

Electric power generating and transmission

Lean et al.(1985)

equipment(USA)

6.5
6.7

Albaek et al.(1997)

Ready-mix concrete(Denmark)

19

Swann et al.(1974)

Electricity-generating Industry(UK)

25

Connor(2003)

Compressed Industrial Gasses Industry (CANADA)

21

자료: Connor(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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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부당공동행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인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부당공
동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득의 환수와 사전적인 억제력을 담보할 수 있
는 추가적인 행정적 제재금이다. 금전적 이득의 박탈 수준은 부당공동
행위의 적발확률과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행위자들의 금전적 이득 및 사
회적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제재가 효과적이
기 위해서는 부당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의 규모 혹은 기대손
실이 적어도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적발되지 않을 확률을
곱한 기대이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 규정과 같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집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20) 또한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행
정소송에서의 패소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과징금을 손해액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인 위반행위기간
그리고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에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
정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앞

20) 손해액 추정에 기초한 기본과징금 산정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는 이인권(2006)에서 논의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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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논의된 과징금 부과 행정소송의 패소사례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
이 과징금 부과의 재량적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될 소지가 커지게
된다.21)
<표 5>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
중대성의 정도

관련 매출액 대비 부과기준율

(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10.0% 이하

(2) 중대한 위반행위

3.0~7.0% 이하

(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3.0% 이하

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기본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
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표 5> 참조).
중대성의 정도 판정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
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는데, 이는 상대적인 구분으로 주관적인 가
치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크다. 무엇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지, 그리
고 무엇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준거기준

21) 미국의 경우, 20% proxy 규정은 2006년 5월 독점금지 판결위원회의 20% proxy 유지 혹은 폐지에 대
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한 위원이 20% proxy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담합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을 경
쟁당국이 의무적으로 추정하는 안을 제기했다. 20% proxy 규정은 너무 재량적인 수치이고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분석 방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판결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
회 내부의 결론 후 최종 투표를 통해 20% proxy 규정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향후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질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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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다음 단계에서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의 규정
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와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
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이 산정된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부당이득의 규모가 기본과징금 산정시 고려되지 않고, 의무조
정금 산정시 고려된다는 것은 공정위에서 부과되는 과징금이 비례의 원
칙을 위배할 소지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다. 부당이득의 규모를
기본과징금 산정시 활용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중대성
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를 기본
과징금이 아닌 의무적 조정금 산정시 고려하는 것이 법집행의 일관성
및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부당이득 추정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하
되,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단계에
서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산정되는데,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법 제55조
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도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개연성
을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기본과징금의 액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과징금 부과의 간결성 및 일관성을 유지
하고 과도한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의무조정금 산정과 임의적 조

제5장 카르텔 과징금 제도 개편방안

93

#카르텔-작업파일-제5장

2011.1.26

11:48 AM

페이지 94

MAC45

2400DPI 175LPI

정과징금 산정단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부
당공동행위 과징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적용되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에서 부당공동행위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을
별도로 분리하고 재정비하여야 한다.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성격
은 부당이득 환수보다는 행정제재적 성격이 강하다. 부당공동행위에 부
과되는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
일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당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
정조치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이 사전적으로 예측되기가
어렵다. 여기에 형사벌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제재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단계의 과징금부과 절차와 공
정위의 과징금 부과의 과도한 재량적 권한은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기본과징금을 담합에 의해
획득한 부당이익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수범자인 기업들로 하여금 담
합의 행위를 사전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법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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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럴 경우 수범자들이 경쟁
당국의 객관적인 산정기준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보다 더 순
응할 것이며,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경쟁
당국이 손해액 추정치에 기초한 과징금 산정의 정당성을 담합행위자에
게 심의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를 도
출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의 통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심결에 불복한
피심인이 공정위에 재결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피심인의 이의신청
을 기각, 일부 인용, 또는 전부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2007년
이후 공정위가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거나 과징금을 면제해
준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기본과징금을 담합에 의해 획득한 부당이익
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공정위와 피심인 간의 의견차를 크게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당이득 등의 객관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추정된 금액에
위반행위 유형별로 적발확률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한 징벌승수를 곱
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징벌승수의 추정치는
위반행위별로 경제적으로 산출된 적발확률에 반비례한 수치로 정하는
데, 위반행위별 적발확률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주어진 법적 재재수단을 가지고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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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면서 부당공동행위의 발생빈도와 정도의 추이를 감안하여 손해액
을 기초로 하되 징벌승수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2) 이럴 경우 기본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라는 객관적 기준, 즉 사회적 피해 기준을 출발점으로 설정하여 위반행
위의 효율적인 억제의 필요에 맞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만일 독점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이 그 위반이 사회에 끼친 비용보다 가볍다면 잠재적
위반자는 그 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부과될 비용
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계산하게 되고 이는 과도한 불법행위
를 초래하게 된다. 부당공동행위 규제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제재의 강도는 그 행위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과 일
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형벌을 강화하는 방안보다는
과징금의 운용수준을 합리화하여 사회적 비용에 근사시키려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그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
하다면, 위반행위의 결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액과 균형을 이루도록
과징금의 액수를 조정하여야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제도적 목적이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손해
액 산정이다. 선진국 등에서는 손해액 산정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법집행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 문제는 그리 큰 걸림돌은
22) 미국은 1950~1960년대 전기장비산업, 1970~1980년대 고속도로 건설산업, 1990년대의 학교우유급식
시장에서 광범위한 명시적 혹은 암묵적 가격공모에 대하여 사후적인 제재와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하
기 위하여 벌금액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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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23)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자료의 적극적인 공개와 보다 쉽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기대이익과 기대손실 계산을 보다 쉽게 산
정할 수 있고 경쟁당국은 담합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규제
강도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경
쟁당국이 국가의 물적·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공권력을 통해 직접적으
로 판단하고 개입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사법절차에 의거한 당사자의 법
적 다툼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장경제원리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며 비용편익분석 차원에
서도 훨씬 용이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및 소비자의 행동의 불
확실성을 크게 줄여 주며 사법부의 명료한 법적 판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개별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전체 시장의
관점에서 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여, 경쟁제한적인
23)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영향을 받은 원고의 실제상황과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처하였을 가상적 상황 간의 차이로 측정된다. 원고가 처하였을 가상적 상황이란 원고의 실제상
황과 불법행위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all other things being equal) 상황을 말한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가상적 상황이 어떠할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여야 한다. 담합의 경우 구매자가 입
은 손해액은 담합으로 인해 더 지불하게 된 금액인바, 이를 산정하려면“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
(but for price)”
을 추정한 뒤, 이 가상적 경쟁가격과 원고가 실제 지불한 가격 간의 차이, 즉 담합에 의
한 부당이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손해액에 근사하는 추정치를 얻으려면 구체적인 원가관련
회계자료 분석이나 정치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려면 원가요인, 수요조건, 경쟁사들의 전략적 행동, 생산능력, 기업특정적 효과, 시
간특정적 효과 및 시장특성 등을 반영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정은 고도의 경제학
적·계량경제학적 지식이 요구되어, 실질적으로 공정위가 내부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혹은 외부 전
문가 집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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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거래 상대방, 경쟁자, 나아
가 일반 소비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므로, 사소제도를 활성화하여
법 위반행위의 억제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가능하게 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부당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충분히 활성화된다면 현재
의 과징금제도는 행정제재적 성격으로 국한하여 벌금제도와의 연계 및
통합을 고려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재량권을 크게 줄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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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 on Cartel

In Kwon Le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rastically changed Fair Trade Act, in
particular, codes of regulation on unfair collusion in the end of 2004.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regulation change on the
formation of cartel, antitrust damage suit, and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 And also, this research explores on the types of
abuse in the levy of administrative fine through the deep analysis of
the existing judicial precedent case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overnment agency should asses the basic fine on the basis of proper
damage estimation, not on the basis of the certain percentage of gross
sales. This legal approach may help the consistency,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legal enforcement. This study also suggest that at the
stage of active antitrust damage suit, the financial remedy rely on
damage suit and the fine focus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reflecting
dead weight loss and enforcement cost due to the collusion in
oligopoly market.
Keywords: cartel, basic administrative fine, antitrust damage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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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금융·주류 등 특정 산업에서“사업
자들이 가격담합을 했다”
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사업
자들은“관할 행정청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
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관할 행정청이 필요에 따라 개별 산업 규제영역에서 사업자들의
통일적 행동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공정거래
위원회는 행정지도가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공동행위라도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공동행위(카르텔)
에 해당한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자
신들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규제 행정청의
요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엄마는 하지 말라고 하고 아빠는 하라고
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처음부터 상충
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개별 산업을 규제하는 행정
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상호 협조를 강화하는 법제를 개선하여 모
순된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완
벽한 입법이라도 양 기관의 서로 다른 정책기조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고 법적 근거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는 행정지도를 입법의 형
식으로 통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바로 이러한 한계선상에서 사업자
들은 어느 한쪽을 따라야 할지 선택해야만 하는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행정지도에 따름으로써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제재를 가한다면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
게 침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후적인 제재의 적절성을 담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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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해석론)이 필요하다.
국가권력에 의한 제재의 적절성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
지만 이럴 경우 과잉제재의 위험이 있다. 직관이 아닌 체계적이고 논리
적인 사고의 틀이 필요하다. 법학에서는 국가가 제재하고자 하는 사인
(私人)의 행위를‘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
의 단계별로 분석하고 있
다. 이러한 세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했을 경우에만 국가권력에 의한 제
재가 가능하다.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사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법치
국가적 한계를 지키기 위함이다. 원래 이러한 논리의 틀은 형법영역에
서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에는“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사람을 살
해한 자’
가 살인죄의 구성요건이다. 이 단계에서는‘사람’
의 범주를 어
디까지 볼지, 즉 태아나 뇌사자를 사망케 한 경우‘사람’
을 살해한 것으
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바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당방위처럼 살인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
관적 상황이 존재한다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인행위는 적법행위
가 된다. 살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평가되더라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적법행위를 할 것이라
고 기대하기 어려운‘주관적 상황’
이 존재한다면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
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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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단계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는“2인 이상의 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경
쟁제한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카르텔을 금지하는 구성요건이
다. 구성요건 단계에서의 쟁점은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자들이 합의를
했을 경우 과연‘합의’
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합의’
란당
연히 자율적 의사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원칙적 입장은 법적 강제력도 없는 행정지도에 따라 합의한 것
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구성요건상
의‘합의’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
사하며 사실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청의 권고적 요구를 사업자들이 거
부하기는 쉽지 않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원칙론만 고집할 것이 아니
라 사업자와 행정청의 전반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강제력 수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자율적‘합의’
가 부정되어 카르텔 금지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특정 내용에 대해 사업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해 주고 구체적 내용은 사업자 간의 자율적 합의
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도‘합의’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구성요건 단계 이후의 위법성과 책
임 단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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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단계
‘합의’
가 인정되어 사업자들의 행위가 카르텔 금지 구성요건에 해당
한다고 해서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일단은 위법한 행위이지만 혹시 이러한 위법성을 제거할 만한 사
유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는“사업자가 다
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와 법원은 여기서‘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
이란 자유경쟁
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령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행
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
에 의한 명령’
에 해당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개별 규제법에서 행정청
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면 제58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렇게 엄격하고 좁게 해석할 경우
행정지도에 따른 카르텔이 제58조의 적용을 받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제58조의 해석은‘행정지도의 본질’
과‘개별
산업규제법과 공정거래법 간의 충돌과 조화’
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지도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이 자신의 임무범
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여기에 행정지도의 효용성이 있다. 법령상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는 행정지도가 오히려 예외적이므로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행정지도의 본질을 외면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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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별 규제법에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
우 역시 매우 드물고 그러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모호하다. 이러한 형식적 해석과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58조 해
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미국 판례의 최근 동향은 개별 산업 규제법과
(cost-benefits analysis)
공정거래법 간 충돌의 문제를‘비용-편익 분석’

에 기초하여 해결하고 있다. 개별 산업영역에서의 효율적 기업관행을
반경쟁적 행위로 규정하며 독점규제법을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에 발생
하는 사회적 비용(false positive error cost)이 그 반대의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false negative error cost)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따라서 산업
별 특성과 규제체계, 집행수단 등을 고려하며, 특정 산업영역에 독점금
지법을 적용할 때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책임 단계
행정지도에 따른 카르텔이 제58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
다고 해도 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특정 행위가 카르텔의‘구성
요건’
과‘위법성’관문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질서 전체라는
객관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동이
라도 개별‘행위자’
의 주관적 관점에서 위법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행위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적 구속력으로 인해 이에 따
를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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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되어야 한다. 이때에도 카르텔의 위법성은 인정되므로 이러한 상태는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의 카르텔 위법성은 전적으로 사업자 간
의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의 개입으로 유발된 측
면이 강하므로 거액의 과징금이라는 제재수단을 통해 위법성을 제거하
고자 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 과징금보다는 시정조치를
통해 위법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한다.

결론
경쟁정책은 우리나라에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는 정
책이다. 이러한 경쟁정책을 훼손하는 개별 산업규제 영역에서의 행정지
도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행정지도의 관행을 그대로 둔 채 이에 따른
개별 사업자들의 처벌을 통해 개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행정의 단일
성과 법치행정을 통해 담보되는 법치국가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기 때
문이다. 국가권력의 행사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사전적(입법
론)·사후적(해석론) 정책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입법부는 사전적 입법을

통해 두 가지 목소리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두
가지 목소리가 흘러나온 경우 사법부가 사후적인 해석론을 통해 사업자
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빠 말을 들었다
고 엄마한테 혼났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마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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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이 가격담합을 했다며 과징금을 부
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업체들은 자신들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행정지
도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개별 산업규제법 영역에
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행정청의 행정지도와 일반 경쟁법인 공정거
래법상 금지되는 부당공동행위(카르텔) 간의 갈등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기반을 둔 경쟁정책은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방송, 에너지, 통신, 금융, 운송 등 특
정 산업에서는 개별 산업의 특징을 고려해 다양한 정부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가격규제, 시장진입의 규제 및 서비스 품질의 규제와 같은 경제적
규제는 공정거래법과 대체 또는 갈등의 소지가 항상 상존하고 있다. 이
러한 갈등은 개별 사업자에게 부당한 규제부담을 강요할 뿐 아니라 나
아가 당해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들 사이의 공동
행위 중에는 개별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정부의 강한 규제를 받던 산업에 경쟁이 도입되어 자유화되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시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장의 발전
에 따라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규제권한을 약화시키거나 폐지시켰음에
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기관은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여 행정지도라는 사
실행위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
하도록 유도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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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때 사업자들은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므로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지
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이를 따를지 말지는 개별 사업자들이 알
아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공정위가 문제 삼는 것은 행정지도 자체를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빌미로 업체들이 사전·사후적‘합
의’
를 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는 입장을 굽
히지 않고 있다.
행정지도가 개입되었다고 해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침해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사업자들에
게 독점규제법에 따라 과징금이나 형벌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위에 대한 독점
규제법의 적용과 관련한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
면을 모두 고려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두 측면은 특별한 산업영역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전
제되어 있는 개별 규제법과 일반 경쟁법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
인가라는 큰 그림 속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 개별 규제법 영역에서는 특
정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다보니 일반 경쟁법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행위들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개별 규제법과
일반 경쟁법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과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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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개별 산업영역
에서 구속력이 있는‘법’
이 아니라 비구속적인‘행정지도’형식으로 기
업들의 행위를 유도했을 경우이다. 즉, 개별 규제
‘법’
과 일반 경쟁
‘법’
간의 충돌을 조화시키는 것이 1차방정식을 푸는 문제라면 규제영역에서
의‘행정지도’
와 경쟁
‘법’간의 충돌을 조화시키는 것은 2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러한 2차 방정식의 궁극적인 해(解)는 행
정지도를 따른 개별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지우면서도 개별 산업
규제법과 경쟁법을 최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조화점을 행정
지도에 따른 카르텔 제재의 법치국가적 한계라는 관점에서 모색해 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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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카르텔 제재의 법치국가적 한계와 행정지도
1. 행정지도에 따른 카르텔 제재의 법치국가적 한계
(1) 문제제기
행정지도에 따른 카르텔 제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해석론적 접
근과 입법론적 접근이 있을 수 있다. 해석론적 접근은 공정거래법 또는
해당 규제산업의 규제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양자의 모순
및 저촉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입법론적 접근은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
조항과 각 규제법률을 정비하는 것과 아울러 더욱 광범위하게 입법적으
로 규제산업 고유의 규제체계와 공정거래법 사이의 체계적 조화를 추구
하는 방법이다.
물론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행정지도의 구속력 및 발동의 법적 근거가 개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
에 일률적으로 허용 여부 및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 산업영역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경쟁법의 적용제외를 세세
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개별 산
업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업행동을 포섭하지 못하며 획
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용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적 접근
이 아무리 잘 이루어지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 규제법과 일반
경쟁법 간의 충돌 또는 모순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발생이
다양한 형태의 행정지도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까지 고려해 본다면 입
법론적 접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선상에서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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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방식은 그 만큼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규제와 경쟁정책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과 해석론
의 매개적 기능을 하는 조항이 공정거래법 제58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동 조항은 산업규제와 경쟁정책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인 개별 규제산업과 경쟁정
책 간의 충돌해결을 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고 일반
규제산업에서의 법률이나 이러한 법률에 기초한 명령이 공정거래법과
충돌할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가‘정당한 이유’
가 있으면 공정거래법 적
용을 제외시켜 적법행위로 보는 것이다. 제58조가 입법론적 해결을 위
한 시도이기는 하지만 과연 개별 산업규제법상의 어떠한 행위가‘정당
한 행위’
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론이 제시될 수 있다. 특히 개별
산업규제영역에서의 행정청의 행정지도가 법률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과연‘법률에 의한 명령’
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이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산업규제 영역에서의 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상
의 카르텔 금지규정 간의 충돌을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공정거래법 제58
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동 조항의 기능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공동행위 문제’해결의 최종
해(解)인‘개별 기업들에 대한 부담 최소화와 개별 산업규제법과 일반 경
쟁법 간의 조화’달성을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카르텔 제재의 법치국
가적 한계라는 관점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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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론적 접근
2인 이상의 사업자 간에 상품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합의
를 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독점규제법 제19
조(부당공동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
금, 벌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재가 과연 정
당한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직관적으로도 정당성 여부를 어느 정도 가
늠해 볼 수 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관에 근거한 판단은 과잉제재의
위험을 낳을 수 있다. 직관이 아닌 체계적인 논리적 사고의 틀이 필요하
다. 법학에서는 제재하고자 하는 행위의 법적평가를‘구성요건→위법
성→책임’
의 순서로 분석하도록 하며, 직관적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 하
고 있다. 사인의 행위가 이러한 세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했을 경우에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사인의 자유를 보호하
며 법치국가적 한계를 지키기 위함이다.1)
독점규제법 제19조에서는‘2인 이상의 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경
쟁제한 행위’
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구성요건→
위법성→책임’
이라는 세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제재할 수 있
다. 그런데 사업자 간의 합의가 행정청의 행정지도에 의해 촉발된 경우
이러한 관문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1) 원래 이러한 논리 틀은 가장 강력한 사인에 대한 국가권력 행사인 형법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에는‘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
다.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태아나 뇌사자를 사망케 한 경우‘사람을 살해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살
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당방위 상황처럼 살인행위를 정
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인행위는 적법행위가 되어 위법성
이 조각되어 살인죄를 물을 수 없다.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살
인을 저지른 사람이 적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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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성요건 단계
우선 구성요건 단계에서의 쟁점은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자들이 합
의를 하였을 경우 과연 자율적 의사를 전제로 한‘합의’
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이다. 구성요건에서 요구하고 있는‘합의’
는 당연히 의사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때 법적 강제력도 없는 행정지
도에 따라 합의한 것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카르텔
구성요건상의‘합의’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의 원칙적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
이지 않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원칙론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와 행정청의 전반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사실적 강제력 수반
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 이럴 경우 자발적‘합의’
가 인정되지 않아 카
르텔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이다.

(ⅱ) 위법성 단계
‘합의’
가 인정되어 사업자들의 행위가 카르텔 금지 구성요건에 해당
한다고 해서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혹시 위법성을 조
각시킬 만한 사유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
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개별 산업규제법에서 명시적으로 카르텔 적용제
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서“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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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더라도 그것이 다른 법률과 이러한 법
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바로 적법
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정당한 행위’
이어야만 한다.
제58조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개별 규
제산업 영역에서 행정청의 행정지도를 의회가 만든‘법률’또는 이러한
법에 근거를 둔‘법률에 의한 명령’
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행정지도를‘법률’
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법률에 의한 명령’
에 해당
할 수 있겠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다. 만일‘법률에 의한 명령’
이라고 볼
수 없다면 행정지도에 따라 발생한 카르텔은 적법할 수 없다. 의회가 제
과 일반 경쟁
‘법’
이 충돌할 때
정한 개별 규제
‘법(또는 법에 근거한 명령)’
과연 어느 법에 따르는 것이 적법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지,‘법’
을 무시하며 이것보다 하위에 있는 행정지도를 따랐을 경우
에는 당연히 위법한 것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의 쟁점은 행정지도를 어
떠한 논리과정을 통해‘법률에 의한 명령’
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는 볼
수 없는지를 논하는 것이다.
만일 행정지도를‘법률에 의한 명령’
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개별 규제
‘법’
과 일반 경쟁
‘법’
의 충돌과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두
번째 측면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만일‘법률에 의한 명령’
으로 볼 수
없다면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경쟁법상의 규정, 특히 카르텔 금지규
정을 위반한 경우 위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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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쟁점은 행정지도를‘법률에 의한 명령’
으로 볼 수 있고 이러
한 행정지도에 따라 개별 사업자들이 행동한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
이어야 한다. 이것은 제Ⅲ장에서 중요하게 다룰 특정 산업
영역에서의 개별 규제법과 일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 간에 충돌이 발생
할 경우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즉, 양 법영역
의 충돌시‘정당한 행위’
의 해석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iii) 책임 단계
만일 행정지도에 따른 카르텔이 제58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특정 행위가 카르텔의
‘구성요건’
과‘위법성’
이라는 관문을 통과했는지의 판단은 법질서 전체
라는 객관적 관점에서의 판단이다. 그러나 특정 카르텔 사건이 객관적
으로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특정 사건에서 개별‘행위자’
라는 주
관적 관점에의 판단이 한 번 더 필요하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
동이더라도 주관적으로 위법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행
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적 구속력으로 인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조각시키거나 감경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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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단계별 제재
행정지도에 의한 행정기관의 개입을 이유로 합의나 위법성이 부인
되는 경우에는 문제된 공동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자
들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벌을 부과하
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책임감면사유로 보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형벌은 적절하게 감면되겠지만,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정조치는 이미 발생한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번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정조치의 본질은 수범자의 책임을 전제로 수범자에게 어떠한 제
재를 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위법상태를 해소하여 적법한 상태로
되돌리거나 향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
이 시정조치를 과징금과 같은 행정상 제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다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인정되면 비록 수범자에게 책임이
면제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과징금 부과는 부
당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
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성격과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가 함께 있는 것이므로 책임이 감면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업
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도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제재의 법치국가적 한계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상의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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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각각의 단계에서의 평가에 행정지도가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제재조치가 적절한지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
르텔이 구성요건과 위법성 단계를 모두 통과해 사회적으로 위법한 평가
를 받는다고 해도 그 비난 가능성이 행정지도 없이 개별 사업자 간 자율
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경우와는 분명히 다르므로 책임의 감면이나 감경
을 인정하며 과징금보다 시정조치를 통해 위법한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
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3) 입법론적 접근
독점규제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는 관계행정기관
의 장이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독
점규제법 제63조 제1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
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독점규제법 제63조 제2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독
점규제법 제63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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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
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
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행
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
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독점규제법 제63조 제4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관여권을 행정지도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관여권을 그보다 약한 효력을 가지는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적 행정지도에 대한 관여권을 중심으로 종래 수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동일한 국가기관인 행정지도의 주체인 행정당국과 경쟁당국이 상호 모
순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개별 산업규제 영역에서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경쟁제한적 행정지도가 행해졌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63조상의 관
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행정지도에 따른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하고, 공정위가 관여권을
행사하였지만 다른 행정당국이 의사를 굽히지 않아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을 제도화하여 사업자측에
서 당해 행정지도에 따르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위반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2)
2) 자세한 설명은 김두진(2007), pp.125-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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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63조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여권의 적극적 활용
외에도 개별 산업규제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한 다
음과 같은 법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3) 규제기관과 공정거래위원
회 간 협력은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ⅰ) 상호협력의 첫
단계로서 일반적 협력의무와 통지의무가 있다. ⅱ) 협력의무나 통지의
무보다 한 단계 진전된 제도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의견진
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권한행사 과정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ⅲ)
다른 기관의 권한행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주장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ⅳ) 상호 협력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행정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
는 것이다. 개별 산업규제행정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권한분리에
서 오는 정책혼선과 비일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두 기관 간의 상호협력
을 위한 이러한 단계적 협력조치들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을 제재하기 위해 마련
된 최소한의 법치국가적 관문인 구성요건(제19조)-위법성(제58조)-책임
의 각 단계를 해석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카르텔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기화로 개별 사업자들이

3) 자세한 내용은 이원우(2005), p.3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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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합의를 했다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라는 원칙론만 거듭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위반행위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법집행
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과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
을 제고하고자“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을
마련하였다.
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① 행정지도가 부당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당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②
다만, 그 부당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이다.4)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의 의미를 대법원 1997. 5.
19, 선고 96누150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
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
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을 말한다. 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지침은ⅰ) 행정기관이 사업자 간 합의를 유도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와5) ⅱ)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

4) 지침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제58조에 해당하기 위한 행정
지도는 법률유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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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이 이를 기화로 별도의 합의하에 부당공동행위를 한 경우로 나누
고 있다. ⅰ)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사업자들
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부당공동행위가 행해졌다 하더
라도 그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관련 판례로 서울고법 1992.
1. 29, 91구2030판결6)과 서울고법 2004. 5. 12, 선고 2003누5817 판
결7)을 들고 있다.
다만 다음 각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첫째, 다른 법
령에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둘째,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
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는 것을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그 행정지도의 목
적, 수단, 내용, 방법 등이 근거법령에 부합하고 사업자들이 그 행정지
도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력

5) 행정기관이 사업자 간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는 첫째, 업계의 합의를 거쳐 적정한 수
준에서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경우, 둘째, 정부의 공무원과 사업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가격인상폭 등을 합의한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다.
6)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따름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체로
서는 독자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하였어야 할 것이고, 공정거래법의 운영은 행정
부 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사 원고와 소외회사
간의 위 합의가 상공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또는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7) 농수산물공사가 도매사업자들에게 위탁수수료 내지 장려금에 대한 조건을 직접 결정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취지 및 관련 규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매시장 관리자인 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 법인의 권한인 위탁수수료 내
지 장려금의 요율을 직접 결정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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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행정지도가 부당공동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임의적 조정 과징금의 20%까지 감경).
ⅱ)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는 행정기관이 가격인상률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것에 대해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률을 5%로 통일한 경우나 행정지도 전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
도 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도에 공동으로 대응한 경우, 사업자들이 개별
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행정지도의 수용 여
부, 시행절차나 방법 등을 합의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이 경우에는 합
의의 내용 및 성격, 중대성의 정도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8)
그러나 행정지도에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따른 경우에는 부당공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각 사업자의 요금수준
을 사실상 인가한 결과 사업자들 간에 가격,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하게
형성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기본입장은 담합행위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와는 별도로 사업자들 간
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이라는 것이다. 즉, 행정기관이
기업에게 행정지도를 한 경우 이에 따라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행위를
하면‘적법,’행정지도를 빌미로 기업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면‘위법’
이
8) 관련 판례로는“원고들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 (중략) ⋯ 행정지도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인 자동차업무 부장들 사이에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뒷받침할 뿐 위 행정
지도에 앞서 원고들 사이에 위 인상률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위 행정지도를 기화로 위
인상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130

카르텔 종합연구 (하)

#카르텔-작업파일-제6장

2011.1.26

11:50 AM

페이지 131

MAC45

2400DPI 175LPI

고, 다만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법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제외 조
항을 통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여지는 남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행정지도가 제58조상의‘법률에 의한 명령’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제58조의 적용을 통해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쉽지 않다.
이하에서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적법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판단기준 및 접근방
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행정지도와 부당공동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1) 행정지도의 개념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
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
요하여서는 아니 되고(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원래 행정지도라는 개념은 제정법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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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상의 용어에서 비롯되어 보통 행정기관의 지도·권고·장려·조언
등의 행위를 일컬어 왔지만 그 기능이 복잡다기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행정지도는 법률의 근거 유무에 따라 법
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는 것과 법률에 근거 없이 행하여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률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행정지도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행정지도는 비
권력성과 법률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성을 그
성격으로 하면서 법령의 시행을 원활화하고, 법령의 흠결 등을 보완하
며,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여러 당사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순기능을 갖는 반면, 법령으로부터 이탈하여 자의적으로 집행됨으로써
법치주의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법령 적용을 회피하고 온정적, 타협적
인 문제해결로 업계와 행정이 유착될 위험이 있으며, 그 기준이 불명확
할 뿐 아니라 안정성이 없고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문제점
도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행정청은 행정지도를 상당히 선호하는 행정규제
기법의 하나로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행정청으로 하여
금 법적인 장애나 정치적인 곤란을 피하면서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동시에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순응이 전제
되므로 피규제자 입장에서 수용할 만하다. 이와 같이 행정지도를 행하
는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규제자로 하여금 일정한 행
위의 변화를 유도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
며, 이러한 법적 효과의 부존재는 행정지도에의 순응이 형식적으로는

132

카르텔 종합연구 (하)

#카르텔-작업파일-제6장

2011.1.26

11:50 AM

페이지 133

MAC45

2400DPI 175LPI

자발적(voluntary)이라는 특징을 가져온다.
행정지도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특성에 의하여 행정청이 이를
비교적 자유롭게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순응의 결과 일
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학설의 보편적인 견해는 행정지도가 비권
력적 사업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따름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로서는 독자적으로 독점규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하여
야 하고, 독점규제법의 운영은 행정부 내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공정
거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행정지도
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9)

(2) 행정지도와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공동행위(카르텔)의 구성요건은‘2인 이상의
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경쟁제한행위’
이다. 사업자 간의‘합의’
에행
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도 제19조상의‘합의’
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서‘합의’
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개별 사업자 간의 합의가 없었는데 개별적으로 행정지도에 따
라 행동하다 보니 외형적으로 마치 합의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이다.
둘째, 행정지도가 개별 사업자 간 합의를 유도하여 또는 행정지도를 계
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합의’
란 개별 사업자 간의 자율적 의
9) 정환(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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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합의가 있어 카르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ⅰ) 행정지도와 합의추정의 복멸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공동행위는 행위의 공동성과 경쟁제한성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며, 행위의 공동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우연히 동일한 행위에 이른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의 연락
이라는‘합의’
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지
도에 따라 공동행위의 외관을 띠게 된 것일 뿐 따로 의사의 연락을 통한
합의를 한 바 없다면, 이러한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법 제19조 제5항10)에 따
라 부당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
자들은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침 우
연한 일치를 보게 되는 등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
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러한 추정을 복멸시
킬 수 있다. 이때 행정지도가 그러한 정황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해당 사업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련된 외부적 요인인 행정지도에 의
10)“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
품, 용역의 특성, 해당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
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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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득이 행위의 외형상 일치라는 외관을 보였다면, 합의추정은 복멸
된다고 할 것이다. 종래 법원은 일련의 사건에서 행정지도를 이유로 합
의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맥주 판결(대법원 2001두1239)에서는 맥주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법
령상 사전협의를 하거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
라도 사실상 당시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이 맥주가격 인상에 관여하였고,
문제의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맥주회사들의 가격인상 요구에 훨씬 못 미
치는 인상률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은 허용된 인상률 전부를 가격인상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사실상 인상률이 유사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동행위의 추정이 복멸된다고 판시하였다.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의 부당공동행위 사건(대법원 2002두12052)에서
동 회사들이 보험료 인상률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변경한 행위에 대하
여 대법원은 보험사업자의 보험료 산출방법 변경에 대한 인가권은 금융
감독원이 아닌 금융감독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그 신고과정에서 금융
감독원이 보험료의 산정, 인상률 및 적용시기 등에 관하여 폭넓은 행정
지도를 행하였고, 위 사업자들 사이에 행정지도와 별도의 합의가 존재
하였거나 행정지도를 기화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동
행위의 추정이 복멸된다고 판시하였다.11)
화장지제조사들의 부당공동행위 사건(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
1386)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1차 가격인하는 당시 재정경제원이

수입원자재 가격의 인하로 인한 제조원가 하락요인을 제품가격에 자율
11) 이호영(2010), pp.209-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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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반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재정
경제원이 구체적인 가격인하율이나 인하시기를 정해 주는 등의 관여를
한 것이 아니고 가격변동요인이 각 회사 제품의 가격인하 시기나 금액
에 미치는 영향이 각 회사별로 상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기
에 동일한 비율로 인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공동행위의 추정이
복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추정을 복멸하는가의 문제는 제Ⅲ절에
서 논의하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
외되는지의 문제와는 구별된다. 즉, 전자는 행정지도가 합의추정 단계
에서의 번복사유로서 작용하는 경우이고 후자는‘합의의 존재가 입증되
거나 추정된 이후에 위법성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
가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정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12)

(ii) 행정지도와 공동행위의 합의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가장 어려운 상황
은 사업자 간의 합의가 행정지도에 의해 촉발되기는 하였지만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위를 할 것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추상적 기준을 정하
여 행정지도를 하였고 이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
합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이다.13)

12) 홍대식,「과점시장에서의 합의의 추정과 그 번복」
,『경제법판례연구』
, 제1권, 법문사, 2004,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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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는 사업자들이 산업별 규제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
임을 내세워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거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항
변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제19조 제5항 합의의 추정조항이 적용된 경우
와는 구별된다. 즉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의 외관이 발생한 이유는 자신
들 사이에‘합의’
가 존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순응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추정을 복멸시키려는 경우의 문제와는 구별
되는 것이다.
행정지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러한 내용을 사업자
들 간 합의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라면 상황에 따라 사업자 간의‘자율적
합의’
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공동행위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행정지도의 내용은 추상적인 기준
만 정해지고 이러한 기준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자들이 합의를 통
해 확정한 경우에는 합의가 비록 행정지도에 의해 유도된 것은 분명하
지만 그렇다고 자율적 합의가 아닌 강제적 합의이므로 구성요건상의 합
의가 없었다고 이론 구성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론적 관점에서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일단 구성요건상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위법성 단계와 책임 단계
에서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의 법치국가적 한계를 확보하는 것
이 자연스럽다.

13) 특정 산업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는 대부분 특정 산업에서의 개별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신시장을 관할하는 행정청은 통신요금의 원가계산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기
준보다는 방향만 제시해 주고 구체적 기준은 원가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개별 사업자들이 서로 조절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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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자 간의 합의가 행정지도에 의해 유도된 경우 이러한 합
의를 사실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지도에 따른 합의로서 사업자 간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지도는 단
순히 합의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에 불과하고 합의 자체는 분명 사업자
간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
다. 이에 대한 판단은 행정지도가 거래조건의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특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이다. 또한 행정지도가 사실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지의 여부와 그 정
도 등에 따라 서도 달라질 것이다. 결국 공동행위 합의의 전제가 되는
의사의 자율성에 관한 판단문제는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
에 없다. 다만 실제로 행해지는 행정지도의 내용과 수단 및 이에 대응하
는 사업자들의 행위양태는 매우 다양하므로 어떠한 경우에 합의가 없다
고 볼 것인지, 합의는 인정되지만 자율적 의사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 구
성요건상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지, 행정지도가 개입되었더라도 자율
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문제이
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합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위법성 단계에서의 판단이 카르텔 제재의 법적·국가적 한계를 확보하
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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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카르텔의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 여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청의 행정지도를 계기로 개별 사업자들
이 합의를 한 경우 자율적‘합의’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공동행
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이러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고 대부분 합의가 인정되어 부당공동행위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
법 제58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
라 행하는‘정당한 행위’
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할 경우 공

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14) 제58조에 적
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지도가‘법률에 의한 명령’
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고 해당한다면 다시 그러한 행위는‘정당한 행위’
인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한 번 더 있어야 최종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14) 위법성 단계에서의 논의는 주로 미국 판례법상 묵시적 적용제외 이론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
이다. 다만 행정지도에 따른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
라가 일본이므로, 일본의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일본의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
내 문헌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1994년 공표된 일본 공
정거래위원회의‘행정지도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고찰방법’
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가 된 행정지도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에 따른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행위
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법을 적용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행정지도와 구체
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행정청이 그와 같은 행정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독점금지법 위반을 초
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점들을 규정하고 있다. 독점금지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
는 행정지도를 행함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
다. 일본에서의 논의는 이호영(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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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지도와 법률에 의한 명령
행정지도 → 법률에 의한 명령 → 정당한 행위 →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행정지도’
가‘법률에 의한 명령’
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는 ⅰ) 행정지도에는 강제성은 있는지(행정지도의 구속력), ⅱ) 정당한 행
정지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적근거를 가져야 하는지(행정지
도와 법률유보), ⅲ) 행정지도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 것인지(행정지
도와 협력적 행정) 등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행정

지도’
가 어떠한 행정법상의 논리를 거쳐 어떠한 요건하에서‘법률에 의
한 명령’
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1) 행정지도의 구속력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형식으로 상대방의 이행이 강제
되지 않는 세련된 형태임에 틀림없으나, 행정지도를 받아들이는 상대방
으로서의 국민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청이 국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보조금 교부, 조세감면 등)이나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
의 공표, 기타 비공식적 억제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때
로는 실질적으로 규제행정의 경우에 못지않게 강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15) 행정지도의 유용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적 관점에서
수권행위의 유무에 관계없이 행정지도의 사실상 강제력이 존재하는 경

15) 김성원,「행정지도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 제6권 제1호, 2005, pp.4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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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적지 않고, 따라서 국민은 행정기관의 행정지도에 대해 소극적·
수동적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16)
행정작용법상 사업자의 가격 등에 관한 협의나 사전승인 등을 허용
하는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행정작용법이 아닌 행정조직
법상에 근거해 사업자들의 시장행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지도
를 하였고, 이것은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므로 수범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사실상의 강제력’
을 수반하게 된다. 과연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이러
한 경우 위법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를 거부할 기대 가
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감경 또는 면제사
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정당
한 행위로 보아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
다는 견해가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지도의 명목으로‘사실상 강제력’
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고 행정객체로서는 행정청의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행위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행정행위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6) 행정지도의 권력성과 관련된 논의는 전정황적 접근(totality of circumstances approach)이 필요하
며, 특히 일방적으로는 보복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보복은 어려운 게임상황에서 이러한 보복 가능성
에 대한 검토를 통해 권력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행정청이 당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 강제적이고, 사실상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보복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력적 행위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설사 위법하더
라도 위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행위와 같이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게임이론
에서의 보복 가능성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최승재,「게임이론을 통한 행정지도의 권력
성과 부당공동행위의 추정의 복멸 :권력적 사실행위 도그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쟁법연구』
, 제12
권 제1호, 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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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지도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제
정된 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행정지도
에도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정지도와 근거가 없는 행동지도를 구분
하며 개별 작용법에서 공동행위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할 구체적 권한
을 부여한 경우라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다. 즉, 행정지도의 근
거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고, 실제로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및
방법 등이 당해 법령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비록 경쟁제한적 행
정지도에 따른 사업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반면 행정지도에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오
늘날의 통설은 행정지도는 이른바 조직법상의 근거만을 요하며, 작용법
상의 근거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본다.17) 행정청은 자신의 임무범위에
속하는 한 특별한 수권규정이 없더라도 자유로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행정지도는 조직법적 근거만 요하고 작용법적 근거는 요
구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상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
이 있는 것이 오히려 예외이므로 행정청은 자신의 임무범위에 속하는
17) 김동희,『행정법』
, 박영사, 2005, pp.198-199; 박균성,『행정법론(상)』
, 박영사, 2005, pp.36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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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별한 수권규정이 없더라도 자유로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보
는 것이 바람직 하다. 행정지도가 명시적으로 법령상 근거를 두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행정지도를 차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행정지도의 본
질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조직법상 근거가 있는 행정
지도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지도의 적
법성 판단을 위한 법률유보의 근거는 행정조직법상 임무규정에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지도의 작용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
우라도 법령상 처분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권한 속에 행정
지도에 대한 권한부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유스
럽다.

(3) 행정지도와 협력적 행정
행정지도의 일반적 유형은 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행정지도에서“상대방에게 요구되는 특정한 행위”
란
특정한 내용의 행위가 아니라 대부분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지도는 그 본질상 행정지도와 행정지도의
결과물인 당사자 간의 합의 사이에 당사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이라는
자율성의 징표가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부당공동행위의 구성요건 자체
가‘합의’
이며, 합의만 있으면 그 자체로서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할 것만을 요구한 행정지도는 그 합의의 내용과 관
계없이 부당공동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통신요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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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는 원가계산의 어려움 등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하라는
식의 막연한 기준을 제시할 뿐이지, 구체적인 요금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 정보통신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이 달성
하려는 목적 자체가 일차적으로는 관계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합
의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18)
이러한 해석은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협력적 행정’
의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단순히 행정지도의 비법률성을 논의하기보다는 행
정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협력적 행정시대에 적합한 행정지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행정수단으로서 행정지도가 가지는 현대 행정학
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행정지도 가운데 특히 협력형 행정지도
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신청과 관련한 것으로는 허가나 신청시
의 사전절충, 처분안의 사전제시와 절충, 허가·계획책정 신청시의 응
답유보와 지도, 신규 사업자 진출시 주차장설치 의무의 부과 등 각종 규
제권한의 융합을 통한 토지이용의 변경지도 등이 있다. 다음으로 행정
기관의 직권행위와 관련한 것으로는 노후시설 개선조치와 같은 규범집
행형 합의, 환경보호분야에서 볼 수 있는 사업자 간의 자숙결의와 같은
규범대체형 합의, 합의내용을 서면화한 협정 등이 있다. 정책수단으로
서의 행정지도는 정책의 주체와 객체가 대립하기보다는 협력적인 관계
를 형성함으로써 좀 더 유연하게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협력적 행정시대에 행정지도는 분쟁조정 내지 합
의 형성의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다만 행정이 일방적으로 국민을 지
18) 이원우(2005),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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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득하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상태에서 합의를 유
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9)
특히 행정청으로서는 인가조건의 방식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사전절충과 조정을 통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무를 자발
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합목적적일 것이다.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담의 내용을 결정하여 인가하거나 또는 인가거
부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행정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이해하여 행정목적의 실현에 협력하면서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인 수익적 처분의 발급을 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상대방이 수익
적 처분의 발급을 포기하지 않는 한 행정청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
다는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인 국민이 행
정지도에 따른 행위는 결국 종국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조건
을 사전에 이행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행정은 일방적 행정에서 협력적 행정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행정이 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행정은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상대방인 국
민과 사전절충 및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또한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행정법학의 일반적 경향이다. 특히 수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인 국민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19) 협력적 행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승연,「협력적 행정과 행정지도」
,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춘계학
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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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부담부 행정행위보다는 사전절충 및 조정을 거
쳐 수익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
차의 반복을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목적의 실현과 상대방 국민
의 법적 안정성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20)

(4) 사례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이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에 해당하는지
를 보기 위한 논리구조, 즉‘행정지도→법률에 의한 명령→정당한 행
위→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에서‘행정지도→법률에 의한 명령’
의 단계
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외전화 가격담합’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
안이다. 행정소송에서도 공정위가 승소하였다.
2002년 8월 KT, 데이콤, 온세통신 등 3사가 동일한 내용의 시외전
화 맞춤형 정액요금제를 공동으로 출시하여 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최소
화하기로 합의하여,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정액의 추가요금을 납부
하고 시외통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한 맞춤형 정액요금제를 같은
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 행동을 부당공동행위로 처벌한 사안이
다. 통신사들은 이러한 공동행위는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의 행정지
도에 의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58조의“법률의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
위”
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앞
에서 살펴본 행정지도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20) 이원우(2005), pp.168-1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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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입장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KT가 요금의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인가를 신청해 온 경우에, 정보통신부가 이를 그
대로 인가해 주게 되면 후발사업자인 하나로는 KT와 경쟁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는 현재 통신시장의
구조와 통신사업자들 간의 비용구조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통신시장
에서 요금경쟁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당해 요금의 인가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이 요금이 소비자의 이
익증진에 기여한다는 점과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요금결정권을 가능한
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할 경우 다른 후발사업자도 동일한 통신역무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 요금을 인가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후발사업자들이 동등한 조건
으로 동일한 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건은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보통신부는 KT
와 다른 후발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해 인가조건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KT와 후발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부는 현실적으로 이들 상호 간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KT와 후발사업자들
이 인가의 조건으로 부가될 내용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를 하게 되면 정
보통신부는 이를 굳이 인가의 조건으로 부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KT
로서는 이러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당해 요금의 인가가 거부되거

제6장 행정지도와 카르텔 적용제외

147

#카르텔-작업파일-제6장

2011.1.26

11:50 AM

페이지 148

MAC45

2400DPI 175LPI

나 또는 그러한 사항이 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후발사업자와 의견의 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정보통신부의 인가권 행사
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차원에서 취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정보통신부장관이 KT의 새로운 요금제에 대하여 인가처분
을 하면서 후발사업자와 협의하여 후발사업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동일
한 요금제를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러
한 인가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KT와 다른 사업자들 간의 합의는 법률
에 따른 명령에 의한 행위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에 KT가 후발사업자와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것은 형식
적으로는 공동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인가
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21)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행위와‘정당한 행위’
행정지도 → 법률에 의한 명령 → 정당한 행위 →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행정지도가 법률에 의한 명령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명령에 따른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할 경우
바로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해 적용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58조
에 해당하여 적용제외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행위
가‘정당한 행위’
이어야 한다. 즉, 해결해야할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21) 자세한 내용은 이원우(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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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를‘법률에 의한 명령’
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볼 내용으로 개별 규제법과 일반 경
쟁법의 충돌을 어떻게 해석하여 조화시킬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다. 이
것은 공정거래법 제58조의‘정당한 행위’
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에서 행정지도를‘법률에 의한 명령’
이 성립된다고
보면 두 번째 논제인‘정당한 행위’
의 해석으로 넘어가게 된다.
대법원은 대한 법무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사건에서 법 제58
조가 말하는‘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는“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
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에 의해 사업자의 독
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
요한 사업 중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
위를 말하는 것”
이라고 판시22)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당한 행위가 무엇
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
내용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묵시적 적용제외 법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닭고기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미
국 판례법상 묵시적 적용제외 이론은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있
어서는 법 제58조의 적용 여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서울고법 2006누26563 판결).23)

2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이후 각급법원들이 일관되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법
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558 판결.
23) 이호영(2010), pp.28-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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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행위’
를 적절히 해석하여 개별 규제법과 일반 경쟁법인 공
정거래법 간의 최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최적 관계를 유지
하도록 해석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동 조항이 인정하는 적용제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독점규제법
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 중에서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는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해도 특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만이 동 조항에 따라 독점규제법
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좁게 해석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의 논의를 보면
개별 규제법률 관점에 무게중심을 두고 해석하자는 견해와 반대로 공정
거래법에 무게중심을 두고 해석하자는 견해가 있다.
개별 법률 관점 기준설에서는 제58조의‘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라 함은 자유경쟁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
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로서, 동조의‘정당한
행위’
인가 여부는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관련된 개별 법규 자체의 목적이
나 이념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이 경우 개별 규제기관의 전문지식과 경
험이 존중되어야 하며, 규제기관이 승인 기타의 형태로 감독권한을 행
사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해석한다. 만일 공정거래법에 무게중심을 두고
해석하게 되면 예외인정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 공정거래법은 일반 경
쟁법이므로 개별 사업법에서 그에 관한 특칙을 정하는 경우 후자가 우
선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법 관점 기준설에서는 경쟁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있

150

카르텔 종합연구 (하)

#카르텔-작업파일-제6장

2011.1.26

11:50 AM

페이지 151

MAC45

2400DPI 175LPI

는 경우, 즉 자연독점, 공공재의 외부성 등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
한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정당한 행위’
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
다. 개별 법률 관점 기준설에 의한다면 적용제외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시켜 사실상 규제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
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24)
그러나 이러한 학설들이 논리적으로는 구별이 가능하겠지만 구체
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규제법과 공정거래법 간의 관계를 해석할 경
우에는 역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다양한 판례의 축적을 통해 정립되어 온 미국의 묵시적 적
용제외이론이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58조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미국 연방대
법원의 묵시적 적용제외 법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
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4)‘정당한 행위’
에 대한 국내 학설에 대한 정리는 김두진(2007), p.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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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묵시적 적용제외 이론
1. 미국에서의 묵시적 적용제외 판례의 최근 동향
(1) 묵시적 적용제외 이론의 개념
20세기 접어들면서 연방차원에서의 경제규제의 확장으로 경제적 규
제와 반트러스트 사이의 잠재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묵시적 적용제
외 이론 또는 묵시적 폐지이론(implied immunity or implied repeal doctrine)이 등장하였다.25) 미국의 묵시적 적용제외 이론의 기본틀은 법률

상 명시적인 적용제외 조항이 없더라도 특정한 산업영역에 대한 연방정
부의 규제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pervasive regulatory
scheme) 이 영역에 독점규제법을 적용하면 양자 사이에 명백히 모순되

는(plain repugnancy)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의 묵시적
적용제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설정한 규제체계의 완결성
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원은 규제입법이 명시적
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반트러스법 적용제외를 예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와 특별한 행동에 대한 관할권이 법원보다는 규제기관에 있는지의 여부
를 결정해야만 한다.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법
원은 만일 반트러스트법 적용을 유지하는 것이“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25) Jesse W. Markham, Jr. (2009-10), p.46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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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체계를 왜곡”
할 경우 묵시적 적용제외를 결정하게 된다.26)
법원은 이러한 묵시적 적용제외를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예외적으
로 인정해 왔는데 예를 들어 묵시적 적용제외 이론의 리딩 케이스인
United States v. Philadelphia National Bank 사건27)에서 규제법률
에 근거해 독점금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오직
독점금지법과 규제법규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뉴욕증권거래소 사건에서도
규제법률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묵시적 적용제외가 인
정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묵시적 적용제외 이론을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적용제외만을 인정하던 묵시적 적용이론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법원은 묵시적 적용제외와 관련된 지난 10년 동안
의 사안들에서 규제산업 분야에서 반트러스트법의 묵시적 적용제외를
좀 더 쉽게 인정해 왔다. 특히 개별 산업규제 영역에서 규제기관이 문제
된 행동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있지 않은 경우조차 반트러스트법의 적
용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록 규제법규와 반트러스트 법규 사이
(plain repugnancy)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인정해
에‘명백한 모순’

준다는 기존의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28) 법원은 분명 후술하는 바
26) Justin Lacour (2008), p.1116.
27) 374 U.S. 321(1963).
28) Credit Suisse Sec.(USA) LLC v. Billing, 127 S. Ct. 2383, 239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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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과거보다 규제산업에 대한 반트러스트법의 개입을 부정적 관점
에서 보고 있다.29)
그렇다면 이렇게 판례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 동인(動因)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 관련법과 경쟁법의 충돌과 관련된 Trinko 판결과
증권규제법과 경쟁법의 충돌과 관련된 Credit Suisse 판결의 분석을 통
해 이러한 동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동인이 우리나라 공정거래
법 제58조 해석에 단초를 제공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Trinko 판결30)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ffices of Curtis V.
Trinko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사업자가 사업상의 설비를 구축하고 이
를 이용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설비를 타인에게 개방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업자가 유용한 사업상의 설비를 건설하려는 유
인을 감소시켜 결국은 경쟁촉진이라는 독점금지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
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필수설비 이론(essential facilities)은
거래거절의 반경쟁적 효과를 중시하므로 필수설비의 보유자가 거래거
절에 따라 경쟁자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한 것으
로 된다. 그러나 Trinko 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은 거래거절의 경쟁촉
진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독점사업자가 거래거절을
통해 경쟁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사업·재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29) Stacey L. Dogan, Mark A. Lemley(2009), p.692.
30) 540 U.S. 398(2004). 자세한 판례분석은 권재열(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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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하는 것은 투자이익을 증대시키고,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의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거래거절은 경쟁촉진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단지 독점력만이 존재하고 그것에 수반하는 독점가격의 설정은 위
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중요한 요소이다. 적어도
단기간이라도 독점가격을 설정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업
상의 혁신을 제고시키는 원천이 된다. 이것에 의해 사업자가 위험을 무
릅쓰고라도 혁신과 성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혁신에 대한 유인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독점력의 행사가 반경쟁적인 행위요소를 수반하고 있
는 경우 이외에는 위법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고객에 대하
여 고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상의 설비를 정비하고, 그것
에 의해서 독점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자에게 그러한 이점의
원천이 되는 설비를 타사에 분배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의
기본목적에 반한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설비를
건설하려고 하는 독점자의 유인뿐만 아니라 그 경쟁자의 유인을 감소시
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동 사안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은 사업자가 누구와 거
래할 것인가에 관하여 사업자의 독립된 재량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산업규제법이 적용되
는 분야에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 부정
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산업규제법에 의해 독점이 규제되고 있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로부터 얻는 추가적인 편익이 작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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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독점금지법의 잘못된 개입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과
잉규제(false condemnation)는 특히 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러한 결과는 독점금지법이 확실히 지키려고 했던 행위 그 자체를 위축
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효율적이고 경쟁촉진적인 정당한 기업행위임에
도 불구하고 반트러스법이 개입하여 반경쟁적 행위로 잘못 판단하는 경
우(false positive error)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위
축과 이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셔먼법 제2조
상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통신분
야는 고도로 기술적일 뿐 아니라 상호접속 등의 다양한 의무를 실현하
기 위한 행위들이 끊임없이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분쟁을 효과
적으로 취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Credit Suisse 판결31)
(ⅰ) 증권규제법과 반트러스트법
증권규제법과 반트러스법이 효율적 시장을 추구하지만 증권시장을
규제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직 경쟁에만 관심을 가지는 반트러
스트법과 달리 투자자 보호와 증권산업의 경제적 건전성과 같은 추가적
인 쟁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32) 그러므로 양자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31) Credit Suisse Sec. LLC v. Billing, 127 S. Ct. 2383, 2389 & 2394(2007).
32) Gordon v. N.Y. Stock Exch., Inc., 422 U.S. 659, 689(1975). Herbert Hovenkamp (2003),
p.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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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증권법과 반트러스트법에서는 이러한 충
돌의 문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다. 반트러스트법의 묵시적 적용배
제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증권규제 영역에서의 사건인 Gordon v. New York Stock
Exchange, Inc.33)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묵시적 적용제외 여부의 문제
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사건에서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식중개인들이
50만 달러 이하의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를 고정하기로 가격협정을 한
행위가 반트러스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었다. 법원은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묵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독점금지법과 규제법
률 규정 사이에 명백한 충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사
안에서 첫째, 증권규제법이 SEC에게 합리적인 고정수수료 담합과 관련
된 규칙과 관행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둘째,
SEC가 지난 15년간 수수료 변화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
고, 셋째, 고정수수료 관행은 반경쟁적인 수수료 결정행위이므로 독점
금지법에서는 금지되나 증권규제법에서는 허용되기 때문에 독점금지법
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소와 그 직원들은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는 기준에 노출되게 되므로,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묵시적으로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판시하였다.

33) 422 U.S. 659(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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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redit Suisse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34)
① 사실관계
2002년 60명의 투자자들은 10개의 주요 투자은행을 상대로 독점금
지법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1997년과 2002년 사이에
투자은행들이 인수인으로 활동하면서 인수단(syndicate)을 형성, 수백
개의 기술관련 회사들의 IPO를 도왔다. 그 과정에서 주식매수인들이
IPO 이후에 공모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추가로 주식을 구입하거나(laddering), 덜 인기 있는 주식들과 함께 사거나(tying), IPO 이후에 다시 주

식을 매수할 때 매우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의 조건을 수락하지 않
으면 인기 있는 새로운 주식을 팔지 않기로 불법적으로 합의하였으며,
투자자들은 수요가 높은 새로운 주식들을 구입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건
을 수락하게 됨에 따라 주가가 인위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인수회사들은 연방증권법은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묵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기존의 증권규제법과 독점금지법과의 관계를 다
룬 판례들을 언급하면서 여기서 제시된 원칙들을 기초로 증권규제법과
독점규제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34) 이하의 내용은 박순철(2008)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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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묵시적 적용제외 요건
동 사안에서 법원은 기존의 증권규제 사안에서 제시되었던 묵시적
적용제외 요건들을 적시하며 이번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증권규제법과 독점금지법 사이에 명백한 충돌이 있는 경우
묵시적으로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제외한다. 적용이 제외되기 위한 요건
은 ⅰ) 문제된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증권규제법상의 제재권한의 존재
여부, ⅱ) 규제관청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는 증거, ⅲ) 문제된
행위가 증권관련 행위에 대한 것으로 충돌이 있는 경우 증권규제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증권시장 활동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 ⅳ) 증권규
제법과 독점금지법이 함께 적용된다면 지침, 요구사항, 의무, 특권, 행
동지침 등 규범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이다.35)
동 사안이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
음과 같다.
ⅰ) 법률은 SEC에 인수와 관련된 사실상 모든 활동들을 금지, 허용,
조장, 불허, 용인, 제한, 규제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ⅱ) SEC는 계속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해 왔다. 즉, SEC는 인수회사들
이 사업설명회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

35) ⅰ) the existence of regulatory authority under the securities law to supervise the activities
in question, ⅱ) evidence that the responsible regulatory entities exercise that authority, ⅲ)
a resulting risk that the securities and antitrust laws, if both applicable, would produce
conflicting guidance, requirements, duties, privileges, or standards of conduct, ⅳ) [whether]
the possible conflict affect[s] practices that lie squarely within an area of financial market
activity that the securities law seeks to reg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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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왔고, SEC 규정을 위반한 인수회사에 대한 조치도 취해 왔다.
ⅲ) IPO 절차는 신규회사에 자본을 조달하고 회사의 소유권을 광범위하
게 분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 발행하는 증권을‘공
동’
으로 선전하고 판매하려는 인수회사들의 노력 등은 증권거래의 핵심
적 관행이다. 특히 금융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업설명회나
수요예측, 공동인수 활동을 IPO의 성공적 마케팅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위 네 가지 조건 중 세 가지는 충족되었고 나머지 조건인
ⅳ)‘이러한 반독점소송이 SEC의 증권규제법의 집행과 실질적으로 충
돌이 있는가’
라는 것이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판결내용36)
첫째, 이 사건에서 반독점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증권관련 손
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SEC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허용하는 행위와 불허
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양자를 실질적으로 구별하는 것
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laddering의 경우, SEC는 인수회사들이 IPO
종료 전에 투자자들에게 IPO 이후 주식구매나 구매할 가격 및 수량 등
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반면, 동시에 IPO 후 주식구매 등에 대
한 언급 없이 수요예측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가격이어야 재판매
를 하지 않고 장기보유할 것인지 등을 물어보는 것을 허용하고 권장하
36) 동 사안에서의 판결의 정책적 의미에 대한 설명은 John P. Lucas(2008) 참조.

160

카르텔 종합연구 (하)

#카르텔-작업파일-제6장

2011.1.26

11:50 AM

페이지 161

MAC45

2400DPI 175LPI

고 있다. 이때 인수회사가 IPO 이후 더 많은 주식의 매수를 요구하였는
지 여부 또는 단순히 주식을 장기 보유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주
식을 배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수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증권전문가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현
재 SEC 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laddering 같은 행위들이 앞으로도 금지
될 영구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tying과 미래 매매에서 추가 수수료를 얻기 위한 다른 관행들에 관
하여도, SEC는 인수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증권가격 이외의 다른 증권
의 구입 등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투자자로부터
의 반대급부가 과다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이미 회사 서비스와 관련
이 있는 고객에게 IPO 주식을 배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어느
정도가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판단은 증권관련 전문가인 SEC만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반독점행위와 합법적인 증권활동을 보여 주는 증거
가 겹치거나 동일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인수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주
식의 가격, 주식의 보유기간 등에 대한 대화가 있을 때, 이 불명확한 대
화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laddering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피
고의 입장에서는 상장 후 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 보유하고
자 하는 사람에게 주식을 더 배당하고자 하는 적법활동의 증거가 될 수
도 있다.
나아가 반독점소송은 전국 수십 개 법원의 비전문가 판사, 배심원들
에게 제기할 수 있고 그 증거판단의 기준도 모호하여 법원들마다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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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인수인들은 반독점
소송에서의 오류로 인해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위험이 있거나 막대
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증권규제법이 허용하거나 장려
하고 있는 행위들일지라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반독점소송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는 있으나 IPO는 효율적인 자본시장 기능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의 인수단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증권관련
분야에서는 반독점소송의 오류로 인한 비용이 현저하게 높다. 문제가
되는 행위가 IPO 과정에서 핵심활동에 해당한다는 점, SEC 규칙은 허
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 그 구별
이 어렵거나 모순되고 중첩된다는 점, 반독점소송의 오류위험 등을 고
려할 때 반독점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증권시장의 효율적 기능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둘째, 증권시장에서의 반독점소송의 필요성은 현저하게 작다. SEC
가 적극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과 규칙을 적용하
고 있고, 투자자들은 인수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증권규제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SEC는 증권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경쟁’
에 대한 고려를 법률
과 규칙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반독점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독점금
지법에 의존할 필요성이 적다. 원고가 증권소송 제기요건들을 회피하기
위해 본질적으로는 증권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반독점으로 가장하여 소
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위험도 있다.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반독점소송은 증권시장의 기능을 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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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증권시장에서 반독점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을 이
용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
또한 IPO 과정에서 투자은행들이 인수단을 구성하여 협력함으로써
더 많은 증권을 매도하여 발행회사에 많은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자들
의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회사의 가치에 대한 과대평가의 위험을 분산함
으로써 경제에 건설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는 개별 행동
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IPO를 가장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기 위
한 인수회사들의 최초 투자자들에 대한 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
의는 반독점 맥락에서는 거래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친경쟁적인 공
동사업’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ⅲ) Credit Suisse 판결의 함의
Credit Suisse 판결이 앞으로의 묵시적 적용제외 사안에 주는 정책
적 함의는 생각보다 클 것이다. 동 판결에서 제시한 묵시적 적용제외 기
준을 다른 규제산업 분야에 적용할 경우 보다 많은 반트러스트법 적용
제외 판례들이 나올 것이다. 동 판결 전에는 개별 산업규제 영역에서 활
동하다 반트러스트법 위반을 행한 피고가 적용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반
트러스트법을 개별 산업관행(industry practices)에 적용하는 것이 그 산
업에서의 규제체계(regulatory scheme)를 무익하게 만든다는 것을 증명
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완화된 요건만으로도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반트러스트법을 규제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어
렵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37)
37) Stacey Sheely Chubbuck(2009),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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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판결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반트러스법의 적용에 신중한 입
장을 보이며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일련의 판결들
중 하나이다.38) 비록 이러한 판례들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공유하고 있고 이것은 최근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즉, 반트러스트
법 적용에 보다 신중히 접근하며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반트러
스트법 위반의 책임을 부과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39) 이러한 최
근의 판례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원이 대기업과 보수적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기우는 경향이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친기업적 경향 때문이 아니다. 개별 산업영역에
서의 규제법 집행과 반트러스트법 집행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고려하며
문제해결을 법원보다는 시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40)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8) 최근 미국 반트러스트 분야에서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판례들로는 Leegin Creative Leather Prods.,
Inc. v. PSKS, Inc., 127 S. Ct. 2705(2007) CreditSuisse, 127 S. Ct. 2383; Bell Atl. Corp. v.
Twombly, 127 S. Ct. 1955(2007) Weyerhaeuser Co. v. Ross-Simmons Hardwood Lumber Co.,
127 S. Ct. 1069(2007). 특히 Leegin 판결은 100년 동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당연위법으로 보아오
던 것을 합리의 원칙으로 변경한 획기적 판결이다. 이 판결이 본 연구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39) Marcia Coyle(2007) 참조.
40) John P. Lucas(2008) 참조.

164

카르텔 종합연구 (하)

#카르텔-작업파일-제6장

2011.1.26

11:50 AM

페이지 165

MAC45

2400DPI 175LPI

2. 묵시적 적용제외 판례변화의 이론적 근거
(1) 규제법과 반트러스트법의 상대적 효율성
앞에서 살펴본 Trink 판례와 Credit 판례의 쟁점은 결국 통신시장
과 증권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개별 산업영역에서의 규
제법(specialist regulators)과 일반 경쟁법(generalist) 중 어느 쪽이 상대적
으로 더욱 우월한가 하는 것이다. 즉,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제외 범위는
개별 산업규제체계(industry-specific regulatory regime)가 관련산업에서
의 반경쟁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41) 그리고 산업규제체계와 반트러스트 체계 간의 상대적 우
월성을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특정 개별 산
업규제 영역에 반트러스트법이 개입했을 때 잘못 개입하여 행위자들에
게 불필요한 반트러스트법상의 책임을 부담시키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
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경쟁제한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기업관행이 특정
산업영역에서는 반대로 경쟁촉진적인 기업행동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
이다.
개별 산업영역에서의 규제(regulation)와 반트러스트(antitrust)는 모
두 시장실패(market failures)에 대한 경제적 대응이다. 규제법과 반트러
스트법은 상호 보완적이며 궁극적인 정당성은 시장실패 이론에 근거하
고 있다.42) 정확하게 실행될 경우, 양자 모두는 경제적 효율성의 목적에

41) Philip J. Weiser(2005), p.562; C. Scott Hemphill (2006), p.1577.
42) Herbert Hovenkamp(2004), pp.336-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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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수단들이다. 물론 반트러스트법과 규제법은
경쟁촉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
하게 된다. 반트러스트법은 경쟁의 결과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혹은 경
쟁적 시장의 결함을 바로잡기보다는 경쟁적 시장조건을 창설하거나 유
지하고자 한다. 반면 산업규제법은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가격
규제 등을 통하여 경쟁의 결과와 유사한 시장상황을 달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43) 규제법과 경쟁법은 대체가 아닌 보완적 관계에 있고‘경
쟁촉진’
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수단에 대한 사용
을 규제기관과 법원 등에 배분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수단들 중 서
로의 상대적 장점에 기초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44)
규제완화를 겪고 있는 규제산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regulation
과 antitrust는 서로 융합하고 상호 동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규제산업의 경우에 전통적인 규제를 대신해
경쟁을 도입하며, 이를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구
체적인 규제내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그 기초에는 경쟁법적 고려가
깔려 있다.
따라서 개별 산업규제법 영역과 일반 경쟁법 영역 간의 실질적 차이
점은 경쟁촉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어떠한 집행기구
와 집행수단이 더욱 효율적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산업별 규제

43) Breyer (1982), pp.156-157.
44) 정치적 협상(political bargaining)에 대한 game-theoretic framework를 사용하여 설명한 문헌으로
Dennis W. Carlton & Randal C. Picker(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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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일반 경쟁법의 특성 및 차별성은 산업별 규제를 집행하는 산업별
규제기관과 경쟁법을 집행하는 경쟁당국이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집행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산업영역에서는
어떠한 수단이 경쟁촉진에 더욱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의미
를 가지게 된다.
특히 regulation과 antitrust가 모두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적 수단
들이라면 경쟁촉진을 다루는 양 수단 간의 상대적 우월성을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regulation과 antitrust가 추구하는 목표인 경쟁
촉진에서 의미하는‘경쟁의 본질’
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다. 최근 묵시적 적용제외를 폭넓게 인정한 Trink 판례(셔먼법 제2조 관
련)와 Credit 판례(셔먼법 제1조 관련)는 바로 regulation과 antitrust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러한 고려 속에서 나온 것들이다.
결국 최근 미국에서의 판례변화는 미국 반트러스법에서 중요시되고
(Error-Cost Approach)
있는 반트러스트법 집행과 관련된‘오판비용 접근’

과‘계약적 경쟁개념’
(contractual competition)에 대한 논의 속에서 이루
어진 것이다.
이하에서는 묵시적 적용제외에 대한 최근 판례의 이론적 배경이 되
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오판비용 접근’
과‘계약적 경쟁개념’
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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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오판비용 접근’
과‘계약적 경쟁’
(i) 오판비용 접근(Error-Cost Approach)
다양한 형태의 기업관행(business practices)에 반트러스트법이 개입
하여 평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효율
적이고 경쟁촉진적인 정당한 기업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반트러스법이
개입하여 반경쟁적 행위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false positive error)와 반
대로 반경쟁적 기업행위를 적법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false negative error)이다.45)

반트러스트법에서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s에 대한 기존의
분석은 전자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후자보다 더 크다고 알려져 있
다.46) false positive가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효율
적으로 기능했을 시장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반면, false negative의 비
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false
negative 비용은 경쟁자의 시장진입으로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입 없이도 자동조정(self-correct)될 수 있
다. 이러한 자동조정 기능은 시장진입 장벽이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false positive error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시장진입 장
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Error-Cost 분석은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의 법경제학에 근거하고 있다.47)

45) Geoffrey A. Manne, Joshua D. Wright(2010), p.159.
46) Fred S. McChesney (2003), pp.141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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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두 판례에서 모두 false positive error의 발생을 우
려하며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48) 통신관련
법 분야와 증권관련 법 분야에서 행위자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통제할
규범적 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반트러스트법이 개입할
경우 false positive error를 야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즉, 판례분
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트러스트 공모(collusion)와 관련된 사건인
Credit Suisse 사안에서 법원이 증권시장에서 규제해야 할 행위와 허용
해야 할 행위를 구별하며 통제하는 것은 어렵고 일반 경쟁법에서 금지
하고 있는 공모도 증권시장에서는 경쟁촉진적인 행위일 수 있으므로 전
문기관이 아닌 법원이 일반 경쟁법의 잣대로 증권시장에서의 기업행동
을 통제할 경우 false positive error가 크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이다.
통신시장에서의 거래거절과 관련된 Trinko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다.
Error-Cost 분석은 혁신이 경쟁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장에 대
한 반트러스트 개입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49) 생산과 사업
적 혁신은 새로운 기업관행과 관련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관행
에 대해 기존 경제학은 독점적 관점에서 접근해 왔고 법원 역시 마찬가
지였다.50) 그러나 새로운 경제학, 특히 거래비용 경제학은 후술하는 바
와 같이 이를 거부해 왔다. false positive error를 발생시킬 가능성과
47) 대표적인 시카고학파 법학자인 Frank H. Easterbrook의 The Limits of Antitrust, 63 Tex. L. Rev.
1, 1984, pp.2-3; 독점(monopoly)은 스스로 자멸한다(self-destructive). 독점가격은 궁극적으로 새
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유도한다.
48) Stacey L. Dogan, Mark A. Lemley(2009), pp.694-695.
49) Geoffrey A. Manne, Joshua D. Wright(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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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의 사회적 비용은 혁신적 기업관행과 관련된 영역, 예를 들어 신경
제(New Economy)분야에서의 독점화 법(monopolization law)에서 더욱
크다.51)
Error-Cost 분석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문제가 된 기업관행
이 소비자들에게 폐해를 가할 것이라는 매우 높은 가능성을 장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당연위법의 원칙’
을 적용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혁신과 이에 따른 기업관행의 혁신은 기업 간 계
약혁신(contract innovation)52)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관점과 달리 당연위법의 원칙보다는‘합리의 원칙’관점에서 기업행동
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Error-Cost 접근
방식이 반트러스트법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점은 실무와 학계가 반트러
스트법 집행에 따른 오류 가능성으로 인한 개별 기업들의 반트러스트
책임부과에 보다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혁신을‘경쟁’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래에서 설

50) 코즈(Coase)는 이미 이러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독점의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학자와 법학자들은 다
음과 같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자와 법학자들은 만일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관행을 발견하면 이러한 현상을 독점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분
야에 대해 무지하므로 이해할 수 없는 기업관행은 늘어만 가고 이를 독점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늘어만
가고 있다.”R. H., Coase(1988), p.57.
51) Geoffrey A. Manne, Joshua D. Wright(2010), p.157 참조.
과‘시장에서의 계약’
논리를 전제로 하였으나 수
52) 기존에는 주로 생산요소 간‘수직적 통합형태인 기업’
직적 비통합(vertical disintegration)이 중요한 조직형태로 되어감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계를 기존의 계약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계약의 새로운 형
태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시장에서의 기업 간 일반적 계약과 다른 형태의 계약
유형을“contracting for innovation”
이라고 부르고 있다. Ronald J. Gilson, Charles F. Sabel,
Robert E. Scott(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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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ual competition)개념이다.
명하고 있는‘계약적 경쟁’

(ii) 계약적 경쟁
최근 거래비용 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 TCE)에서는 시장
이라는 거래장소는 전통적인 가격이론이 전제로 하는 것과는 달리 공
짜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비용을 극복하기 위한 다
양한 노력들이 사적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
이다. 거래 당사자들의 이러한 노력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서로 구속하
는 계약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당사자들은 거래비용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이러한 계약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시장에서
의 성공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계약적 경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53)
그런데 시장에서는 거래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

53) 계약적 경쟁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주로 기술적 경쟁개념에 기초하여 반트러스트법 위반 여부를 판단
하였다.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수단들 사이에서 어
떻게 선택하는지를 연구한다.‘소비자’
는 효용극대화를,‘기업’
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선택을 한다. 그
리고 기업을 소비자에 대응되는 하나의 독자적인 실체로 보며, 기업이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시장에서 활동한다고 가정한다. 물리학자가 마찰이 없는 세상을 가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기업
은 거래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완전한 시장에서 생산요소를 구입하여 이를 최종 생산물로 전환한 후 완
전한 시장에 다시 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기업이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요소의 비용과 산출물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
고 있는‘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
이다. 따라서 기업 간 경쟁은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자신
의 생산함수 변화를 통해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기술적 경쟁(technological
rivalry)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업 간 거래는 개별 기업이 다른 기업에서 생산요소를 구입
하고 산출물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기 위한 표준계약(standard contracts)만이 인정된다. 그 이외의 기
업 간‘비전형 계약(nonstandard contracts)’
에 대해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접근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석훈(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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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통적인 가격이론(neoclassical price theory)에서는 거래비용을 극복
하기 위한 사적 당사자들 사이의 이러한 현실적 노력들이 이상하고 비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독점’
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접근해 왔는데 이제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바
뀌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경쟁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비
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수직적 거래제한 행위에 대한 반트러스트법상의
판결에 영향을 미쳐 왔다. 미국 법원들은 셔먼법 제1조를 적용하는 사안
에서 수직적 거래제한 형태의 비전형계약이 경제적 행위를 시장에서 수
행할 경우 나타나는 거래비용을 극복하기 위한 거래 당사자들의 계약적
대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 대해 당연위
법으로 처리해 오던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수정하거나 포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77년 연방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수직적 비가격제한이
당연위법이라고 한 기존의 판결을 파기하기 위해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끌어들였다.54) 몇 년 후 법원은 수평적 가격결정에 적용하던 당연위법
의 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관점을 가진 몇몇 학자들의 이론을 끌
어들였고,55) 1997년에는 최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적
용해 온 당연위법의 원칙을 거부하고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기 시작하였
다.56) 다만 경쟁개념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이 셔먼법 제1조에 완벽
l T.V., Inc. v. GTE Sylvania Inc., 433 U.S. 36, 55-59(1977); Bus. Elecs. Corp. v. Sharp
54) Cont’
Elecs., 485 U.S. 717, 724-31 & nn.3-4(1988).
55) NCAA v. Bd. of Regents of Univ. of Okla., 468 U.S. 85, 100-104(1984); Broadcast Music, Inc.
v. CBS, Inc., 441 U.S. 1, 23-24(1979).
56) State Oil Co. v. Khan, 522 U.S. 3, 16-19(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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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RPM)에 대해
서는 여전히 당연위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57) RPM은 판매자 카
르텔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Leegin 판결58)을 통해
100년 만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합리의 원칙으로 판단하도록 함으
로써 경쟁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셔먼법 제1조의 해석에 이미 깊숙이 침
투하고 있다. 묵시적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Credit 판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최근‘오판비용 접근법’
과‘계약적 경쟁개념’
의 결합으로 셔먼
법 제1조의 적용을 당연위법이 아닌 합리의 원칙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3) 소결
묵시적 적용제외 이론의 핵심은 경쟁을 촉진시키는 수단인 개별 산
업영역에서의 규제(regulation)와 일반 경쟁법의 적용(antitrust) 간의 상
대적 효율성을 고려해 최적 조합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점을 모색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달성하
(contractual com고자 하는 목적인 경쟁촉진에서 의미하는‘경쟁개념’
petition)과 이러한 목적을 반트러스트 수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할 때 발
(error cost)이다.
생할 수 있는‘오판비용’

57) Cont'l T.V., 433 U.S. at 51 n.18; see also Bus. Elecs. Corp., 485 U.S. pp.724-26.; Monsanto
Co. v. Spray-Rite Service Co., 465 U.S. 752(1984).
58) Leegin Creative Leather Prods., Inc. v. PSKS, Inc., 127 S. Ct. 2705(2007) 판례분석은 이주선·
신석훈(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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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트러스트법의 개입이‘오판비용’
이라는 사회적으로 바람
직하지 못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처럼 개별 산업규제법 영역에
(regulatory gaming)이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서는‘규제게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규제게임이란 개별 산업에서의 규제법을 특정
산업영역에서의 경쟁촉진 수단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
으로 악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특히 정부
에 의한 시장진입이 제한되어 있는 규제영역에서 자주 발생한다.59)60)
또한 개별 산업영역에서 경쟁촉진을 위한 경제적 목적의 규제가 공
익이 아닌 특정한 이해관계 집단의 사익을 위해 설계되는 경우도 많다.
서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화되기 쉬우며 구성원의 범위를 명
59) 예를 들어 제약산업에서 특허를 받은 brand-name 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들이 신약의 연구개발보
다는 기존에 개발된 브랜드 약품을 복제하거나 그와 유사한 약품을 제조하여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복
제약품사업자(generic firm)들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Stacey L. Dogan, Mark A. Lemley(2009), p.709 이하 참조.
60)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최근 중소 유통점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자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최근의 경합적 시장이론(Contestable
Markets Theory)에 의할 경우 SSM 규제의 모순은 분명해진다. 경합적 시장이론이란 기업의 의사결
정은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다른 기업들로부터의 경쟁압력뿐 아니라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의한 잠재적 경쟁압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진입장벽이 없는 경우 기
존 기업이 자신의 독점력에 기초해 쌓아 놓은 경제적 진입장벽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
이 발생하고 따라서 기존 기업이 누리던 초과이윤이 사라짐에 따라 무너지게 된다. 예를 들어 월마트가
소매시장에 진입하고 또 다른 유통점들이 소매시장에서 월마트가 도입한 유통혁신들을 터득하며 자신
들의 새로운 유통기법을 도입함에 따라 유통시장은 경합적 시장이 되고, 이러한 시장에서 월마트는 치
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많은 유통점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비록 월마트의 진입이 종종 다른 소매점
들의 점유율을 줄이지만 월마트가 다른 신규 소매점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막으며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만일 경쟁 유통업자가 월마트의 소매시장 진입에 대
해 법적 진입장벽을 세울 수 있다면 이러한 진입장벽은 장기적으로 유지되며 많은 폐해를 야기하게 된
다. 즉,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률의 상승, 물가상승, 낮은 실질임금과 낮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할 것
이다. 이러한 비용은 우리 모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경합적 시장이론을 기초로 월마트의 진입규제
가 소매 유통시장과 미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최근의 문헌으로는
Barry W. Poulson(2007) 참고.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과 공정거래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에 무게중심을 두고 해석하며 유통분야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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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확정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 그룹은 표면적으로는 일반 후생입법
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고 다른 이해 당사자
그룹(공동의 이해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워 조직화가 어려운 그룹)에게는 피해를
주는 법을 제정하도록 입법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61) 따라서 경제
적 목적의 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수단으로 발효되는 것이 아
니라 이해관계가 강한 소규모 집단이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가진 정부를
포획하여 자원을 재분배하는 메커니즘에 의해 발효되는 경우가 많다.
즉, 경제적 목적의 규제는 정부 또는 정당에 의해 가장 높은 가격을 지
불하는 집단에 판매되고, 보통 공공의 후생증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발효된다. 정부의 경제규제는 하나의 상품이 되어 정치시장(political
market)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규제를 사고자 하는 주체(수
요)와 규제를 파는 주체인 정부(공급)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산업영역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regulation과 antitrust
수단 중 어떠한 것을 사용할 것이며, 개별 산업영역에서 양 수단이 충돌할
때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해석할 것인지 등에 관한 정책적 판단에 있
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반트러스트법 적용에 따른‘false positive cost’
와 개별 규제법 적용에 따른‘규제게임’
의 위험성 등이다. 예를 들어 통신
분야에서는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을 형성할 책임을 지고 있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통신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통제할 권한을 통신법에서 갖
추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이 개입하는 경우에는‘false positive cost’
가 클 것이다. 따라서 통신관련법에 무게중심을 두고 문제된 당해 행위
61) Farber, Daniel A.(1991),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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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유통규제 영역에서는
regulatory gaming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정거래법에 무게중
심을 두고 문제된 행위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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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에 대한 법적 판단의 쟁점은 개별 산업
규제 영역에서의 사실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상의 카
르텔 금지규정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해결
을 위해 입법론적 접근과 해석론적 접근이 있다. 입법론적 접근은 개별
산업규제 행정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상호 협조를 위한 법제를 개
선하여 양 기관 간의 모순된 목소리의 표출로 인한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입법이라도 양 기
관의 서로 다른 정책기조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는 행정지도를 입법형식으로 완전하게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입법적 개선노력이 개별 산업규제 영역에서의 행정지도와 공정거래
법상의 카르텔 금지규정 간의 충돌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는 있겠
지만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사업자들은 바로 이러한 한계선상에서 서
로 다른 행정기관의 목소리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를 선택해야만 하
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치국가적 한계에 그대로 노출되
며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법치국가적 한계를 메워 주며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의 충돌로부터 사
업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 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해석
론의 기능이다. 해석론은 구성요건 단계, 위법성 단계, 책임 단계로 전
개된다.
구성요건 단계에서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를 아예 독점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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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카르텔 금지규정,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카르텔은 사업자 간의‘합의’
에 의한
공동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업자 간의 자율적 의사를 전제로 한다. 그런
데 사실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자 간 합의를 하였
을 경우에는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합의가 아니므로 제19조상의‘합의’
에 해당하지 않아 제19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특정
내용에 대해 사업자 간에 합의할 것을 행정지도하기 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고 구체적 내용은 사업자들의 합의를
통해 확정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합의가 전적으로 사업자 간의 자
율적 의사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19조상의‘합의’
가 없었
다고 판단하기도 무리이다. 법원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
우 구성요건상의 합의를 인정하고 공정거래법 제58조 적용에 따른 위법
성 조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는 개별 산업규제 법률과 그‘법률에 의한
명령’
에 따라 행하는‘정당한 행위’
에 대해서는 카르텔 금지의 예외를 인
정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의 정당성 판단은
① 행정지도가 제58조상의‘법률에 의한 명령’
에 해당하는지, ② 만일
해당한다면 다시‘정당한 행위’
라고 볼 수 있는지라는 두 부분의 법리해
석에 의해 결정된다.
①은 행정지도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 행정법학의 영역이다. 지금
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법률에 형식적 근거를 두지 않은 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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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제58조상의‘법률에 의한 명령’
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며 이러한
행정지도에 따라 형성된 공동행위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행정지도의
구속력,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행정지도와 협력적 행정 등에 관한 현대
행정법학의 논의를 검토해 보면 구체적 상황에서 행정지도가‘법률에
의한 명령’
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을 것이다.
②는 개별 산업규제법상 허용되는 행위가 일반 경쟁법에서 금지되
고 있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된 경제법
영역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58조 해석에 영향을 준 미
국 법원의 묵시적 적용제외(implied exemptions) 이론의 최근 동향을 살
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묵시적 적용제외 이론의 핵심은 경쟁을 촉진시
키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개별 산업영역에서의 규제(regulation)와 일
반 경쟁법(antitrust)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 조화점을 찾아
내는 것이다. 이러한 조화점의 모색은 다음과 같은 틀 속에서 이루어질
(contractual competition)에 대한 분명한
것이다. 우선‘계약적 경쟁개념’

이해를 기반으로 이러한 계약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반트러스트
(error cost)을 한 축으로 설
법을 잘못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오판비용’

정한다. 그리고 개별 규제법 영역에서의 기회주의적 행동인‘규제 게임
(regulatory gaming)의 위험성’
을 또 다른 축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구체

적으로 개별 산업규제법과 일반 경쟁법 간의 법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발생한 개별 산업영역의 특징과 개별 규제법의 체계를 고려하
고, 개별 산업규제법과 일반 경쟁법 중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며 경쟁법
의 적용제외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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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묵시적 해석과정에서 항상 전제되어야 할 사실은 개
별 산업규제법과 일반 경쟁법 간의 충돌로 발생하는 규범적 부조화의
부담을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행정지도→
법률에 의한 명령→정당한 행위→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로 전개되는
일련의 논리과정에서 만일 행정지도가‘법률에 의한 명령’
으로 규범적
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받았더라도‘정당한 행위’
에 해당하지 못
한다고 판단된 경우, 궁극적으로는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위법하다고 평가받게 되는 경우에
도 행위주체의 책임성 판단 단계에서 책임의 면제나 감경 여부를 적극
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록 규범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받았지만 사업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면
제하고, 기대 불가능한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적정한 정도로 책임
을 감경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제재의 법치국가적 한계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상의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
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각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평가에
행정지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제재조치가
적절한지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이 구성요건과 위법성 단계를 모두 통과해 사회적으로 위
법한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그 비난 가능성이 행정지도 없이 개별 사업
자들 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공동행위와는 분명히 다르므로 책임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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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나 감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과징금보다는 시정조치를 통
해 위법한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제재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해석론적
개선노력은 결국 개별 산업정책과 일반 경쟁정책 간의 충돌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 훼손의 치유와 카르텔 제재의 법
치국가적 한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정책은 우리나라에서 포기해서도 포기할 수도
없는 정책이다. 이러한 경쟁정책을 훼손하는 개별 산업규제 영역에서의
행정지도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지도의 관행을 그대로
둔 채 이에 따른 개별 사업자들의 처벌을 통해 개선하려는 것은 행정의
단일성과 법치행정을 통해 담보되는 법치국가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
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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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ministrative Guidance and Cartel Immunities

Seuk Hun Sin
Administrative guidance is a common Korean regulatory technique
that, although generally nonbinding, seeks to conform the behavior of
regulated parties to broad administrative goals. Where this
Administrative guidance induce the cartel prohibited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 major issue is whether antitrust
immunities should be allowed. The regulation and antitrust have
operated as competing mechanism to control competition. Antitrust
promoted competition without favoring special interests, but couldn't
formulate rules for particular industries.
Fair Trade Commission and Courts have long recognized the
potential for conflicts between an antitrust regime directed at encouraging efficient market competition and specific regulatory systems
administrative guidance that are either deliberately anticompetitive or
simply indifferent to their competitive effects. However, They have
failed to reconcile antitrust provisions with certain regulatory
schemes.
Reviewing the antitrust immunities of United States will help to
design a workable paradigm for antitrust immunities for admini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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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e guidance. The United States Suprme Court is trying to streamline
the vastly expensive system of antitrust litigation, allowing competitive issues to be solved in the marketplace rather than the courtroom
This paper critically review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s and
judicial decision for 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nd antitrust immunities. And present a solution to
devis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law for a constitution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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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부당공동행위에서의 수평적 합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추정하
기 위한 법리의 정립과 관련된 판례와 이론을 정리하고 그에 기초하여 그
법리의 정립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합의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와 합의요건을 충족
하는 증거의 수준을 판단하는 문제가 분명히 구별되는 문제라는 점에
서, 합의의 의미와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Ⅱ). 부당
공동행위에서의 합의는 그 자체가 행위요건이므로, 내심의 의사나 계획
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 외부에서 인식하거나 미루어 알 수 있는
표현행위의 형태로 나타날 것을 필요로 한다. 합의는 의사의 합치를 의
미하는 것이므로, 합의의 개념요소를 도식화해 보면, 첫째, 합치의 대상
이 되는 개별의사의 존재와 그 소통, 둘째, 그러한 개별의사의 주관적
합치를 의미하는 상호 인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합의는 흔히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를 포함한다고 설명되는데,
이 글에서는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 모두 합치의 대상으로서의 실
체에 대한 의사소통의 결과라는 공통분모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
다. 합의가 명시적인지 아니면 묵시적인지 하는 점은 의사소통의 수단
에 의하여 구별될 뿐이다. 입증의 대상인 합의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
와 합의요건을 충족하는 증거의 수준을 판단하는 문제는 명확히 구별되
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히 합의가 갖는 규범적인 요소와 기능
에 주목하여 의식적 병행행위나 조장적 관행과 같은 개념을 통해 현상
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근거함으로써 명시적 합의를 추정하거나 묵시
적 합의를 인식하는 접근방법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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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식적 병행행위에 대한 Turner/Posner 논쟁과 카르텔 문
제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합의
추정을 위한 경제학적 분석 틀을 검토한다(Ⅲ). 경제학에서는 법학에서
중시되는 합의가 특별한 기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고, 경제학자
는 어떤 정황증거가 합의의 추정을 야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답
변하는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정황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개연성 있는 설명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은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합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에도 큰 도움이 된다.
미국 판례법상 명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정립되는
과정은 의식적 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더하여 명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요소를 다양하게 식별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추가적 요소가 존재하여야 명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의 변천과정을 보여 준다. 여기에는 판례가
나올 당시에 우세하던 과점시장에서의 기업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의 발전과 이를 법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방법론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의
성과가 반영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기서 소개하는 Turner와
Posner 사이의 의식적 병행행위를 둘러싼 유명한 논쟁을 들 수 있다.
Turner/Posner 논쟁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합의의 필요성을 부
정하지는 못했지만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의식적 병행행위의 추정
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미국 판례 발전에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학적 접근은 합의가 명시적인지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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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르텔 문제와 그 해결방법에 주목함으로써
법률가가 카르텔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규범적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법적인 접근에서는 합의가 명시적인지 묵시적인
지를 중시하여 그에 따른 합리적 증거법칙의 정립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 판단에 있어 경제학적 접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경제적 증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들
사이에 일정한 의사소통이 있고 이를 통하여 합의가 협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합의입증에 사용되는 증거와 입증의 방법을 개관한다(Ⅳ).
합의입증에 사용되는 증거에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가
있다. 그런데 합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이루
어질 수도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방식이나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의
수준에 따라 입증되는 합의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명시적 합
의는 직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고 정황증거에 의하여 사실상
추정, 즉 추인될 수도 있다. 반면에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의 문제는
대체로 정황증거에 의하더라도 명시적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할 것이다. 합의인정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외관상 합의의 실행으로 볼 수도 있는 행위가 존재할 때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경쟁법 집행의 경험이 풍부한 외국에서 합의추정의 법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한국 법과 실무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유용하다. 이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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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Ⅴ)과 유럽연합(Ⅵ)에서의 합의의 추정법리의 발전 모습을 차례
로 살펴본다.
미국에서는 셔먼법 제1조의 요건을 합의요건으로 포괄하고 여기에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를 포함한다. 명시적 합의의 경우에는 개념
의 문제와 입증의 문제가 분명히 구별되므로, 명시적 합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식별하는 것이 주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
의 경우에는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반드시 명백하
지 아니하여 개념의 문제와 입증의 문제가 종종 혼동될 수 있다. 명시적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기 위한 법리가 필요한 상황은 경쟁사업자들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
의 판례는 경쟁사업자 간 직접적인 합의가 아닌 중개자를 통한 간접적
(hub and spoke) 공모 법
인 합의를 추정하는 이른바‘바퀴통과 바퀴살’

리, 그리고 의식적 병행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 요소들(plus
factors)을 확인하여 명시적 합의의 존재를 추론하는 병행행위 플러스
(Parallelism Plus) 법리를 발전시켰다.

한편 미국 판례는 명시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묵시
적 합의의 성립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묵시적 합의의 경우 입증의
대상으로서의 실체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하여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는 행위와 과점적 상호의존성으로 귀속시
킬 수 있는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제시된 조장적 관행(facilitating
practices)에 관한 법리를 살펴본다.

EU 조약의 특징적인 점은 합의 외에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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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렬적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이다. 따라서 EU에서 합의와 동
조적 행위의 개념을 구별하고, 특히 경쟁사업자 간의 수평적 행위가 일
어나는 상황에서 합의와 동조적 행위를 추정하는 법리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참가 사업자들의 공동의 의도 또
는 공통적인 의사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한 당사자는 공식적으
로 반경쟁적인 목적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표현했어야 한다. 그러나 합
의의 개념이 계약법상 합의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상호 인식(consensus)
의 표현을 포괄하게 됨에 따라 합의의 개념과 동조적 행위의 개념 사이
의 경계는 희미해지게 된다. 동조적 행위요건을 통하여 합의수준의 의
사의 합치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쟁행위의 조정에 관한 의식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까지 카르텔의 개념 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 판례에서 확인된
동조적 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의식적으로 장래
의 시장행동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적인 접촉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존재할 것, 둘째는
그러한 동조성에 따른 시장에서의 후속행위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합의추정에 있어 법적 분석과 경제학의 통합 필요성과 방법론
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한 관찰과 합의추정과 관련된 정황증거의
식별과 구성을 위한 경제학의 기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Ⅶ).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카르텔 문제를 역으로 활용한 것으로, 이

제도를 통하여 직접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경제학적 이론을 바탕으
로 설계된 제도를 통하여 합의추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일정한 한계 역시 존재한다. 또한 최신

196

카르텔 종합연구 (하)

#카르텔-작업파일-제7장

2011.1.26

11:52 AM

페이지 197

MAC45

2400DPI 175LPI

과점이론이나 게임이론과 같은 경제학 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분석은,
의식적 병행행위와 같은 주어진 정황증거만으로는 합의추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합의가 있었음이 정황증거에 대한 개연성 있는 설명이 되는
지, 아니면 시장상황에 비추어 합의가 아닌 다른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
정황증거에 대한 개연성 있는 설명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의하여 합의를 추정하기 어려운 종류의 사
건에서 이러한 경제분석 능력을 갖춘 경제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
두될 수 있다.
이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국 법과 실무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부분(Ⅷ)이다. 한국 법은 합의의 사실상 추정(법
제19조 제1항)과 법률상 추정(법 제19조 제5항) 규정을 모두 두고 있는데, 실

무적으로는 법률상 추정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많이 집적되어 있다. 법
률상 추정규정이 적용된 사건에서 사업자들이 합의추정 번복사유를 입
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제시한 정황증거에 대하여는 그 증거가치나 증명
력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러한
사례를 정황증거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 법리에 활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서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의 축적을 통하여 우리나
라에서도 정황증거에 의하여 합의를 인정하는 법리가 정립되어 가면서
법적용의 합리성과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의 추정 법리의 정립과 발전방향은 정황증거들을 의사소통 또는
접촉증거, 의식적 병행행위에 관한 증거, 그리고 경제적 증거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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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거의 가치와 상호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정
황증거를 통한 합의의 추정은 의미 있는 정황으로서의 의사소통 또는
접촉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의사소통증거 또는 접촉증거와 의식적 병행
행위에 관한 증거를 기본적인 증거로 하여 경제적 증거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증거의 역할은 어떤 정황증거가
합의의 추정을 야기할 것인가의 문제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황증
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경제학적으로 개연성 있는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법률가의 판단을 돕는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 상호 간의 의사소통 또는 접촉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시장에서 사업자 간에 의식적 병행행위가 존재하거나 조장적 관행을 병
행적으로 채택하는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바로 묵시적 합의가 존재
하는 상황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 사실적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그
행위가 합의의 결과라는 것이‘유일한’개연성 있는 합리적 설명이라는
데 대하여 경쟁당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 제19조 제5항은 독자적인 의미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적용하더라도 불필요한 논란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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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부당공동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건은 합의요건이다. 그
런데 합의요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개념요소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에 관하여 판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학계의 논의도 추상
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합의의 정의와 개념요소 설정의 문제는 합의
의 입증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지하여
해결되는 일부 사건들을 제외하면, 합의요건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입증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합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정할 것인가, 그리고 합의의 추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황증거는 무엇
이고 어떤 내용의 정황증거들을 어느 정도로 결합할 때 추정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부당공동행위의 법리 발전 및 경제 분석에
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근본적으로 그 전제로서 입증의 대상의 문제와
입증의 방법 및 수준의 문제를 구별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
이 연구는 부당공동행위에서의 합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
한 법리의 정립과 관련된 판례와 이론을 정리하고, 그에 기초하여 그 법
리의 정립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합의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와 합의요건을 충족하는 증거의 수준
을 판단하는 문제가 분명히 구별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합의의 의미와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Ⅱ). 여기서는 특히 합의요
건이 규범적인 안전판으로 기능하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의식적 병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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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나 조장적 관행과 같은 개념으로 묘사되는 현상적인 행위에 의존하여
합의를 추정하거나 묵시적 합의를 인식하는 접근방법을 경계한다.
이어서 의식적 병행행위에 대한 Turner/Posner 논쟁과 카르텔 문
제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합의
추정의 법리 정립의 배경이 되는 경제학적 분석 틀을 검토한다(Ⅲ).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경제학적 접근이 합의추정을 위한 규범적 방법론에
시사점을 주는 것과 함께 합의·추정의 과정에서 법적 분석과 경제학의
통합 필요성을 제시하는(Ⅶ) 계기를 제공한다. 이 연구의 주된 부분은 합
의입증에 사용되는 증거와 입증의 방법에 대한 개관(Ⅳ)과 미국 및 유럽
연합에서의 합의추정 법리의 발전에 대한 검토(Ⅴ, Ⅵ)를 토대로 하여 한
국 법과 실무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부분(Ⅷ)이다.
이 부분에서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합의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추론
하기 위한 법리 정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묵시적 합의의 인정 요건
을 명확하게 하고 합의를 법률상 추정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의 역할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전개하게 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연구는 수평적 합의에 국한한 것임을 밝혀
둔다. 합의의 추정 여부가 쟁점이 된 외국 판례 중에는 수직적 합의를
대상으로 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직적 합의가 본격
적으로 문제된 사례가 없고, 수직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합의 여
부의 판단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합의 여
부의 판단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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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당공동행위의 요건으로서의 합의의 개념과
범위1)
1. 행위요건으로서의 합의와 그 내용으로서의 실행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공정거래법’또는 단순히
‘법’
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에서 행위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라는 부분은 합의와 그
내용으로서의 실행행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합의’
라는 의식적인 요소의 존재이다. 합의는 실행행위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실행행위는 그 자체가 행위요건이 아니라 합의의 내용을 구성
하는 합의의 요소로서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나아가 합의의 존재가 직
접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정황증거
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당공동행위에서의 합의는 행위요건에 대하여 보조적인 지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행위요건이므로, 내심의 의사
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 외부에서 인식하거나 미루어 알
수 있는 표현행위의 형태로 나타날 것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
문에서“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라고 표현한 부분
은 그 법적 형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합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외부에서 합의라고 인식하거나 미루어 알 수 있는 표현행위의 형태가
1) 이하 이 장의 설명은 홍대식(2010), Ⅲ의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논의를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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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합의의 내용이 되는 실행행위의 유형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열
거되어 있다. 카르텔의 요건은 실행행위가 아니라 합의 그 자체이지만
합의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특정의 실행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므로 실행행위의 유형에 관한 열거주의는 카르텔로 포착될 수
있는 사업자 간 합의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열거주의로 인
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2)도 있으나, 우리 법상
열거된 실행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특히 법 제19조 제1항 제9호
는“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
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
로 제한하는 행위”
라는 일반 조항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규정도 두고 있으
므로, 열거주의임에도 그 포섭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된다. 특히
2007년 8월의 법개정으로 종전의 제8호가 제9호로 변경되면서 괄호 안
의 문구가 추가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종전과 달리 카르텔 참가 사업자
간의 상호 구속을 초래하는 다양한 방해 또는 제한행위에 대한 합의도
카르텔 요건에 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가격결정에 대한 합의와
의 관계에서 이른바 조장적 관행(facilitating practice)의 존재는 그 자체
로는 정황증거의 하나에 불과하나 조장적 관행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
동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에 대한 합의가 가격결
정에 대한 합의와 별개의 카르텔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3)
2) 권오승(2008), 이재우(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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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의 정의와 개념요소
(1) 합의의 정의
학계에서는 카르텔 요건으로서의 합의에 관하여, 이는 통상적으로
‘의사의 합치’
를 말하지만 반드시 청약·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
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연락 또는 일치가 있었다는 상
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적 양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4) 서울고등법원 판례 중에는 부당공
동행위에서의 합의는“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또는 암묵적인 요해에 그치는 것도 포함된
다”
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5) 대법원은 아직 합의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
하고 있지 않으나, 역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6)에 수긍하는 것으로 보인
다. 여기서 의사의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판례에서 말하는
‘meeting of minds’
를 번역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말로 의사의 연락이

3) 그런 점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9호가 조장적 관행 자체를 규제하는 근거는 되지는 않지만 조장적 관행
에 대한 합의를 규제하는 근거가 된다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다. 조장적 관행을 포섭하기 위해 이 조항
을 활용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문헌으로는 이기종(2001), 이재우(2004) 참고.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사업
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행위라는 요건 외에 그 행위가‘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일 것을 요하므로, 조장적 관행에 대한 합의를 이 요건에 포섭시키기 위해서는 그 조장적
관행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성격 또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4) 권오승(2008), 이호영(2010) 등.
5) 예컨대 서울고법 1996. 2. 13, 선고 94구36751 판결, 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유영상사 등 입찰담합 사건).
6) 들러리를 서 주는 형태로 입찰합의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합의한 경우로 인정한 원심판결
을 긍정한 사례로서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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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표현할 경우 단순한 의사소통(communication)7)이나 접촉(contact)
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8) 최근의 공정위 심결례 중에
는 부당공동행위에서의 합의란 2개 이상의 사업자 간 의사의 합치를 의
미한다고 해석하면서, 여기서 의사란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자신들
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가격인상 등 자신들의 행위를 일정하게 조정
하겠다는 의식적 관념을 말하고, 합치란 합의에 참가한 경쟁사업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내용의 의사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는 것
을 말한다고 판단한 사례9)가 있다. 또한 공정위 심결례 중에는 합의가
‘의사의 연락 + 상호 인식’
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아 정황증거에 속
하는 의사소통증거와 시장행위증거를 종합하여 합의를 인정한 사례도

7)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모든 인간 상호작용 행위는 소통적 요소(communicative element)를 지니지
만 그중에서도 의사소통 또는 의사소통 행위라고 부르는 상호작용 행위 또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라고
부르는 인간현상은 물리적 실체(에너지)의 교환이 아닌 의사나 정보의 교환이 주가 되는 행위, 즉 물리
적 상호작용(physical interaction)의 측면보다 소통적 상호작용(communicative interaction)의 측면
이 더 큰 행위인 의사소통적 상호작용 행위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윤석민, 2007, pp.3-12). 뒤에서 보
듯이 communication은 합의의 주요 개념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정도의 증거
가 있을 때 그 입증이 되었는지의 판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의 접근
은 유용한 참조가 될 것이다; communication은 사전적으로 의사소통 또는 연락으로 번역되지만, 국내
의 문헌에서 의사의 연락이 의사소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
는 의사소통 또는 단순히 소통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를 의사의 연락으로 번역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 합의가
8) 국내의 문헌 중에는‘meeting of minds’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오승(2008), 양명조(2008), 이기수·유진희(2004); 이
문구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미국 셔먼법 제1조의“Contract, combination ⋯ or conspiracy”
의
의미에 대하여“unity of purpose or common design and understanding, or a meeting of minds
in an unlawful arrangement”
(American Tobacco Co. v. United States, 328 U.S. 781, 1946)로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이호영, 2005); 합의의 개념요소를‘의사의 연락 + 상호 인
식’
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합의를 설명하면서 의사의 연락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박도하, 2007). 그러나 합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견해가 의사의 연락과 상호 인식을 명백
히 구별하여 상호 인식이 없는 의사의 연락만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

9) 공정위 2010. 1. 13, 제2010-004호 의결(4개 신용평가사업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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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0)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판례를 통해서도 합의의 개념을 명확히 인
식하기는 어렵다. 미국에서는“공통의 목적 또는 결과를 향한 의사의 합
(con(meeting of minds) 또는“공통의 계획에 대한 의식적인 참가”
치”
scious commitment), EU에서는“두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concurrence of wills)와 같은 정의가 사용되고 있으나, 직접증거가 아닌 정

황증거에 의하여 합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정의가 반드시 요
증사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합
의를 추상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정황증거에 의하여 합의가 입증되는
사건에서 합의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기업의 행위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합의의 개념요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

(2) 합의의 개념요소
이러한 관점에서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는 합의의 개념요소를 도식
화해 보면, 첫째, 합치의 대상이 되는 개별의사의 존재와 그 소통, 둘째,
그러한 개별의사의 주관적 합치를 의미하는 상호 인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별의사의 존재와 그 소통이라는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합의
의 내용은 일방행위(unilateral conduct)와 구별되는 다방행위(multilateral

10) 공정위 2006. 11. 2, 제2006-253호 의결(2개 이동통신사업자 사건). 이에 대한 해설은 박도하(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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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여야 하므로 합의의 당사자가 되려면 어떤 형태이든 그의 개별

의사의 존재가 인정되고 그 의사가 소통(communicate)되어야 할 것이
다. 합치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의 의사는 계약의 성립요건인 청약
(offer) 또는 승낙(acceptance)의 의사표시와 같이 구체적 의사표시일 필

요가 없지만, 개별의사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것이 명시적으로
표현되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개
별의사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소통되어야 한다. 따라서 묵시적으로라도
개별의사의 존재와 그 소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상호 인식이라는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상호 인식이란 구체적
으로 표시되거나 확인될 수 있는 당사자들의 개별의사가 합치되고 있다
는 것을 다른 당사자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쪽에서도 알고 있는 관계
가 성립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단순한 의사소통이나
접촉은 있었지만 상호 인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부당공동행위에서의 합의와 계약법상 합의의 구별
부당공동행위에서의 합의가 계약법상 합의와 구별되는 점은 두 가
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합의의 대상이 되는 개별의사가 계약의
성립요건인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와 같이 표현된 내용이 정확히 일치
하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일 필요가 없다는 점, 둘째, 합의의 정도도 당사
자에게 구속력 있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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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2 이상의 개별의사가 소통되어 객관적으로 하나의 공통적 의사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상호 인식에
이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이다.

3.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 합의개념의 포섭범위는 어디
까지인가
카르텔 요건으로서의 합의는 실행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대체로 위반행위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이지만, 합의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인간의 고
도화된 의식활동, 즉 의사의 표현행위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합의는 흔히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를 포함한다고 설명된다. 묵시
적 합의도 합의의 일종이므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경우 명시적 합의
가 인정된 경우와 그 효과는 동일하다.
문제는 묵시적 합의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 모두 합치의 대상으로서의 실체에
대한 의사소통의 결과라는 공통분모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합의가 명시적인지 아니면 묵시적인지 하는 점은 의사소통의 수단에 의
하여 구별될 뿐이다.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의 구별은 법학의 영역에서 입증의 대상
을 분명히 하고 입증을 위하여 제출되는 증거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
여 필요한 도구적 개념이다. 경제학의 영역에서는 합의가 명시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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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 사업자들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
는 이익을 얻도록 하는 시장행동을 담합으로 설명하므로, 이러한 구별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11)

(1) 명시적 합의
1) 의의
명시적 합의(express or explicit agreement)는 당사자가 대면하는 만
남 또는 언어와 같은 상징적 수단에 의하여 의사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볼 경
우 명시적 합의는 공식적(formal) 합의와 동일한 개념이다.12) 공식적 합
의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만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행위과정에서 합의
의 대상인 공동의 의도(joint intention) 또는 공통적인 의사(common will)
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소통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공동의 의도 또는
공통적인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한 그 합의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인 합의는 법적인 구속력 여부와 관계없이 문서에 의
한 것일 수도 있고 구두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문서에 의한 합의
와 구두에 의한 합의는 그 증거의 내용과 입증 수준에 사실상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11) 미국의 경제학자인 Gregory J. Werden은 언어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의 의사소통의 결과를‘구두합
의’
(spoken agreement)로, 순수하게 시장에서의 행동을 통한 의사소통의 결과를‘구두가 아닌 합의’
(unspoken agreement)로 구분하기도 한다(Werden, 2004, p.735).
12) Hay(2006), pp.87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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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시적 합의와 그 실행으로서의 행위의 구별
명시적 합의는 그 개념요소를 구성하는 사실을 직접 입증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실행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통상적으로
수반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명시적 합의와 그 실행으로서의 행위는 개
념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구별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명시적 합의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합의의 개념
요소로서의 의사소통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 실행으로서
의 행위를 가리키는 병행행위증거와 대비하여 의사소통의 실체가 존재
하는지를 추론하는 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다. 즉,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명시적 합의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실행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통
상적으로 수반되는 증거(participating evidence)가 된다. 다만 그 경우에
도 합의는 행위와 뚜렷이 구별되는 별개의 의사소통행위의 방식으로 일
어나므로, 합의의 성립과 행위의 실행이 혼재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
는다.

(2) 묵시적 합의
1) 의의
묵시적 합의(tacit agreement)는 의사의 소통이 부분적으로 언어와 같
은 상징적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 예컨대 거동과 같은 물리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거동과 같은 물리적 수단에
배태된(embedded) 의사소통적 요소나 의사의 소통이 이루어진 맥락에
비추어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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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3) 예컨대 당사자 중 일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른 쪽에 전달하
거나 모임에서 제기하는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개별의사를 표시하였으
나, 그에 상응하여 다른 당사자는 명시적으로 개별의사를 표시하지 않
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다른 당사자가 그 개별의
사에 참가(commit)하였다는 정황이 있거나 의사의 소통이 이루어진 맥
락에 비추어 상대방이 이를 묵인(acquiesce)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묵시
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는
합의의 형식이 아니라 합의의 내용을 이루는 개별의사의 표시방법이나
정도에 따라 일응 구별할 수 있다.
묵시적 합의도 합의의 일종이므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경우 명시
적 합의가 인정된 경우와 그 효과는 동일하다. 다만 명시적 합의는 그
개념범위가 명확한 데 반하여 묵시적 합의의 개념 범위는 반드시 명확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합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
제는 결국 묵시적 합의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
결된다. 이는 결국 합의의 두 가지 요소, 즉 개별의사의 존재와 그 소통,
그리고 상호 인식이라는 요소를 묵시적 합의의 경우에도 일관되게 요구
할 것인가 아니면 묵시적 합의의 경우에는 그 요구를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묵시적 합의와 그 실행으로서의 행위 구별 필요 여부
통상적으로는 그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합의 그
자체와 합의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묵시적
13) 묵시적 합의를 대화나 서면과 같은 전통적인 동의의 교환수단이 아닌 간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합의
를 성립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는 것도 결론은 같다(이호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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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와 그 실행으로서의 행위를 구별할 실익이
별로 없다. 묵시적 합의 역시 명시적 합의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실행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실행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증거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별의사의 존재와 그 소통 그리고 상호 인식이라는 합의의 요소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명시적 합의와 달리 합의의 요소를 입
증할 적절한 직접증거를 찾기 어려워 합의의 요소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행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증거로서 필요하
기 때문이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행위에 의하여 합의를 구성하는 개별의
사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
의 성립과 실행으로서의 행위가 혼재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맥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묵시적 합의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묵시적 합
의와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3) 묵시적 합의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
묵시적 합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주로 외국에서 사용되는 것이
지만 국내에서도 학자들을 통해 소개되어 혼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
으로는 외관상 합의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와 구별되지 않는 의식
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conscious parallel behavior), 협조적
행위(concerted action)14),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 동조화(concertation), 사업조정(coordination) 또는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이를 쉽게

14) concerted action은 미국 문헌과 판례에서 단독행위(unilateral action)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Copperweld Corp. v. Independence Tube Corp., 467 U.S. 752, 1984. 여기서는 EU 경쟁
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concerted practice와 구별하기 위하여‘협조적 행위’
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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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효과적이 되도록 행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조장적 관행(facilitating practice)을 들 수 있다. 이 중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만이 유

럽연합(EU) 경쟁법에서 사용되는 법문상의 용어이고 그 밖의 다른 용어
들은 판례법상 개발되거나 강학상 사용되는 개념이다.
과점시장에서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사업자 간의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이 존재하는데, 사업자들이 상호 간에 의사소통 또는

접촉 없이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만으로 동일한 행위가 병행하여 발생
할 경우 이를 합의가 있는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
다.15) 미국에서는 셔먼법 제1조에 규정된 공모(conspiracy)라는 개념에
의식적 병행행위가 포섭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판례는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16)
다만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외국의 학자들 중에는 묵시적 합의를 의
식적 병행행위 등과 같은 다른 개념과 명확히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묵
시적 합의를 의식적 병행행위 등과 같은 다른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보면서 굳이 구별할 경우‘순수한’
(pure) 또는‘단순한’
(mere) 묵시
적 합의 또는 묵시적 담합으로 표현하는 경우17)도 있다.18) 여기서는 묵
시적 합의가 곧 우리 법상 카르텔의 요건인 합의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15) 예컨대 Turner는 상호의존성 이론을 기초로 하여, 과점사업자들이 단순히 상호의존성을 인식한 결과
로써 비경쟁 가격(non-competitive price)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과점적 가격책정은 사업자 간에
명백한 의사소통이 없이도 발생하는 것으로, 각 공급자들이 자신의 가격결정에 대해 경쟁자가 보이게
될 반응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16) Theatre Enterprises Inc. v. Paramount Film Distributing Corp., 346 U.S. 537, 1954.
“[C]onscious parallelism has not yet read conspiracy out of the Sherman Act entirely.”
17) 예컨대 Posner는 묵시적 합의의 범위를 넓게 파악하여 과점기업이 명시적 의사소통 없이 행하는 비경
쟁적인 가격책정을‘묵시적 담합’
(tacit collusion)이라고 하고, 이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사소통
이 전혀 없는 경우를 순수한 묵시적 담합(pure case of tacit collusion)이라고 하였다( Posner, 1969).

212

카르텔 종합연구 (하)

#카르텔-작업파일-제7장

2011.1.26

11:52 AM

페이지 213

MAC45

2400DPI 175LPI

의식적 병행행위, 동조적 행위 등과 같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도 포괄하는 다른 개념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한편 합의와 담합(collusion)은 번갈아 가며 사용되기도 하므로19) 묵
시적 합의와 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은 통상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
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국내 학자들의 경우에도 이 둘을 구별하는 견
해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묵시적 담합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경제학
자들 사이에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의사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
을 지칭하기도 하므로,20) 여기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묵시적 담합
이라는 개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부득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묵시적 합의를 가리키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18) 묵시적 합의의 개념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점이 의식적 병행행위나 묵시적 사업조정에 대하여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시각과도 연결된다는 점은 흥미로운 점이다. 예컨대 묵시적
합의의 개념 범위를 넓게 보는 Posner는 과거 병행적 가격결정행위에 사업자들의 의식적인 요소가 개
입될 경우 이는 경제학적으로 과점시장의 조건을 이용하여 반경쟁적 가격결정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과점시장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이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19) 여기서는 미국 문헌에 나타나는 용례에 따라 agreement와 collusion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다
만 EU에서는 agreement와 concerted practice가 개념적으로 구별되므로 collusion을 이들을 포괄
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Albors-Llorens, 2006).
20) 미국 판례 중에는 묵시적 담합을 과점적 가격조정(oligopolistic price coordination)이나 의식적 병행
행위와 동일시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있다(Brooke Group Ltd. v.
Brown Tobacco Corp., 509 U.S. 209, 227,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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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는 극복되어야 할 도그마인가
공정거래법상 합의개념이 민사상의 합의개념과는 구별되고 그보다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대부분의 경쟁법학자들이 동
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제19조 제1항이 카르텔의 수단 내지 형
식을 합의에 한정하고 있는 데 대하여는‘합의의 도그마’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견해21)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는 법문에
서 구체적인 합의요건을 요구하는 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않는 동조적 행위를 요건에 추가하여 합의요건을 넓혀야 한다는
입법론22)과 현행 법문에 의하더라도 합의개념에 합의에 이르지 않는 동
조적 행위가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해석론23)이 있다.
이러한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정책적 측
면에서 볼 때 입법론과 해석론 모두 카르텔 규정의 집행이 과점시장에
서 합의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경제적 성
과에 주목하기보다 그러한 행위가 합의라는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의
사 표현행위에 따라 수행되는 것인지에 집중하는 현상에 비판의 초점을
두고 있다. 합의개념을 법적 요건으로만 해석할 경우 그 개념범위에 포
함되지 않는 구체적 합의가 없는 경우 카르텔 규정에 포섭할 수 없게 되
는데, 그렇게 될 경우 구체적 합의가 없는 사업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시
21) 이호영(2005), 이봉의(2005).
22) 이봉의(2007), pp.273-275에서는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동조적 행위를 법 제19조 제1항의 카르텔 형
식의 하나로 합의와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한다.
23) 이호영(2005), pp.57-59의 입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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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구체적 합의의 실행으로서의 사업자들의 행위가 있는 경우와 마
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둘째, 특히 해석론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구체적 합의가 없더라
도 합의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화장지 제
조 4사 사건24)에서의 대법원의 판시사항 중“선발업체가 종전의 관행
등 시장의 현황에 비추어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들이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예견하고 가격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추정은 번복된다고 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는 선발업체의
이존
가격선도(pice leadership) 및 후발업체의 가격모방도‘특별한 사정’
재한다면 카르텔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단순한’
25)

의식적 병행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즉 과점기업 사이의 누적된 상

호의존성을 근거로 한 묵시적 사업조정을 부당공동행위로 의율할 수 있
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6)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정책적 측면의 접근방법은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적인 문제의
범주를 넘는 것이다. 이는 과점시장에서 사업자들 간의 묵시적 사업조
정이 일어나더라도 특별한 사정, 즉 구체적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현상

24)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25) 이는 추가적 요소와 결합하여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 의식적 병행행위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
한 수식어로 보이나, 필자와 같이 묵시적 합의와 의식적 병행행위를 구별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굳이
그렇게 구별할 실익은 없게 된다.
2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4247 판결(철근제조회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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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가격 메커니즘에 부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에 따른 시장성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특별한
사정, 즉 구체적 합의가 없더라도 그것이 주어진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
메커니즘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시장성과도 부정적인 것으
로 볼 것인가의 정책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법리적 판단의 근
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
게 형성, 변화될 수 있는 가격 메커니즘에 대한 사후적 판단을 통해 기
업의 보다 합리적인 가격 의사결정과 덜 합리적인 가격 의사결정을 구
별하여 그 사이에 규범적인 가치판단을 하게 되는 비약에 빠질 수 있다.
둘째, 해석론은 합의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와 합의요건을 충족하
는 증거의 수준을 판단하는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 의식적 병행행위가
일정한 요소를 갖추게 될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구
체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합의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보는 법리
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요소를 갖춘 의식적 병행행위증거가 있는 경
우 과연 합의요건이 요구하는 구체적 합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증거의 수준 판단 문제인 것이다. 또한 해석론이 근거로 제시
하는 대법원 판례는 합의가 법률상 추정된 상태에서 추정의 번복사유가
되는 정황증거에 대한 판단에 관한 판례이므로, 이를 그대로 합의를 인
정하는 근거가 되는 정황증거에 대한 판단에 관한 판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위 사건의 판시사항을 원용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27)은 추정이 번복되는 행위의 경우 선발업체들의 가격인상을 단순
히 모방한 행위로서“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의 상호의존성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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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적 가격책정”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식적 병행행위는 합의의 개
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28)
합의요건을 두고 있는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합의개념에 의식적
병행행위 또는 동조적 행위를 포함하거나 합의개념이 갖는 본질적인 요
소, 즉 개별의사의 존재와 그 소통, 그리고 상호 인식이라는 요소를 형
해화하는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합의, 특히 묵시적 합의와 의식적
병행행위 또는 동조적 행위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식적
병행행위 또는 동조적 행위가 존재하고 일정한 요소를 더 갖추어 경쟁
기업들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또는 상호작용행위(interaction)로서의 성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의사소통적 요소

를 전제로 한 구체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여전히 합의요건은 충족
되지 않는 것이다.
구조적인 여건에 따른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 활동하
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합의요건이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와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적으로 행동방식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득
이하게 존재하여야 할 규범적 안전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합의에 이
르지는 않지만 과점시장하에서의 사업자들의 상호의존성에서 비롯된
병행적 행위 또는 동조적 행위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면, 이것은 개별 사업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법집행의 문제가 아
니라 정책적·제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27) 윤인성(2009)에서는 이 판례가 종래의 판례보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복멸의 범위를 다소 확대한
것으로 보면서, 다만 판단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사실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사건
에서의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28) Page(2008).

제7장 합리적인 부당공동행위 추정

217

#카르텔-작업파일-제7장

2011.1.26

11:52 AM

페이지 218

MAC45

2400DPI 175LPI

Ⅲ. 합의추정을 위한 경제학적 분석 틀에 대한 검토
1. 경제학적 분석 틀 검토의 필요성
경제학적으로 담합은 그 결과에 의하여, 즉 시장에서의 가격이 정상
적인 경쟁적 조건에서 기대되는 것에 비하여 높게 설정된 사실에 의하
여 정의된다. 이러한 높은 가격은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달성될 수도 있
고, 일정한 시장에서는 의식적 병행행위 또는 묵시적 담합이라고 불리
는 것에 의하여 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법학에서 중시
되는 합의가 특별한 기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고, 경제학자는 어
떤 정황증거가 합의의 추정을 야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는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다.29)
그러나 정황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경제학적
으로 어떻게 개연성 있는 설명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은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합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법학은
합의를 추정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법리를 개발하지만, 그러한 법리 발
전의 배후에는 의식적 병행행위와 카르텔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과
이해가 바탕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 의식적 병행행위에 대한 Turner/Posner 논쟁
미국 판례법상 명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정립되는
29) Page(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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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의식적 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더하여 명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요소를 다양하게 식별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추가적 요소가 존재하여야 명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의 변천과정을 보여 준다. 여기에는 판례가
나올 당시에 우세하던 과점시장에서의 기업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의 발전과 이를 법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방법론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의
성과가 반영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기서 소개하는 Turner와
Posner 사이의 의식적 병행행위를 둘러싼 유명한 논쟁을 들 수 있다.30)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는 과점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업조정의 형태로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소통이나 접촉은 없지
만 병행적으로 행해지는 사업활동에 대한 상호 인식이 있는 경우를 말
하며, 미국의 판례법상 개발된 개념이다. 의식적 병행행위는 그 자체로
합의로 볼 수는 없다. 의식적 병행행위는 경제사정의 변화에 직면하여
각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단순한 병행행위31)에 비하여 사업자들이 의식적으로 병행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0) Turner의 견해는 Turner(1962)에, Posner의 견해는 Posner(1969)에 나타나 있으며, 대부분의 미국
반독점법 교과서에는 이 논쟁이 잘 소개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이 논쟁을 소개한 문헌이 적지 않으나,
특히 참조할 만한 것으로는 Turner-Posner 논쟁의 내용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
는 Vaska(1985) 등에 토대를 둔 신영수(2004)를 들 수 있다.
31) 시장에서 합의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의 외관이 존재하더라도 의식적인 요소를 전혀 발견할 수 없
다면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미국에서‘의식적인’병행행위만이 문제되는 것도 그 때
문이다. 이에 반하여 2007년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은 의식적인 병행행위뿐만 아니라 단순
한 병행행위도 포함하는‘행위의 외형상 일치’
라는 요건이 합의의 법률상 추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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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시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의식적 병행행위라는 사업자들의 행태
가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상충되는 경제적 분석과 평가 가운
데 어떤 쪽을 중시할 것인가 하는 점은 의식적 병행행위의 규범적 정당
성에 대한 가치판단과 함께 의식적 병행행위가 존재할 경우 합의를 인
정하는 증거판단 기준의 정립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미국에서의 논의
는 첫째, 셔먼법 제1조의 요건인 합의를 관대하게 해석하여 의식적 병행
행위는 그 실행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카르텔을 인정할
유력한 정황증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둘째, 셔먼법 제1조의 요건인
합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의식적 병행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는 합의와 구별되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인 경우가 보통이므
로 다양한 추가적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Posner가 전자의 입장을 대표한다면 Turner가
후자의 입장을 대표한다.
Turner는 구조론자로 불리는 하버드학파에서 발전한 최신 과점이
론(modern oligopoly theory)과 셔먼법 제1조를 최초로 학문적으로 조화
시킨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32) 최신 과점이론은 과점시장의 성격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으로 설명하면서, 과점시장에서는 각 기업
이 자신의 가격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특히 경쟁자들의 반응이 어
떤 식으로 나올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기 때문에 명시적 의사소통이나
합의 없이도 비경쟁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인 바 있다.33)
32) Turner(1962).
33) 최신 과점이론은 Chamberlin-Fellner의 과점모형에 기초한다. 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Werden(2004), pp.720-7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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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Turner는 경쟁자들이란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므로 의식적 병행행위가 존재한
다고 하더라도 과점시장에서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인 경우
가 보통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합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다양
한 추가적 요소를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한다. 특히 의식적 병행행위는 경쟁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반응
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의미 있는 금지명
령을 설계하기 어려운 구제수단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한다.34)
이에 대하여 Posner는 행태론자로 불리는 시카고 학파에서 발전된
Stigler의 과점 모형35)에 기초하여 Turner의 이론에 반대한다. Posner
에 따르면, 의식적 병행행위를 가리키는 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은
의식적인 선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협조적 행위(concerted action)의
형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6) 즉, 병행적 행위는 은폐된 협조
적 행위에 대한 유용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Posner는 명시적 합의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첫째, 당해 시장이 담합
의 출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경제적 증거
를 검토하고, 둘째, 담합이 사실상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
장증거를 검토하는 2단계 분석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의식적 병행행위
에 대하여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태적 조치를 설계할 수 있다고

34) Turner(1962). 이 문제에 대한 Turner의 대안은 과점시장에 대한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35) Stigler(1964). 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Werden(2004), pp.728-729 참조.
36) Posner(1969), Posne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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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Turner의 주장에 반대한다. 이러한 Posner의 입장은 반독점법의
목적이 독점가격의 부과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있으면 반
경쟁적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규제하고 합의가 없으면 반경쟁적 효과가
명백하더라도 규제하지 않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행위가 갖는 반경쟁적
효과에 집중하려는 입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37) 따라서 Posner
의 주장과 같이 묵시적 담합을 카르텔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하
더라도 이는 단순히 합의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그 행위가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경쟁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재된다는 점에서 반경쟁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심사되
는 것을 의미한다.
Turner와 Posner의 대립되는 주장은 결국 과점시장에서 사업자들
의 행위모형에 대한 구조론자와 행태론자의 상반된 견해를 대변한다.
구조론자의 견해인 최신 과점이론이 이른바 구조-행태-성과 패러다임
에 기초하여 합의가 없더라도 과점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경쟁
가격 수준 이상의 균형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인 반면에, 행태
론자의 견해인 Stigler의 과점이론은 과점시장 구조에서도 사업자들의
행태적 요소에 의하여 담합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거나 담합의 유지를 어
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인 바 있다.
이들 견해는 그 후에 발전한 게임이론(Game Theory)의 관점에서 재
평가될 수 있다. 구조론자의 견해에 입각한 Turner의 주장은 일회게임
과점모형(one-shot game oligopoly models)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
37) Posner(2001),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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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h, non-cooperative equilibrium)에 부합하지만, 행태론자의 견해를

묵시적 담합의 형성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근거로 채택한 Posner의 견해
는 이와 배치된다.38) 반면에 Turner의 주장은 무한반복게임(infinitely
repeated game) 모형에서 제재 메커니즘의 사용을 통해 달성된 조정된

가격책정에는 적용되기 어렵다.39) 이처럼 이들 견해 중 어느 쪽이 더 우
월한가 하는 점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쪽
견해 모두 카르텔 사건에서 합의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입증하는 문제
보다 시장 내에서 의식적 병행행위가 미치는 영향에 보다 중점을 두어
야 한다고 보는 접근방식에서는 공통된다는 점이다.
Turner/Posner 논쟁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합의의 필요성을 부
정하지는 못했지만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의식적 병행행위의 추정
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미국 판례 발전에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의식적
병행행위의 추정력을 높게 보는 태도(예컨대 Interstate Circuit 사건)에서
추가적 요소의 비중을 강화하여 의식적 병행행위의 추정력을 약화시키
는 태도(예컨대 Theatre Enterprise 사건)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Turner의 입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Posner의 분석 역
시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경제적 증거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38) Werden(2004), p.775.
39) Werden(2004), p.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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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르텔 문제와 그 해결방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Stigler는 과점시장에서 성공적인 사업조정이 일어나기 위하여 해
결하여야 할 세 가지 경제학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40) 이는 첫째,
공동의 의사를 일치시키기 위한 상호 인식(consensus)의 도달 문제, 둘
째, 합의로부터 이탈을 억제하기 위한 감시와 적발의 문제, 셋째, 이탈
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의 문제이다. 이를 카르텔 문제(cartel problem)
라고 한다.
카르텔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직면하는 이러한 문제는 죄수의 딜레
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의 상황에서 죄수들이 직면하는 문제
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 이유는 기업 간의 협조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담합
합의(collusive agreement) 실행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Stigler의 과
점모형의 핵심이다. Stigler의 모형은 담합합의에 관하여 눈속임할 유
인(incentive)과 눈속임을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성(need)에 관심을 집중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41) 이에 기초하여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
여 카르텔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성립되었음을 나타내는 경
제적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통하여 합의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적 접근은 이처럼 합의가 명시적인지 묵시적인지 여부와 관

40) Stigler(1964).
41) Werden(2004), pp.72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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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카르텔 문제와 그 해결방법에 주목함으로써 법률가가 카르텔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규범적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
컨대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수평적 기업결합이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를 말하는 협조효과(coordinated
effect)에 관하여, 공정위의「기업결합 심사기준」
은 그 판단요건으로서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용이성’
과‘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의 용
이성’
을 규정하고 그 판단을 위한 고려사항을 예시하고 있는데,42) 이는
카르텔 문제와 그 해결방법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적인 접근에서는 합의가 명시적인지 묵시적인지를 중시하여
그에 따른 합리적 증거법칙의 정립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
판단에 있어 경제학적 접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가 필요하
다.43) 이는 주로 이른바 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을 경제학적으로 어
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최신 과점이론에 입각
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하
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점에서 경제적 증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들 사이에 일정한 의사소통이 있고 이를 통하여 합의가
협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Werden은 이러한 전제하에서 합의의 추정은 현대 과점이론에서 제시
하고 있는 내쉬균형의 성질을 바탕으로 균형행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42) 홍대식(2008b).
43) Werden(2004), p.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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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국한되어야 하고, 해당산업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
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외형적 담합 가능성을 바탕
으로 한 과도한 일반화를 피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44)

44) Werden(2004), pp.779-80; 권남훈·유진수(2007),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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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합의입증에 사용되는 증거와 입증의 방법
합의입증에 사용되는 증거에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
가 있다. 그런데 합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이
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방식이나 수집할 수 있는 증거
의 수준에 따라 입증되는 합의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명시적
합의는 직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고 정황증거에 의하여 사실상
추정, 즉 추인될 수도 있다. 반면에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의 문제는
대체로 정황증거에 의하더라도 명시적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할 것이다.

1. 합의입증에 사용되는 증거
(1) 직접증거
직접증거는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요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증
명하는 증거이다. 합의의 존재나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서면증거와 합의의 성립 사실 또는 그 내용에 관한 진술증거가 있다.
서면증거로는 합의사항을 기재한 합의서, 합의각서, 이행각서, 협정
요금표, 판매단가표, 결의문, 합의사항을 불참자나 거래처 등에 통보하
는 공문 등의 문건을 들 수 있다. 다만 직접증거가 될 수 있으려면 이러
한 문건이 합의에 참가한 당사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컴퓨터 자기디스크나 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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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에 위와 같은 문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출력한 문서 역시 직접증거인 서면증거와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다.
진술증거로는 합의가 성립한 현장에 참석한 참가자 또는 제3자의
그 내용에 관한 진술, 합의내용의 구두통보 당사자의 그 내용에 관한
진술 등을 들 수 있다.45) 녹음·녹화매체에 합의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음성이나 영상이 수록된 경우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함으로써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역시 직접증거인 진술증거로 취급될
수 있다.
엄격한 의미의 직접증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합의를 입증하는 증명
력을 가질 수 있다.

(2)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는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이
다. 이러한 증거는 기업 간의 소통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의사소통증거
또는 접촉증거와 기업이 속한 시장의 구조, 행위, 성과와 관련된 경제적
증거로 나눌 수 있다.46)
의사소통증거(communication evidence) 또는 접촉증거(contact evi-

45) 다만 진술증거가 직접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진술자가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공정
위가 의존한 진술증거의 신빙성이 법원에서 배척된 사례로는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두4625
판결 및 원심판결인 서울고법 2005. 4. 21, 선고 2004누2273 판결(4개 렌터카 사업자 사건 중 기아자
동차 부분).
46) 이는 OECD(2006)의 분류기준에 기초한 이호영·이봉의(2006), pp.169-171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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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ce)는 사업자들이 만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였음을 나

타내지만 의사소통의 실체(substance)47)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 증거로
서, 합의가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형성될 기회
가 존재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증거로는 경쟁자 간의 전화통화나
공통의 목적지로의 여행 또는 회의 참석의 기록, 가격, 생산량이 논의되
었음을 보여 주는 회의록이나 비망록, 경쟁자의 가격전략을 알고 있거
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내부서류와 같이 당사자들이 특정 주제
에 대하여 의사소통하였다는 증거가 있다.
경제적 증거는 크게 행위증거와 구조증거로 나눌 수 있다. 행위증거
(conduct evidence)에는 합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시장행위와 관련된

증거, 예컨대 동시적이고 동일한 가격인상이나 공공입찰에서의 의심스
러운 입찰 패턴과 같이 의심스러운 사업자들 간의 병행적 행위의 증거
와 조장적 관행(facilitating practice)의 증거48)가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
은 이윤율, 안정된 시장점유율, 과거의 경쟁법 위반사례와 같이 당해 사
업자들의 행위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거인 시장성과(industry performance)의 증거 역시 행위증거의 일종이
다. 구조증거(structure evidence)는 합의의 형성이 용이한 시장구조와 관
련된 증거를 가리키며, 높은 시장집중도, 시장 상대방의 낮은 시장집중
도, 높은 진입장벽, 높은 수직적 통합의 정도, 표준적이고 동질적인 상
47) 의사소통의 실체, 즉 정보교환 내지는 협의 단계를 넘어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면 정황
증거가 아니라 직접증거가 될 것이다.
48) OECD(2006)에서는 조장적 관행의 증거를 준 의사소통증거(quasi-communication evidence)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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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OECD 보고서는 각 유형의 정황증거 사이에 우열관계를 정할 수는
없고 각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의사소통증거와 경제적 증거 중에는 의사소통증거가 더 중요하고, 경제
적 증거 중에는 행위증거, 특히 중요한 것은 단독으로 행할 경우에는 스
스로의 이익에 반하지만 공동으로 행할 경우에는 참가 사업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에 관한 경제적 증거가 보다 중요한 정황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황증거의 유형과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1> 정황증거의 유형과 내용
구 분

증 거

의사소통증거
내지 접촉증거

합의가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형성될 기회가 존재하였음
을 나타내는 당사자 간 의사소통 또는 접촉사실과 관련된 증거

경제적
증거

시장행위

합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시장행위와 관련된 증거 조장적 관행

시장구조

합의의 형성이 용이한 시장구조와 관련된 증거

시장성과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거

2. 직접증거에 의한 합의의 입증
합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
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 직접증거에 의한 합의
의 입증은 명시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어떤 추론도 필요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합의의 실행행위가 없거나 합의한 대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카르텔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 어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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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
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
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 경우에도 카르텔은 인정될 수
있다.49)

3. 정황증거에 의한 합의의 추정
(1) 문제의 제기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를 찾을 수 없거나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런 경우
에는 외관상 합의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비로소 그에
선행하여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50) 그런데, 외관
상 합의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합의의 실
행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결과가 우연히 합치한 경우
일 수도 있고 의식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지만 그것이 묵시적 합의의 정
도에도 이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외관상 합의의 실행으
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그 행위에 근거하여 카르텔을 인정
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의 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49)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이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으로는 홍명수(2009) 참조.
50) 따라서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합의의 존재만으로도 카르텔의 행위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명제는 실제
적으로는 합의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입증되는 사건에 한하여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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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배후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의사소통 또는 접촉이 있고, 그것에
의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경쟁제한에 대한 공동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통
하여 행위의 일치를 초래하는 관계가 성립51)한다는 점이 논리법칙과 경
험칙의 작용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의식적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묵시적 합의의 정도에도
이르지 않고 단순히 시장에서 수집되는 정보에 의하여 다른 경쟁사업자
의 행동과정과 방식을 인식하는 정도에 불과하거나 시장의 구조적 요인
에 의한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시장행위가 동조화되는 경우에는 합의
의 실행으로서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시장에서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합의의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존재한다
는 증거만으로는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합의인정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외관상 합의의 실행으로 볼 수도 있는 행위가 존재할 때 이를 어떻게 취
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을 ①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② 명시적 합의는 없지만 묵시적 합의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③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과 같은 의식적 요소는 존재하지만 의
미 있는 정황으로서의 의사소통 또는 접촉의 증거는 없는 경우, ④ 의식
적 요소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할 경우, 합의의 인정 여부와 관
련하여 ②와 ③의 개념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③의 경우에도 묵시적
합의의 개념에 포섭할 것인가, 명시적 합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되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
51) 권오승(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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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한 어느 정도의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시적 합의 또
는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
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특히 사업자의 가격
에 관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그러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허
용되는 행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업자가 영업구조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경쟁자의 정보와 예상되는 반응을 고려하여
가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2) 정황증거에 의한 명시적 합의의 추정
정황증거는 직접증거와 달리 어느 하나만으로 합의를 입증하는 증
명력을 갖지 못하므로, 그 증거의 수준은 증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
황증거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할 때
합의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예컨대 의식적 병
행행위는 우리 법상 합의추정의 단서가 되는 시장행위증거로 볼 수 있
는데, 그것만으로는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므로 이
를 근거로 명시적 합의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추가적 요소가 되는 다른
정황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정황증거에 의한 명시적 합의의 추정은 정황증
거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그것이 합의의 유형이 아닌 다
(plausible explanation)이 가능하
른 행위의 결과라는‘개연성 있는 설명’

지 않은 사건인가 아니면 그것이 통상적인 시장의 힘(market forces)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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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어났을 수 있다거나 적어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일어났을 수 있는 사건인지를 추론하는 과정
으로서, 마치 탐정소설(detective story)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52) 이
런 점에서‘단순한’병행적 가격책정은 통상적으로 그 자체로는 합의의
추론을 가능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은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비용과 수요요인을 경험하는 경쟁적 시장에서는
병행적 가격책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53) 따라서 외관상 일어난
동시적 가격인상이 단순히 통상적인 경쟁과정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병행적 가격책정 이상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
한 정황증거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입찰담합의 경우 봉인되어 제출된
입찰가격이 마지막 단위의 숫자까지 동일하다면 이를 단순한 병행적 가
격책정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입증되더라도 입증의 대상은 명시적 합
의이기 때문에, 그 합의의 개념요소로서 개별의사의 존재와 그 소통, 그
리고 이를 통한 상호 인식 사실이 사실적 증거에 의하여 어느 정도 추론
될 수 있고 그러한 추론이 경제학적으로 개연성 있는 것으로 뒷받침되
어야 할 것이다.

52) Hay(2006), p.883.
53) 또 다른 설명은 병행적 가격책정이 합의 없이 이루어진 과점적 상호의존성의 결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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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황증거에 의한 묵시적 합의의 추정
묵시적 합의 역시 개별의사의 존재와 그 소통, 그리고 상호 인식이
라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 요소를 구성하는 사실
이 명시적 합의와 같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묵시적 합의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입증한다는 명제는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묵시적 합의의 입
증 문제는 대체로 정황증거를 종합할 때 명시적 합의를 추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를 상호의존성에 의존한 이른바‘단순한’
의식적 병행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경우를 어디까지 묵시적
합의라는 개념으로 포섭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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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미국에서의 합의의 추정 법리의 발전
1. 법리 발전의 배경
미국 셔먼법 제1조는 우리 법 제19조 제1항에 정한 요건인 합의에 상
응하는 사업자들 간의 협력의 형태로서 계약(contract), 결합(combination) 또는 공모(conspiracy)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상으로 이들 형태를

구별하지 않고 합의(agreement)요건으로 포괄하고 있다. 합의에는 명시
적(explicit) 합의와 묵시적(tacit or implicit) 합의가 포함된다.
명시적 합의의 경우에는 개념의 문제와 입증의 문제가 분명히 구별
된다. 따라서 명시적 합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식별하는 것이 주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셔먼법 제정 후 위법성을 추정하는 엄격한 카르텔
법리의 발전으로 인하여 합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입증이 어려워
지자, 합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황증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서 이를 통하여 합의를 추론하기 위한 법리가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의 경우에는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가 무엇인지가 반드시 명백하지 아니하여 개념의 문제와 증거의 문제가
종종 혼동될 수 있다. 결국 이는 단순히 추정의 대상을 정립해 놓고 확
보된 증거를 통하여 이를 추정하는 법리를 정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
쟁사업자들의 병행적 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확보된 정황증거만으로
는 명시적인 합의를 추론할 수 없더라도 그 행위를 여전히 해로운 협조
적 행위(concerted action)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과점(pure olig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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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 또는 순수한 과점적 상호의존성(pure oligopolistic interdependence)

에 따른 행위로 보아 허용할 것인가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면
서 카르텔 조항의 적용범위를 사건별 분석에 따라(on a case-by-case
analysis) 확정하는 문제가 된다.

2. 명시적 합의와 그 추정
명시적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는 물론, 경쟁
사업자들이 장래 가격에 관하여 서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한 상황이
입증된 경우에는 합의를 추론하기 위한 중대한 분석적인 쟁점이 제기되
지 않는다.54) 후자의 경우 경쟁자들이 서로 가격에 관한 논의를 하는 데
대하여 통상적으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그러한 논의에 뒤이어
가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 논의는 합의를 구성하거나 합의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시적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기 위한 법리가 필요한 상황은 경쟁사
업자들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판례는 경쟁사업자 간 직접적인 합의가 아닌 중개자를
(hub and
통한 간접적인 합의를 추정하는 이른바“바퀴통과 바퀴살”

54) Areeda 교수와 Hovenkamp 교수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한다.“예컨대, 한 기업이 주요 경쟁
자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저녁식사 후 주인은 장래의 가격 의도를 공표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손님들도 같은 행위를 한다.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합의를 인정하는 데 대한 유일한 항
변은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손님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손님들이 선택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항변을 배척할 수 있다.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편한 일일지라
도, 손님들은 주인이 사교적인 모임을 공모적인 것으로 전환하려고 시작하자마자 그 자리를 떠났을 수
도 있었을 것이다”
(Areeda & Hovenkamp,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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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ke) 공모 법리, 그리고 의식적 병행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

요소들(plus factors)을 확인하여 명시적 합의의 존재를 추론하는 병행행
위 플러스(Parallelism Plus) 법리를 발전시켰다.

(1)‘바퀴통과 바퀴살’
(hub and spoke) 공모 법리
이 법리는 참가 사업자들이 회의실에 모이거나 전화회의에 참가하
는 경우와 같이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와 반대로 참가 사업자
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간접적인 경우 합의를 추정하기 위하여 정립되었
다. 이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은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사업자가 개별적
으로 각 경쟁자들에게 가격인상 계획을 알리고 그 후 가격을 인상하거
나 기타의 일정한 형태의 반경쟁적인 행위에 관여하려는 각 경쟁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일련의 일대일 대화들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55) 예컨대
상품 제조업자와 개별 유통업자 사이에는 수직적 합의가 존재하지만 유
통업자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별 유
통업자와 수직적 합의를 한 상품 제조업자를 매개로 하여 유통업자들
사이에 수평적 합의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하는 방식이다.
상품 제조업자가 바퀴통(hub)의 역할을 하였다면 유통업자들은 바퀴살
(spoke)에 해당한다고 보아 바퀴통에 연결된 바퀴살이 함께 돌아가게 되

55) Gavil 외(2008), pp.256-264; Hay(2006), pp.88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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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리를 차용한 것이다.
이 법리가 처음 적용된 판결은 Interstate Circuit 사건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56)이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개봉관
극장 체인을 소유하면서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서 상당한 시장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8개의 주요 영화배급사들 각자와 별도로 의사소통을 하
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어느 정도 경쟁을 하고 있는 재개봉관 극장들
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도록 설득하였다.57) 모든 영화배급사들은 제
안을 채택하여 그에 맞추어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부(연방 법무부)
는 유통업자 간의 수평적 합의가 셔먼법을 위반한 위법한 공모라고 주장
하면서 그 금지를 청구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각 영화배급사가 다른 영화
배급사들도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재개봉관 극장에
게 그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각 영화배급사들이
개봉관 극장체인 소유자가 자신의 경쟁자들 각자와도 유사한 대화를 하
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됨으로써 개봉관 극장 소유자와 개별 영화배급사들
각자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이 그러한 확신을 제공해 주었다고 판단
하였다. 즉, 개봉관 극장체인 소유자의 제안을 담은 편지가 8개의 영화
배급사들에게 송부되었는데, 그 편지에 8개 영화배급사들의 이름이 모
두 표시되어 있어 각 영화배급사가 다른 영화배급사들도 그 계획과 그것

56) Interstate Circuit v. United States, 306 U.S. 208, 1939.
57) 보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봉관 극장체인 소유자는 텍사스주의 주요 6개
도시의 모든 개봉관 극장과 많은 수의 재개봉관 극장을 소유하고 8개 영화배급사들은 모든 일급 개봉
영화의 75%를 통제하고 있었으며, 개봉관 극장체인 소유자가 8개 영화배급사들에게 요구한 사항은 재
개봉관 극장들로 하여금 더 높은 입장료를 받고 재개봉관에서 개봉관 극장 상영 영화를 나중에 상영할
때 동시상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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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동하려면 모두가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개
별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재개봉관 극장에게 부과하면 그 극장은 다른 영
화배급사와 거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할 경우 스스로의 이
익에 반하는 조건이라는 점이 합의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사정으
로 고려되었다.
보다 최근에 동일한 패턴이 문제된 판결은 Toys“R”Us 사건에 대
한 연방 제7항소법원 판결58)이다. 이 사건에서는 장난감 소매사업자가
중요한 장난감 제조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과 경쟁하는 할인점 체인들
에 대한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도록 설득하는 시도를 하였다. 제조사업
자가 개별적으로 자신만이 그 요구에 따를 경우 경쟁상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자, 장난감 소매사업자는 다른 제조사업자 각
자도 동일한 요구를 받았다는 점을 알려 주어 결국에는 각 제조사업자
가 다른 경쟁사업자들도 동일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해 주
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 후 할인점 체인에서 다른 상품의 판매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장난감 판매는 감소하였다는 점도 정황증
거로 고려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 FTC는 연방지방법원에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판
결이 유지되었다.

(2) 병행행위 플러스(Parallelism Plus) 법리
경제학적으로는 병행행위가 명시적 합의의 결과인지 여부를 정황증
58) Toys“R”US, Inc. v. FTC, 221 F.3d 928(7th Ci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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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통해 정립하는 작업이 개연성 있는 합리적 설명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증거법적으로 명시적 합의를 추
정하는 구조화된 법리를 개발하였다. 미국의 경우 카르텔 사건은 민사
소송절차에서 배심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법리는
(plus
배심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른바‘추가적 요소’
factors)를 구별하고 어떤 추가적 요소가 병행행위로부터 명시적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리에 따르
면, 의식적 병행행위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합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니며, 더 나아가 병행행위와 명시적 합의를 연결해 주는 정황증거들을
가리키는 추가적 요소가 충분히 존재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의식적 병
행행위의 증거를 제출하고 이것이 추가적 요소에 의한 증거로 보강될
경우 번복될 수 있는(rebuttable) 합의의 추정이 성립할 수 있다. 이를 병
행행위 플러스(Parallelism Plus) 법리라고 한다.
병행행위 플러스 법리에 의한 합의인정은 외관상 합의의 실행행위
로 볼 수 있는 행위에 기초한 합의인정이라는 점에서 합의 그 자체를 입
증하는 직접증거에 의한 합의인정과 차이가 있다. 이 법리가 특히 의미
를 갖는 것은 과점적 시장구조에서 나타나는 경쟁사업자 간의 의식적
병행행위에 기초하여 명시적 합의를 추정하는 경우이다. 과점시장에서
는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시장참가자가 경쟁자들과 개별적으로 상호작
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호작용에는 의사소통 또는 접촉의 정
도에 이르지 않는 의식적 요소, 즉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에 대한
인식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시적 합의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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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 합의가 너무 쉽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의식적 병행행위에
내포되어 있거나 그에 수반되는 요인 중에 의식적 병행행위가 합의유형
이 아닌 다른 행위의 결과라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단순한’병행
행위가 아니라, 명시적 합의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는 고도의 개연성59)
을 뜻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갖는 요인들을 식별하거나 일정
한 요인들이 존재할 경우, 그에 선행하여 명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경험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가적 요
소의 식별과 이를 통한 합리적 추정의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미국 법원
의 중요한 과제였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는 초기부터 의식적 병행행위만으로 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추가적 요소 또는 추가적 정황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초기에는 추가적 요소의 비중을 완화하여 의식적 병행행위의
추정력을 높게 보다가60) 점차로 추가적 요소의 비중을 강화하여 의식적
병행행위의 추정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61)하였다고 평가된다.
59) 우리나라 법제가 속한 대륙법계에서의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이다. 이에 대하여 영미법계
에서는 우월한 개연성만 인정되면 입증된 것으로 본다(호문혁, 2009, p.484).
60) 대표적인 판례로 앞서 본 Interstate Circuit 사건과 United States v. Masonite Corp. 사건(316
U.S. 265, 1942)에 대한 판결을 들 수 있다. 전자의 사건에서는 개봉관 극장 체인 소유자인 Interstate
Circuit와 거래하는 8개 영화배급사들이 재개봉관 극장에 대하여 입장료와 상영조건에 대해 거의 동일
한 제한을 부과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고, Interstate Circuit가 영화배급사들에게 재개봉관 극장들과
배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정황증거
로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영화배급사들이 그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합의
가 추정된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Interstate Circuit라는 중개자를 통하여 영
화배급사들 사이의 간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 사건으로도 설명된다. 후자의 사건에서는
Masonite가 다수의 경쟁자들이 자신의 대리점으로서 자신이 제작한 벽판을 판매하되, 제품에는 판매
자의 상호를 표기하고 가격은 자신이 책정한 대로 받기로 하는 협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한 행위가 문제
가 되었는데, Masonite와 협약을 체결한 경쟁사업자들이 자신 말고도 다른 사업자들도 유사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외에 특별한 추가적 요소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합의가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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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 판례의 입장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Blomkest
Fertilizer 사건에서 연방 제8항소법원이 배심원들에게 행한 쟁점설명
(instruction)의 내용이다. 법원은“합의는 일정한 추가적 요소가 존재하

는 경우에만 의식적 병행행위로부터 적절하게 추론된다. 추가적 요소란
병행적 행위가 공모에 이른다고 인정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입증될 것이
요청되는 추가적인 사실 또는 요소들을 말한다”
고 밝히고 있다.62)
미국 법원의 판례에서 도출되는, 명시적 합의를 추정하게 하는 추가
적 요소의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다르다. 어떤 요소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어떤 요소는 해당사건의 사정에 상당히 특화된 것이다. 이러한
추가적 요소들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63)
첫째, 공동행위를 할 유인과 관련된 유형이다. 이 유형은 문제되는
실제 행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행위자들이 법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를 것을 시도하는 유인을 갖게 될 개연성을 만들어
주는 선결조건들을 관찰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것이다.
특정한 요소들로서 시장집중도의 정도, 시장진입의 용이성, 상품의 동
질성, 가격의 투명성과 대규모 구매자의 존재 또는 부재를 들 수 있다.

61) 그 계기가 된 판결은 Theatre Enterprise, Inc. v. Paramount Film Distributing Corp. 사건(346
U.S. 537, 1954)에 대한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영화사들이 원고에게 배급권을 거절하는 행위
를 하였다는 의식적 병행행위에 관한 증거만이 제출되었는데,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합의가 추정되지
않고 추가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로부터 추가적 요소가 제시되지 않았
기 때문에 합의 추정에 필요한 추가적 요소가 무엇인지는 이 판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의할 것
은 원고가 추가적 요소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반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신작영화를 배급하지 않기
로 한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62) Blomkest Fertilizer, Inc. v. Potash Corp. of Sask., 203 F.3d 1028, 1032-33(8th Cir. 2000).
63) Hay(2006), pp.88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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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적 요소는 그 자체로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게 하는 정황증
거가 되지는 못하고 합의가 성립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설명해 준다
는 점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촉진하는 출발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배심
재판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 법원에서는 신청(pleading) 단계에서 증거
개시절차(discovery)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정한
사실적 문제(factual matter)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과거 미국
법원의 판례는 아무런 사실적 요소가 없더라도 병행행위를 위법한 합의
로 인한 행위로 상정할 수 있는(conceivable) 사실과 논리적으로 일치하
는 합리적 설명이 있으면 증거개시절차를 통하여 위법한 합의의 증거가
현출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증거개시절차로 이행하
는 것을 허용하였다.64) 따라서 공동행위를 할 구조적 유인증거만으로도
증거개시절차로 이행할 수 있었다.65) 이에 대하여 Matsushita 사건66)
에서 연방대법원은 약식재판(summary judgment) 단계에서 판사가 피고
들의 공모에 참가할 합리적인 동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
출한 증거의 경제적 개연성(economic plausibility)을 예비적으로 심사하
여 원고가 단독행위의“가능성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증거를 제출하
64) Conley v. Gibson, 355 U.S. 41, 45-46(1957). 이를 사실관계 세트 불요(no set of facts) 공식이라고
한다.
65) 미국은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을 제정하면서 증거개시절차를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증거개시절차를 정비해 왔다(Rule 26 내지
37). 이 규칙하에서 증거개시가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넓어서 계속 중인 사건의 쟁점과 관련성(relevance)만 인정되면 Attorney-Client Privilege나 Work Product Doctrine 등 일정한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본안심리 전에도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이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다.
66) Matsushita Electrical Industrial Co. v. Zenith Radio Corp., 475 U.S. 57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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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면 약식재판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정립하였다.67) 나아
가 최근 Twombly 사건68)에서 연방대법원은 병행행위의 존재와 경제적
유인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증거개시절차 단계로 이행하기에 부족하고
합의가 일어났음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사실적 문제(enough factual matter)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신청기준을 정립하였다. 이는

약식재판 단계에서 적용된 Matsushita 기준을 신청 단계로 확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69) 또한 이는 공동행위를 할 구조적 유인 증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추가적 요소로서의 증명력이 매우 낮고 적어도 합의의 개
연성(plausibility)을 입증하는 사실적 증거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공동행위를 할 기회를 나타내는 유형으로 주로 회사 간의 의
사소통의 존재와 관련된 요소를 말한다. 이는 구조적 요소와 행태적 요
소의 혼합물로 볼 수 있다. 회사 간의 의사소통은 그 자체로는 무해한
것이므로 비도덕적인 비공개의 의사소통의 가능성만을 보여 줄 수 있
다. 시장참가자의 관련 직원들 사이에 빈번한 전화통화가 있었던 경우
와 같이 의사소통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는 경우 의사소통이 본질적으
로 의문스러운 행동으로서 제시될 수도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67) 이러한 법리는 Matsushita 판결에 앞서서 Monsanto 판결(Monsanto Co. v. Spray-Rite Service
Corp., 465 U.S. 752, 1984)로 먼저 정립이 되었는데, Monsanto 판결은 Matsushita 판결과 달리 수
직적 합의가 문제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68) Bell Atlantic Corp. v. Twombly, 550 U.S. 544, 556(2007). 이 판결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Gabriel(2007), Hovenkamp(2009) 참조.
69) Gavil 외(2008),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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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법원들이 Twombly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일정
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그들의 의도(intention)와 서로가 똑같이 행동한
다는 의존(reliance)에 대하여 서로 의사소통하였다는 것을 요구하는 합
의의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70)
셋째, 우연성 요소라고 명명할 수 있는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은 시장
의 성격이 회사들이 쉽게 다른 회사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용된다. 예컨대 봉인된 입찰절차에서 복수의 동일한 입찰이 나온 경
우, 그 절차의 봉인성이 사전합의가 없다면 그러한 우연성이 개연성 있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게 되는 추가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넷째, 문제되는 실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포괄적인(catchall) 유형
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유형은 배심원에게 그 행위가 개별적 회사
쪽에서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반대로 합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이
유형은 앞서 본 우연성 유형과 중복될 수도 있지만, 우연성 유형의 경우
와 달리 회사들이 다른 회사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음에도 그것이 병행
적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
용되는 상황에서도 적용된다.
이 마지막 유형에 속하는 추가적 요소로 가장 빈번하게 참조되는 것
은 당사자가 자신의 개별이익에 반하여(contrary to self-interest) 참가하
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회사가 자신의 개별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일은 없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부정확할
70) Page(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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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71) 이 요소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모든 다른 경쟁자들이
유사하게 행동하기로 한 사전합의의 맥락에서만 합리적(즉, 회사 자신의
개별이익과 일치하는)이라는 점에서 추가적 요소가 될 것이다. 다른 모든

경쟁사업자들도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그 행동이
각자의 개별이익에 반하여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되는
경우가 그 한 형태이다. 앞서 본 Interstate Circuit 사건이나 Toys "R"
Us 사건이 이러한 추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의 최선의
항변은 그 행위가 다른 경쟁자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될 것이다. 병행적인 거래거절행위가 문제가 된 Theatre
Enterprise 사건에서 피고들이 다른 피고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상대방에게 대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점
에 관하여 법원을 설득한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법원이 추가적 요소의 유형들 사이의 위계를 정한 바는 없지만 판결
들을 통해 일정한 패턴을 식별하는 것은 가능하다.72)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가 혼자 행하면 개별이익에 반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행할 것으
로 동의하면 개별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추
가적 요소이다. 또한 법원은 행위과정에 대한 가정적인 설명도 중요하
게 취급하였다. 다만 각 피고가 독자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것을 합리적
으로 설명하는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합의
가 추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단지 담합의 기회를 지시하는 증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71) Werden(2004), p.748-749.
72) ABA(200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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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묵시적 합의와 그 추정
(1) 과점시장과 묵시적 합의의 개념
묵시적 합의와 그 합리적 추정의 문제는 과점시장에서 주로 발생한
다. 과점시장에서는 상호의존성이라는 시장의 성격 바로 자체 때문에
사전적 의사소통 또는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다른 경쟁자가 유사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병행적 행위가 있더라도
각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자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합리적이라는 항
변이 보다 쉽게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 요소만으로는 명시적 합
의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미국의 일부 법원들은 직접증거에 의하든 정황증거에 의하든 명시
적 합의가 회사에게 셔먼법 위반의 책임을 부과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
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다.73) 또한 Interstate Circuit 사건은 정황증
거에 의해 명시적 합의를 추정한 사건이지만,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사전의 합의 없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는 초청에 대한 경쟁자의 승낙
행위, 수행된 경우 그 필수적인 결과가 주간의 통상 제한인 행위는 셔먼
법 하에서 불법인 공모를 구성하는 데 충분”
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
아이디어는 기업들이 명시적 합의 없이도 카르텔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셔먼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묵시적 합의에 관여하거
나 이를 달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73) 다만 실제로는 일부 법원들이‘묵시적 합의’
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는 단순하게 직접증거가 아닌 정
황증거에 의한 명시적 합의를 포함한 합의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Kovacic,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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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국 판례상 명시적 합의와 달리 묵시적 합의의 경우 입증의
대상으로서의 실체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74) 이러한 문제는
특히 병행행위에 관여하는 경쟁사업자들에게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
과 같은 의식적 요소는 존재하지만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의사소통이
나 접촉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명시적 합
의에 대한 정황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병행행위를 오로지 과점
적 상호의존성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면75) 이를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
는가, 또한 이를 과점적 상호의존성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행위와 어떻
게 구별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조장적 관행(facilitating practices)에
관한 법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조장적 관행(facilitating practices)에 관한 법리
조장적 관행은 당사자들이 사업조정(coordination)을 쉽게 하거나 보
다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가 취하는 수단을 말한다. 명

74) 배심재판이 이루어지는 미국에서 특별히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Hay(2000) 참조. 배심원들이 정황
증거로부터 명시적 합의를 추론하는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알고
정황증거가 그 방향을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병행적 가격책
정이 진정으로 경쟁적이지 않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공식적 합의의 직접증거는 물론 당사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접촉 또는 의사소통을 하였다는 정황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배심원들이 판
사에게 지도를 요청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그들이 묵시적 합의의 존재를 인정
하기만 하면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그 경우 묵시적
합의가 개념상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식적 병행행위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75) 병행행위가 상호의존적이지만 그 결과가 진정으로 경쟁적이기도 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그 결과가
진정으로 경쟁적이지 않은 경우가 주로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가격인상을 선도한 회사가 경쟁수준을
상당히 넘는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경쟁사업자들이 이를 모방하여 그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한 경
우이다.

제7장 합리적인 부당공동행위 추정

249

#카르텔-작업파일-제7장

2011.1.26

11:52 AM

페이지 250

MAC45

2400DPI 175LPI

시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회의실에 모이는 것도 넓
게 정의하면 조장적 관행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합의의 형성과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행위로서 명시적 합의에 선행하는 정황증거로 이
해할 수도 있겠지만, 묵시적 합의와 관련해서는 명시적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묵시적 사업조정(tacit coordination)76)을 쉽게 하거나 보다 효
과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가 취하는 특정한 수단을 가리키
는 것으로 좁게 정의할 수 있다.77)
이 개념은 명시적 합의와 순수한 과점적 상호의존성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fill in the gap) 기능을 한다. 미국 판례에 나타난 조장적 관행으
로는 가격정보를 포함한 경영정보의 교환 또는 사전공표, 기점가격제도
(basing-point pricing), 제품의 표준화(product standardization), 그리고

최혜국고객조항(most favored nation clause) 등이 있다.
여기서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채택된 조장적 관행과 병행적 행위에
의하여 채택된 조장적 관행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조
장적 관행 그 자체에 대한 합의는 성립하므로 합의의 대상이 된 조장적
관행이 특정한 거래조건이나 정보교환에 관한 합의를 구성하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과 그러한 합의의 효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에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명시적 합의를 추정하게 하

76) 묵시적 사업조정은 과점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업자 간 사업조정으로서, 부당공동행위의 요건인
합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와 무관하게 언어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명시적 합의를 제
외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조정을 폭넓게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묵시적 합의를 포함하지만
그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다. 묵시적 사업조정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호영(2005) 참조.
77) Hay(2006), p.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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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가적 요소에 해당한다거나 의식적 병행행위가 조장적 관행에 수반
하여 일어난다고 하여 합의가 추정된다고 하기가 어렵다. 또한 의식적
병행행위만으로 명시적 합의가 추정되지 않는 것처럼 조장적 관행이 존
재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경제학적으로는 조장적 관행이 성공적인 사업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가 될 경우 그 효과면에서 명시적 가
격합의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격 투명성이
존재하지만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어 가격인상을 선도하는 회사가 위
험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가격인상 실행 하루 전에 가격을 공표하는 관
행을 개시한 후 병행적 가격책정이 일어난 경우, 즉 조장적 관행에 의하
여 수반된 병행적 가격책정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보다 더 어려운 문
제를 야기하는 경우는 사업자들이 조장적 관행을 병행적으로 채택하는
경우(parallel adoption of facilitating practices)이다. 이 경우 가격에 관한
명시적 합의는 물론 가격공표에 대한 명시적 합의도 없을 수 있지만 이
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사업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의식적
병행행위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였던 Turner와 Posner도 비경쟁적
인 가격설정을 허용하는 조장적 관행의 병행적 채택의 경우에는 구제수
단의 문제가 경감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78)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셔먼법상 합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포
섭할 것인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
다. 실제로는 미국에서도 조장적 관행의 개념을 적용하려는 중요한 시도
78) Turner(1962), pp.675-76, Posner(2001), pp.98-99; Page(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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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대부분의 사건은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화해로 종결된 경우가 대부
분이고, 조장적 관행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판단이 내려진 사례도 대부분
합의요건을 두고 있는 셔먼법 제1조가 아니라 합의요건이 없는 연방거
래위원회법 제5조가 적용된 사건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피고들이 조
장적 관행을 병행적으로 사용하여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행
위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Ethyl 사건79)을 들 수 있다.

79) E.I. du Pont de Nemours & Co. v. Federal Trade Commission, 729 F.2d 128(2d Cir. 1984). 연
방 제2항소법원은“과점산업에서의 사업행동이 법 제5조가 규정한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묵시적 합의가 없다면 최소한 (1) 사업자의 경쟁제한적인 의도나 목적이 입증되거나, 또는 (2) 문제
가 된 행동에 대한 별도의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일정한 남용적 요소(indicia of
oppressiveness)가 존재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여 위원회의 사실인정을 뒤집었다. 이 판결에 대한 자
세한 평석은 Hay(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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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EU에서의 합의의 추정 법리의 발전
1. 법리 발전의 배경
EU 조약 제101조 제1항80)은 우리 법 제19조 제1항에 정한 요건인
합의에 상응하는 사업자들 간의 협력의 형태로서 합의(agreement) 외에
사업자단체의 결의(decision)와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를 병렬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자단체의 결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
위를 별도로 규정한 우리 법 제26조 제1항의 행위유형 중 사업자단체의
카르텔에 관한 조항인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
법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형태는 동조적 행위이다. 그에 따라 EU에서는
합의와 동조적 행위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각각의 형태를 어떻
게 입증할 것인가에 관한 법리가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합
의이든 동조적 행위이든 법적 취급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그보다는 법적
으로 허용되는 독자적 행위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동조적 행위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어떤 직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를 기초로 하
여 동조적 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것인가에 관한 법리의 발전이 주요 문
제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EU에서 합의와 동조적 행위의 개념을 구별하고 특히 경
쟁사업자 간의 수평적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합의와 동조적 행위를
추정하는 법리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80) 2009년 TFEU(Treaty on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에 의하여 조문이 재배열되기 전의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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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와 그 추정
합의의 개념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가 처음으로 나타난 EU 판례는
Bayer 사건에 대한 판결81)이다. 그에 의하면 합의의 개념은 적어도 두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concurrence of wills)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
며, 그것이 당사자들의 의도의 충실한 표현을 구성한다면 그것이 표현
되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는 그 전의 판례법에서 이미 확인된 두
가지 요소를 합친 것이다. 이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의 표현이라는
요소와 합의형식의 비관련성의 요소이다.82)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참가 사업자들의 공동의 의도 또는 공통
적인 의사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표현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
가 있는 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적어도 한 당사자
는 공식적으로 반경쟁적인 목적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표현하였어야 한
다.83) 다시 말해서 한 당사자가 적어도 반경쟁적인 안내(instruction)나
초대(invitation)를 행하고 다른 당사자들이 이를 암묵적으로 승낙한 경
우 공동의 의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공급자와 그 도매업자 사이의
수출제한 합의 여부가 문제된 Bayer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위원회가
합의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공급자인 Bayer가 반경쟁적인 안내 또는 초대를 행하였다는
81) Case T41/96, Bayer v. Commission [2000] ECR II-3383. 이 판결은 상고심인 유럽 사법법원에서
유지되었다. Joined Cases C-2/01P & C-3/01P, Bundesverband der Arzneimuttel-Inporteure
and Commission v. Bayer AG [2004] E.C.R. I-23.
82) Albors-Llorens(2006), p.840.
83) Albors-Llorens(2006), p.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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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고 그에 따라 도매업자들의 행위가 이를 준수 또는 승낙하거
나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암묵적 승낙(tacit acceptance)이나 준수(compliance)에 의해서
도 묵시적 합의가 성립할 수 있지만, 정황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
관계에 의하여 이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당사자의 반경쟁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희망의 표현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다른 당사
자에게 그 목적을 공동으로 충족하기 위한 초대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
다. 어떤 증거가 그러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는
수평적 합의 사건보다는 수직적 합의 사건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데, 이
는 후자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공급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서
공급자가‘수출 금지’
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청구서를 꾸준히 보내고 유
통업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주문을 갱신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계속적인
상업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공급자에 의하여 반경쟁적인 목
적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표현되었음이 추론될 수 있고 유통업자의 주문
갱신은 암묵적 승낙으로 인정될 수 있다.84)
그러나 합의의 개념이 계약법상 합의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상호 인
식(consensus)의 표현을 포괄하게 됨에 따라 합의의 개념과 뒤에서 보는
동조적 행위의 개념 사이의 경계는 희미해지게 된다. 합의와 동조적 행
위는 표현의 강도와 표현의 형식에 의하여 서로 구별될 수 있지만, 실제
적으로는 그 구별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84) Case C-277/87, Sandoz v. Commission [1990] E.C.R. I-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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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조적 행위와 그 추정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는 EU 조약 제101조 제1항에 합의와
대등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합의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강학상 개념인 의식적 병행행위와 구별된다.
따라서 법문상으로는 EU의 경우 합의만을 요건으로 하는 우리 법이나
미국 법보다는 카르텔의 적용범위가 넓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EU
에서는 이처럼 합의와 동조적 행위가 대등한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의가 명백히 입증되지는 않지만 정황증
거에 의하여 합의이든 동조적 행위이든 사업조정(coordination)의 형태
로서의 카르텔이 인정되는 경우“합의 또는 동조적 행위가 존재한다”
는
정도로 표현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있기도 하다.
동조적 행위의 개념이 처음으로 정립된 판례는 Dyestuffs 사건에
대한 판결85)이다. 그에 의하면, 동조적 행위는 적절하게 정의된 합의가
체결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의식적으로(knowingly) 경쟁의
위험을 사업자들 간의 실제적인 협력으로 대체하는 조정의 형식으로 정
의된다. 따라서 동조적 행위요건을 통하여 합의수준의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쟁행위의 조정에 관한 의식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까
지 카르텔의 개념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 동조적 행위를 구성하는 의식
적인 요소의 내용에 관해서는 Suiker Uni 판결86)을 통해 더 구체화되

85) Case 48/69 ICI v. Commission ('Dyestuffs') [1972] ECR 619.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Case T-1/89
Rhone-Poulenc v. Commission [1991] ECR II-867.
86) Joined Cases 40-48, 50, 54-56, 111, 113 & 114/73 [1975] E.C.R.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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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동조적 행위의 존재는 장래의 경쟁자들
의 행동에 관한 어떤 의심도 사전에 제거하려는 계획과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관계로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들
이 시장에서의 장래 행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있었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주려는 실제 계획의 증거는
없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동조적 행위
가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계획을 만들어 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함으로써 동조적 행위의 개념에 넓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에 의하면,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시장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자
신들이 시장에서 채택하였거나 채택할 것을 고려하는 행동의 과정을
그러한 경쟁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그 목적(object) 또는 효과(effect)로
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접촉(contact)이 있었던 것
으로 충분하다.
Dyestuffs 판결과 Suiker Uni 판결에서 확인된 동조적 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의식적으로 장래의 시장행동에 관
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적인 접
촉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존재할 것, 둘째는 그러한 동조성에
따른 시장에서의 후속행위가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그 후의 판례들
에서는 세 번째 요건으로서 앞에서 본 두 가지 요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7)
87) Albors-Llorens(2006), p.846. 대표적인 판례는 Case C-199-92P, Huls v. Commission [1999]
E.C.R. I-4287. 다만 이 판결에서는 첫째 요건을 강조하여 사업자 간에 시장에서의 행동에 관한 불확
실성을 제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접촉의 증거가 있다면, 그 동조적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들과 시장에
남아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시장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쟁자들 사이에 교환된
정보를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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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조적 행위는 합의의 경우와 달리 명확한 요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EU 법원은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조적 행위의 존재를 사실상 추정하도록 하면서 특히 사업자 간의 의
사소통 또는 접촉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입
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Wood Pulp II 사건88)의 경우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나무펄프 제조업자들이 고객에 대한 사전 분기별
가격공표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공동체 시장 전체에 걸쳐 가격이 병
행적으로 전개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제조업자들 사이
의 접촉에 관한 직접증거를 얻지 못해 가격공표의 병행행위로부터 동조
성(concertation)을 추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 사법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은 동조성이 병행행위의‘유일한’
개연성 있는 설명(the
only plausible explanation)이 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동조성을 추정하

는 증거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
여 이 사건에서는 동조성이 병행행위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서 이 사건에서 정황증거로서 사
전공표가격 시스템이 실행된 나무펄프 시장이 장기계약 시장이라는 사
실과 사업자들의 행위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체감되는 상업적 위
험을 제한하기 위한 필요(need to limit commercial risks)에 대한 합리적
인 대응(rational response)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시장참여자 간의 의사소통 또는 접촉증거가 없는 경우 병행행위에
대한 어떤 다른 개연성 있는 설명이 없는 경우에만 병행행위가 동조적
88) Cases C-89/85 etc Ahlstrom v. Commission‘Woodpulp
(
II’
) [1993] E.C.R. I-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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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Woodpulp II 사건의 판시는, 동조적 행위
판단에 있어서도 상호적인 의사소통행위(act of reciprocal communication)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문제는 사업자 간에 접촉

이 있더라도 정당한 접촉과 위법한 접촉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 EU 법원의 판례는 상호적인 의사소통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온 것으로 보인다.89)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첫째, 회의
나 토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자가 그 회의에 참여하거나 토
론을 승인한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 둘째, 회의가 단지 한 당사자에 의
한 일방적인 의도 표현으로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셋째, 경쟁자들이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개자를 통하여 그렇게 한 경
우이다. 첫째 및 둘째 경우와 관련하여 EU 제1심법원은 한 경쟁자가 다
른 경쟁자에게 시장에서의 장래 의도나 행동을 공표하고 다른 경쟁자가
이를 요청하거나 적어도 수령한 경우 상호적인 의사소통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90) 또한 법원은 반경쟁적인 목적을 가진 회의에 사업자가
참석한 경우 이 사업자가 취득한 정보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상호적인 접촉으로 간주된다고 하고,91) 그러한 회의에 참석한 사
업자가 경쟁자들의 장래 의도에 관하여 단순한 정보 수령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92) 여기서 동조적 행위를 인정하

89) Albors-Llorens(2006), p.858.
90) Case T-25/95, Cimenteries CBR v. Commission, [2000] E.C.R. II-491.
91) Case T-1/89, Rhone-Poulenc v. Commission, [1991] E.C.R. II-867.
92) Case T-202/98, T-204/98 & T-207/98, Tate & Lyle plc v. Commission, [2001] E.C.R. II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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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첫째, 상호적 의사소통행위의 존재
와, 둘째, 경쟁자들에 의한 장래 시장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의 감소이다.
그런데 법원은 적어도 한 사업자가 그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시장에서의 행동을 공개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단순히
정보를 수령하는 것만으로도 의사소통의 상호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유럽 사법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 사업자가 구 조약 제81조 제1항
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의에서 토론된 내용으로부터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거나(publicly distance itself), 경쟁당국에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하거나,93) 회의에서 취득한 정보가 시장에서의 자신의 행동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94)
셋째 경우는 간접적인 접촉의 경우, 즉 경쟁자들이 직접적으로 문제
에 관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토론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중개자를 통
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판례는 한 소매업자가 유통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소매업자의 시장행동에 관하여 공급자에게 불만
을 제기하고 그 결과로 공급자가 다른 소매업자에게 그 사업전략을 변
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안에서 간접적인 접촉을 인정하였다.95) 이는
공급자와 경쟁 유통업자들이 모두 관련되는 3자 간의(triangular) 동조적
행위로 명명되었다.

93) Joined Cases C-204/00P, C-205/00P, C-211/00P, C-213/00P, C-217/00P & C-219/00P,
Aalborg Portland v. Commission, Judgment of 7 January 2004.
94) Case C-199-92P, Huls v. Commission [1999] E.C.R. I-4287.
95) Case 100/80, Musique Diffusion Francqise v: Commission [1983] E.C.R.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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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합의추정에 있어 법적 분석과 경제학의 통합
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설계를 통한 합의추정 문제의
해결과 과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me)란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증거와 함께 그 부당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그에 대한 공
정위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낮
추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관련규정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와 법 시행령 제35조 및「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이다. 이 제도는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
장 잘 알고 있는 참가 사업자에게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
해 주는 경제적 유인체계(incentive)를 제공함으로써 자진신고 또는 조사
협조를 유도하여 그 속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공동행위의 적발
확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상황에서 죄수들이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카르텔 문제를 역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과징금 부담을 면할 수 있
는 유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부당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가 합의에
서 이탈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부당공동행위 형성과 유지의 장
애물 중 중요한 것이 합의 당사자들의 이탈 가능성이므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그 가능성을 높이는 유인체계로 작용함으로써 부당공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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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게 된다.96)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합의의 입증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제도를 통해 경쟁당국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합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당해 부당공동행위를 입증하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를 단독으로 제공할 것이 필수적인
데 필요한 증거”

요건인데, 이러한 증거는 주로 합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하여 직접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경제
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된 제도를 통하여 합의추정의 문제를 해결하
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가 직접증거인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정황증거에
불과한 의사소통증거 또는 접촉증거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에는 정황증거와 합의의 존재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공정위가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적용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증거
를 통해 특정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자진신고자가 합의가 형성되었음을 보여 주는
서면으로 제출한 내부서류에는 경쟁사업자들 중 일부 사업자에 대한 언
급이 없는데, 자진신고자가 그 사업자 역시 합의에 참가하였음을 진술

96) 신고자 감면제도가 담합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모델에 의하여 설명한 국내 문헌으로는 박상
원(2005), p.14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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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보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진술을 다른 사업자들이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른 증거를 필요
로 하게 될 것이므로, 합의추정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97)

2. 합의추정과 관련된 정황증거의 식별과 구성
직접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의사소통증거 내지 접촉증거
또는 경제적 증거와 같은 정황증거가 필요하다. 이 중 의사소통증거 내
지 접촉증거는 사실적 증거이므로 이를 식별하고 구성함에 있어 경제학
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경제적 증거는 경제학적으로 식별되고 구
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
다. 어떤 경제적 증거가 합의의 추정력을 갖는 증거로 평가될 수 있을지
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제학은 법률가에게 그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erden은 최신 과점이론과 미국의 판례를 종합하
여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추론하는 문제에 관해 경제학자가 도출할 수
있고 법원이 도출해야 하는 네 가지 일반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98)
첫째, 합의가 추론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넘는 무엇인가가 먼
저 제시되어야 한다.
97) 이와 관련하여 EU의 자진신고자 감면절차에서의 기업진술의 의의와 그 증거능력에 대하여 설명한 문
헌으로 이황 외(2009), p.116 이하 참조.
98) Werden(2004), pp.77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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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합의의 존재는 일회게임 과점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
과 일치하는 행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다. 개별적 자기이익에 반하
는 행동만이 합의를 추론함에 있어 과점이론에 기반한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합의의 존재는, 비록 무한반복 과점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
균형(또는 Chamberlin-Fellner식의 과점)과 일치하더라도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넷째, 합의의 존재는 사업자들 사이에 일정한 종류의 의사소통이 있
고, 이를 통하여 합의가 협의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추론될 수 없다.
Werden이 제시한 바와 같이 최신 과점이론이나 게임이론과 같은
경제학 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분석은, 의식적 병행행위와 같은 주어진
정황증거만으로는 합의추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합의가 있었음이 정황
증거에 대한 개연성 있는 설명이 되는지, 아니면 시장상황에 비추어 합
의가 아닌 다른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 정황증거에 대한 개연성 있는 설
명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의
하여 합의를 추정하기 어려운 종류의 사건에서 이러한 경제분석 능력을
갖춘 경제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다.
문제는 합의추정에 있어 법적 분석과 경제학의 통합을 위한 가교 역
할을 하는 경제전문가가 전문적인 능력과 더불어 경제학에 문외한인 법
률가를 설득하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는가 하는 점이다. 경제전문가의
전문적 능력은 증명력의 문제로서 이미 국내에서도 여러 문헌에서 다루
고 있으므로99)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경제전문가가 특히 합의추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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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법률가를 설득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합의요건을 분석하
고 입증하는 법률가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이 요
구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경제학자는 합의가 없이도 합의가 있
는 경우와 유사한 성과를 가져오는 구조적 조건이나 경쟁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이러한 상황을 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으로 부르는데, 이는 분명히 법률가들이 엄밀하게 정
의한 용어인 합의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자가 용어의 차
이와 법적 요건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정황증거가 합의의
추정을 야기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접 답변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의 경
제분석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합의 추정의 영역
에서 경제학자의 역할은 정황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하
여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개연성 있는 설명을 부여할 수 있는가를 제시
하여 법률가의 주장이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 중점이 있는 것
이다.

99) 미국 연방대법원의 Daubert 법리를 소개한 허선(2007), 주진열(200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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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한국 법과 실무의 현황과 발전 방향
1. 한국 법의 현황
우리 법은 합의의 사실상 추정(법 제19조 제1항)뿐만 아니라 법률상 추
정(법 제19조 제5항)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중 특히 법률상 추정규정인 공
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은 합의가 직접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거나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의식적 요소의 수준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
기 어려운 경우를 규제하는 법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다만 2007년
개정 전의 추정규정은“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
이라는 부분을 공정위와 달리‘실질적 경쟁제한성’
이라는 별도의 요
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공정위가 법률상 추정조항을
적용한 사건들에서 숱한 법적 쟁점을 야기한 바 있다. 또한 법원 판례에
따를 때“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는 사실은‘행
위의 외형상 일치’
라는 요건으로 해석되어 사업자들의 행위가 어느 정
도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심
하였다.
2007년 개정법은“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
이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
성, 해당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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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 요건은
‘행위공동성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
이라는 요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향후 개정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이 요건을 입증할 정황증거를 식별하
고 입증의 정도를 판단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 법 실무의 현황
(1) 개정 전 법 제19조 제5항의 적용사례와 그 시사점
공정위는 2007년 개정 전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 추정조항을 의
식적 병행행위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인식하여 의식적 병행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다. 예컨대, 포스틸 사건100)에서 공정위는 가
격에 대한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에 있어서는 관련상품
에 대한 가격의 일치 외에 일정한 외부적 요인(plus factors)101)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사건에서는 외부적
요인을 종합할 때 추정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 의결서가
채택한 논리에 따를 때 의식적 병행행위 자체가 추정요건으로서 이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 + 외부적 요인의 종합적 고려’
로 판단된다는 구조

100) 공정위 2001. 9. 10, 제2001-126호 의결.
101) 외부적 요인으로는 ① 공동행위를 할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 ② 공동행위의 부분으로서가 아니면 취
하지 않았을 자신의 이해에 배치되는 행위, ③ 공동행위로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시장현상, ④ 과거
법 위반사례, ⑤ 행위자 간 회의나 직접적 교신의 존재, ⑥ 상호 간 정보교환과 사업자단체를 통한 자
료의 교환이나 과점사업자 간 단일 가격산정방식의 채택과 가격공개와 같은 행위, ⑦ 산업구조의 특
성이 담합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예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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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뒤에서 보는 커피 제조 2
사 사건 판결에서 추정조항의 적용에 추가적 요소로서의 정황증거의 존
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명시적으로 이를 배척하였으므로 선례적 가
치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미국의 판례이론인 의식적 병행행위
와 추가적 요소에 관한 법리를 유추할 수 있는 판시내용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합의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대부분의 사건이 개정 전
법 제19조 제5항이 적용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위 조항이
의식적 병행행위를 포함하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라는 요건을 두고 있으
나 그것만으로 법률상 추정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정황증거로서의 추가적 요소를 요구하는 병행행위 플러스 법리를 원용
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법적용 방식을 모색하려고 했던 데 반하여, 대
법원은 위 조항의 법문의 형식에 충실하여 법률상 추정 단계에서는 추
가적 요소를 요구하지 않고 추정의 번복사유 판단 단계에서 비로소 번
복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정황증거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법률적 추정사건의 경우에는 공정위가 법률상 추정을 보완하기 위
하여 제시한 정황증거이든 법률상 추정규정이 적용된 사건에서 사업자
들이 추정 번복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제시한 정황증거이든 미
국 판례이론에서 말하는 합의인정의 정황증거로서의 추가적 요소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법률상 추정규정이 적용된 사건에서 검토된
정황증거들에 근거하여 우리 법상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증거의 유형이
나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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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법률상 추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한 정황증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그 증거로서의 타당성이나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
진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공정위가 종전의 판단방식을 답습하여 법률
상 추정을 할 때 근거하였던 증거만으로 사실상 추정을 하게 될 경우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률상 추정규정이 적용된 사건에서 사업자들이 합의추정 번복사유
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제시한 정황증거에 대하여는 그 증거가치나
증명력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
러한 사례를 정황증거에 의한 사실상 추정 법리에 활용하는 데에는 신
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전 법 제19조 제5항의 적용된 사례는 대체로
공정위가 명시적 합의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는 것은 물론 정황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명시적 합의를 추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인
데, 일부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에서 합의추정 번복사유 여
부를 판단하면서 기록에 나타난 정황증거를 종합할 때 여전히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하였다고 볼 흔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정 전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입증하여야 할 사항은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 또는 외
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
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이다.102) 그런데 합의가 없었다는 소극
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악마의 증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개는 행위
10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464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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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때 제출된 정황증거를 토
대로 하여 법률상 추정의 번복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대법원이 반
복적으로 판시하는 법리는 다음과 같다.“부당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 거래분야 시장
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
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
하고 있는 지위, 수요나 가격의 변화가 개별 사업자의 영업이익, 시장점
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
단의 정당성, 사업자 상호 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 협의
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 법 위
반 전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
103)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합의추정을 번복할 것인지 여부를 여러 가지 고려요소들을 참작하여 종
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totality of circumstances test)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열거되고 있는 고려요소들은 사업자들 간의 의사소통,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와 관련된 것들이므로 외형상 합의를 인정하기 위한
정황증거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개정 전 법 제19조 제5항은 의식적
병행행위를 포함한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객관적인 경쟁제한성이 인정
되면 추가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를 법률상 추정하고 이
를 번복할 사유를 입증할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추정 구조를 취하
103)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716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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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정황증거를 기초로 하여 합의
추정의 번복사유를 판단한 내용은 정황증거를 기초로 하여 합의를 합리
적으로 추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면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유의하여
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열거된 고려요소와 관련된 사항을 사업자가 합
의의 추정 단계에서 제출할 경우에는 심증 형성을 방해할 정도의 증명력
을 가져도 유효한 작용을 할 수 있으나, 합의가 추정된 상태에서 그 추정
을 번복할 만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104)
대법원이 추정 번복사유로 인정한 것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가격
모방행위와 행정지도가 개입된 행위이다. 두 경우 모두 추정 번복사유
가 합의유형이 아닌 다른 행위의 결과로서 병행행위가 초래되었다는
데 대한 개연성 있는 설명의 근거로서 인정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가
격모방행위가 추정 번복사유로 인정된 사건은 화장지 제조 4사 사건105)
과 철근 제조회사 사건이 있고, 행정지도가 개입된 행위가 추정 번복사
유로 인정된 사건은 맥주 제조 3사 사건과 11개 손해보험회사 사건이
있다.
가격모방 행위가 추정 번복사유로 인정된 화장지 제조 4사 사건과
철근 제조회사 사건106)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과점
104) 예컨대,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 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
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와 같은 고려요소는 사업자 입장에서 병행행위가 합의의 형태가
아닌 다른 행위의 결과라는 개연성 있는 설명이 되는 요소로서, 뒤에서 보듯이 공정위가 제출한 정황
증거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유력한 반증이 될 수 있다.
105)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10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4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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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
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
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업체가 종전의 관행 등 시장의 현황에 비추어 가
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들이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예견
하고 가격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9조 제5
항에 따른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은 번복된다.”그런데 두 사건에서 공통
적으로 대법원은 추정 번복사유로서의 단순한 가격모방 행위와 가격동
조화 현상에 의존한 가격책정행위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만 추정 번
복을 허용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추정 번복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대법원
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갖춘 병행행위도 부당공동행위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107)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 대법원이 의사소통 또는 접촉
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과점시장에서의 상호의존적 병행행위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통해 미국이나 EU의 판례보다도 더 넓게 묵시적
합의의 범위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는 합의가 추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합의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판단
이라는 점에서, 이를 바로 합의인정 단계에서의 판단기준으로 원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두 사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화장지
제조 4사 사건의 경우에는 사업자 간의 의사소통 또는 접촉에 관한 증
107) 이호영(2005), 이호영(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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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부족한 사건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점시장에서의 상호의존적 병행행위는 경제학적으로 합의유형의 결과
로도 또는 합의유형이 아닌 다른 행위의 결과로도 개연성 있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 요소가 없이 그러한 시장행위만으로 합의
를 추정할 경우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추가적 요소가
없는 1차 가격인하 및 1차 가격인상에 관하여 단순한 가격모방이라는
점을 합의추정 번복사유로 인정한 것은 법의 추정 구조에 따른 불합리
성을 시정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108) 2차, 3차 가격인상
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가격동조화 현상에 의존한 가격책정행위라는 특
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합의추정의 번복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는 우연성 요소와 조장적 관행이 추가적 요소로 고려된 것으
로 보인다.109) 다만 이 판결만으로 대법원이 의사소통 또는 접촉증거가
없더라도 의식적 병행행위를 묵시적합의 개념에 포섭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철근 제조회사 사건에서 나타난다.
철근 제조회사 사건은 단순한 가격모방행위인가 아니면 가격동조화 현
상에 의존한 가격책정행위인가를 구분하는 데 의사소통 또는 접촉 증거
의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분석될 수 있다. 단순한 가격모방행
위로 인정된 1차 가격인상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또는 접촉증거가 없거
108) 홍대식(2004). 반대 견해는 이봉의(2002), 유해용(2006) 참조.
109) 판결은 1차 인하 및 1차 인상 당시와는 달리 2차 인상 및 3차 인상에 있어서는 ① 화장지 3사의 가격인
상 결정을 위한 내부품의 일자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실제 가격인상 시기도 같은 날로 결정되는
등 가격동조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고, ② 이러한 현상은 화장지 제조업체가 가격변동 정보를 유통
업체에 미리 통지하여 주는 유통구조의 특성상 제조업체 사이에 가격결정에 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유통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는데, 여기서 ①은 우연성 요
소와 관련된 추가적 요소로, ②는 조장적 관행과 관련된 추가적 요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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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고, 반대로 2차 내지 5
차 가격인상의 경우에는 합의 형성의 기회를 나타내는 의사소통 또는
접촉의 증거가 제시된 점이 고려되었다. 따라서 조장적 관행을 가리키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종전의 관행 등 시장의 현황’
이 존재하고 선
발업체가 그에 의존하여 후발업체들의 동조를 예견하고 가격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할 경우 선발업체와 후발업체들 간의 의
사소통에 관한 증거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의식적 병행행위를 넘어 합
의를‘사실상’추정하는 유력한 추가적 요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가 어떤 입장인지는 현재로서는 분명히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행정지도가 개입된 행위라는 점이 추정 번복사유로 인정된 사건인
맥주 제조 3사 사건110)과 11개 손해보험회사 사건111)에서는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실상 가격결정에 관여한 사정이 외부적으로 드러
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
긍할 수 있는 정황으로 인정되었다. 여기서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행위
에서 의사소통 또는 접촉증거를 평가하는 기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행정지도가 개입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달리 행정지도에 앞
서 가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행정지도를 기화로 가
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합의추정이 번복
된다고 판단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게 하는
110)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진로);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939 판결(두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946 판결(하이트).
11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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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 또는 접촉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행
정지도와의 관련성에 기초해 볼 때 사업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
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와 아울러 의사소통 또는 접촉의 정황이 합의의 추정력을 갖
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이 나타난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대
법원이 인용한 맥주 제조 3사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112)에서는 공정
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추정규정이 적용된 사건임에도 공정위가 맥주가
격 인상과 관련하여 하이트맥주의 당시 영업본부장이 오비맥주의 담당
중역으로부터 맥주가격 인상내역에 대해서 전화로 통보를 받은 점, 그
영업본부장은 평소에도 다른 맥주회사들의 임원들과 맥주업계의 상황
및 분위기 등에 관하여 정보교환 및 상의를 해 온 점, 하이트맥주의 직원
이 작성한 문건에 현재의 가격구조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 재무구조의
안정을 위하여 하반기 때 경쟁사와 같은 가격인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사업자 간의 의사소통 또는 접촉을 나타내는 정
황사실로 제시한 점이 판결문에 언급되었는데, 서울고법은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국세청과 협의를 앞두고, 맥주 3사 간에 인상률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한 후 국세청과 협의에 임하였다거나, 또는 국세청
과의 인상률에 대한 협의를 기화로 그 행정지도에 따른 인상률을 동일하
게 유지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
려 이 사건 가격인상은 맥주 3사 간의 의사의 연락에 의한 것은 아니라
고 판단하였다. 이는 공정위가 제시한 정황증거만으로는 합의의 존재를
112) 서울고법 2001. 1. 9, 선고 99누 7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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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추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의사소
통 또는 접촉의 정황이 있더라도 이를 통해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과 방
식이나 범위 등에 비추어 경쟁자의 장래 시장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
소시키는 것인가에 따라 그 추정력을 판단하는 외국의 판례와도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황증거에 의한 합의추정 사례와 그 시사점
법률상 추정규정이 적용된 사건임에도 대법원이 공정위가 제시한
정황증거들이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기에 충분한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커피 제조 2사 사건113)이 유일하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은 공정위가 제시한 정황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과점
시장에서 경쟁상품의 가격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실, ② 사업자가 가격
인상폭을 정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검토자료나 시장분석자료를 제출하
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③ 사업자들의 지점 영업직 사원들 사이에 가격
정보의 팩스 교환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
은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도록 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과거 합의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 추정규정을 주로 적용하였으나,114) 최근 들어서는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는 방식으로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한

113)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99두6521(병합) 판결.
114)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공정위가 합의 추정 조항을 적용한 사건의 목록과 그 분석에 관하여는 이호
영·이봉의(2006), p.77 이하 참조. 아울러 위 보고서 pp.66-72에서 위 기간 중 공정위가 사실상 추
정을 통하여 합의를 입증한 4개의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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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서 공정위 단계에서 확정된 2개 이
동통신사 사건과 법원의 판례까지 나온 가성소다 4사 사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먼저 공정위 단계에서 확정된 2개 이동통신사 사건115)의 경우 경쟁
사업자 간에 접촉을 통하여 가격인하 계획에 관한 정보를 직접 교환한
행위가 중요한 정황증거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의사소통 증거는 합의가
형성될 기회가 존재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
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다른 증거에 의해 보강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에서는 교환된 정보의 내용이 구체적인 인하의 수준을 포함하고 있고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에 그대로 제출되었으며, 추후 정보통신부와의
협의과정도 이를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적어도 묵시적 합의
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는 유력한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116)
이에 대하여 가성소다 4사 사건117)에 대하여는 공정위의 합의인정이
법원에서도 인정된 사례이다. 대법원에서는 합의인정 과정에 대한 자세

115) 공정위 2006. 11. 2, 제2006-253호 의결.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PCS 사업자들 간에 요금 조정안을
상호 교환한 증거(의사소통증거), 상호 교환한 요금 조정안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시행에 이른 경
위(시장행위증거)와 같은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사업자들 간에 구체적 가격조정 내용에 대한‘의사의
연락+상호 인식,’즉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16) 홍대식(2008a).
117) 공정위 2005. 11. 22, 제2005-232호 의결.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회사 내부문건을 직접증거로 제시
하기도 하였지만, 가성소다 제조사업자들 사이에 가격정보를 교환한 증거(의사소통증거), 병행적 가
격책정행위의 존재(시장행위증거), 공급과잉 상황에서 제조사별 상품차별화가 안 되어 있고 시장집중
도가 높은 시장구조(시장구조증거),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워 담합의 유인성이 높아 가격인상
의 성과를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점(시장성과증거)과 같은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합의가 사실상 추정된
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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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단은 없지만 원심판결의 합의인정은 대법원118)에서 그대로 인용되
었다. 삼성정밀화학 사건의 원심판결119)에서는 경쟁사업자 사이에 장래
의 가격에 대한 정보교환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나타내는 회사
내부서류나 진술조서와 같은 정황증거를 토대로 합의의 존재를 사실상
추정하였다.
한편 공정위가 합의를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
은 사례로는 4개 렌터카 사업자 사건 중 기아자동차 사건120)을 들 수 있
다.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다른 참가 사업자들 소속 직원의 진술조서 및
내부문서와 행위의 결과로서의 낙찰의 내용을 종합하여 기아자동차가
합의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진술조서 중 기아
자동차가 합의에 참가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후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기아자동차와 다른 참가 사업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소통
또는 접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합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용되었는데, 특히
기아자동차가 합의에 참가할 유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양자의 경제적

118)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엘지화학 사건.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서울고법 2007.
5. 16, 선고 2005누2941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4442 판결(삼성정밀화학 사건.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서울고법 2007. 6. 14, 선고 2005누30305 판결).
119) 서울고법 2007. 6. 14, 선고 2005누30305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쟁사업자 간의 장래가격에 관
한 정보 교환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는 정황증거로 채택된 회사 내부문서에 경쟁사의 가격정보가 비교적 구체적으
로 기재되어 있고 과장급 실무자뿐만 아니라 고위급 임원도 언급되고 있어 외형상 합의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독자적인 가격결정의 결과일 개연성이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20)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두4625 판결 및 원심판결인 서울고법 2005. 4. 21, 선고 2004누2273
판결(기아자동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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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제출된 상황에서“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차종배정에 관한 공동
행위를 할 만한 유인을 찾기 어려워 원고가 묵시적으로 위 나머지 입찰
회사들과의 부당공동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고 판단한 부
분은 의사소통증거 또는 접촉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공정위가 경제
적으로 개연성 있는 설명에 대한 보다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는 점을 시
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의 축적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정황증거에 의하여
합의를 인정하는 법리가 정립되어 가면서 법적용의 합리성과 수범자들
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사자 간 의사소통증거 또는 접촉증거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의사
소통 또는 접촉이 당사자 간 정보의 교환(information exchange)을 수반
하고 있는지가 정황증거로서의 증거가치 판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될 것
이다. 공정위의‘공동행위 심사기준’
에서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
의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교환을 합의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의
하나로 들고, 구체적인 사례로서“사업자 간 가격이나 산출량에 관한 정
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거나,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을 갖는
경우”
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심사기준의 내용은 법 제19조 제1항을 적
용하여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법 제19조 제5항을 적용
하여 합의를 법률상 추정하는 경우에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심사기준은 가격과 산출량에 관한 정보교환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
5항을 적용할 때 정황증거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가격과 산출
량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 그리고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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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되는 방식이나 범위 등에 따라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는 달라질 수밖
에 없다. 예컨대 그 정보가 장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이라거나
개별 사업자의 구체적 자료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통계적 자료라거나
정보가 교환 제3자에게도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교환 당사자 사이에 폐
쇄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정보교환 사실은 합의를 사실
상 추정하도록 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121)
이와 관련하여 커피 제조 2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와 원심이
법 제19조 제1항의 추정을 위한 정황사실의 하나로 인정한 가격정보 교
환에 관하여 그 교환의 성격이 사전적인 것이 아니라 사후적인 것이었
고 정보교환의 모습도 지점 영업직 직원 사이에서 가격인상 내용 중 일
부에 관한 정보가 팩스로 세 차례 정도 오고 간 정도로서 양사의 영업직
원들이 자신들의 영업상 편의를 위하거나 다른 직원보다 먼저 경쟁사의
인상가격을 알아냈다는 것을 상사에 과시하기 위하여 평소의 친분관계
를 이용하여 각 지점에 이미 내려와 있던 문건들을 서로 주고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들어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를 부정한 바 있다.122)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방식은 정보교환과 결
부된 의사소통 또는 접촉에 관한 증거의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를 판단하
는 기준으로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121) 홍명수(2008).
122)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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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방향
(1) 합의의 추정 법리의 정립과 발전
법률적으로 합의는 엄밀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입증의 대상으로서
의 합의를 정의하고 그 개념요소를 분석하는 문제와 합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식별하고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합의를 인정하거나 추정하
는 문제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합의의 추정 법
리를 정립, 발전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활용
으로 경쟁당국이 합의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과거보다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경우 여전히 정황증거를 토대로 하여 합의를 추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법률상 추정규정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요건 변화로 인하
여 과거 법률상 추정규정에 의존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제19
조 제1항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에서는 합의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이 경쟁사업자들 사이에 병행적 가
격책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이 주로
적용된 까닭에 합의의 추정 법리보다도‘행위의 외형상 일치’
와‘경쟁
제한성’
이라는 단순한 요건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효과가 부여된 합의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법리가 더 발전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경우 합의의 추정 법리를 합리적으
로 정립, 발전시켜 위법한 가격담합과 과점적 상호의존성에서 비롯된
병행적 가격책정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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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합의의 추정 법리의 정립, 발전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법원의 판례가 집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원의 판례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열거한 후 이를 종합하여 합의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추정하는 과정에 어떤 정황증거가 보다 중요하거
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황증거들 간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하
에서는 정황증거들을 의사소통 또는 접촉증거, 의식적 병행행위에 관한
증거, 그리고 경제적 증거로 나누어 그 증거의 가치와 상호관계에 대하
여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합의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합의개념에는 개별의사의 존재와 그 소통이라는 개념
요소를 필요로 하므로 정황증거를 통하여 합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
황증거로서 의사소통 또는 접촉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
다. 의사소통 또는 접촉증거가 존재하더라도 그 가치에 대한 검토 역시
요청된다. 의사소통 또는 접촉증거는 합의가 형성될 기회가 존재하였음
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지만,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
방식 또는 수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의사소통 또는
접촉이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정보의 교환을 수반하고
있는지, 교환된 정보가 장래의 가격 또는 산출량에 관한 정보인지, 교환
된 정보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추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 또는
접촉을 통해 교환되는 정보가 경쟁자의 장래 시장행동에 대한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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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키는 경우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합의와 그 합의의 실행으로서의 행위는 구별되므로, 이론적으로는
행위가 없더라도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실제로는 직접증거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의사소통증거 또는 접
촉증거만으로는 합의를 추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합의의 실행으로서 볼
수 있는 행위, 즉 의식적 병행행위에 관한 증거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증거가 된다. 만일 의사소통증거 또는 접촉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
사소통 또는 접촉의 내용이나 의식적 병행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경험칙
상 그 배후에 합의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면, 이러한 증거
만으로도 합의의 추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
에서는 경제학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법률가의 전문적인 판단능력만
으로도 합의추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최신 과점이론에 익숙하지
않은 법률가의 직관이나 논리만으로 합의추정에 이르는 것은 때로 위험
할 수 있다.
의사소통증거 또는 접촉증거나 의식적 병행행위에 관한 증거가 경
험칙의 작용에 충분하지 않거나 시장이나 산업 현실을 고려한 보다 신
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의미 있
는 정황으로서의 의사소통 또는 접촉사실과 상호적인 의식에 기초한 병
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그와 같은 병행행위가 의사소통 또는 접촉을
계기로 하여 형성, 발전된 것이라는 개연성 있는 설명을 뒷받침해 주는
경제적 증거를 확보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특히 단
독으로 행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자기이익(self-interest)에 반하지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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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행할 경우에는 참가 사업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에 관
한 경제적 증거가 개연성 있는 설명을 뒷받침해 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사업자 입장에서 개별적인 자기이익이 될 것인
지는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
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업자가 과점시장에서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
여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단독으로 행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익을 희
생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결국 개별
적인 자기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123)
요컨대 정황증거를 통한 합의의 추정은 의미 있는 정황으로서의 의
사소통 또는 접촉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의사소통증거 또는 접촉증거와
의식적 병행행위에 관한 증거를 기본적인 증거로 하여 경제적 증거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증거의 역할은 어떤
정황증거가 합의의 추정을 야기할 것인가의 문제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
라 정황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경제학적으로 개연
성 있는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법률가의 판단을 돕는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묵시적 합의의 개념 및 인정요건의 명확화
묵시적 합의의 경우에도 개별의사의 존재와 그 소통 그리고 상호 인
식이라는 합의의 개념요소는 일관되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
상호 간의 의사소통 또는 접촉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시장에서 사
123) Page(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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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간에 의식적 병행행위가 존재하거나 조장적 관행을 병행적으로 채
택하는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바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상황으
로 인식할 수는 없다.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 정립과 관련하여 EU의 동조적
행위 개념에서 발전된 법리가 참고가 될 수는 있으나, 동조적 행위는 합
의가 체결되는 단계에 이르기 전 단계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 법상
합의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점에서 관련된 EU의 법리를 도입함에 있
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에서는 합의보다 더 넓은
개념인 동조적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간의 상호 의사소통
또는 접촉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동조적 행위보다 좁은 개념
인 우리 법상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
또는 접촉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EU법상 동조적 행위를 인정하
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또는 접촉사실을 통해 합의 단계까지 이르렀는지
가 선결과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묵시적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
소통 또는 접촉의 개념과 범위는 EU법상 동조적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에 비하여 보다 한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단순한 의사소통
또는 접촉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소통 또는 접촉이 그 실체인 합의
대상으로서의 특정 주제, 예컨대 구체적인 가격인상 계획에 관한 것으
로서 합의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있다는 합리적 설명에 관한 증거로 뒷
받침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 간의 상호적인 의사소통 또는 접촉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
로 존재하고 동조성에 따른 시장에서의 병행행위가 있는 경우, 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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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개연성 있는 합리적 설명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하고, 주장되는 상반된 설명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사실적 증거의 정도와 개연성 있는 합리
적 설명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즉, 담합 주장
이 개연성 있는 것이라면 사실적 증거가 덜 필요하게 될 것이고,124) 반
대로 담합 주장이 개연성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적 증거에 대한 요구
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판단자 입장에서는 문제되는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적 증거만으로 논리법칙 또
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문제되는 사건이 일어난
시장과 산업에 대한 충분한 경제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주는 것은 의사소통 또는 접
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지만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과 같은
의식적 병행행위 또는 조장적 관행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동조적 행
위를 인정하는 요건을 제시한 EU의 Wood Pulp II 판결이다. EU 법원
은 이 경우에 공동행위의 유인과 관련된 개연성 있는 합리적 설명에 대
한 입증책임을 경쟁당국에 부과하였는데, 우리 법상 묵시적 합의의 추
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의사소통 또
는 접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사실
이 그 실체인 합의대상으로서의 특정 주제를 별로 지시해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가 합의의 결과라는 것이‘유일한’개연성 있는 합리
적 설명이라는 데 대하여 경쟁당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124) Hovenkamp(2005b),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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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9조 제5항의 독자적인 의미란
2007년 개정법은 개정 전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 추정요건이 법
문상으로는‘행위의 외형상 일치’
와‘실질적 경쟁제한성’
으로만 구성되
어 야기되었던 법적 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실질적 경쟁제한성’요건
을 삭제하고‘행위 공동성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요건을 도입하였다.
이 요건은 추정요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입증되는
대상이 되는 규칙(rule)의 형식이 아니라 여러 고려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기준(standard)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해석상으로
는 행위 공동성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
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법문에는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과 같이 구조적 증거, 경제적 증거와 접촉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는
정황사실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떤 증거가 판단에 필요한 제반 사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러 증거가 제출된 경우 그 증거들 간
의 상호관계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법리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의 근본적인 문제는 규정된 요건의 내용이나 그 판단
방식이 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 문제인 사실상 추정의 그것과
별로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
태 등과 같은 정황사실은 사실상 추정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제7장 합리적인 부당공동행위 추정

287

#카르텔-작업파일-제7장

2011.1.26

11:52 AM

페이지 288

MAC45

2400DPI 175LPI

말하여 현행 법규정은 합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병행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는 경우와 구조적인 차이가 별로 발견되지 않는
다. 그로 인하여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과연 독자적 의미
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25)
만일 이 법규정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그 목적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여 그에 부합하는 해석 법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지만,‘행위
의 외형상 일치’
와‘실질적 경쟁제한성’
을 추정요건으로 하여 합의가
사실상 추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의가 법률상 추정될 수 있는 독
특한 상황을 초래하였던 개정 전 법 제19조 제5항과 달리,‘행위의 외형
상 일치’
와‘행위 공동성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
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행 법 제19조 제5항의 추정요건을 법 제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실상
추정의 요건과 다르게 해석할 근거는 매우 약하다. 따라서 의식적 병행
행위가 존재하여‘행위의 외형상 일치’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다
른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법
률상 추정규정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
여 법률상 추정규정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합의를 사실상 추
정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황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적용될 뿐
이다.
추정조항이 그나마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요건보다는 효과의 측면이
125) 이봉의(2007), 변동열(2009), 이호영(2010)에서는 이 조항이 단지 법집행상 합의의 입증 곤란에 비추
어 정황증거 등을 근거로 합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입법적으로 확인
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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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추정조항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추정과 달리 입증책임의 전환
이라는 효과가 생긴다. 사실상의 추정에서는 요건사실이 사실상 추정되
더라도 상대방은 추정되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법관이 갖는 것을
방해하거나 동요시키는 반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
는 데 반하여, 법률상 추정의 경우에는 일단 요건사실이 추정되면 상대
방이 그 사실의 부존재를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로 입증해야 하고, 이
는 자신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서 본증이므로 부
분적으로나마 입증책임의 전환을 초래하게 된다. 둘째, 추정조항이 적
용될 경우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126)와 달리 형사적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법 제19조 제5항은 합의를 법률상 추
정하는 규정일 뿐 그 자체가 형벌규정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127)
그러나 공정위로 하여금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제
19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어느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실질적 의미를 부
여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추정이든 법률상 추정이든 그 추정의 요건이
사실상 동일하다면 추정의 번복에 관한 입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하더라

126)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하는 범죄행위로서의 합의사실 역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입증
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으나, 형사법상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점에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625 판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에 의하여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는 경우보다는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127)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대법원 2008. 9. 25, 2006아35 결정은 이 조항이 형벌규
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법원에서 합의추정의 복멸이 허용되는 해석을 통해 사업자가 억울하게 과징
금을 부과받는 경우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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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효과의 차이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가 단지
추정의 번복에 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
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조항의 적용을 선택하는 정책적 결정
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현재의 법 제19조 제5항은 이를 적용하더라도 불필요한 논란
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사문화될 운명을 가진 조항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굳이 존치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이를 폐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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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tional Presumption of the Horizontal Agreement

Dae Sik Hong
This research has it as purposes to organize case laws and legal
theories relevant to establishing legal doctrines regarding the rational
presumption of the horizontal agreement required for the unreasonable collaborative acts that are regulated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such legal doctrines. To that purpose, the discussion begins
with clarifying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agreement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we need to draw a distinct line between the matter
about how to define the agreement and the matter about how to
determine the level of evidence enough to fulfil the agreement
requirement(II). In this part, I am on the alert to approaches which
rely on phenomenal behaviors described as conscious parallelism or
facilitating practices in presuming the agreement or perceiving the
tacit agreement by taking notice of the importance of the agreement
requirement functioning as a normative safety valve in particular.
Following this, I review economic framework for analysis as a setting for establishing legal doctrines regarding the presumption of the
agreement by introducing briefly Turner/Posner controversy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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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ous parallelism and what is called as cartel problems(III). This
part paves the way to present needs for consolidation between legal
analysis and economics in the agreement presumption process together with implications economic approach for developing normative
methods(VII).
The main part of this research is that which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Korean law and practice and suggests those development directions(VIII). This part is based on the previous parts dealing
with the overview of evidence used for proving the agreement and
method of proof(IV) and the review of the developments of legal doctrines concerning the agreement presumption in the US and the EU(V,
VI). In this part, it is argued that presumption of the agreement
through circumstantial evidence should be realized on the basis of the
meaningful facts verified by communication or contact evidence and
parallel behavior evidence and reinforced by plausible economic
explanation. Specification of the tacit agreement conception and abolishment of the statutory presumption clause for the agreement are
also strongly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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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결론 개요
공정위는 2009년과 2010년 LPG, 소주, 제약, 통신요금, 대학등록
금, 음료, 건설, 유제품, 제빵, 신용평가 등 다수 업종에 대한 전 방위적
부당공동행위 조사를 벌이는 등 카르텔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카르텔
규제와 같은 경쟁정책을 통해 공정위는 기업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광범
위한 재량적 개입과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
제분석의 전문성이 미흡하며 법집행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 본 종합연구의 목적은 경쟁이 촉진되고 사회적 후생이 개선
되며, 법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카르텔 규제의 올
바른 경제학적 논거와 법리를 제시하고, 카르텔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의 카
르텔 규제동향의 문제점을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
여 경쟁정책의 경제적 논거와 법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카르텔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경제 연구를 수행하였고, 기존의 우리나라 주요 카르
텔 사건을 분석하여 그 경제학적 논거와 법리적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LPG 및 소주시장에서의 카르텔
사건에 대한 심층적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부당공동행위의 추정, 적
정 과징금 규모 및 카르텔 규제와 행정지도 등 카르텔과 관련된 공정거
래법 세부조항 및 법 집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더불어 카르텔 규제 제외 대상의 경제적 논거를 세밀히 분석
하고 그 이론적 배경을 확대·적용하여 카르텔 규제의 한계와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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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대한 논의를 재조명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카르텔 종합연구 7개
각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하고 재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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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카르텔 규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1. 카르텔 합의 성립 및 유지의 장애들
일반적으로 공동행위는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혹은 합법적이든 불
법적이든 간에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로 공동행위의 합의나 약속이 성립되어야 한다. 둘째로 합의를 파기한
기업을 적발하여 보복 처벌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어느 한 기업
이라도 합의를 위반하면 다른 기업들도 합의를 준수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셋째는 위반기업에는 반드시 제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제반 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1) 합의 성립의 난제들
카르텔 활동에 대해서 일찍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개
는 카르텔을 하나의 거대기업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1) 즉, 카르텔을 마치
(multiplant monopoly) 처럼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진 하나의‘독점기업’

각 공장의 생산량을 효과적으로 조정·통제하는 조직으로 파악하는 것
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카르텔 이윤이 기업 간에 쉽게 배분될 수
1) Patinkin(1947)은 담합이나 카르텔을 하나의 복수공장 독점(multiplant monopoly)으로 간주하였다.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조합이 있으면 이들의 궤적을 이윤가능곡선(profit possibility
frontier)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들 기업 간 이윤배분이 가능하면 기업들은 이 곡선상에서 독점이윤
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산출량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윤배분이 불가능하면 이 곡선상의 이윤달성
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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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익금 배분은 노출되기 쉬우며 공동행위 가운데
서도 금품수수(side payment)는 대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대개의 공동
행위는 이익금의 배분 없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카르텔이 성립되기 어
려운 첫 번째 요인이다. 우리나라 공동행위 사례를 보더라도 카르텔에
참여한 업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한 사례는 불과 몇 건에 불과한 실정
이다. 카르텔을 마치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진 독점기업으로 보는 것은 기업
간의 이익배분이 가능해야만 성립하나 현실적으로 이윤배분이 어렵다.
따라서 이윤배분이 불가능한 조건하에서 기업 간의 생산량 조정이나 공동
행위는 순수한 독점과 달리 경쟁제한의 요소가 훨씬 약하다고 주장한다.2)
둘째로 카르텔의 장애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기업 간의 차이, 즉
비대칭성(asymmetry)의 문제이다. 기업 간 비대칭성은 상품의 이질성,
기업 간 비용구조의 격차, 기업 간 미래선호의 차이, 법준수에 대한 기
업주의 태도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기
업 간 이질성과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카르텔에 이르는 합의가 더욱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는 경우 카르텔 합의가 매
우 어렵다. 제품차별화가 극심할수록 상품단위와 품목수가 서로 달라
공동행위를 위해 합의해야 할 변수 등이 너무 복잡해진다. 또한 기업 간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의 비용차이가 심한 경우도 공동행위의 장애요인
이 된다. 비용조건이 열위에 있는 기업은 카르텔 결성시 생산을 중단해

2) 이때의 생산량 할당은 독점이론보다는 협조적 협상cooperative bargaining 이론으로 설명한다. 즉 ,상
당한 비용우위를 가진 기업은 카르텔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비협조적 행동이 오히려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Schmalensee(19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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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것
인지에 대한 협상도 쉽지 않으며, 협상에 따른 이익배분도 합리적으로
합의하기 어렵다. 앞서 설명한 LPG 충전업체나 착화탄 생산업체의 공
동행위도 모두 기업의 규모나 생산여건이 대동소이하여 쉽게 이익의 균
등배분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기업 간 규모나 비용구
조의 차이가 심했다면 사실상 이윤배분의 합의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기업 간 선호(preference)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합의가 매
우 어렵다. 우선 기업들은 대개 미래기간에 대한 중요성, 즉 할인율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 예를 들어 기업의 현재 여건에 따라 당장의 단기수
익이 급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단기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
을 선호하는 기업도 있다. 이 경우 단기수익을 원하는 전자 기업은 후자
기업보다 단기수익에 급급할 가능성이 높아 공동행위를 깰 가능성이 크
다. 만약 도산 직전에 있는 기업은 자금회전이 급하기 때문에 단기이윤
에 대한 선호도는 거의 무제한적이다. 카르텔을 이탈하더라도 당장 회
사를 살리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카르텔을 와해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공동행위나 담합의 법규정
에 대한 기업인들의 태도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이나
법규의 준수태도의 차이도 중요한데 법위반에 대해 특히 거부감이 높은
기업이 있으면 담합은 성사되기 어렵다.
셋째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기업 간 공동행위는 더욱 어
렵게 된다. 수요 및 생산조건의 변화, 진입여건 등이 변화하는 경우 카
르텔에 소속된 기업 간 협상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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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상품에 대한 수요변동이 심한 경우 생산이
나 판매량 할당은 지켜지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시장수요가 감소한 경우
경쟁기업의 과잉생산 때문인지 실제 시장수요가 감소한 것인지 기업이
정확히 분별하기 쉽지 않다. 때에 따라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카르텔 이탈의 신호로 받아
(trigger price)전략을 채택하기도 한다.
들여 경쟁에 돌입하는‘촉발가격’

수요뿐만 아니라 생산조건이 급변하는 경우도 카르텔이 성립하기가 매
우 어렵다. 기술개발의 속도가 빠른 산업의 경우 신기술·신공정이나
신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카르텔 조건을 갱신해야 한다면 이에 따른‘재
(renegotiation costs)은 담합의 이점을 능가할 만큼 증가하기
계약비용’

때문이다.
넷째 비가격경쟁의 정도가 카르텔 성사를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의 경쟁이 가격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단순하고 표준화된 상품거래를 제외하고는 예외적이다. 오히려 가격보
다는 품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비가격경쟁변수는 광고, 품질, 생산설비, 연구개발투자, 서비
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비가격경쟁은 기업들의 담합에 대한 가장 광범
위하고 강력한 억제수단이 된다.3) 나아가 설사 가격경쟁을 효과적으로
제어했다 하더라도 재고량, 품질, 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경쟁이 이루어
진다면 비가격경쟁은 독점이윤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4) 가격
3) Ginsberg(1993).
4) Posner(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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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 유지되더라도 다른 비가격부문에서 경쟁이 유효하다면 독점적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이른바 지대해소(rent dissipation) 과정이 이루어진
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미국의 항공산업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규제
로 항공요금을 고정시킨 결과 서비스 등 다양한 비가격경쟁이 촉발되었
으며 이윤수준은 경쟁시장의 수준에 불과하였다.5)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아파트 가격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규제
한 상태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건설업체들의 비가격경쟁이 치열해졌
다. 그 결과 주택구입 자금의 알선, 옵션설치 무료, 사후서비스 강화, 각
종 경품제공 등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이윤수준은 가격규제
가 없을 때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2) 담합으로부터의 이탈 유인
카르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의 이
행이 쉽지는 않다. 담합한 가격수준이 높거나 이윤수준이 높을수록 여
기서 이탈하면 이탈기업에 돌아오는 이윤도 커진다. 합의된 생산수준에
서는 한계이익이 한계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카르텔 내부적으로‘자기
(seed of its own undoing)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파괴의 씨앗’

카르텔 이탈에 대한 유인의 강도는 상품의 수요탄력성이 얼마나 높
은가에 달려 있다. 이 탄력성은 산업 전체의 탄력성, 해당산업의 업체

5) 이 밖에도 법적으로 카르텔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수익률이 경쟁가격과 별로 차이가 없는 사례는 많다.
가격 카르텔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해운동맹에서도 해운사들의 수익률은 평균에 불과하
다. Ginsberg(1993)에서 사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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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6) 기업규모의 분포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탄력성이 낮다면 특
정 기업이 카르텔을 깨고 가격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매출증가 효과가 크
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격담합이 지역할당 등 시장의 공간적 분
할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소비자들의 이동이나 가격정보의 전
달이 한계가 있어 담합을 이탈한 데서 오는 손해를 능가할 정도로 매출
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7) 반대로 사업지역이 전국적으로 경합하고
있는 경우 가격인하는 즉각적인 해당상품에 대한 수요 및 매출증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담합이탈의 욕구가 그만큼 강할 것이다.
수요탄력성 못지않게 공급탄력성도 담합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제
품의 특성이 주문자별로 차별화되어 단기간 내 생산증가가 어려운 경우
도 담합이탈에 따른 기업의 실익이 크지 않다.8) 만약 카르텔에서 지정한
수준 이상으로 생산을 늘릴 때 한계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카르텔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동기나 유혹은 낮아진다. 반대
로 고정비용이 큰 산업에서 유휴설비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카르텔에서
이탈해서 생산을 늘리려는 욕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카르텔을 깨고
다른 사업자의 수요까지 잠식하더라도 한계비용이 상승하지 않거나 더

6) 미국의 경우 담합으로 기소된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수가 10개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
며, 그 이상인 경우는 거의 모두 협회가 개입한 경우가 많았다. Hay and Kelly(1974)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업자수와 카르텔의 존속기간을 비교해 본 결과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는 평균 2년 6개월을 지
속하였으며, 사업자 공동행위는 1년 2개월을 존속하였다. 사업자수와 카르텔 존속기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 본 결과 사업자수가 많을수록 카르텔 존속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서점들의 가격담합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8) 치과의사들이 주로 수용하는 치과용 보철의 경우 환자별로 사실상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어 특정 치과기
공소가 카르텔을 이탈하여 가격을 싸게 하더라도 매출증대로 전환시키기 어렵다. 공급의 탄력성이 매우
낮은 것이다(공정위 의결 제95-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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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낮아져 이탈에 따른 이윤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거래가 대규모이고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카르텔을 유
지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특정 지하철 공구를 수십 개로 분할해서
입찰하는 경우와 묶어서 단 한 개의 거대 프로젝트로 입찰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경우가 담합이 훨씬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실례로
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이동통신이나 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
서 업자들이 담합이나 공동보조를 취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탈사실을 경쟁자들이 포착하여 대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카르텔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탈을 포착하는 데 걸
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보복이 지체되어 그만큼 이탈기업의 이익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호막이 없다면 초과이윤이 있는 한 카르텔은 항상 외부의
경쟁자에게 노출되어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기업의 수가 늘어날수록
기업이 진입하고 탈퇴하는 데 따른 한계효과가 작아지기 때문에 카르
텔에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이 발생하여 카르텔의 불안정은 더욱 심화
된다.9)

9) 한계기업(fringe firm)의 배반행위가 없는 안정적인 카르텔은 사실상 없다. d'Aspremont(1983)에 따르
면 기업의 수가 유한(finite) 개로 고정된 경우에는 카르텔의 균형은 항상 존재하지만, 기업의 수가 무한
히 많아지는 경우 안정적인 카르텔은 존재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진입과 탈퇴의 효과가
극히 미미하여 가격과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도 극히 작아진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 카르텔에 무임승차하
려는 유인이 발생하며 이는 카르텔을 극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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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르텔 규제 합리의 원리(rule of reason)로 접근
카르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가격담합에 따른 높은 가격과 제한
된 생산량으로 시장거래가 위축되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데서 기인
한다. 즉, 시장활동에 대한 정태적인 시각에서 보면 카르텔은 독점력의
확대를 가져와 소비와 생산이 왜곡되는 시장실패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카르텔은 오랫동안 불공정한 담합행위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890년에 제정된 Sherman Act 이후로 미국 내에서의 카
르텔 행위를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분류하였다. 대부분의 나라에
서도 담합을 통해 시장을 독점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여겨 당연위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카르텔은 불황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인 조항을 달고 있지만, 일
반적으로 당연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체로 기존 연구(산업조직론, 반
독점법 등)는 카르텔의 담합행위가 가져오는 산업 내 가격제한‘행위’
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반독점법의 논리는 카르텔이 경쟁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의 통제된 가격을 담합가격으로 형성함으로써 거래편익을 줄
이고 독점적 렌트를 증가시킴으로써 정태적인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반독점 관련 당국이나 법조계에서 카르텔은 당연위법으
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은 외
부성이나 과다경쟁과 같은 측면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과다한 시장진입이 있는 경우 진입기업의 수를 제한하거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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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관리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산업 내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이 사
회후생을 증진시키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시장실패의 요인들은 독립적으
로 발생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독점력의 확
대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시장실패 요인과 연계하여 평가해
야 할 것이다.
카르텔을 당연위법으로 여기는 논거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한 예
로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이루어짐으로써 독점적 렌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담합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합한 기업들 간에 시장가
격과 생산량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
거한다면 담합에 의해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시
장 내에 자유로운 진입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면 담합행위가 형성되기
도 어렵지만, 담합이 이루어지더라도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연
구도 있다. 한편 산업으로의 진입과 퇴출과 같은‘구조’
에 초점을 맞추
어 생각해 보면, 카르텔이 경쟁기업의 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경쟁구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만
약 카르텔의 진입제한행위나 퇴출제한행위가 산업 내 바람직한 경쟁기
업의 수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가격제한행위에 따른 정태적인 사
회후생의 감소분을 보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시장 내 경쟁이 불완전한 상황이라면 (예로 꾸르노 경쟁이나 상품
차별화 등)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는 효율적인 진

입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예로 생산설비에 제약이 있어서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경우 자유로운 진입으로 인해 과다한 진입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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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시장(multimarket)의 진
입/퇴출을 고려한 장기균형에서 담합이 허용된 시장의 총투자액이 충분
히 커진다면 담합에 의한 후생증진 효과가 다른 시장에서의 후생감소
효과를 압도할 수 있다. 이외에 불황의 시기에 기업들이 과다하게 시장
에서 퇴출됨으로써 카르텔이 형성된 경우보다 사회후생이 더 낮아질 수
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본 카르텔 종합연구 중 이론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업구조나 산업특
성을 반영한 정치한 분석모형을 통해 카르텔이 사회후생 관점에서 우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산업구조와 관련하여 불완전한 꾸
르노 경쟁하에서 자유진입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과다진입의 비효율
성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규모의 경제성이 크거나 시장수요가 작은
경우, 자유진입은 카르텔보다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완전경쟁하에서 동태적 수요변화가 있는 경우
에 발생하는 과다진입 혹은 퇴출비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논의하고, 진
입/퇴출에 따른 매몰비용이 크거나 수요의 변화가 심한 경우 자유진입
은 카르텔보다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산업특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상품의 부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
는 거래비용의 문제를 논의하고, 부패에 따른 거래비용이 클 경우 생
산-판매 카르텔이 거래단계를 줄여 주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
여 주었다. 그 다음으로 생산량의 변동이 심한 경우, 판매 카르텔이 판
매량을 조절하여 기간별로 소비를 균등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이로 인
한 효율성이 경쟁제한에 따른 비효율성을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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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이론연구에서 보여 준 것은 모든 카르텔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카르텔이 사회후생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가능한 경우들이 존
재한다는 것이다. 카르텔을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간주하여 처벌
하는 이론적 근거는 정태적인 부분균형 시각에 기초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담합행위를 당연위법으로 무조건 처벌하기
보다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에 따른 판단
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3. 정책유행에 따른 카르텔 규제 지양되어야
미국에서는 2000~2008년 동안 집권했던 부시정부의 경우 경쟁당
국이 미온적인 태도로 경쟁법을 적용해 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정권의 카르텔 사건 집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부시정부와 같이 보수정권은 기업결합이나 시장지
배적 지위남용과 같은 개별 기업의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요인
이 있으며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
다. 부시정부 기간에 미국 법무부가 단독행위(single-firm conduct)에 대
해 시카고학파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여 논란을 일으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8년 보
수성향의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쟁당국은 대형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온건한 처방으로 대응하였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공동행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집행하고 있다. 2009년 이후 경쟁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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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한 카르텔 대상분야는 명절선물세트, 침대, 의료폐기물,
신용평가, 청량음료, 수입복지, 소방설비 입찰, 주류도매, 시내통신 등
다양하며, 심지어 고시학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대학등록
금도 부당공동행위의 조사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전 방위에 걸친 카
르텔 조사 및 과징금 부과가 경쟁 담당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카르텔 조사가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고 국민경제
상 중요성이 약한 분야로 분산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의 카르텔 처리사건 중 치약·명절선물세트는 과징금 규모가
총 19억 원이고 안동지역 주류도매의 경우 과징금 총액이 1억600만 원
정도였다. 행시/외시/사시 대비 고시학원의 공동 가격인상 사건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총 1,500만 원에 머무는 정도이다. 특히 신학기 철만 되
면 교복가격 감시에 나서거나,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자 4대강 입찰
조사에 나서는 등의 집행방식을 고려할 때, 경쟁당국이 카르텔 규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만 집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쉽지 않다. 과징금 규
모가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사건은 사회적 후생손실이 그만큼 적다는 사
실을 의미하며, 이는 동일한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더 중요한 사안을 조
사·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비단 사회적 후생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소비자후생의 시각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르텔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규모가 보다 큰 사건을 중심으로 적발확률을 높이는 것이 보다 효
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위주로 카르
텔 규제를 적용하는 정책은 과징금 규모로 판단해 봐도 사회후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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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소비자후생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카르텔 규제는
보다 객관적 시각에서 사회후생을 크게 감소시키는 카르텔을 적발, 처
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쟁당국은 선진국 경쟁당국과 달리 과거 카르텔 사건에 대해 조사·검
토한 과정을 살펴보면 경제분석이 수반되는 경우가 드물며, 기업 간 유
사한 가격동향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으로 판단하여 카르텔 규제
를 적용하려는 성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경제분석을 통한 위반행위 여
부를 판단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학적 분석의 관
점보다는 행정기관의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경쟁기업 간
가격동조화 현상은 카르텔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
기 때문에 드러난 정황만으로 카르텔 의도 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 정
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시장의 수요·공급상의 특성, 규제·진입장
벽의 여부, 시장구조, 소유권, 제품별 특성, 동태적 변동성 등 다양한 요
인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경쟁당국이 부당공동
행위로 판단한 사건 중에는 담합행위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발생한 가
격고정 현상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최저가격 유지전략과 같은 재
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모든 경쟁자가 채택하게 되면 외형상으로는 카르
텔과 유사한 가격동향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카르텔의 형성과 붕괴
에 대한 원인, 요인 등을 고려하여 살펴봐야 하며, 카르텔과 유사한 행
위로서 이해되는 부분과 카르텔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카르텔과 같
은 성격을 갖게 되는 행위 등을 살펴봐야 한다. 시장특성 등 다양한 요
인도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기업의 행동유인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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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야 카르텔 의도 여부와 손해추정 규모 등이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다. 물론 경제분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겠
지만, 경제분석의 오류로 위해성이 없는 기업활동이 제한되거나 처벌받
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경제분석을 적용하여 신중
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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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주와 LPG시장 카르텔 심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소주 카르텔 심결에 대한 평가
(1) 2007년 가격인상 합의의 증거에 대한 비판
공정위 의결서에서 2007년의 가격인상이 담합의 결과라는 점을 제
시한 첫 번째 증거는 당시 진로의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전후하여 작성
된 소주업체 임원들의 업무수첩 또는 내부보고 자료 등에서 얻은 내용
들이다. 공정위는 이 내용들이 소주업체들이 늦어도 2007년 4월부터
상호 의사연락을 통한 지속적인 가격정보 교환 및 가격인상 관련 협의
를 행한 증거이며, 그 결과 2007년 5월 11~22일의 기간에 진로를 필두
로 소주 출고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위의 정보
들이 영업직원들이 도매상 등을 통하여 수집한 것일 뿐이라는 소주업체
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체 대표이사들의 모임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임원들이 받아 적은 것으로 유추하여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
러한 판단은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않다. 우선 4월 10~19일에 걸쳐 작성된 한
라산과 무학, 금복주 임원의 업무수첩을 보면 진로의 인상 가능성에 대
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다른 업체들에 대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라산의 경우 대선, 무학 등이 가격을 올리
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무학은 대선의 인상계획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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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고 있고, 자신들도 진로의 인상 여부를 보아서 따라가게 될 것으
로 언급하고 있다. 반면 금복주는 대선이 대세에 따를 것으로 보는 반
면, 무학은 가격인상에 반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수첩의 내용들이
대표이사들의 모임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면 이러한 차이가 날 이유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공정위는 이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인상의 방향으로 입장이 수렴되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입장의 변화가 일관되지 않고, 대표이사
들이 이 기간에 여러 번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무리
가 있다. 수첩에 나타난 업체들의 구성이 진로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다
르다는 점도 동일한 정보로부터 얻은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
이다.
공정위가 수집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들 업체들 간의
정보교환이 통상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 간의 정보수집 활동 수
준을 벗어난다는 점은 분명하다. 각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의 계획에 대
하여 사용한 표현이나 4월 25일 작성된 무학 임원의 메모 제목에‘진로
및 하이트맥주 지점장’
과의 미팅이 언급되어 있는 점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소주업계에 만연한 이러한 관행이 비록 부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명시적인 가격담합의 증거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관리경쟁하에서 업체들이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일
치하면서 협조적 행동이 관행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하는 것은 4월 30일 한라산 임원의 업무수첩에 적힌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5월 12일 정도에 인상이 예측된다고 밝히면서 이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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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의 주정가격 인상분 5.8%와 연계하고 있다. 원료인 주정가격 인
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1년 여 동안 반영하지 못하였던 것을 명분으로 국
세청에 가격인상을 로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간부회의
내용에서는 두산(현 롯데)이 진로와‘30원 차이를 두려고 하는데 국세청
이라고 밝
에서 10원 차이(조건부 승인)를 두라 하고 있어 문제되고 있음’
의 가격에 대한 것
히고 있다. 이는 두산(현 롯데)이 생산하는‘처음처럼’
이다. 이후 실제로 5월에 이루어진 가격인상 과정에서는 원래 30원이었
던 진로‘참이슬’
과‘처음처럼’
의 가격차이는 20원으로 좁혀졌는데, 이
는 국세청과 두산(현 롯데) 간의 의견차이를 조율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
처럼 국세청은 진로뿐 아니라 타 업체들의 가격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
고 있으며, 때로는 업체 간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종용하기도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업체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적
극적으로 로비를 펼치고 때로는 서로가 연대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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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가격인상 합의의 증거에 대한 비판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2008년에 단행된 가
격인상 협의는 2007년과 비교할 때 논의의 형태가 좀 더 적극적이고 공
개적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사장단의 친목모임인 천우회를 통해 명
시적으로 논의된 사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증거들에 의하면 소주
업체들은 천우회를 통하여 소주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
하고 있으며, 특히 9월 18일의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원가 인상요인들
까지 제시하면서 국세청과 가격조정을 협의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10
월에서 11월의 자료들을 보면 주정가격의 인상과 연계하여 소주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청 또는 예상하고 있으나 국세청이 소주업체들의 재무상
태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정은 독점업체에 의해 판매되고, 주정가격은 원가를 세세
히 따져서 국세청과 사실상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정의 가격인상폭은 반드시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있
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국세청이 주정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도록 허용하는 시점까지도 소주의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 시기에 소주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52개 품목
에 포함되면서 그만큼 가격상승에 대한 강한 규제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정위 의결서의 과징금 계산내용을 살펴보면, 소주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
로서“2007년 4월 진로는 국세청에 7.3% 인상안을 제출하였으나 국세
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5.9%) 범위 내인 4.9% 인상만을 허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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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년의 경우 국세청의 자체적인 인상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주가격이 12.04%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결과적으로는 5.9%
인상을 허용해 주는 것에 그쳤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국세
청이 적극적으로 소주가격 인상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2008년의 경우에는 국세청 자체적으로 판단한 인상요인의 절반도 반영
해 주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소주업체들에 있어 2008년의 가격인상 과
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협의는 공동의 행동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
하고, 이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일반적인 형태의 부당한 공동행위라
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업계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부의 규제에 대하여 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로
비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또한 국세청의 판단
이 적절한 것이었다면, 이러한 공동행위는 부당이득이 목적이라기보다
는 규제가 기업의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2008년의 가격인상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2007년의 가격인상 사례보다
더 명백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을 자세
히 살펴보면 원가상승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정부정책
에 대한 업계의 공동대응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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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일치와 의식적 평행행위
공정위는 소주시장에서 담합이 일어났다는 주요한 증거로서 소주업
체들의 가격인상 시기와 폭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소
주업체들의 가격인상 내역을 살펴보면“전반적으로 외형의 일치가 인정
되지만, 특히 특정 피심인들 간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별 시장에서의 가
격일치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하면서,
이는 가격경쟁을 회피한 방증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과 직
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수차례 가격일치 현상이 나
타났다면서 이를 통해“이 사건과 같은 가격담합을 관행적으로 행하여
온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
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언급은 공정
위가 소주가격의 일치현상을 담합의 주요 증거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가격일치 현상이 그 자체로 담합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지
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또한 지역적 가격일치 현상이 실제
로 더 두드러졌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같은 시장
안에서 경쟁하는 동질적 상품들(homogeneous goods)의 가격이나 변화방
향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초보적인 경제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동질적 상품들 간에는
가격이 중요한 경쟁수단이 되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상대방 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에 준하여 가격을 책정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질적 상품의 가격수준은 수렴하는데,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도 적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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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는 동일한 원료와 생산공정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공병마저
도 공통 재사용이 이루어지는 등 매우 동질적인 상품이다. 또한 국세청
이 원료가격 및 선도업체인 진로의 제품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출고가격의 변화가 빈번하지 않고, 경쟁업체들은 물론 소비자들도 가격
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업체별로 브랜드나 일부 맛의 차별화가 이루어
져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기호에 따른
수평적 차별화일 뿐이므로 한계 소비자를 놓고 서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가격의 수렴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적어도 소주의 가격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담합의 증거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소주시장의 가격은 상당부분 진로의 선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한 업
체들 간의 의식적 평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형태로 결정된다고 볼
소지가 크다. 의식적 평행행위는 과점시장과 같이 소수의 사업자만 존
재하고, 사업자 상호 간의 의존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 사업
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반응을 예측하면서 독자적인 행위를 하고, 다른
사업자가 실제로 예측된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의 행위
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은 원료의 가격 및 선도업체인 진로의 출고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진로는 5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직접적
인 유력 경쟁자, 또는 적어도 중요한 벤치마크 가격의 설정자가 된다.
더구나 국세청이 허용하는 진로의 가격인상 수준은 물가인상폭이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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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입 등 정책적 변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업체의 입장에서
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들은 설
령 명시적인 담합이 전혀 없었더라도 진로의 행동을 주시하고, 진로의
가격인상 시점에 맞추어 이를 추종하는 형태로 가격을 책정할 유인이
충분하다.

(4) 행정지도와 경쟁법 면제범위
공정위의 보도자료 및 의결서에 따르면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
가 문제를 삼은 것은 행정지도 자체가 아니라 행정지도의 사전 및 사후
에 이를 빌미로 사업자들이‘별도로 합의하는 행위’
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행정지도 이전에 소주업체들이 이미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방법과 폭을 합의하고, 병마개업체의 가격인상에 공동대응하는 등
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가격인상의‘시기’
에는 상당한 통제권을 발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진
로 이외에는 구체적인 가격인상률이나 인상수준까지는 관여하지 않았
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행정지도가 실질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국세청의 의도는 분명히 진로뿐 아니라 전체 소주업체들의 가격
설정에도 관여하는 것이었으며, 다만 진로에 대한 가격통제만으로도 그
러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뿐으로 판단된다. 실제로도 국세청은 원가 상승요인이
매우 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52대 생필품에 포함된 소주의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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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내내 상승시키지 못하도록 충분한 통제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2007년 가격인상 과정에서는 국세청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한 두산(현
롯데)의‘처음처럼’
에 대해서 진로에게만 국한되던 통제력을 확대하려

하였다는 점에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국세청의 행정지도는 2007년과
2008년의 가격인상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방통행적인 행위라기보
다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업체들의 이해관계를 억제, 조정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업체들 간에는 가격인
상의 폭과 시기를 놓고 일종의 협상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당초 국세청의 의도가 100% 관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결여한 것이었다고 판단
하는 것 역시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다. 공정거래법상의 행정지도에 대
한 면제조건을 살펴보면, 제58조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합의 또는 공동행위는 실제로 흔히 발생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부처의 지도를 따르
지 않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LPG 카르텔 심결에 대한 평가
(1) 수입 2개사의 LPG 카르텔에 대한 법경제학적 평가
공정위는 2010년 국내 6개의 LPG 공급업체 모두에 대하여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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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고 의결하고,
이들 6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고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같은 계
열에 포함된 SK에너지와 SK가스가 각각 1, 2순위로 조사에 협조하여
과징금을 100%, 50% 감면받았으며, 공정위가 제시한 가격담합의 증거
들 중에서 상당부분이 이들 조사협조자들로부터 입수한 것들이다. 공정
위의 주장에 의하면 이 가격담합은 2개의 서로 다른 담합행위들로 구성
되어 있다. 첫째는 두 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 사이의 판매가격 담합
으로서, E1과 SK가스가 매월 말 다음 달의 기준가격과 판매가격을 결
정할 때, 양사의 실무자들 사이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가
격담합을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에 대하여 프로판
가스의 판매가격이 6년 중에서 4년 3개월에 대하여 가격차가 정확히
0.2원이었으며, 부탄 판매가격 역시 일정한 가격차이가 상당기간 지속
된다는 행위의 일치 이외에도 두 기업 실무자들이 실제적으로 가격에
대한 협의와 합의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수입업체 및 정유회사 모두들 사이의 판매가격 담합이다. 정유사들은
매월 말경에 수입 2개사의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자신들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하여 정유사들도 수입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주문하였다. LPG 시장의 구조는 담합에 유리한 조건들
을 많이 갖추고 있다. 시장구조가 매우 견고한 과점이며, 진입이 어렵고
계열사 또는 주식보유를 통하여 연결된 기업들이 많다. 게다가 제품 자

328

카르텔 종합연구 (하)

#카르텔-작업파일-제8장

2011.1.26

11:54 AM

페이지 329

MAC45

2400DPI 175LPI

체가 LPG라는 아주 동질적인 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수요의 가격탄력
성이 단기적으로는 매우 낮다는 점 등도 담합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
한다. 게다가 역사적으로도 2001년 이전에 LPG 가격에 대해 정부고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었으며, 2001년 가격자유화 직전에 연료비 연동제
를 적용하여 1개월 단위로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일종의 관행이 되어, 가격자유화 이후에도 LPG 판매가격을 1개월 단위
로 조정하고, 매월 말에 다음 달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정
착되었다. 조사에 협조한 SK 계열의 두 기업이 제시한 증거들이 사실이
라면 담합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서 충분한 효력을 가질 것이다. 또한 수
입 2개사의 판매가격의 동향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관찰해 보면
가격의 동조성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적인 합의 이외의 원
인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들 판매가격의 차이가 각 수입사
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기준가격의 차이보다 훨씬 작다는 것도 명시적
담합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수입사와 정유사 간 카르텔의 법경제학적 평가
수입사와 정유사 사이의 가격담합 혐의는 그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우선 SK 그룹사인 SK에너지를 제외하면 정유사들이 수입사와 가격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합의한 증거가 전혀 없다. 수입사와 정유사 사이의
가격동조 정도도 계열사인 SK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수입사들 사이의 가
격동조 정도보다 약하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유사
들의 가격이 수입사들의 가격에 일부 동조한 사실은 가격리더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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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가격리더십은 가격에 대한 암묵적 합의
와는 무관하게 실행될 수 있다. 가격리더들이 설정한 가격에 대하여 가
격추종자들이 이와 다른 가격을 제시할 유인이 없고, 이런 유인구조를
가격리더들이 인식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가격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는 종류가 다르다. 가격에 대한 합의는 개별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를 자제하
는 것이고, 가격리더십은 모두가 자신이 개별적인 유인에 따라 행동하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유회사들은 LPG 저장능력의 제한으로 생산된
LPG를 거의 모두 단기간에 판매해야 하는 입장이다. 반대로 시장으로
부터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생산을 늘릴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유회사들의 전략은 자신의 물량을 가능한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수입사들보다 높은 수준에
판매가격을 책정하면,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유인은 없
다. 또한 생산이나 저장능력의 한계 때문에 경쟁회사들보다 가격을 낮
추어 판매량을 증대시킬 유인도 없다. 따라서 정유사들은 가격리더인
수입사들이 설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유인도 없고, 반대로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할 유인도 없다. 가격리더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
장지배력에서 오는 지위를 이용하고 경쟁자들의 반응을 예측하여 일방
적으로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경쟁제한성이 없다. 정
유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도 담함의 개연성
을 낮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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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카르텔 규제제도 개선방안
1.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1) 과징금 부과 성격의 재설정
부당공동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여 업체가 이의신청이나 행
정소송 등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되돌려받은 환급금 및 감액 수치를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해
당하여 패소한 사례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법규 수범자, 법규 집행자 및 법적 최종 판단자의 부당공동행
위 관련 과징금 부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소송에서 재량권의 남용·일탈에 해당하여 공정위가 패소
한 사례들의 유형 중, 법규 적용의 오류나 행정절차상의 하자 등은 법규
내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비례평등
의 원칙 위배, 위반행위 기간 판단의 오류 및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판단오류의 문제는 시장구조 및 시장행태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
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과징금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에는 이러한 분
석능력의 제고와 함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환경변화를 동시
에 고려해야 한다.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한도의 증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시정조치의 확정을 전제요건으로 요구하는 법규
정의 삭제, 법원의 손해액 인정, leniency 프로그램의 활성화,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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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확대, 부당공동행위 조사 및 형사적 제재의 강화는 부당공동행위
에 대한 사전적 억제 및 사후적 제재의 강도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
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과징금제도가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부당공동행위의 일반적인 억제효과나 징벌효과는 과징
금부과(벌금과의 연계 혹은 통합한 금전적 제재)를 통한 행정적 제재와 사소
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소송이 시
장에서 충분히 활성화된다면 과징금이 이러한 틀에서 재설정되어야 하
지만,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불특정한 다수에게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동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국가일 경우
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에 국한하고, 부당이득
환수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당공동행
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여 손해배상소송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과도기적으로 공정위에서 부당이득 환수
와 행정적 제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2) 피해자가 국가인 경우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에 국한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가 국가일 경우나 소수의 사인에게 발생
할 경우는 피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환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소
송을 통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의 경우는 과징금의 법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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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행정적 제재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즉,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발생
하는 가격인상과 생산량 감축효과, 이른바 사장된 후생순손실 부분, 정
부가 담합행위를 적발, 감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비용
등이 행정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 하
에서 손해배상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은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적
재제 성격의 과징금 부과 및 소송을 통한 피해액의 손해배상이라는 과
도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학자들이 법원의 감정을 받
아 정밀한 계량분석을 통하여 법원에 손해액 감정보고서를 제출한 건으
로 법원의 법적 판단에 유효한 증거물로 받아들여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하나의 예가 군납유 담합사례이다. 군납유 담합의 사례에서 정유사
에게 처음에는 과징금이 1,901억 원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
유 5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에서, 담합에 참여한 해당법인과 임
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한 국방부의 손해배상 청
구로 정유 5개사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삭감하여
그 액수가 1,212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2007년 서울지법 제18민사부는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군납유류 담합으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809억9,000
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서울고법
제10민사부에서는 국가가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유사들이 연대해 이자를 포함해 총 1,960억 원을 지
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 민사소송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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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대법원에서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판결이 내려
진다면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은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3)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경우 과도기적으로
부당이득 환수와 행정적 제재 병행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한
연구들에 따르면 손해액률은 적게는 5.7%에서 많게는 60%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최적재재의 규모가 과소 또는 과다하게 산정될 소
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부당공동행위를 하
는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인바, 부당공동행위에 대
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득의 환수
와 사전적인 억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적 제재금이다.
금전적 이득의 박탈 수준은 부당공동행위의 적발확률과 부당공동행
위로 인한 행위자들의 금전적 이득 및 사회적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제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당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의 규모 혹은 기대손실이 적어도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적발되지 않을 확률을 곱한 기대이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 규정과
같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피해액을 기준으
로 산정하는 것이 법집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행정소송에서의 패소 사례를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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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이다. 과징금을 손해액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비례평
등의 원칙 위배되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손해액 산정에 있
어서 중요한 기초자료인 위반행위 기간 그리고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
에 대한 판단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에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
정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과
징금 부과 행정소송의 패소사례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
의 재량적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될 소지가 커지게 된다. 부당이득의 규
모를 기본과징금 산정시 활용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중
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를
기본과징금이 아닌 의무적 조정금 산정시 고려하는 것이 법집행의 일관
성 및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부당이득 추정금액은 전
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하되,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
료 등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과징금 부과의 간결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의무조정금 산
정과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
다. 이러한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적용되는 과징금부
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별도로 분리하고 재정비하여야 한다.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경제력집중

제8장 종합 및 결론

335

#카르텔-작업파일-제8장

2011.1.26

11:54 AM

페이지 336

MAC45

2400DPI 175LPI

억제규정위반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성격은
부당이득 환수보다는 행정제재적 성격이 강하다. 부당공동행위에 부과
되는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
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당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
정조치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이 사전적으로 예측되기가
어렵다. 여기에 형사벌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제재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단계의 과징금 부과절차와 공
정위의 과징금 부과의 과도한 재량적 권한은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기본과징금을 담합에 의해
획득한 부당이익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수범자인 기업들로 하여금 담
합의 행위를 사전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법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럴 경우 수범자들이 경쟁
당국의 객관적인 산정기준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보다 더 순
응할 것이며,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경쟁
당국이 손해액 추정치에 기초한 과징금 산정의 정당성을 담합 행위자에
게 심의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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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의 통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현행 공정
거래법상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심결에 불복한 피심인이 공정
위에 재결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일부
인용, 또는 전부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2007년 이후 공정위가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거나 과징금을 면제해 준 사례는 2건
에 불과하다. 기본과징금을 담합에 의해 획득한 부당이익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공정위와 피심인 간의 의견차를 크게 축소할 수 있을 것
이다.

2. 행정절차상의 개선방안
(1) 책임소재의 명시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법령
을 재구성한 위법성 심사과정이나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매 단계별
판단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는 심결을 위해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
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소회의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전원회
의는 이의신청의 재결,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건, 경제적 파급효
과가 큰 사건 등을 담당하고, 소회의는 그 외의 사항을 담당한다. 그러
나 각 사건별로 회의에 참석했던 담당자의 이름을 제외하면 누가, 어떻
게, 무엇을 근거로 매 단계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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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구성원의 선정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매 단계별 판단의 주체
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판단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소재
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문제가 존재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카르텔 심사의 여러 단계에서 세부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과정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오
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질 필요
가 없다면 매 과정에서 최대한 정확히 판단하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
어질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분석과정을 생략할 유인도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실제 심사과정에서 공동행위의 성격을 규정하고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은 조사관이며, 조사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위법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한
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의결서 등
에도 조사관과 초안 작성자 등을 명시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
요성이 있다. 과징금 산정과정 역시 법령의 과징금 가산 및 감경사유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징금을 지나치게 가산하거나 반대
로 불충분하게 감경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 단계별 책임자를
명시하거나 적어도 최종책임자라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 단계마다 판단의 주체를 명시한다면 카르텔
규제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
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면 카르텔 심사 및 규제과정에서 판단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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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세부기준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책임자를 명시하
여 어떠한 생각으로 재량권을 적용하였는지 기술하도록 하면 보다 정확
한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하게 되므로 심사과정의 일관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장획정 단계에서 해당산업의 전문가와 경제학 전문가 등
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시장을 정할 책임자를 공시할 경우 보다 객관
적이고 정확한 시장획정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할 것이다. 책임자
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
이 적어 부정확한 시장획정을 하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위법성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판단의 공
정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자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심결에서 획정된 시
장을 정리하여 (가칭)시장획정표를 제작한 후 앞으로의 사례에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투명성과 정확성이 제고된 심결내용으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면 보다 자세한 심의기준 확립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매 사건마다 정교하게 행해진 시장획정 자료를 통해 유사한 사
안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카르텔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시장이 어떻게 획정될지를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사업자
는 자신의 행위가 부당공동행위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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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공정한 판단을 위한 심의절차 구조조정의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공동행위의 적발, 위법성 심사, 그리고 시정
조치, 과징금, 혹은 고발과 같은 처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주관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기소와 판결이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 특성으로 인해
한번 기소가 된 사건은 위법행위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에
서 위법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같은 기관 내에서
심의 및 판결을 진행하므로 자신들이 기소한 대로 판결하려는 동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단 사업체 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이상 해당
공동행위가‘부당’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법성 심사를 시작하게 되므
로 심의의 결과는 당연히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당공동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실
제로 법원에서 지켜지는 원칙이 공정위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세밀한
과정이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기소기관과 판결기
관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피심인들이 충분한 해명기회를 갖도록
하며, 해명기회는 명시적으로 주어져야만 하고, 서면과 구두해명이 모
두 가능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의 판단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340

카르텔 종합연구 (하)

#카르텔-작업파일-제8장

2011.1.26

11:54 AM

페이지 341

MAC45

2400DPI 175LPI

내부 견제장치도 필요하다. 참고로 책임자를 명시하고 기소와 판결을
분리하는 것은 내부 견제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공정위의 현행 위법성 심사과정 순서를 살펴보면 카르텔의 존재를
인지한 후 합의를 입증하고 그 후에 시장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그리고
시장지배력 검사를 하고 있다. 즉, 카르텔이 인지되면 합의의 존재 여부
부터 입증함으로써 해당행위를 부당공동행위로 규정한 후, 부당공동행
위이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시장을 획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부당공동행위 심사의 공정성이 저해될 여지
가 있다. 합의의 추정에 앞서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검사를 진행한 후
시장지배력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를 추정하고 위법성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의 수정을 통해 해당행위가 위법하다는 가정 없이 시
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이 가능해지므로 심의과정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법성 심사에 앞서 시장획정
을 하는 개선된 심사과정에서는‘시장획정’
은‘부당공동행위’
인지를 판
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다. 특히 경성 공동행위에 대
해서는 시장획정을 소홀히 하여 경성 공동행위 자체가 위법이므로 당연
히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경성 공동행위라
고 하더라도 같은 시장인지 파악하는 것을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절차의 수정으로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공정한 과정을 제시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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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지도와 카르텔 적용제외
(1) 규제법 vs 일반 경쟁법
미국의 Trink 판례와 Credit 판례의 쟁점은 통신시장과 증권시장에
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개별 산업영역에서의 규제법(specialist
regulators)과 일반 경쟁법(generalist) 중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욱 우

월한가 하는 것이다. 즉,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제외 범위는 개별 산업규
제체계(industry-specific regulatory regime)가 관련산업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
리고 산업규제체계와 반트러스트 체계 간의 상대적 우월성을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특정 개별 산업규제 영역에 반트러
스트법이 개입했을 때 잘못 개입하여 행위자들에게 불필요한 반트러스
트 책임을 부담시키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경쟁
제한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기업관행이 특정 산업영역에서는 반대로 경
쟁촉진적인 기업행동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이다.
개별 산업영역에서의 규제(regulation)와 반트러스트(antitrust)는 모
두 시장실패(market failures)에 대한 경제적 대응이다. 규제와 반트러스
트는 상호 보완적이며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
다. 정확하게 실행될 경우, 둘은 경제적 효율성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수단들이다. 물론 반트러스트와 규제는 경쟁촉진이라는 동
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게 된다. 반트러
스트법은 경쟁의 결과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혹은 경쟁적 시장의 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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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기보다는 경쟁적 시장조건을 창설하거나 유지하고자 한다. 반면
산업규제는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가격규제 등을 통하여 경쟁의
결과와 유사한 시장상황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와 경쟁
은 대체가 아닌 보완적 관계에 있고‘경쟁촉진’
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수단에 대한 사용 및 통제수단을 규제기관과 법
원 등에 배분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수단 중 서로의 상대적 장점에
기초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규제완화를 겪고 있는 규제산업의 경우에
서 볼 수 있듯 regulation과 antitrust는 융합하고 상호 동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규제완화가 진행되는 규제산업의 경우에 산업규
제 역시 종전의 전통적인 규제를 대신해 경쟁을 도입하고 촉진하는 것
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고안하고 시행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주된 개념 역시 경쟁법적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일반 경쟁법적 규제와 동일한 소위 산업별
경쟁법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실제 차이점은 이를
집행하는 집행기구 및 집행수단의 문제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다. 즉, 산
업별 규제와 경쟁법의 특성 및 차별성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규제를 집
행하는 산업별 규제기관과 경쟁법을 집행하는 경쟁당국이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집행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산업영역에서는 어떠한 수단이 경쟁촉진에 더욱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
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regulation과 antitrust가 모두
경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면 경쟁촉진을 다루는 양 수단
간의 상대적 우월성을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regulati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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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rust가 추구하는 목표인 경쟁촉진에서 의미하는‘경쟁의 본질’
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4. 수범자들에 대한 법적 안전성 제고방안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에 대한 법적 판단의 쟁점은 개별 산업
규제 영역에서의 사실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상의 카
르텔 금지규정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해결
을 위해 입법론적 접근과 해석론적 접근이 있다. 입법론적 접근은 개별
산업규제 행정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상호협조를 위한 법제를 개
선하여 양 기관 간의 모순된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되어 수범자인 사업
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입법이라도
양 기관의 서로 다른 정책기조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고 다양한 형식
으로 표출되는 행정지도를 입법형식으로 완전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입법적 개선노력이 개별 산업규제 영역에서의 행정지도와 공정거래
법상의 카르텔 금지규정 간의 충돌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는 있겠
지만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사업자들은 바로 이러한 한계선상에서 서
로 다른 행정기관의 목소리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를 선택해야만 하
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치국가적 한계에 그대로 노출되
며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러한 법치국가적 한계를 메워 주며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의 충돌로부
터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 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344

카르텔 종합연구 (하)

#카르텔-작업파일-제8장

2011.1.26

11:54 AM

페이지 345

MAC45

2400DPI 175LPI

해석론의 기능이다. 해석론은 구성요건 단계, 위법성 단계, 책임 단계로
전개된다.
구성요건 단계에서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는 아예 독점금지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카르텔 금지규정,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카르텔은 사업자 간의‘합의’
에 의한 공동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업자 간의 자율적 의사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그런데 사
실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자 간 합의를 하였을 경
우에는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합의가 아니므로 제19조상의‘합의’
에해
당하지 않아 제19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특정 내용에
대해 사업자 간 합의할 것을 행정지도하기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상
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고 구체적 내용은 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해 확정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합의가 전적으로 사업자 간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19조상의‘합의’
가 없었다고
판단하기도 무리이다. 법원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 구
성요건상의 합의를 인정하고 공정거래법 제58조 적용에 따른 위법성 조
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는 개별 산업규제 법률과 그‘법률에 의한
명령’
에 따라 행하는‘정당한 행위’
에 대해서는 카르텔 금지의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의 정당성 판단
은 ① 행정지도가 제58조상의‘법률에 의한 명령’
에 해당하는지, ② 만
일 해당한다면 다시‘정당한 행위’
라고 볼 수 있는지라는 두 부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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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①은 행정지도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 행정법학의 영역이다. 지금
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법률에 형식적 근거를 두지 않은 행정지
도는 제58조상의‘법률에 의한 명령’
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며 이러한
행정지도에 따라 형성된 공동행위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행정지도의
구속력,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행정지도와 협력적 행정 등에 관한 현대
행정법학의 논의를 검토해 보면 구체적 상황에서 행정지도가‘법률에
의한 명령’
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을 것이다.
②는 개별 산업규제법상 허용되는 행위가 일반 경쟁법에서 금지되
고 있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된 경제법
영역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58조 해석에 영향을 준 미
국 법원의 묵시적 적용제외(implied exemptions) 이론의 최근 동향을 살
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묵시적 적용제외 이론의 핵심은 경쟁을 촉진시
키는 수단으로서 활용가능한 개별 산업영역에서의 규제(regulation)와
일반 경쟁법(antitrust)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 조화점을 찾
(contractual
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화점은‘계약적 경쟁’
competition)과 이러한 경쟁영역에 반트러스트법을 잘못 적용할 경우 발
(error cost)을 한 축으로, 개별 규제법 영역에서의 기
생하는‘오판비용’
(regulatory gaming)의 위험성을 또 다른 축
회주의적 행동인‘규제게임’

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개별 산업영역의 특
징과 개별 규제법 체계를 고려하며, 개별 산업규제법과 일반 반트러스
트법 중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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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묵시적 해석과정에서 항상 전제되어야 할 사실은 개
별 산업규제법과 일반 경쟁법 간의 충돌로 발생하는 규범적 부조화의
부담을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행정
지도→법률에 의한 명령→정당한 행위→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로전
개되는 일련의 논리과정에서 만일 행정지도가‘법률에 의한 명령’
으로
규범적 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받았더라도‘정당한 행위’
에 해당
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경우, 궁극적으로는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공
정거래법상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위법하다고 평가받더라
도 행위주체의 책임면제나 감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다. 비록 규범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받았
지만 사업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기대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기대불가
능 한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적정한 정도로 책임을 감경해야 할 것
이다.
이와 같이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제재의 법치국가적 한계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상의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
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각각의 단계에서의 평가에 행정지도가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제재조치가 적절한지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
르텔이 구성요건과 위법성 단계를 모두 통과해 사회적으로 위법한 평가
를 받는다고 해도 그 비난 가능성이 행정지도 없이 개별 사업자 간 자율

제8장 종합 및 결론

347

#카르텔-작업파일-제8장

2011.1.26

11:54 AM

페이지 348

MAC45

2400DPI 175LPI

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경우와는 분명히 다르므로 책임의 감면이나 감경
을 인정하며 과징금보다 시정조치를 통해 위법한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
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제재개선을 위한 입법론적·해석론적 개
선노력은 결국 개별 산업정책과 일반 경쟁정책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 훼손의 치유와 카르텔 제재의 법치
국가적 한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정책은 우리나라에서 포기해서도 포기할 수도
없는 정책이다. 이러한 경쟁정책을 훼손하는 개별 산업규제 영역에서의
행정지도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지도의 관행을 그대로
둔 채 이에 따른 개별 사업자들의 처벌을 통해 개선하려는 것은 행정의
단일성과 법치행정을 통해 담보되는 법치국가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

5. 부당공동행위 추정제도 개선방안
(1) 합의의 추정 법리의 정립과 발전
법률적으로 합의는 엄밀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입증의 대상으로서
의 합의를 정의하고 그 개념요소를 분석하는 문제와 합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식별하고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합의를 인정하거나 추정하
는 문제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합의의 추정 법
리를 정립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활
용으로 경쟁당국이 합의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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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할 기회가 과거보다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
의 경우 여전히 정황증거를 토대로 하여 합의를 추정하여야 할 필요성
이 있고 법률상 추정규정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요건 변화로 인
하여 과거 법률상 추정규정에 의존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
라에서는 합의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이 경쟁사업자들 사이에 병행적
가격책정이 존재하는 상황에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이 주로
적용된 까닭에, 합의의 추정 법리보다도‘행위의 외형상 일치’
와‘경쟁
제한성’
이라는 단순한 요건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효과가 부여된 합의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법리가 더 발전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경우 합의의 추정 법리를 합리적으
로 정립, 발전시켜 위법한 가격담합과 과점적 상호의존성에서 비롯된
병행적 가격책정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당면 과제는 당면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합의의 추정 법리의 정립과 발전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법원의 판례가 집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원의 판례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열거한 후 이를 종합하여 합의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추정하는 과정에 어떤 정황증거가 보다 중요하거
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황증거들 간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정황
증거들을 의사소통 또는 접촉증거, 의식적 병행행위에 관한 증거, 그리
고 경제적 증거로 나누어 그 증거의 가치와 상호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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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필요가 있다.
합의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합의개념에는 개별의사의 존재와 그 소통이라는 개념
요소를 필요로 하므로 정황증거를 통하여 합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
황증거로서 의사소통 또는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
다. 의사소통 또는 접촉증거가 존재하더라도 그 가치에 대한 검토 역시
요청된다. 의사소통 또는 접촉증거는 합의가 형성될 기회가 존재하였음
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지만,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
방식 또는 수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의사소통 또는
접촉이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정보의 교환을 수반하고
있는지, 교환된 정보가 장래의 가격 또는 산출량에 관한 정보인지, 교환
된 정보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추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 또는
접촉을 통해 교환되는 정보가 경쟁자의 장래 시장행동에 대한 불확실성
을 감소시키는 경우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합의와 그 합의의 실행으로서의 행위는 구별되므로, 이론적으로는
행위가 없더라도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실제로는 직접증거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의사소통증거 또는 접
촉증거만으로는 합의를 추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합의의 실행으로서 볼
수 있는 행위, 즉 의식적 병행행위에 관한 증거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증거가 된다. 만일 의사소통증거 또는 접촉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
사소통 또는 접촉의 내용이나 의식적 병행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경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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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 배후에 합의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면, 이러한 증거
만으로도 합의의 추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
에서는 경제학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법률가의 전문적인 판단능력만
으로도 합의추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최신 과점이론에 익숙하지
않은 법률가의 직관이나 논리만으로 합의추정에 이르는 것은 때로 위험
할 수 있다.
의사소통증거 또는 접촉증거나 의식적 병행행위에 관한 증거가 경
험칙의 작용에 충분하지 않거나 시장이나 산업 현실을 고려한 보다 신
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의미 있
는 정황으로서의 의사소통 또는 접촉사실과 상호적인 의식에 기초한 병
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그와 같은 병행행위가 의사소통 또는 접촉을
계기로 하여 형성, 발전된 것이라는 개연성 있는 설명을 뒷받침해 주는
경제적 증거를 확보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특히 단
독으로 행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자기이익(self-interest)에 반하지만 공
동으로 행할 경우에는 참가 사업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에 관
한 경제적 증거가 개연성 있는 설명을 뒷받침해 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사업자 입장에서 개별적인 자기이익이 될 것인
지는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
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업자가 과점시장에서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
여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단독으로 행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익을 희
생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결국 개별
적인 자기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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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정황증거를 통한 합의의 추정은 의미 있는 정황으로서의 의
사소통 또는 접촉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의사소통증거 또는 접촉증거와
의식적 병행행위에 관한 증거를 기본적인 증거로 하여 경제적 증거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증거의 역할은 어떤
정황증거가 합의의 추정을 야기할 것인가의 문제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
라 정황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경제학적으로 개연
성 있는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법률가의 판단을 돕는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묵시적 합의의 개념 및 인정요건의 명확화
묵시적 합의의 경우에도 개별의사의 존재와 그 소통 그리고 상호 인
식이라는 합의의 개념요소는 일관되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
상호 간의 의사소통 또는 접촉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시장에서 사
업자 간에 의식적 병행행위가 존재하거나 조장적 관행을 병행적으로 채
택하는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바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상황으
로 인식할 수는 없다.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 정립과 관련하여 EU의 동조적
행위 개념에서 발전된 법리가 참고가 될 수는 있으나, 동조적 행위는 합
의가 체결되는 단계에 이르기 전 단계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 법상
합의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점에서 관련된 EU의 법리를 도입함에 있
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에서는 합의보다 더 넓은
개념인 동조적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간의 상호 의사소통

352

카르텔 종합연구 (하)

#카르텔-작업파일-제8장

2011.1.26

11:54 AM

페이지 353

MAC45

2400DPI 175LPI

또는 접촉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동조적 행위보다 좁은 개념
인 우리 법상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
또는 접촉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EU법상 동조적 행위를 인정하
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또는 접촉 사실을 통해 합의 단계까지 이르렀는
지가 선결과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묵시적 합의를 구성하는 의
사소통 또는 접촉의 개념과 범위는 EU법상 동조적 행위를 인정하는 경
우에 비하여 보다 한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단순한 의사소
통 또는 접촉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소통 또는 접촉이 그 실체인
합의대상으로서의 특정 주제, 예컨대 구체적인 가격인상 계획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있다는 합리적 설명에 관한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 간의 상호적인 의사소통 또는 접촉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
로 존재하고 동조성에 따른 시장에서의 병행행위가 있는 경우, 이로부
터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개연성 있는 합리적 설명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하고, 주장되는 상반된 설명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사실적 증거의 정도와 개연성 있는 합리
적 설명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즉, 담합 주장
이 개연성 있는 것이라면 사실적 증거가 덜 필요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담합 주장이 개연성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적 증거에 대한 요구도 증
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판단자 입장에서는 문제되는 사건에서 제출
된 증거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적 증거만으로 논리법칙 또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문제되는 사건이 일어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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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산업에 대한 충분한 경제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주는 것은 의사소통 또는 접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지만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과 같은 의
식적 병행행위 또는 조장적 관행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동조적 행위
를 인정하는 요건을 제시한 EU의 Wood Pulp Ⅱ 판결이다. EU 법원은
이 경우에 공동행위의 유인과 관련된 개연성 있는 합리적 설명에 대한
입증책임을 경쟁당국에 부과하였는데, 우리 법상 묵시적 합의의 추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의사소통 또는 접
촉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사실이 그
실체인 합의대상으로서의 특정 주제를 별로 지시해 주지 못하는 것이라
면, 그 행위가 합의의 결과라는 것이‘유일한’개연성 있는 합리적 설명
이라는 데 대하여 경쟁당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3) 법 제19조 제5항의 폐지
2007년 개정법은 개정 전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 추정요건이 법
문상으로는‘행위의 외형상 일치’
와‘실질적 경쟁제한성’
으로만 구성되
어 야기되었던 법적 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실질적 경쟁제한성’요건
을 삭제하고‘행위 공동성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요건을 도입하였다.
이 요건은 추정요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입증되는
대상이 되는 규칙(rule)의 형식이 아니라 여러 고려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기준(standard)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해석상으
로는 행위 공동성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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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법문에는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고려하여 야 할 요소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
성, 해당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과 같이 구조적 증거, 경제적 증거와 접촉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는
정황사실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떤 증거가 판단에 필요한 제반 사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러 증거가 제출된 경우 그 증거들 간
의 상호관계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법리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의 근본적인 문제는 규정된 요건의 내용이나 그 판단
방식이 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 문제인 사실상 추정의 그것과
별로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
태 등과 같은 정황사실은 사실상 추정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현행 법규정은 합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병행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는 경우와 구조적인 차이가 별로 발견되지 않는
다. 그로 인하여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과연 독자적 의미
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이 법규정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그 목적의 정당성을 분
명히 하여 그에 부합하는 해석 법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지만,‘행위의
외형상 일치’
와‘실질적 경쟁제한성’
을 추정요건으로 하여 합의가 사실
상 추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의가 법률상 추정될 수 있는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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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초래하였던 개정 전 법 제19조 제5항과 달리,‘행위의 외형상 일
치’
와‘행위 공동성에 관한 상당한 개연성’
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법
제19조 제5항의 추정요건을 법 제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실상 추정의
요건과 다르게 해석할 근거는 매우 약하다. 따라서 의식적 병행행위가
존재하여‘행위의 외형상 일치’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법률상 추
정규정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법률
상 추정규정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합의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황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추정조항이 그나마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요건보다는 효과의 측면이
다. 첫째, 추정조항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추정과 달리 입증책임의 전환
이라는 효과가 생긴다. 사실상의 추정에서는 요건사실이 사실상 추정되
더라도 상대방은 추정되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법관이 갖는 것을
방해하거나 동요시키는 반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
는 데 반하여, 법률상 추정의 경우에는 일단 요건사실이 추정되면 상대
방이 그 사실의 부존재를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로 입증해야 하고, 이
는 자신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서 본증이므로 부
분적으로나마 입증책임의 전환을 초래하게 된다. 둘째, 추정조항이 적
용될 경우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와 달리 형사적 집행의 근거
가 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법 제19조 제5항은 합의를 법률상 추정하
는 규정일 뿐 그 자체가 형벌규정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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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위로 하여금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제
19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어느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실질적 의미를 부
여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추정이든 법률상 추정이든 그 추정의 요건이
사실상 동일하다면 추정의 번복에 관한 입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하더라
도 그 효과의 차이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가 단지
추정의 번복에 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
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조항의 적용을 선택하는 정책적 결정
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현재의 법 제19조 제5항은 이를 적용하더라도 불필요한 논란
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사문화될 운명을 가진 조항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굳이 존치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이를 폐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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