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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과정의 보호 내지 경쟁촉진이라는 경쟁
정책 본연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취지하에서 합리적인 기업결합
심사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
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부당공동행
위를 시장경제의 제1의 공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크게 높여 왔다. 본 연구는 부당공동행위 중 입찰
담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입찰담합의 통계적 검증과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통계적 추정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포
함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입찰담합으로 여겨지는 통계적 정황들
은 경쟁사들의 고정된 시장점유율, 프로젝트 원가와 부합되지 않
은 입찰가, 그리고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갑작스런 입찰가
의 상승과 하락을 포함한다. 이러한 징후가 반드시 담합행동의 자
연스런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방법은 그 실행에 있어
서 한계가 있다. 담합의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증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입찰담합의 감지는 경쟁적 행동에 일치하지 않는 가격책
정의 조사에 상당부분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입찰담합을 감지하
기 위한 하나의 보편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매에 있어서 담합은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
적 행동과 담합을 구분짓는 차이점을 찾아내고 각 담합사례에 대
해 적절한 실증분석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담합의
통계적인 검증방법을 소개하고 유효성 및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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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찰담합의 통계적 검증 결과물은 정황사실로서 법적 소
송에서 유효한 증거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하자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가 간의 암묵적인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
의까지 포함된다. 그런데 문제는 명시적 합의이건 묵시적 합의이
건 간에,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획득하기는 쉽지 않다. 따
라서 각국은 카르텔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한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정황사실
에 기초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
국의 경우도 2007년 8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공동행위
추정조항인 제19조 제5항을 개정하여, 부당공동행위를 추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제한성’ 부분은 삭제한 대신 ‘합의가 이루어
진 정황사실’을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정황사실의 제
시를 추정요건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대법원의 법해석과 공정거래
위원회의 법적용 간의 괴리를 상당히 해소하며, 부당공동행위 추
정에 대한 법해석과 법집행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
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법 제19조 제5항의 사실상 추정규정
을 존치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부당
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
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시정조치의 확정을 전제요건
으로 요구하는 공정거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
러한 시정조치 선확정 요건이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제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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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으면 민법
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를 없앴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
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손해의 성질상 그 손해액을 입증하
기가 곤란할 때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
다.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중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이외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크게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였다.
이에 더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적벌 건수를 증
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민사상
의 손해액 배상소송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담합 여부와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
될 것이다. 즉 공정위 주도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차원을
넘어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을 크게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
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나라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손
해액 입증에 관한 논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법 적용상의 유효
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였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에서는 방위사업청이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군납 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
구사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809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내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국내 판례 및 그 산정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
발간사 5

었다. 이에 따라 법원 감정인단과 피고, 즉 전문가들은 담합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례가 있는 미국의 판례를
근거로 입찰담합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방
법을 적용한 바 있고, 상호 간의 분석기법의 추정방법과 설명변수
의 차이로 인해 손해배상 추정액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번 판결은 국내 법원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
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전문가 집단의 손해배상
추정치를 증거자료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같
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도 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 새로운 판례의 형성이 기대된다. 이
를 통하여 향후 담합행위와 관련한 일반적인 민사법적 제재 및
구제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사례는 우리나라 과징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
인 재검토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은 공정위의 부
당이득 환수와 행정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또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2001년 2월 28일 공정위는 정유 5개사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
결에서, 담합에 참여한 해당 법인과 임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조치
가 이루어졌고, 또한 국방부의 손해배상 청구로 정유 5개사의 추
가 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삭감해 주었다. 그러나 감
면 후에도 총과징금이 약 1,212억 원에 달하여, 우리나라 공정거
래법 집행 사상 과징금 규모로 최대였다. 이러한 이중의 금전적
부담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체계에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납유 손해배상 소송은 관련 당사자들, 즉 국방부 법무관, 기
업 법무담당 직원, 피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변호사,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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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실무공무원, 판결의 최종 책임자인 판사 및 피고측 전문가
와 법원 감정인단 간의 수많은 질의 및 답변, 설명 등 많은 시간
과 비용이 수반되었다. 직접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지켜보
고 관여했던 저자로서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실무적인 내용을 소
개할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관련 당사자 간 의사소통의 원활화와
조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
는 부당공동행위 중 특히 입찰담합 여부의 통계적 검증 및 손해
액 추정관련 실증적 연구와 법경제학적 분석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여 경쟁당국, 기업, 정부, 소비자 및 법원의 판
단에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끝으로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 이인권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프로포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하
여 건설적인 토론을 한 성균관대 김일중 교수와 원내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한양대의 김영산 교수
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보고서 전반에 대하여 보완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은 동료 연구위원과 번거로운 자료 수집 및 정
리를 도맡은 김소현 연구조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아
울러 이 보고서에 담긴 모든 내용은 저자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
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8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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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당공동행위 중 입찰담합의 통계적 검증과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에 대한 국내외 연구 자료들을 일반 독자들이 쉽
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는데 목적을 두었
다. 주요 논의는 입찰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과 담합으로 인한 손
해액의 추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국내 경쟁정
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통상적으
로 담합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합의 결정적이고 직접적
인 증거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입찰담합의 통계적 검증방법
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시장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담합을 감지하기 위한 하나의 보편적인 방
법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례에 따라 경쟁적 행
동과 답함을 구분시키는 차이점을 찾아내고 각 담합사례에 대해
적절한 실증분석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
나 단순 회귀분석은 시장 환경과 전략적 행동의 완전한 이해와
적절한 계량모형의 설정 없이는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입찰담합을 탐지하기 위한 단일의 보편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지만 몇몇의 정형화된 이론적 예측을 이용하여 입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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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감지의 기본적인 요소를 추출해 낼 수 있다. 그 기본적인 요소
는 조달 경매에 있어 카르텔 회원과 비카르텔 회원 간 입찰행동
측면에서 비대칭성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담합기업의 입찰
행동과 비담합 기업의 입찰행동을 구별하는 담합의 정황 증거를
통계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가격공모를 적발하는 데 적절한 자료검증방법의 개발은 경쟁당
국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다. 가격담합을 감지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원가에 대한 구
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입찰담합 여부에 대한 간접적인 통계적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특히 암묵적 담합의 경우 통계적인 추정에 기초한 견고
한 정황증거의 확보가 더욱 요구된다. 가격담합의 존재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가격분산의 크기이
다. 경쟁시장보다 담합시장하에서 가격분산이 더 작게 나타난다
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계량경제학적 연구에서 꾸준히 검
증되어 왔다. 여러 이론 및 실증연구들은 가격과 시장점유율이 경
쟁시장 균형상태보다 담합 균형상태에서 더욱 안정적임을 밝히고
있다. 경쟁기업들이 원가변동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
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참을성이 있는 경우 가격과 시장점유율
은 매 기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 경쟁기업들이 원가변동 시
이를 일정부분 가격에 반영할 정도로 참을성이 덜한 경우 가격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기업들이 이와 같이 원가변동에 반응을 보
이는 균형상태에서도 경쟁기업 간 비협조적인 균형보다 가격의
변동은 원가의 변동에 비하여 덜 빈번하게 반영되어 가격분산은
작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분석보다 한 단계 더욱 진전
된 방법은 입찰가들이 경쟁입찰 모형과 일치하는 필요충분조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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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의 조건부 독립성과 상호 교환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입찰가는 경쟁적인 입찰과정
을 통해 제시된 것이라는 가설을 통계적으로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첫번째 요건인 조건부 독립성은 입찰경쟁에 부쳐지는 프
로젝트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들의 입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에 경쟁기업의 입찰가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
는 것이다. 두번째 상호교환 가능성은 경쟁기업 간 비용과 입찰가
의 상호교환 가능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욱 정
치하고 세밀한 접근방법은 기업의 전략적 행태, 시장구조와 환경
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계량모델에 기초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입
찰자들의 행태가 경쟁보다는 담합에 일치하는 통계결과를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입찰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계적 검증이 소송사례에서 유효
한 증거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당공동행위 추정은 정황사실에 기초
암묵적 담합의 폐해를 입증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Dallas-Ft.
Worth의 경우이다. 이 지역의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 시 기
준시장으로 설정된 San Antonio 학교 우유급식시장이 1980년대
여러 차례에 걸쳐 명시적 입찰담합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플로리다
입찰담합의 경우보다 상당한 비용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an
Antonio의 학교급식 우유가격이 더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
실이다. 미국의 경우는 판례를 살펴보면 명시적인 담합과는 달리
암묵적 담합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
황적 사실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미국 판례에서는 암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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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포함하여 경험적으로 추정되는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합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를 핵심적인 구성
요건으로 하는데, 이를 구체적인 물증으로 입증해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한국의 경우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명시적 합의를 입증
하기 어려우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황적 사실이 설득력이 있는
경우 공동행위의 외형상의 일치로부터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1986년의 제1차 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부당한 공
동행위 추정조항은 1992년 개정되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공모를 하고 있는 경우, 동 사업자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어 2007년 8월 개
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제19조 제5항을 개정하여 부당 공동행위
를 추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제한성’ 부분을 삭제한 대신 ‘합
의가 이루어진 정황사실’을 요건으로 하였다. 법 개정 이전의 공
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은 그 문언의 규정상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이고 일정한 전제사실이 있을 때에 일정한 사실이 있
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므로, 법률상의 추정규정이었다. 국내
의 주요 산업 대부분이 과점상태에 있고, 명시적인 담합의 발견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과점시장의 암묵적 담합에
대한 법집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이 인정되나, 부당공동행위
의 합의에 대한 기계적인 법률상 추정은 본 규정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다. 법원의 해석과는 달리 법집행기관인 공정
위가 그동안 합의 추정을 위해서는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경쟁
제한성의 입증 이외에, 합의를 추정케 할 정황사실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사실상 추정에 기초하여 법 집행을 해오고 있는 것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와 합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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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증거를 현실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합의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더
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합의가 ‘사실상’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은 삭제하고 정부 입증책임 부담해야
이러한 관점에서 굳이 현행법 제19조 제5항의 사실상 추정규정
보다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전히 법 해석의 혼선의 여지가 있는 현행
법 제19조 제5항은 삭제하고 암묵적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충분한
사실적 정황증거를 기초로 하여 법위반 여부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합의에 관한 명
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합의가 ‘사실
상’ 입증된 것으로 보아, 현행법 제19조 제5항의 사실상 추정규정
보다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진
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즉 법 해석의 혼선의 여지가 있는 법
제19조 제5항은 삭제하고 암묵적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충분한 사
실적 정황증거를 기초로 하여 법 위반여부를 제1항의 규정을 적
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 소송 증가와 손해액 추정방법
경쟁법 집행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
송과 관련, 종종 경제학자와 통계학자 등 전문가들이 법정 증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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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하여 손해액 추정치를 제시한다. 이들이 제공한 손해액 추
정방법과 통계적 해석을 기초로 원고측과 피고측 간 공방이 이루
어지며, 법원은 이 중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채택하게 된다.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받기 위하여 원고는 담합의 결과
로 초래된 가격상승의 정도를 입증해야만 한다. 다만 손해액을 입
증함에 있어 원고가 사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요구되는 결
정적인 증거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 경제적 피해란 성격상 입증
하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손해액
이 단순추측과 단순추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한, 비록 손해액
추정치가 근사치라고 할지라도 그 손해액이 공정하고 합당한 추
정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라면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액 추정치는 그 추정치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그 추정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과학
적인 방법을 통한 추정치이기만 하면, 법원이 내리는 손해액 판정
의 유효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해액 추정방법은 다양하다. 비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는
첫째는 가격인상분에 대한 직접 증거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는 가격인상분의 공학적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입찰담합 여부
를 제외하고는 바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계약에 한하
여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입찰담합을 한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
는 그렇지 않은 경우인 두 경우에 있어 이들을 비교할 수 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에 대해 조정을 한 후 주요한 요소의 비
용을 공학적으로 계산하여 공모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하는 것이
다.
실제 소송사례에서 주로 사용되는 손해액 추정방법은 계량경제
학적 분석방법이다. 즉 담합이 있었던 입찰계약에 대해 담합이 없
었다면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이나 비교가능한 기준시장의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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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통계적 또는 계량적 모형을 통한 추정방법이다. 첫번째
는 비율접근법으로 입찰담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각
각 낙찰가와 공학적 추정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평균적으
로 입찰담합이 있는 경우 공학적 추정치에 비해 낙찰가가 체계적
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담합이 있는 건의 낙찰가가 공학
적 추정치보다 10% 크고 경쟁적인 건에서의 평균적인 낙찰가가
공학적 추정치보다 10% 작다면, 이 계약에 대한 가격 인상분은
공학적 추정치의 20%가 된다. 다음으로 더미변수접근법이 있다.
더미변수접근법은 관찰된 낙찰가에 기초한 계량적 모형을 기초로
하여 입찰담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모두 모아서 계량모형
을 추정한다. 담합을 통제하는 변수의 계수추정치가 바로 입찰담
합으로 인한 손해를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구체적으로 그 계수추
정치는 공모가 있었던 입찰계약에서 발생했던 평균적인 가격인상
분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예측접근법이 있다. 더미변
수접근법의 두번째 단점은 예측접근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여기
서는 더미변수접근법과 비슷한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지만 개별
계약에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제외된
다. 먼저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 건만으로 모형을 추정하
고, 추정한 모형에 공모가 있었던 계약들의 관측치를 대입하여 공
모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이들 계약의 낙찰가를 추정할 할 수
있다. 이 예측된 값을 실제 낙찰가에서 빼면 손해액 추정치가 나
오게 된다.
분석방법을 개념적으로 분류하면 첫번째로 전후비교방법과 벤
치마킹방법이 있다. 전후비교방법은 하나의 시장을 대상으로 입
찰담합이 없었던 시기와 입찰담합이 있었던 시기의 가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해 내는 방법이
다. 벤치마킹방법은 야드스틱방법 또는 비교시장방법이라고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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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이는 입찰담합이 없었던 시장을 하나의 벤치마크로 삼아서
그 벤치마크시장에서의 가격과 입찰담합이 있었던 시장에서의 가
격을 비교함으로써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분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손해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표준시장 비
교방법과 전후비교방법의 장점은 살리고 그 단점은 극복한 이른
바 이중비교방법 또는 이중차분법이 있다. 이는 담합시장의 담합
이 이루어진 시기와 담합이 없었던 시기의 가격차이로부터 벤치
마크시장의 시기별 가격 차이를 빼주고 이를 통해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분을 추정해 내는 방법이다.

군납유 소송사례 개요 및 과징금제도 시사점
국내의 대표적인 손해배상 소송사례가 군납유 입찰담합사례이
다. 이 소송사례에서 손해액 추정은 정치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
법이 동원되었다. 더미변수접근법, 예측접근법 및 이중차분법이
활용되었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5
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군납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감정인단의 손해액 추정치를 참고하여, 피고
들은 원고에게 809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
다. 이번 판결은 국내 법원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전문가 집단의 손해배상
추정치를 증거자료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같
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도 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 새로운 판례의 형성이 기대된다. 이
러한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지만, 본 소송사례는 우리나라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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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논의를 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
업은 공정위의 부당이득 환수와 행정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납
부해야 하고, 또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을 배상해야 한다. 2001년 2월 28일 공정위는 정유 5개사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결에서, 담합에 참여한 해당 법인과 임원들에 대
한 형사 고발조치가 이루어졌고, 또한 국방부의 손해배상 청구로
정유 5개사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삭감해
주었다. 감면 후에도 총과징금이 약 1,212억 원에 달하여, 우리나
라 공정거래법 집행 사상 과징금 규모로 최대였다. 이러한 이중의
금전적 부담은 기업에 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체계에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 규정과 같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 집행의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부당이득 등의 객관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추정된
금액에 위반행위 유형별로 적발률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한 징
벌승수를 곱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이 활성화되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회복하고 과징금은 행정제재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 향후 시정조치 선확정 요건 폐지, 법원의 손해액 인정, 감면
제도(leniency program) 강화 및 포상금제도 도입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일
반적인 억제효과나 징벌효과는 과징금부과(벌금과의 연계 혹은 통합
한 금전적 제재)를 통한 행정적 제재로 확보하고, 사소제도를 통한

피해의 구제는 과실책임에 따른 실손전보 또는 1배 배상(equitable
damage)이나 경성 부당공동행위(hardcore cartel)에 한하여 1.2～1.5

배의 징벌적 배상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담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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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피해액 규모가 크지만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손해배상 소
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자료의 적극적인 공개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
한 기대이익과 기대손실 계산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경쟁당국은
담합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규제 강도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경쟁법을 집행하는
경쟁당국, 담합에 대한 피규제 대상인 기업, 잠재적 피해자인 소
비자와 정부, 원피고 소송대리인 및 법적으로 최종판단을 하는 판
사에게 법적 분쟁 시 참조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으로 활
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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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
는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또는 생산량 등을 결정하거나 제한함
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통상 카르텔 또는 담합으
로 불린다. 공동행위란 경쟁관계에 있는 2 이상의 사업자 간의 협
정에 의하여 상호 간에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
위이다. 물론 공모 사실만으로도 관련 사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
다. 국내외 부당공동행위 규제의 추세는 단순한 공모사실 이외에
이러한 공동행위가 일정한 거래관계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하는 다소 합리의 원칙을
가미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간
에 공동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하자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에
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암묵적인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 포함된다. 그런데 문제는 명시적 합의이건 묵
시적 합의이건 간에,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획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각국은 카르텔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유효
한 정황사실에 기초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하는 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2007년 8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공동행위 추정조항인 제19조 제5항을 개정하여, 부당공동행
위를 추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제한성’ 부분을 삭제한 대신
‘합의가 이루어진 정황사실’을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정황사실의 제시를 추정요건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대법원의 법
해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간의 괴리를 상당히 해소하며,
부당공동행위 추정에 대한 법 해석과 법 집행 측면에서의 불확실
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법 제19조 제5항의
사실상 추정규정을 존치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
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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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입찰담합으로 여겨지는 통계적 정황은 경쟁사의 고
정된 시장점유율, 프로젝트 원가와 부합되지 않은 입찰가, 그리고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갑작스런 입찰가의 상승과 하락을
포함한다. 이러한 징후가 반드시 담합행동의 자연스런 결과가 아
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방법은 그 실행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1)
담합의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증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입찰담합
의 감지는 경쟁적 행동에 일치하지 않는 가격책정의 조사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입찰담합을 감지하기 위한 하나의 보
편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Hendricks와 Porter(1989)는 경매에 있어서 담합은 다양한 형식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적 행동과 담합을 구분시키는 차이
점을 찾아내고 각 담합사례에 대해 적절한 실증분석 방법을 고안
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
양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담합의 통계적인 검증방법을 소개하고
유효성 및 한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이후 경쟁과정의 보호 내지
경쟁촉진이라는 경쟁정책 본연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취지하에서
합리적인 기업결합 심사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
에서 특히 부당공동행위를 시장경제의 제1의 공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크게 높여 왔다. 공
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
1) 예를 들어, 고정된 시장점유율은 완전경쟁 균형하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
과이다. 한 기업이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두 프로젝트에 매우 다른 입찰가를 제출
한다면 이것은 일견 매우 의심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게임이론 연구는
경쟁기업들이 실제로 가격공모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종의 가격담합으로 여겨
지는 입찰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윤의 수준 또한 입찰
담합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기에는 불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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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기존 100분의 5)을 곱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시정조치의 확정을 전제
요건으로 요구하는 공정거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였
다. 이러한 시정조치 선확정 요건이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
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제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으면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를 없
앴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
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손해의 성질상 그 손해액을 입
증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중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이외에 증거제공 등
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크게 경감 또
는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였다. 이에 더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에서 일어
나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적벌 건수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
며, 이로 인해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액 배상소송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담합 여부와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
상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즉 공정위
주도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차원을 넘어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을 크게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담합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받기 위하여 원고는 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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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초래된 가격상승의 정도를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나 손해
액을 입증함에 있어, 원고가 사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요구
되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 경제적 피해란 일반
적으로 입증하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나라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손해액 입증에 관한 논리들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 법 적용상의 유효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경쟁법 집행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손
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종종 경제학자와 통계학자 등 전문가들
이 손해액 추정 시 법정 증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원
고측과 피고측이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손해액을 추정한다. 이들이
제공한 손해액 추정방법과 통계적 해석을 기초로 원고측과 피고
측 간 공방이 이루어지며, 법원은 이 중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채
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 소송사례들에서 사용된 손해액
추정방법을 소개하고 쟁점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소송사례가 군납유 입찰담합사례였다. 1999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군용유류 고가 구매 의혹이 제기됨에 따
라 2000년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군용유류 고가 구매로 총 1,231
억 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정유사가 1998～2000년 3년간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사전담합으
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심결 및 이에 대한 과징금으로 최
초에 총 1,90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방위사업
청은 2001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개 정유사를 상대로 군납
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1,584억 원)을 지급
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
민사부에서는 방위사업청이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군납
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에게 809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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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국내 판례 및 그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법원 감정인단
과 피고 측 전문가들은 담합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
송의 선례가 있는 미국의 판례를 근거로 입찰담합 손해배상액산
정을 위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한 바 있고, 상호 간의
분석기법의 추정방법과 설명변수의 차이로 인해 손해배상 추정액
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번 판결은 국내 법원에서 담합
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의 손해배상 추정치를 증거자료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같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도 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국
내에서 새로운 판례의 형성이 기대된다. 이를 통하여 향후 담합행
위와 관련한 일반적인 민사법적 제재 및 구제수단이 마련되었다
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번 소송사례
는 우리나라 과징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논의를 촉발시
키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은 공정위의 부당이득 환수와 행정제재
적 성격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또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2001년 2월 28일 공정위
는 정유 5개사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결에서, 담합에 참여한 해
당 법인과 임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조치가 이루어졌고, 또한 국방
부의 손해배상 청구로 정유 5개사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
로 과징금을 삭감해 주었다, 그러나 감면 후에도 총과징금이 약
1,212억 원에 달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집행 사상 과징금 규
모로 최대였다. 이러한 이중의 금전적 부담은 기업에 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체계에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본 소송사례는 손해액 추정부문에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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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유 손해배상 소송은 관련 당사자들, 즉 국방부 법무관, 기
업 법무담당 직원, 피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변호사, 공정거래
위원회 실무공무원, 판결의 최종 책임자인 판사 및 피고측 전문가
와 법원 감정인단 간의 수많은 질의 및 답변, 설명 등 많은 시간
과 비용이 수반되었다. 직접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지켜보
고 관여했던 저자로서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실무적인 내용을 소
개할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관련 당사자 간 의사소통의 원활화와
조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
는 부당공동행위 중 특히 입찰담합 여부의 통계적 검증 및 손해
액 추정관련 실증적 연구와 법경제학적 분석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여 경쟁당국, 기업, 정부, 소비자 및 법원의 판
단에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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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찰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

한국의 경우 부당공동행위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국
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격의 공동결정․행위
가 가장 많다. 부당공동행위는 1981년 이후 2006년까지 총 421건
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 건수의 76%에 달하고 있다.<표 1>
<표 1> 부당공동행위 세부행위 유형별 시정실적3)(경고 이상, 건)
구

분

1981～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가격 합의

203

37

31

31

16

28

38

37

421

거래조건 합의

10

3

3

2

2

1

0

0

21

생산출고 제한

8

2

-

1

1

1

0

2

15

지역 상대방 제한

22

2

4

5

1

1

5

2

42

종류 규격 제한

1

-

-

1

-

1

0

1

4

영업 공동수행

6

3

2

5

-

1

2

2

21

사업활동 제한

19

-

2

2

3

2

1

2

31

계

269

47

42

47

23

35

46

46

55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07)

미국의 General Accounting Office Report(1990)에 따르면 1981
년에서 1988년 기간 중 미국 법무부(DOJ) 독점금지국의 형사소송
의 절반 이상이 경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
대 고속도로 건설, 국방부 조달, 학교 우유급식, 중고차, 골동품
시장에서의 담합 등이 그 예이다. 1994년 일본에서 있었던 가격공
3) 1981～1992 사이에는 1개사 건당 위반유형은 2개 이상이 될 수 있음(1993부터는
1개사 건당 대표위반유형 1개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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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담합 건수 58건 중 62%가 입찰담합사례였고, 한국의 경우도
정부조달 경매에서의 담합이 빈번히 적발된 바 있다. OECD에 따
르면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에서도 각종
시장에서의 경쟁자 간 공모한 입찰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표
2>는 Connor(2007) 에서 언급된 전 세계 각국의 부당공동행위 사례
중 입찰담합의 사례를 발췌, 정리한 내용이다.
<표 2> 각국의 입찰담합사례(알파벳 순)
구 분

국가

사건 현황

건수

Asphalt, A labama, US

US

정부 합의종결

1

Asphalt, Ok lahoma, US

US

배심원 심리

1

Auctions, houses in DC, US

US

소송 중

1

Auctions, use d in police cars, NY City

US

민간 합의종결

1

Bond underwriting, US

US

-

1

Cable, power, Ge rmany

Germany

벌금

1

US

배심원 심리

1

South Africa

-

1

Ceme nt, Germany

Germany

벌금

1

Ceme nt, Rumania

Rumania

벌금

1

Concrete, De nmark

Denmark

-

1

Concrete, Germany

Germany

벌금

1

US

유죄판결

1

Construction & procureme nt, JP

Japan

경쟁당국 명령

21

Construction, concrete, NY, US

US

소송 중

1

Construction, 8000 buildings, Germany

Germany

벌금

1

Construction, electric wiring contractors,
Denmark

Denmark

벌금

1

Cattle, fed, US
Ceme nt, South Africa

Construction & other industries, US

34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고찰

<표 2> 계속
구 분

국가

사건 현황

건수

France

벌금

1

Construction, electrical, France

France

동의명령4)

1

Construction, university, France

France

동의명령

1

US

민간 합의종결

1

Construction, roads, France

France

동의명령

1

Construction, roads, Korea

Korea

벌금

1

US

-

1

Construction, kitchen, Japan

Japan

소송 중

1

Construction, US Navy shipyard, Japan

Japan

벌금

1

Netherlands

벌금

1

Construction, Norway

Norway

조사 중

1

Construction, public, Japan

Japan

민사소송

1

Construction projects, Korea

Korea

벌금

1

Construction machinery mfg., Korea

Korea

벌금

1

Construction, USAID in Egypt

Egypt

소송 중

1

Construction, roads, Colorado, US

US

소송 중

1

Construction, roads, Florida, US

US

합의종결

1

Construction, roads, Germany

Germany

벌금

1

Construction, roads, NY, US

US

소송 중

3

Construction, roads, SD&NC, US

US

합의종결

1

Construction, roads, US

US

합의종결

1

Construction, Normandy Bridge, FR

Construction, roads, Colorado, US

Construction, roads, seal coating, US

Construction, Nethe rlands

4) 동의명령제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하면 제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최근 한국에도 동의명령제 도입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논쟁이 벌
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동의명령제의 도입조건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최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이나 사업자가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하면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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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구 분

국가

사건 현황

건수

China

벌금

1

Construction, sewers, US

US

소숭 중

1

Copper smelters, UK

UK

-

4

Japan

소송 중

1

Electric meters, UK

UK

합법 카르텔

1

Electric power equip. US

US

합의종결

5

Electric power equip., Nor.

Norway

벌금

1

Electric power equipment.

Europe

유죄판결

2

Electric power equip., UK

UK

위원회 조사

1

Electrical subcontracting, GA, US

US

소송 중

1

Explosives, US

US

담합 인정

1

Frozen fish, US

US

담합 인정

1

Korea

벌금

1

Garbage colle ction, NY & NJ

US

유죄판결

2

Gasses, compressed, Canada

Canada

벌금

US

합의종결

1

Insecticide, fore st, Canada

Canada

유죄판결

1

Iron & stee l rolls, cast, EU

EUROPE

벌금

1

Construction, school bldg., China

Dredging, river, Japan

Fue ls, military, Korea

Gymnasium seats, US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명령제가 우리의 법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
는 만큼 도입 전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하였다. 법무부는 독과점
지위남용이나 부당 내부거래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합의를 통해
형사적 처벌까지 면하게 해주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안에 대한 사전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
위는 법무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발하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해 타협에 나섰으나,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이해관계인 정도로 폄하
하는 것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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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구 분

국가

사건 현황

건수

Milk, mfg., 3 counties, Kentucky

US

유죄판결

1

Milk, mfg., 2 counties, Florida

US

유죄판결

1

Milk, mfg., 3 counties, Florida

US

유죄판결

1

Milk, mfg., Danville, Kentucky

US

유죄판결

1

Milk, mfg., Owensboro, NY

US

유죄판결

1

Milk, mfg., core area, Kentucky

US

유죄판결

1

Milk, mfg., Southeastern U.S.

US

유죄판결

109

Milk, mfg., Dallas, Texas

US

유죄판결

1

Milk, mfg., Cincinnati, Ohio

US

소송 중

1

Pe trol., offshore leases, US

US

-

1

Pharmac euticals, UK

UK

정부 조사 중

1

Pharmac euticals, respiratory, Italy

Italy

벌금

1

Pharmac euticals, cholesterol, Italy

Italy

벌금

1

Pipes, conc rete, US

US

소송 중

1

Plywood, Japan

Japan

벌금

1

Roundwood buying, Sweden

Swede n

-

2

US

유죄판결

1

International

유죄판결

1

Japan

-

1

Steel road culverts, US

US

소송 중

2

Steel, structural, buildings, US

US

유죄판결

1

Steel, structural, bridges, US

US

유죄판결

2

Timber, US auctions

US

-

1

Titanium metal, US

US

소송 중

1

Taiwan

벌금

1

Salt, roc k, US
Shipping, chemical tankers
Soil & gravel, Japan

Thread, surgical, Taiwan
Tabacco leaf, US

US

합의종결

1

Transformers, system, UK

UK

합법 카르텔

1

Transformers, large, UK

UK

합법 카르텔

1

자료: Connor(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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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담합의 정형화된 사실을 통한 통계적 검증
통상적으로 담합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합의 결정적
이고 명백한 증거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입찰담
합을 감지하기 위한 하나의 보편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도 어렵다. 사례에 따라 경쟁적 행동과 답함을 구분짓는 차이점
을 찾아내고 각 담합사례에 대해 적절한 실증분석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단순 회귀분석은 시장환경과 전략적
행동의 완전한 이해 없이는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
이 있다. 입찰담합을 탐지하기 위한 단일의 보편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몇몇의 정형화된 이론적 예측을
이용하여 입찰담합 감지의 기본적인 요소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입찰담합 시장에서 카르텔 기업과 비카르텔 기업이 공존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카르텔의 존재는 사전에 선택된 카
르텔 입찰자가 그룹의 대표로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조달 경
매에 있어 카르텔 회원과 비카르텔 회원 간 입찰행동 측면에서
비대칭을 유발한다. 카르텔 기업의 입찰행동과 비카르텔 기업의
입찰행동을 구별하는 담합의 정황 증거를 통계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몇 가지 연구에서의 실증적 발견은 정보의 비
대칭적인 경매 형태에서의 세 가지 이론적 예측과 일치한다. 첫째
는 제출된 입찰가의 평균은 카르텔이 형성된 입찰에서 더 높다.
카르텔 기업은 비카르텔 기업보다 덜 공격적인 입찰가를 제시하
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카르텔 회원사의 입찰가 분산이 비카르텔
기업의 입찰가 분산보다 적다는 것이다. 카르텔 회원사의 입찰가
분포가 비카르텔 기업의 입찰가 분포를 first order stochastically
지배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실증적 발견은 카르텔 기업은 어떤 프
로젝트 입찰에 카르텔 회원이 참여하는 경우 함께 참가하는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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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카르텔 기업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카르텔 기업은 다른 카
르텔 회원이 입찰에 참가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
는 경향을 보인다. 입찰경쟁 시 다수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 입찰
이 더욱 경쟁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이론적 결과
는 Feinstein et al .(1985) 의 노스캐롤라이나 고속도로 건설 산업에
서의 카르텔과 비카르텔 기업의 입찰행태에 관한 연구, 그리고
Pesendorfer(2000) 의 플로리다주 및 텍사스주 학교 우유급식시장
입찰담합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2. 가격분산을 통한 통계적 검증
가격공모를 적발하는 데 적절한 자료검증(data screen) 방법의
개발은 경쟁당국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다. 가격담합
을 감지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을 추정하는 데 필
요한 원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데 있다.
Abrantes-Mets et al .(2006)에 따르면, 1970년대에 미국 법무부
는 경쟁기업들이 입찰경쟁에서 동일 입찰가를 제시한 정부조달경
매 사례들을 조사하기 위한 동일입찰가 조사부서(identical bids
unit)를 창설하여 6년간 활동했지만 단 하나의 입찰담합도 적발해

내지 못했다. Taylor and Fisher(2003)는 2002년 미국의 연방거래
위원회가 특정도시에서 휘발유가격이 인근도시에 비교하여 비정
상적으로 높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격차 모델(price spread
model)을 이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휘발유가격이 높은 특정도시

와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많아 경쟁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준거도시 혹은 기준도시(reference cities)의 휘발유 가격격차 정도
제2장 입찰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 및 법리적 추정 39

를 일정시점에서 정태적으로 그리고 일정기간 동태적으로 가격격
차 추세를 비교 조사하였으나, 특정도시의 높은 휘발유가격의 원
인을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확인된 특정지역의 높은 휘발
유가격은 단기적으로만 관찰되었고, 확실히 밝혀진 이유도 송유
관 파열이나 정유공장의 정전 등이다. 이 가격격차 모델은 경쟁자
가 많은 준거도시의 경우 담합이 이루어진 도시에 비교하여 경쟁
자 간 커다란 가격격차가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담합시장에
비하여 경쟁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인하를 통하여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암묵적 가정 하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담합
시장의 경우도 카르텔 회원사가 가격공모에 이탈하여 가격을 인
하함으로써 단기적인 추가이윤을 얻을 유인이 있다. 여기서는 믿
을 수 있고, 실행 가능한 처벌도구들이 존재한다면 담합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시장에서 가격인하의 빈도가 높고 그 결과 가격
격차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카르텔 기업 입찰
가의 분산이 비카르텔 기업 입찰가의 분산보다 작다는 내용과 같
은 맥락이다. 가격담합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가격분산의 크기이다. 경쟁시장보다 담합시장
하에서 가격분산이 더 작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리
고 계량경제학적 연구에서 꾸준히 검증되어 왔다. 대표적인 이론
연구로는 Athey et al .(2004), Harrington and Chen (2004) 및
Lacasse(1995) 등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의 기본모델은 다음과 같다. 기업들은 매 기간 가격을
책정하면서 원가정보를 교환한다. 본 이론모형에서 주요한 이슈
는 어떠한 방법으로 비용이 높은 기업이 사적인 원가정보를 드러
내게 하느냐는 것이다. 비용이 높은 기업이 그들의 실질적인 원가
정보를 노출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기업이 저비용
기업의 가격책정을 흉내낼 경우 그들에게 타격을 줄 정도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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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분히 낮게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이 높은 기업이 그들
의 원가정보를 노출하도록 낮게 가격을 설정하는 전략은 최적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카르텔 내부 회원사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윤이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담합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Athey et al. (2004)은 가격과 시장점유율이 경쟁시장 균형상태
에서보다 담합 균형상태에서 더욱 안정적임을 밝히고 있다. 담합
기업들이 원가변동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참을성이 있는 경우 가격과 시장점유율은 매 기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 때로 담합기업들이 원가변동 시 이를 일
정부분 가격에 반영할 정도로 참을성이 덜한 경우 가격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기업들이 이와 같이 원가변동에 반응을 보이는 담
합 균형상태에서 경쟁기업 간 비협조적인 균형(noncooperative equilibrium)보다 가격의 변동은 원가의 변동에 비하여 덜 빈번하게 반

영되어 가격의 분산은 작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Harrington and
Chen(2004)은 Athey et al .(2004)의 기본이론 모델에 담합사실이
제품의 구매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제약조건을 고려하고 있
다. 구매자들은 카르텔 형성 이전에 책정된 균형가격 경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상정한다. 이러한 주어진 정보 하에서 구매자
들은 현재의 가격변화가 담합의 존재와 연관 있는 가능성을 추정
한다. 이 경우 구매자들은 기존가격의 경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은 가격 상승이 구매자들로 하
여금 의심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가격인상에 대하여 주의를 기
울이게 된다. 해당 카르텔이 가격을 새로운 담합가격으로 인상할
경우 구매자들을 의식해서 즉각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과도기(transition period)를 거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 기간
동안 원가변동분이 단지 부분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어, 가격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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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상태보다는 덜 변동된다는 것이다. 즉 구매자들의 가격경로에
대한 정보가 담합에 참여한 기업의 가격변동을 줄이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Lacasse(1995)는 내생적 담합형태의 입찰경쟁 모델을 고안했다.
입찰경쟁자들은 그들의 담합사실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조사되고
적발되어 처벌될 확률이 있음을 인지한다. 입찰경쟁자들은 입찰
담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대이익과 담합적발로 인한 기대비용
을 비교형량하여 담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담합을
하기로 결정하면 입찰경쟁자들은 그들이 제시할 입찰가를 조정하
고, 낙찰가 및 낙찰자를 선정하며 카르텔 회원 간 금품수수(side
payment)를 하게 된다. 입찰경쟁자들은 그들이 제시할 입찰가에

대한 의견조정 시, 담합적발의 위험을 고려하게 된다. 가격담합
카르텔은 담합 회원사들이 제출한 입찰가 중에서 공모가 이루어
진 담합 낙찰가보다 높은 입찰가(losing bids)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들 입찰가를 입찰경쟁 시 제출하게 된다. 담합 낙찰가가 주어진
경우, 무작위로 선정된 입찰가의 분포는 카르텔의 형성과는 무관
하며, 정부에 의도적인 담합형성의 정보를 주지 않게 된다. 이 경
우 해당 카르텔의 균형입찰가 범위는 입찰경쟁자들이 비협조적인
게임에서 제출하였을 입찰가 분포의 부분집합이 된다. 결과적으
로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가 분포의 일부분이 잘려져 입찰가의 분
산은 경쟁상태보다는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 작게 된다는 것이다.
담합으로 가격의 분산이 작아질 수 있다는 명제에 대한 계량경
제학적인 검증은 앞에서 소개한 이론적인 추론을 근거로 하고 있
다. Bolotova et al .(2005) 는 아미노산과 구연산제품에 대한 가격담
합이 가격수준과 가격분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두
개의 가격담합은 미국과 해외의 다국적 기업이 연루되었고, 적발
되어 미국 법무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Bolotova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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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RCH and GARCH 모델을 이용하여 담합기간 이전, 담합기
간 이후 및 담합기간 중의 구연산 및 아미노산의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들은 아미노산 카르텔의 경우 파운드당 가격을 25
센트 상승시켰고, 가격의 분산은 비담합 기간에 비하여 담합기간
중에 낮아졌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구연산 카르텔의
경우 가격을 비담합기간에 비하여 파운드당 9센트 인상시켰음을
확인하였으나 가격의 분산은 담합기간 중에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관찰하였다. 저자들은 가격분산의 증가가 카르텔 유지기간 및 담
합 이후 샘플수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Genesove
& Mullin(2001)은 설탕제조협회의 내규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검토한 바 있다. 14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당해 카르텔은 미국
의 사탕수수 정제능력의 대부분을 점하였으며, 1927년부터 불법
으로 판정된 1936년까지 존속하였다. 본 카르텔은 명시적으로 가
격이나 시장점유율을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모든 거래를 통제하
는 정치한 내규를 통하여 회원사의 은밀한 가격인하에 대한 감지
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저자들은 담합 기간 이전 및 이후 그리고
담합기간 동안의 연평균 이윤을 살펴 본 결과 담합기간 동안 연
평균 이윤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윤율의 분산은 담합기간 동
안 거의 100% 낮아졌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Abrantes-Mets et al. (2006)은 미국 국방부 조달기관인 DPSC
(Defense Personnel Support Center)에 해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의 입

찰담합을 소개하고 있다. 1984～1989년 기간 동안 공급업체들은
다양한 어류를 DPSC에 납품해 왔다. 공급업체에 의하여 제시된
입찰가 및 낙찰가의 급격한 변동상황을 감지한 DPSC는 미 법무
부에 입찰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담합사실이 확인되었고, 업체관련 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1988년 6월 한 기업이 카르텔
제2장 입찰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 및 법리적 추정 43

에서 탈퇴하면서 담합구조가 깨지기 시작했다. 수사당국의 담합
적발로 인해 관련 업체의 임직원들은 유죄판결을 받고, 수십만 달
러에서 1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몇 명의 임원들은 집행
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담합기간 동안 정부 조달액
수 7,500만 달러 중에서 적어도 750만 달러에 해당하는 부당한 가
격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즉 손해액률이 10% 정도로
추정되었다.
<그림 1> 냉동 농어가격과 비용

가격

비용

1987. 1. 6

1988. 7. 9

1988. 9. 20

1989. 9. 26

자료: Abrantes-Mets et al.(2006) 참조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담합이 포착되기 이전 시점에
서는 가격의 변화가 비용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러나 담합수사가 진행되면서 1988년 7월 9일 시점부터 9월 20일
까지는 비용의 변동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격은 급격히 낮아졌
음을 알 수 있다. 담합구조가 완전히 깨져 경쟁구조가 회복되면서
가격은 비용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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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농어가격과 비용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달러/파운드)
구분
가
격

비
용

담합

경쟁

담합과 경쟁구조 차이

평균

3.544

2.97

-16.2

표준오차

0.078

0.283

263

CV

0.022

0.095

332

평균

0.722

0.771

6.8

표준오차

0.114

0.173

51.8

CV

0.158

0.224

41.8

자료: Abrantes-Mets et al.(2006) 참조

<표 3>을 보면 담합기간에 비하여 비담합기간 중 평균가격은
16% 감소하였고, 반면에 가격의 표준편차는 263% 증가하였다.
표준편차를 평균가격으로 나눈 변이계수(coefficient variation)는 경
쟁구조로 전환되면서 332% 높아졌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담합은
가격수준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격의 분산을 크게 축소시킨
다는 추론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3.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통한 입찰담합의 통계적 검증
정치한 계량경제학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관급공사와 학교 우
유급식 조달 경매시장에서의 담합여부를 추정한 대표적인 연구로
는 Porter and Zona(1993), Porter and Zona(1999), Bajari and
Summers(2002), Bajeri and Ye(2000), Pesendorfer(2000), Lee
(1999) 및 Lee and Han(2002)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기본적인 입찰경쟁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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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들은 전 기업의 비용이 독립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
을 알고 있고 기업 i는 그 자신의 비용과 t기에 있는 j계약에 참여
한 경쟁자들의 비용분포만을 알고 있다는 독립적이고 사적인 가
치경매모형(independent and private value auction model) 을 상정한다.
즉 경쟁자들의 비용분포는 다음과 같다.         , 특정계약
에 대하여 참여하는 입찰자들은 공통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기업은 위험 중립적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bi로 표현하는 기업 i의
입찰가가 다른 어떤 경쟁자의 입찰가보다 더 적을 확률은 패러미
터 벡터 를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누적분포 함수로 표현된다.
즉,       ≦  . 우리는 경매에 있어 명시적․묵시적인
담합을 반영하기 위하여 모든 계약의 특정한 패러미터들의 벡터
를  라 규정한다. 한 계약자의 이익극대화 문제를 풀어보자. 그
기업이 b인 입찰가를 제시하고 그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비용이 c
라면, 그 기업의 이윤은 b-c가 될 것이다. 그 기업이 만약 그보다
경매에서 진다면 이윤은 0이 될 것이다. 계약자들의 입찰가 b는
다른 모든 입찰자들이 높은 값을 제출했을 때 정확히 낙찰가가
된다. 경쟁자의 수가 N이고, 입찰가 b가 가장 낮은 입찰가일 확률
은 다음과 같다.          . 이 경우 계약자의 기대이
윤은    와 같다. 한 입찰자는 그의 기대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한 입찰가를 결정한다.
 

        

(1)



균형에서 t기의 j계약의 기업 i는 first order condition을 만족할
것이다.
                  

(2)

First order condition은 기업의 낙찰률과 입찰가 수준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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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관계를 결정한다. 이 모형의 균형은 경계조건 boundary conditions을 가진 미분방정식 구조의 해로 설명된다. 여기서 균형입
찰 함수가 로그 선형 입찰규칙 log-linear bidding rule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3)

여기서   는 t기의 j계약에 기업 i의 낙찰 가능성에 영향을 주
는 설명변수의 벡터이고   는 j계약에 대한 기업 i의 특별한 비
용효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나타낸다. 종속변수는 낙찰가의 로그
값이다.
(1) 관급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사례 연구
먼저 정부조달 경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사례부터 살펴보자. 여
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건설업 입찰담합은 각국 독점금지국에 의
한 상당수의 형사소송을 수반한다. 한국의 관급공사계약 경매에
있어 대표적인 입찰담합사례는 1994년에 있었던 백제교에 대한
경매담합이다.5) 1980년대 미국 공공공사 계약에 대한 가격담합은
롱아일랜드주 고속도로 건설, 미네소타, 노스다코다 및 사우스다
코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경매사례에서
나타났다.6) 일본 관급공사의 담합조직인 단고의 관행은 1991년의
5) S기업의 입찰담당 임원은 12개 경쟁 건설기업에 입찰양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직
접 전화를 걸었다. 그는 경쟁기업에 S기업이 제출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입찰가를
내도록 부탁했다. S기업은 결국 백제교 건설계약 경매에서 낙찰되었다. 12개 기업
의 모든 입찰담당 임원들이 입찰담합 혐의로 고발되었다.
6)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불법적인 입찰 관행을 보이는 고속도로 건설업자들을 심도
있게 조사해 왔다. 초기 조사는 테네시에 입찰담합이 널리 퍼져 있다는 소문에 의
해 1979년에 시작되었다. 1979년 이후, 많은 주들은 고속도로 계약자들의 입찰담
합 존재뿐만 아니라 담합은 이 건설산업에서 관례로 행해졌다는 것을 알아냈다.
연방정부의 담합조사는 1960년대의 전자장비 담합사건 이후 꾸준히 강화되어 왔
제2장 입찰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 및 법리적 추정 47

치바현과 사이타마현 공공공사 계약에서 관찰되었다.7)
건설공사 경매시장의 입찰담합은 경쟁제한 행위로 독점금지법
상 당연위법(per se illegal)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입찰담합 참여
기업은 경매에 붙여질 계약물량을 분배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입
찰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즉 그것은 순환입찰제와 보완입찰제이
다.8) 순환입찰제에서는 카르텔 회원이 한 기업은 낮은 입찰가를
제출하고 나머지 기업은 높은 입찰가를 제출하는 식의 순환입찰
방식을 따른다.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출할 기업의 선택은 미리
결정된 시장점유율에 따라 카르텔 회원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이
루어진다. 보완입찰 방식은 다른 기업은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고
연고권이 있는 기업은 낮은 입찰가로 입찰하는 방식이다. 그러므
로 연고권을 가진 기업이 동일지역에서 되풀이하여 낙찰되는 경
향이 있다.9)
다. 롱아일랜드주와 노스캐롤라이나 고속도로 건설 입찰담합에 몇몇의 기업이 연
루되었다는 것이 연방법원에서 확인되었다. 카르텔 회원들은 명시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입찰담합에 참여해 왔던 것이다.
7) 단고시스템은 주로 사전에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공사에 대한 경
쟁사의 입찰가와 입찰자를 결정하는 협의과정을 포함한다. 이 방법은 공공공사
물량을 회원사 간 분배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이것은 공공공사가 어떤 입찰자라
도 그들의 재정능력이 입증되는 보증금을 제출하는 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일반 입찰경쟁시장인 미국과 다르다. 과거의 미국 무역대표 Calla Hills는 단고의
금지와 지정입찰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Mcmillan(1991)참조.
8) 독점금지 당국은 경쟁이윤을 초과하는 가격을 유지시키는 비협조적 행동을 구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담합과 관련된 통계적 지표는 비협조적 게임 균형
상태에서도 관찰되기 때문이다. 순환입찰과 보완입찰 방식이 반드시 담합행동의
자연적인 결과는 아니다. Zona(1986)가 설명한 것처럼, 순환입찰 방식은 수주물
량과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이 존재할 때 경쟁적 균형에서도 관찰된다. Lang과
Rosenthal(1991)은 각 입찰에서 매몰비용이 있고 여러 계약에 입찰자들은 동시에
제출하는 입찰게임을 분석한다. 그들은 짝을 이룬 보완입찰로 구성되는 혼합전략
내쉬 균형이 일회성게임에서도 완전히 비협조적 균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
므로 명시적 담합과 비협조적인 암묵적 담합의 감지를 위한 적절한 방법은 단순
회귀분석 이외에 전략행동과 시장환경의 정치한 통계적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자
세한 사항은 Lee(1998)를 참조.
9) 1999년 서해고속도로 건설계약의 경우에서 보면, 기업 H를 포함한 낙찰된 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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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 and Zona(1993) 는 1980년대 초 롱아일랜드주 고속도로
건설계약의 경매에 있어서 입찰담합의 존재를 감지하기 위하여
균형입찰 전략함수를 multinomial logit 추정과 로그선형 추정 기
법을 사용하였다. 입찰자료들은 비카르텔 회원의 입찰가와 입찰
가의 순위분포가 비용 변화(건설회사 위치, 건설경험, 수주잔고 등)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반대로 카르텔 회원의 입
찰가와 입찰가의 순위분포는 이러한 비슷한 비용 수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통계적인 결과에
기초하여 담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Froeb
and Shor(2005) 는 이러한 검증방법은 입찰담합을 통계적으로 검
증하는 데 유효하지만, 통계적 검증 이전단계에서 사전적으로 담
합에 가담한 기업과 가담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Porter
and Zona(1993)의 연구는 비협조적인 암묵적 담합의 경우에는 적
용하기 어렵다.
Lee and Hahn(2002)은 한국관급공사 시장에서의 입찰경쟁에
대한 계량분석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비용과 구조적인 요인을 반
영한 후, 계약자들은 그들의 본사가 있는 연고지에서 평균 6.2%
더 높은 가격으로 공공공사 프로젝트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10) 통계분석 결과 지방 건설업체들은 그들의 연고지에서 통
업은 소위 ‘Call Letter’를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보냈다. 그 Call Letter에는 그들이
유사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고 해당공사가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건설 경험을
가져 원가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계약건을 양보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공공공사 입찰자 사이의 담합조직인 단고하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낙찰자로 선정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모자들 사이에서 분배할 이윤을 극대화하는 확실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공공공사 물량은 일반적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회원들에게 분배되었다.
10) 한국의 공공공사 건설시장은 경쟁측면에서 상당한 구조변화를 경험하였다. 1997
년 금융위기 이후, 민간부문 건설시장 규모의 감소는 공공공사 시장에 뿌리 깊게
고착화된 구조적인 담합체제를 흔들어 놓았으며 그 결과 낙찰률을 현저하게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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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한 연고 프리미엄을 누려왔음을 보여준다. 경쟁자
들은 한 기업의 연고지에서 의도적으로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고,
연고가 있는 한 계약자는 최저가를 제출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계약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므로 건설업체들은
한 기업을 제외한 모든 입찰자들은 일부러 연고권자에게 양보하
기 위해서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보완입찰을 행했다는 것을 추
론할 수 있다. Learning-by-doing 가설은 한 프로젝트를 최저비
용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연고가 있는 기업일 수 있다고
상정한다. 왜냐하면 연고기업은 경매가 이루어지는 지역 부근에
서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거나 기존에 다른 프로젝트를 수
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Learning-by-doing 가설이 지지되고,
다른 경쟁상대들이 경쟁적 입찰과정을 따른다면 해당 연구에서
연고 프리미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되지 않았을 것이
다. 3개 기업들이 소위 ‘Call Letter’를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보냈
던 1999년 서해고속도로 건설계약의 입찰담합의 경우도 해당공사
소재지 근처에서 가진 건설경험에 따른 비용우위가 반드시 낮은
낙찰가를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단적
인 예이다.
연고효과의 통계적 증거는 몇 년 이상 계속 수행하는 장기계속
건설공사에서도 확인된다. 장기계속 건설공사 입찰경쟁에 건설업
체들은 매년 참여하게 된다. 동일 계약자가 매년 같은 장기계속건
설공사 계약에서 낙찰되는 경향이 많다. 1999년 장기 교량 건설계
약 입찰자료로 구성된 샘플을 구성하였다. 연도별 장기계속공사
낙찰률의 평균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조증가하고 있다.
어뜨렸다<부록 1>. 시장구조변화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전체 자료를 1995년 1/4
분기부터 1998년 2/4분기, 1998년 3/4분기부터 2000년 4월까지 이렇게 두 기간
으로 나눈다. F(6, 593)=31.41에 기초하여 두 기간 동안 구조변화가 없다는 귀
무가설을 통계적으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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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표준편차는 매년 감소한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연고효과는
샘플에서 통계적으로 재확인되었고 연고효과가 연도 수가 증가함
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장기공사 연도별 평균 낙찰률의 차이
순차년도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2 차년도
3 차년도
4 차년도
5 차년도
6 차년도
7 차년도
8 차년도

16
23
16
26
14
5
1

80.94
86.06
86.93
87.45
89.81
94.81
97.23

12.7777
12.2566
10.1384
9.3822
9.7276
2.0013
-

자료: Lee & Hahn(2002).

Bajeri and Summers(2002)는 봉함입찰 경매에 참여하는 기업의
입찰담합을 감지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유효한 통계적 검증방법을
개발한 Bajeri and Ye(2000)의 연구를 비전문가들이 이해하기 쉽
도록 설명하고 있다. Bajeri and Ye(2000)는 비용의 비대칭성을 보
이는 경쟁입찰 이론을 비담합입찰과 담합입찰을 구분하는데 적용
하고 있다. 이들은 관찰된 입찰가가 경쟁입찰 모형과 일치하는 필
요충분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의 필요충분조건은 입찰
가의 조건부 독립성(conditional independence)과 상호 교환가능성
(exchangeability)이다. 이들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입찰가는

경쟁적인 입찰과정을 통해 제시된 것이라는 가설을 통계적으로 기
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첫번째 요건인 조건부 독립성은 입찰경쟁
에 부쳐지는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들의 입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에 경쟁기업의 입찰가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동일시장 내의 경쟁기업 중 일부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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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에 가담하고 외적으로 경쟁입찰을 흉내내기 위해 들러리 입
찰가를 제시한다면 이들 입찰가는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다. 통상적으로 카르텔 회원사 간 낙찰자와 낙찰가가 합의된 후
카르텔 회원사의 입찰가는 낙찰기업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제시되
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입찰에 상응하
는 두번째 요건은 입찰가의 상호교환 가능성이다. 이를 쉽게 풀어
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입찰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경쟁
기업과 동일한 비용구조에 직면한 경우 모든 기업이 입찰경쟁에서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동일 건설시장 내 입찰 경쟁기업 A, B, C가 있다고 가정하
자. 유일한 비용은 수송비용이라고 하고, 공사비용은 각 건설회사
에서 건설공사 현장까지의 거리 곱하기 10만 달러라고 상정하자.
이 경우 건설회사 A, B, C의 거리 및 공사비용의 관계가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표 5> 기업 A, B, C의 비용
기업

거리(마일)

공사비용(백만 달러)

A
B
C

10
12
13

1.0
1.2
1.3

기업 A는 가장 낮은 비용구조로 두번째로 비용이 낮은 기업 B
보다 낮게 입찰가를 제시하면 해당공사를 수주하게 된다. 담합이
없는 경우, 기업 A가 120만 달러 이하로만 입찰가를 제시하면 낙
찰자로 선정된다. 만약에 기업 A와 기업 B가 담합을 한다면 균형
입찰가는 어떻게 결정될까? 기업 A와 기업 B 사이에 금품수수가
오고간다고 가정할 경우, 두 담합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이루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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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비용이 가장 낮은 담합기업 A가 수주하는 것이 합리적이
다. 이 경우 담합기업 A는 기업 C의 입찰가인 130만 달러보다 다
소 낮은 입찰가를 제시할 것이고 담합기업 B는 130만 달러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할 것이다.
<표 6> 두번째 프로젝트의 기업 A, B, C의 비용
기업

거리(마일)

공사비용(백만 달러)

A
B
C

10
13
12

1.0
1.3
1.2

이제 기업 A, B, C에 두번째 새로운 입찰경쟁의 기회가 주어지
고 공사 현장까지의 거리가 <표 6>과 같이 변동한다고 상정해보
자. 두번째 프로젝트에서 공사현장의 변경으로 기업 B와 기업 C
의 비용이 상호 바뀌었다고 가정하자. 즉 기업 B의 공사 현장까
지의 거리는 13마일로 증가하였고, 기업 C의 공사 현장까지의 거
리는 12마일로 줄어들었다. 입찰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
업 B와 기업의 C의 비용이 단순히 교환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 A
는 건설수주를 따내기 위하여 120만 달러보다 조금 낮게 입찰가
를 제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 B는 130만 달러, 기업 C는 120
만 달러의 입찰가를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공사에서 기
업 A와 기업 B가 담합을 할 경우에 기업 A는 두번째로 낮은 비
용구조를 가진 기업 C의 입찰가인 120만 달러보다 조금 낮게 입
찰가를 제시할 것이다. <표 6>은 입찰담합이 이루어진 경우 비용
과 입찰가의 상호교환 가능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기
업 A의 비용에 가장 근접한 경쟁기업의 비용구조가 변동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기업 A는 첫번째 프로젝트에서 129만 달러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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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가를 제시하지만 두번째 프로젝트에서는 119만 달러의 입찰가
를 제시하게 된다. 기업 A의 비용과 가장 근접한 비용을 가진 기
업이 담합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기업 A의 입찰가가 변동하게
된다. 또한 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 B와 기업 C의 비용
이 단순히 치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B와 기업 C의 입찰가
는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와는 달리 상호 교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Bajeri and Ye(2000)는 1994년부터 1998년 기간 동안의 미네소
타, 노스다코다 및 사우스다코다 3개 주들의 고속도로 재포장공사
입찰경쟁 관련 자료를 건설시장정보 판매회사(Construction Market
Data)로부터 구입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시에서 발주한

230개(46.5%) 공사, 주에서 발주한 195개(39.3%) 공사, 군에서 발
주한 68개 공사(13.7%) 및 연방정부에서 의뢰한 2개 공사 등 495
개 계약의 입찰경쟁 관련 자료다. 이들은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회귀분석모형을 통하여 입찰가의 조건부 독립성과 상호 교환가능
성을 대부분의 건설사에서 확인하였다. 흥미 있는 것은 3개 건설
회사가 경쟁입찰의 두 가지 필요충분조건을 통계적 기준에서 만
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회사는 경쟁당국에 의해 입
찰담합 혐의로 법적 제재를 받은 회사로 밝혀졌다.
(2) 학교 우유급식시장에서의 입찰담합사례 연구
입찰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의 방법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예는 1980년대 미국의 학교 우유급식시장의 입찰 담합사례들이
다. 대표적인 소송사례는 텍사스주, 캔터키주, 펜실베이니아주, 버
지니아주, 테네시주, 미시시피주, 앨라배마주, 조지아주, 플로리다
주, 오하이오주 등 12개 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사례들이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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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주에서 다수의 우유 공급업체들이 입찰담합으로 유죄 선고
를 받았고, 9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특히 1988년 5
월부터 1993년 9월 사이 14개주에서 106개의 민․형사상의 소송
이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45개의 우유 공
급업체와 49명의 임직원들에게 4,6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
고, 26명의 임직원들에게 평균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학교
우유급식시장에서 이루어진 입찰담합의 대표적인 통계적 검증 연
구로서 Porter and Zona(1999), Lee(1999) 및 Pesendorfer (2000)
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세 가지 연구는 각기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에서 발
생한 학교 우유급식시장의 입찰담합을 다양한 통계적 검증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 기초자료는 학교자치구역
(Imdependent School District) 으로부터 확보되었고 입찰자료 이외에

입찰자들, 학교자치구역 사무원 및 우유공급업체의 직원의 진술서
도 담합의 통계적 검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3개 입찰시장은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 우유급식시장에서 경
쟁기업 간 명시적 혹은 암묵적 담합이 더 용이하게 실행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카르텔 내부 기업 간 이
윤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카르텔을 하나의 거대기업으로 보아,
카르텔을 마치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진 하나의 독점기업같이 각 공
장의 생산량을 효과적으로 조정․통제하는 조직으로 파악되는데,
학교 우유급식시장의 물량은 학교 우유자치구역별로 지리적 분할
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윤배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간의
비용구조의 대칭성이 담합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
다. 우유 가공 비용구조 측면에서 생우유(raw milk)가 유제품 생산
원가의 65～70%를 차지한다. 생우유 가격은 기점 가격결정
(base-point pricing) 을 따른다. 즉 생우유 생산지로 미국의 중서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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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위치한 미네소타/위스콘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운송비
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생우유 가격이 올라간다. 11) 인근지역에
우유 가공공장이 위치한 경쟁 우유업체들의 경우 생우유 가격의
격차가 없다. 또한 학교자치구역으로의 수송비용도 거리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비용우위를 가진 기업이 담
합에 불참할 가능성이 적다. 이는 협조적 행동이 오히려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담합을 어렵게 만드는 기업 간 비대칭
성인 상품의 이질성, 기업 간 비용구조의 격차, 기업간 미래 선호
의 차이가 적어 담합에 이르는 합의가 상대적으로 쉽다. 제품차별
화가 크지 않고 상품단위와 품목수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공동
행위를 위해 합의해야 할 변수 등이 크게 줄어든다. 기업 간 시간
선호(time preference)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합의가 어려운데
우선 기업들은 대개 미래기간에 대한 중요성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없는 것은 매년 정해진 시간에 입찰경쟁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
문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아닌 한 담합이탈로부터 얻
어지는 단기수익에 급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더불어 학
교자치구역별로 학생 숫자가 큰 변동이 없어 시장수요가 매우 안
정적이고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다. 더불어 입찰결과는 어느
업체가 얼마에 입찰했는지가 입찰당일 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누가
담합으로부터 이탈했는지가 바로 드러나게 되어 담합이탈의 유인
이 줄어든다. 이탈사실을 경쟁자들이 포착하여 대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 보복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탈기업의 이
익이 크게 증가될 수 없다.
각 주의 학교자치구역(ISD)은 매년 5월 초에서 8월 말까지 집중
적으로 학생들에게 공급할 우유 및 관련 유제품들을 봉함 입찰경
매를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우유회사를 공급자로 선정하게 된다.
11) 생우유가격은 정부의 Federal Milk Marketing Order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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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 and Zona(1999) 는 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입찰자들의 행
태가 경쟁보다는 담합에 일치하는 통계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
하이오주 입찰경쟁 자료에 따르면 학교자치구역 중 45%의 경우
단 한 개의 기업, 34%의 경우 두 개의 기업, 그리고 18%의 경우
세 개의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였다. 전체 평균 입찰자 수는 1.8개
업체이다. 이렇게 참여한 입찰자의 수치가 작은 것은 그 시장에서
기업에 특정적인 정보가 두드러지지 않다는 것이다. 관찰된 전체
입찰가 중에서 43%가 가장 근접한 우유 공급업자가 제출한 것이
고, 8%가 두번째 가까운 우유급식업체가 제출한 것이다. 모든 낙
찰가 중에서 49%가 학교자치구역에 가장 가까운 공급업체가 제
출한 것이고, 8%가 두번째 가까운 공급업체가 제출한 것이다.
<표 7>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특정 회계연도에 학교자치구역에
공급업체로 선정된 기업의 85%가 학교자치구역으로부터 75마일
이내의 거리에 우유 가공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학교자치구역
과 공급업체의 수송거리 조건부 입찰에 참여할 확률과 낙찰자로
선정될 확률이 수송거리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낮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통계분석 결과는 담합에 가담한 피고회사는 그들의 우유 가공
공장에 가까운 학교자치구역의 입찰경쟁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자치구역의 입찰경쟁에도 참여하였다. 즉 카르텔에 참
여한 기업이 입찰경쟁에 참여할 때, 같이 입찰경쟁에 참여하는 들
러리 입찰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담합기업들의
입찰가 수준이 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자치구역의 입찰
경쟁에서 수송비용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입찰가를 제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용이 입찰가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비담합 기업들은 우유 가공공장
에서 학교자치구역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체계적으로 입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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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입찰가가 수송거리
의 증가함수로 나타났다. 담합에 참여한 기업의 실질 입찰가와 통
계모형에 기초하여 추정된 입찰가와 체계적인 차이를 보였고, 담
합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실질입찰가와 추정입찰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는 앞서 논의한
Bajeri and Ye(2000)의 경쟁적인 입찰의 필요충분조건인 입찰가의
조건부 독립성과 상호 교환가능성의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된다.
<표 7> 공장에서 학교까지의 수송거리 조건부
입찰가 제시 및 낙찰률
수송거리

학교 자치
구역수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150

2,155
3,197
3,840
4,526
5,637
6,440
5,314
6,732
5,200
4,885
26,079

입찰
전체 입찰가에서 낙찰가로 전체 낙찰가에서
참여 확률 차지하는 비율 선정될 확률 차지하는 비율
19.5
14.0
7.6
5.5
2.3
1.9
1.4
1.4
1.0
1.2
0.5

20.1
21.7
14.2
12.1
6.3
5.9
3.7
4.7
2.5
2.8
6.1

13.6
8.9
4.9
3.4
0.9
1.0
0.5
0.8
0.6
0.7
0.3

22.9
22.5
15.0
12.1
4.2
5.0
2.0
4.4
2.5
2.8
6.6

자료: Porter and Zona(1999)

Pesendorfer(2000) 는 1980년에서 2001년 사이의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의 학교자치구역 우유급식 입찰경쟁 자료를 가지고 두
주의 입찰 담합행태의 분석과 담합의 통계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은 플로리다주의 담합행태와 텍사스주의
담합행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법무부 독점금지국의 조사에
58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고찰

의하면 플로리다주의 경우는 카르텔 회원사 간 들러리 입찰의 대
가로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있었고, 텍사스주 담합의 경우는 불법
적인 금품수수가 확인되지 않았다. 플로리다주의 경우는 입찰담
합 형태가 담합기업 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특정계약의 낙찰자 및
낙찰순서를 사전에 정하는 주로 순환 입찰행태(rotating bidding)를
보여주었고, 텍사스주의 경우는 각 우유 공급업체의 특정 학교자
치구역에 대한 연고권을 존중하여 자기 자신의 연고지역에는 상
대적으로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고, 타 공급업체의 연고지역에서
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보완 입찰행태를 보여주었다. 즉 플로
리다주의 경우는 명시적 담합사례였고, 텍사스주의 경우는 암묵
적 담합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뒤에서 논의될 담합으로 인한 피해
액 추정시 상세하게 언급하겠지만 학교 우유 공급시장에서 암묵
적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률이 명시적 담합으로 인한 부
당이득률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12)
플로리다주에서 관찰된 순환입찰 행태와 텍사스주의 보완입찰
행태는 두 가지의 간단한 통계분석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첫
번째는 특정 회계연도 직전 연도의 특정 학교자치구역에서 낙찰
을 받은 기업이 1년 후 동일 학교자치구역에서 낙찰을 받는 계약
의 숫자가 전체 계약건수에서 차지하는 연고 유지비율이 텍사스
의 경우는 79%이며, 플로리다주의 경우는 41%에 머물고 있다.
연도별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 추이에 있어서는 순환입찰 행태를
보인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 변동이 심하였고, 연고권이 상대적
으로 높은 텍사스주의 경우는 연도별 시장점유율 변동이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Pesendorfer(2000) 는 로그 선형입찰 함수를 카르텔 회원사군과
12) 여기서 정의된 부당이득률은 매출액 대비 담합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 이득액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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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카르텔 회원사군 별로 여러 통제변수를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
카르텔 회원사의 입찰행태와 비카르텔 회원사의 입찰행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카르텔 회원사군의 입찰함수의 추정계수가 비카르텔 회원사의 추
정계수와 상이함을 Chow검증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표 8> 변수의 통계치

계약자 수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연고권자가
바뀌는 비율

계약물량의 크기
(단위: half pints)

평균낙찰가
(단위: cents, half
pint 저지방
초콜릿우유)

DFW

SA N

DFW

SAN

DFW

SAN

DFW

SAN

43
50
59
64
72
102
112
125
131
131
128
110
39

4
8
14
14
18
17
18
19
19
18
19
14
-

0 .0
7 .5
9 .8
8 .9
16.4
11.8
13.4
23.0
8 .6
12.9
30.4
12.2
25.0

0.0
25.0
28.5
35.7
11.7
35.2
44.4
47.3
55.5
44.4
10.0
-

980,720
944,370
743,046
674,509
589,494
492,423
479,060
445,175
448,459
448,851
483,377
518,006
1 ,139 ,603

283,727
1,52 7,18 4
1,71 8,71 0
1,50 6,75 3
1,37 4,77 4
1,46 3,56 0
1,35 9,43 6
1,37 6,75 9
1,58 3,83 2
1,64 2,36 2
1,71 4,36 2
1,42 5,02 3
-

0.168
0.173
0.169
0.164
0.164
0.162
0.165
0.166
0.163
0.166
0.169
0.157
-

0.155
0.170
0.168
0.154
0.167
0.163
0.161
0.156
0.128
0.130
0.143
0.143
-

13.0

39.5

평균
자료: Lee(19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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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62 1,48 8,69 3

<그림 2a> 플로리다주의 담합기업별 낙찰건수 기준 시장점유율

자료: Pesendorfer(2000)

<그림 2b> 텍사스주의 담합기업별 낙찰건수 기준 시장점유율

자료: Pesendorfe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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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c> 플로리다주의 담합기업별 계약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자료: Pesendorfer(2000)

<그림 2d> 텍사스주의 담합기업별 계약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자료: Pesendorfe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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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고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입찰시즌 추이
(단위: %)

연도

연고권이 첫번째로 바뀌는
평균 입찰시즌

연고권이 바뀌는
평균 입찰시즌

DFW

SAN

DFW

SAN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38.24
48.92
35.29
59.46
45.10
55.84
45.63
37.65
31.51
48.74
44.75
32.68
33.54

38.16
38.73
7.33
92.46
6.58
38.61
30.21
25.84
21.33
22.99
49.72
61.65
-

82.20
79.80
64.55
79.91
61.58
82.45
78.52
76.22
70.65
74.10
89.37
78.91
68.19

4 4.00
6 0.62
8 1.02
9 4.94
5 3.50
3 8.61
7 0.57
6 4.77
6 0.13
7 2.19
6 8.90
6 5.72
-

평균

42.97

31.44

78.83

6 8.44

자료: Lee(1999a).

Lee(1999a)에서 발췌한 <표 8>은 입찰담합이 이루어진 DallasFt. Worth 학교 우유급식시장과 정상적인 입찰경쟁이 일어난 것
으로 여겨졌던 San Antonio 학교 우유급식시장의 특성 및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Dallas-Ft. Worth 시장에서의 입찰경쟁이 San
Antonio 시장보다 빈번히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San
Antonio의 계약건당 평균 물량이 Dallas-Ft. Worth 보다 2.6배 크
다. 통상적으로 입찰경쟁이 불규칙적이지 않고 주기적으로 일어
나는 시장에서 그리고 입찰물량이 소규모로 나뉘어 입찰에 붙여
지는 경우 담합을 형성하기가 통상적으로 용이하다. 평균 낙찰가
는 1987년 이후 두 시장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9>에 따
르면 5월 초 학교 우유급식 입찰경쟁이 시작되어 연고권자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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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바뀌는 사례가 Dallas-Ft. Worth는 평균적으로 입찰시즌
(bid season)의 43%에서 일어났고, San Antonio는 입찰시즌의

31%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연고권자가 바뀌는 평균 입찰시기는
Dallas-Ft. Worth의 경우는 78.83%였고, San Antonio는 68%이
다. 즉 Dallas-Ft. Worth에서 연고권 및 담합의 강도가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여기서 입찰시즌은 특정연도에 입찰경쟁에 부쳐질 전
체 물량 혹은 전체 계약금 가운데 입찰이 시작되어 어느 특정 시
점까지의 입찰경쟁이 완료되어 낙찰자가 선정된 계약물량 혹은
계약금액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Lee(1999a)는 Dallas-Ft. Worth 학교 우유 공급업체들의 입찰행
동에 대한 세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비협조적인 게임환경하
에서 플레이어들의 합리성과 게임 반복성에 기초한 경쟁사 간 협
조적 결과는 일종의 Folk Theorem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동일 우유 공급업체가 일정기간 되풀이하여 같은 학교
자치구역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실제로 상대방이 나의 연고지역을 존중하여 높은 입찰가를 제시
하면 나도 상대방의 연고지역을 존중하여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
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보복하는 tit-for-tat 전략이 관찰되었다.
<표 10>에 따르면 Dallas-Ft. Worth 지역에서 샘플기간 동안 총
계약건수 1,017건 중에서 134번의 연고권이 바뀌는 입찰사례가 있
었다. 이 중에서 102번의 연고권 변경은 tit-for-tat 전략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한 우유 공급업체가 자신의 연고권이 있는 학교자
치구역의 입찰경쟁에서 공격적인 입찰가로 계약을 따낸 경우 연
고권을 상실한 기업은 연고권을 빼앗아간 기업의 연고권이 있는
학교자치구역의 입찰경쟁에서 저가 입찰로 경쟁업체의 연고권을
빼앗아 갔다. 이러한 tit-for-tat 전략은 기업들로 하여금 담합으로
부터의 이탈을 막고 장기적으로 우유 공급업체 간 시장점유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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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했다. 당시 기준시장으로 설정되었던
San Antonio 시장(Dallas-Ft. Worth와 주요 우유 공급업체가 같고 원가
구조가 유사함)의 경쟁적인 낙찰가보다 18% 높게 가격을 올릴 수

있었다. 또한 입찰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모든 주요 우유
가공업자들은 소비자들을 지리적으로 분할하기 위하여 보완입찰
을 채택하고 그들의 연고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고 프리미
엄을 누려왔음을 확인하였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이들 우유 공급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540만 달러를 받고 우유공
급업체와 합의하여 본 소송이 종료되었다. 원고 측의 견고한 통계
적 검증 결과들이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
이다.
<표 10> 기업 간 tit-for-tat 보복이 행해진 계약건수와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건수
구 분
Firm
Firm
Firm
Firm
Firm
Firm
Firm

1
2
3
4
5
6
7

Firm 1
1
1
2
2
1
-

Firm 2

Firm 3

Firm 4

Firm 5

Firm 6

Firm 7

29

-

22
-

2

5
10
-

6
2
11
2
-

-

2
-

1
-

-

1

자료: Lee(1999a)
주: 기업 간 tit-for-tat 보복이 행해진 계약들은 굵은 글씨체로 표시됨.

Lee(1999b)는 Dallas와 San Antonio 학교 우유급식시장의 유사
한 게임환경을 이용함으로써 비협조적인 게임환경에서 플레이어
들의 합리성과 게임의 반복성이 협조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
다는 Folk Theorem의 대표적인 특징인 다중균형(multiple eq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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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ia)의 존재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1980년부터 1992년까

지의 샘플기간 중 Dallas-Ft. Worth와 San Antonio 두 시장에서
의 유사한 플레이어들과 원가구조는 두 시장에서 다른 균형이 존
재할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각 시장에서 우유 공급업체들은 그 회사들이 균형 프로파일 셋에
서 파레토최적인 하나의 균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협조적인 행동
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다. Dallas 시장에서의 입찰전략, 입찰시
즌의 경과에 따른 입찰행동의 변화, 평균 낙찰가, 연고 프리미엄
등을 San Antonio 시장에서의 그것들과 비교해 본 결과, 같은 게
임환경을 갖고 있는 두 시장에서 다른 수준의 비협조적인 암묵적
담합의 형태로서 서로 다른 균형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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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법리적 추정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은 앞에서 제기된 암묵적
담합을 공정거래 차원에서 규제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
인지에 대한 것이다. Donald Turner(1962)는 과점시장의 암묵적
담합(tacit collusion)은 명시적 담합(explicit collusion)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가격공모로 처벌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과점시장
하에서 경쟁사 간 상호 의존성에 기초한 가격설정 행위는 셔먼법
1조에 규정한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Posner
(1976)는 암묵적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적 증거자료(담합이 행
하여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징표)는 경쟁사 간 의식적 평행행위

를 통한 실질적인 협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그는 묵시적인 담합은 경제학으로 보아 명시적인 담합과 동일
한 성격의 행위이기 때문에 셔먼법 제1조의 합의(agreement)라는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동조에 의하여 명시적 담합과 동일하게 규
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암묵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지
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는 입증의 어려움
은 있으나 개념적으로 묵시적 담합이 아니라 명시적 담합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암묵적 담합의 폐해를 입증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 Dallas-Ft. Worth의 사례이다. 기준시장으로 설정된 경쟁적인
San Antonio 학교 우유급식시장이 1980년대 여러 차례에 결처 명
시적 입찰담합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플로리다 입찰담합에서보
다 상당한 비용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an Antonio의 학교급
식 우유가격이 더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1982년 달
러 기준 San Antonio 학교 우유급식시장에서의 1980～1989년도
모든 종류의 우유 평균 낙찰가격은 13.51센트였다. 그리고 플로리
제2장 입찰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 및 법리적 추정 67

다 학교 우유급식시장에서는 13.26센트였다.13)
미국의 경우는 판례를 살펴보면 명시적인 담합과는 달리 암묵
적 담합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황적
사실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담합으로 여겨지는
사실적 혹은 통계적 정황들은 경쟁사들의 고정된 시장점유율, 프
로젝트 원가와 부합되지 않은 가격, 그리고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
지 않은 갑작스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포함한다. 이러한 징후가
반드시 담합행동의 자연스런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법은 그 실행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14) 암묵적 담합의 경우 결
정적 증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담합의 감지는 경쟁적 행동에 일
치하지 않는 가격책정 행위의 포착에 상당부분 의존한다.
미국 판례에서는 암묵적 담합(tacit collusion)을 포함하여 경험적
으로 추정되는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합의사실을 인정한 바 있
다.15) 하지만 미국 법원은 최근 들어서 합의 추정을 위해 더욱 엄
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Monsanto사 사건
(1984)에서 미국 법원은 사업자들이 위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공동의 계획(common scheme) 에 의식적으로 동조했다는 것을
13) 생우유(raw milk)가 유제품 생산 원가의 60～70%를 차지한다. 생우유가격은 기
점가격결정(base-point pricing)을 따른다. 원유 생산지로 미국의 중서부 북쪽에
위치한 미네소타/위스콘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급격히 생우유가격이 올라
간다. 같은 기간 동안 마이애미와 샌 안토니아의 원유가격을 비교(1982년 dollar
기준)해 보면 두 지역의 가격차는 매우 비슷한 패턴을 따르지만 마이애미의 원
유가격이 약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미네소타/위스콘신으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진 것에 기인한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Lee(1999b) 참조
14) 예를 들어 고정된 시장점유율은 완전경쟁 균형하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
과이다. 예컨대 입찰경쟁에서 한 기업이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두 프로젝트에
매우 다른 입찰가를 제출한다면 이것은 일견 매우 의심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
러나 최근 게임이론 연구는 경쟁기업들이 실제로 가격공모를 하지 않는 경우에
도 일종의 가격담합으로 여겨지는 입찰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론을 제시하
고 있다. 이윤의 수준 또한 입찰담합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기에는 불완전하다.
15) 예를 들어 Interstate Circuit, Inc. v. United States, 306 U.S. 208(19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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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직접적이거나 정황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16) 이어 Matsushita사 사건(1986)에서 미 법원은
“독점금지법은 불명확한 증거로부터의 추론을 제한한다”고 밝히
고 있는데, 17) 이는 원고가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하며, 사업자들의 행위
가 단독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보여야
함을 의미한다.18)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를 핵심적인 구성요건
으로 하는데, 이를 구체적인 물증으로 입증해내기란 대단히 어렵
다. 한국의 경우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명시적 합의를 입증하기
어려우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황적 사실이 설득력이 있는 경우
공동행위의 외형상의 일치로부터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1986년의 제1차 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조항은 1992년 개정되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 사업자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
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추정한다". 2007년 8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제19조 제5항
을 “2 이상의 사업자가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 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
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

16) Monsanto Co. v. Spray-Rite Serv. Corp., 465 U.S. 762, 764(1984) 참조
17)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v. Zenith Radio Corp., 475 U.S. 574, 588
(1986) 참조
18) 상세한 논의는 유진수 & 권남훈(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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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동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로 변경하였다. 19)
법 개정 조문은 부당 공동행위를 추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
제한성’ 부분은 삭제한 대신 ‘합의가 이루어진 정황사실’을 요건으
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황사실의 제시를 추정요건으로 명
확히 함으로써 대법원의 법 해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간
의 괴리를 상당히 해소하며, 부당공동행위 추정에 대한 법 해석과
법집행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학계나 실무차원에서 논란이 많았으나 대법원
은 이 조항의 구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
추정의 대상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사실이며, 본 조항은 공정
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자들의 합의’를 입증하는 것에 갈음하
여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행위의 외형상 일치)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경쟁제한성)
1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
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는
다음과 같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
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
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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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가지 간접사실만을 입증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사실
이 추정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은 그 문언의 규
정상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이고 일정한 전제사실이
있을 때에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므로 법률
상의 추정규정이라고 보고 있었다. 국내의 주요산업 대부분이 과
점상태에 있고, 명시적인 담합의 발견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률상
의 추정규정이 과점시장의 암묵적 담합에 대한 법 집행을 용이하
게 한다는 측면이 인정되나,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기계적
인 법률상 추정은 본 규정의 오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다. 법
원의 해석과는 달리 법 집행기관인 공정위가 그동안 합의 추정을
위해서는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경쟁제한성의 입증 이외에, 합
의를 추정케 할 정황사실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법 집행을 해오
고 있는 것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와 합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현실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합의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합의가 ‘사실상’ 입
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굳이 현행 법 제19조
제5항의 사실상 추정규정보다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성
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전히 법 해석의
혼선의 여지가 있는 현행 법 제19조 제5항은 삭제하고 암묵적 부
당공동행위의 경우 충분한 사실적 정황증거를 기초로 하여 법 위
반 여부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합의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
한 경우에는 합의가 ‘사실상’ 입증된 것으로 보아, 현행 법 제19조
제5항의 사실상 추정규정보다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성
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진전되지 못했다. 즉 법 해석의 혼선의 여
지가 있는 법 제19조 제5항은 삭제하고 암묵적 부당공동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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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충분한 사실적 정황증거를 기초로 하여 법 위반여부를 제1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들의 외형상의 일치된 행위가 어느
정도 경쟁을 제한하는지가 관건이다.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묵시적인 합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충분하면 실질적인
경쟁자 간의 상호 마음의 만남(mutual meeting of minds) 이 있고, 이
것은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에 대한 추정이 복멸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나 판사 등 법조인들은 가격에 관한 경제학 이론보다는
공모 및 음모에 관한 법리에 더 친숙하므로 특정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공모사실을 밝히는 데 초점이 두어진 것이 아
닌가 한다. 하지만 이는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담합규제가 담합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담합의 시도
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복잡한 경제적 문제
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격고정의 시도에 법적인
초점이 맞춰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이외의 다른 접근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카르텔에 대한 경제학적 지식이 충분하
지 않다는 것이다. 가격고정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 시장을 찾아내
고 시장가격이 실제로 경쟁가격 수준보다 높은지를 결정하기 위
해서 가격고정의 의심이 가는 시장에 일정한 테스트를 적용함으
로써 명시적 또는 묵시적 담합으로 인한 심각한 생산량 제한을
알아내는 데 여러 가지의 통계적 증거나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 법원
에서도 가격고정 사건 및 조사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를 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의식적 병
행행위에 더해 합의의 추정을 가능케 하는 추가증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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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합의를 추정하기 위
해 추가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공동행위를 할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공동행위가 아니
면 취하지 않았을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동이거나 공동행위
로 밖에 달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장현상인가도 고려해
야 한다. 여기에 과거 동일법 위반 전례가 있는지, 행위자 간 회의
나 직접적인 교신이나 자료교환의 흔적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시장구조 특성상 담합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인지
도 검토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합의에 관한 추가증거로 포함될 수
있는 사항 중 행위자 간의 회의나 직접적인 교신의 존재 및 행위
자의 자료의 교환 및 가격의 공개 등 편의적 행위의 존재를 제외
한 나머지 사항은 정황사실에 대한 정치한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20)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
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
정된 법 조문 내용대로 입증책임을 법 집행당국인 공정위가 맡아
야 하므로, 향후 합의 추정의 견고한 정황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검증 및 추정의 방법들을 개발하고 법
집행 실무상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0) 더욱 상세한 논의는 이인권(2007a) 참조
제2장 입찰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 및 법리적 추정 73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고찰

제3장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방법 및 사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왜냐하면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경쟁법 집행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종종 경제학자
와 통계학자 등 전문가들이 법정 증인으로 참여하여 손해액 추정
치를 제시한다. 이들이 제공한 손해액 추정방법과 통계적 해석을
기초로 원고측과 피고측 간 공방이 이루어지며 법원은 이 중 설
득력이 있는 주장을 채택하게 된다.
입찰담합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받기 위하여 원고는 담합의
결과로 초래된 가격상승의 정도를 입증해야만 한다. 다만 손해액
을 입증함에 있어 원고가 사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요구되
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21) 경제적 피해란 성
격상 입증하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손해액
이 단순추측과 단순추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한, 비록 손해액
추정치가 근사치라고 할지라도 그 손해액이 공정하고 합당한 추
정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라면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2) 이와 달리 미국 항소 법원들은 담합이
이루어진 계약과 원고측이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경쟁적인 계약
간에 그 비교 가능성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충분치 않거나 원고
의 손해액 산정이론이 추측적인 경우에 하급법원의 손해배상판결
을 파기하거나 원고의 손해액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다.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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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Story Parchment Co. v. Paterson Parchment Paper Co., 282 U.S. 555, 563
(1931); seealsoBigelowv.RKO Radio Pictures, Inc., 327 U.S. 251, 265(194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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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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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손해액 추정치는 그 추정치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
도 그 추정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과학적으로 추정된 합리적
인 추정치이기만 하면, 법원이 내리는 손해액 판정의 유효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예시 1] 93F. Supp. 2d 1348: 2000 U.S.Dist.LEXIS6085
2000년 Georgia주의 Polypropylene 카펫 제조업체들인 Beaulieu of America’s
Motion, Mohawk Industries, Inc., Alsddin Mills, Inc. 및 Shaw Industries, Inc.의
가격공모로 인한 손해액 추정에 있어서 원고들은 입찰담합의 존재와 이로 인한 손
해액 산정을 위하여 Georgia대학의 경제학교수인 Kamerschen 박사와 Florida대
학의 경제통계학 교수인 McClave 박사를 고용하였다. McClave 박사는 카펫 가격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계량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중회
귀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추정된 모형을 기초로 해당시장의 담합기간 동안 해당
시장이 경쟁적이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경쟁적 가격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의 담합가격과 이 추정된 경쟁가격의 차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추정하였다.
McClave 박사가 추정한 손해액률은 평균 8.3%이고 손해액 추정치는 2억2,296만
3,542달러에 달했다. 피고측은 Michigan대학의 법경제학 교수인 Rubinfeld 박사의
분석을 통해 원고측의 계량모형과 변수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고측의 전문
가 증언을 배척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중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경쟁
가격을 추정한 원고측의 전문가 증언이 손해액 산정에 있어 하나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4)

본문의 예시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회귀
Co. v. Douglas Theatre Co., 585 F.2d 877 (8th Cir. 1978).
24) 다음은 본 사건에 대한 Westlaw의 요약문 전문이다. “Price fixing suit was
brought against carpet manufacturers. On defendants' motion to exclude
testimony of plaintiff's experts, the District Court, Harold L. Murphy, J., held
that: (1) testimony that market conditions during relevant time period were
consistent with finding that defendants had engaged in price fixing conspiracy
was admissible, and (2) expert testimony based on multiple regression model
designed to estimate what competitive prices would have been during relevant
period was admissible on issue of damage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D.
Georgia. Inre: POLYPROPYLENE CARPET ANTITRUST LITIGATION,
93F. Supp.2d1348. No. MDL 1075 March 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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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한 손해액 산정이 증거로서 채택된 경우는 매우 많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통한 담합 손해액
산정방식은 여러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은 특히 건설시장과 학교 우유급식시장 입
찰담합의 손해액을 추정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 예컨대 건설시
장의 경우 New York City Convention Center 건설공사(1991), 워
싱턴주 고속도로 건설공사(1989), 알래스카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1988),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수도공사(1986), 콜로라도주 고속도

로 건설공사(1985) , 펜실베이니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1983) 등
계량경제학적 손해액 사용방법이 사용된 다수의 소송사례가 있
다. 학교 우유급식시장의 경우는 텍사스주(1992), 켄터키주(1991),
펜실베이니아주(1991), 버지니아주(1991), 테네시주(1990), 미시시피
주(1990), 앨라배마주(1989) , 조지아주(1989) 등 여러 소송사례에서
계량경제학적 손해액 산정방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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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피해액 추정방법 및 분석방법의 개념적 분류25)

1. 비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
실질 손해배상 소송 사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추정방법을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1) 가격인상분에 대한 직접 증거(Direct Evidence of Overcharge)
가장 간단한 추정방법은 공모를 통해 입찰을 따낸 경우 구체적
으로 얼마나 입찰가격이 증가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
시하는 것이다. 만약 공모자들이 만나서 입찰가를 공모 전보다 X
달러 만큼 높게 설정하기로 동의했다면, 공모로 인한 가격인상분
은 X달러가 될 것이다. 만약 이를 지지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이
방법이 손해액 산정에 매우 유효할 것이다. 판사들이나 배심원들
이 담합행위와 가격인상분 간의 직접적 관계를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증거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적용하기 어렵
다. 왜냐하면 담합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원고측이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방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담
합에 의한 가격인상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에는 담합으로 인
한 손해가 없다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정
된 손해액은 실제 가격인상분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직접
증거방법은 비공모자들이 입찰에서 이긴 경우나 피해의 직접 증
25) 본 연구에서 정리한 손해액 추정방법은 Howard and Kaserman(1989), Nelson
(1993), Lee & Hahn(2002) 및 김선구 외(2005)를 참고로 저자가 재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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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없는 경우 계약자가 겪은 손해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재빠른 공모자가 가격인상 정도를 보여주는 흔적을
모두 없애버렸을 때에도 실제 손해는 발생할 수 있다. 비공모자가
입찰에서 이긴 경우라도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 계약가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공모가 의심될 경우 경쟁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카
르텔 입찰자들이 그들의 입찰가를 올릴 수 있다. 비카르텔 입찰자
들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공급자일 가능성
이 있다. 이길 가능성이 없는 입찰자들은 공모합의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공모가 없었더라면 낙찰가가 더 낮았
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비공모자가 계약을 체결했
다 하더라도 가격공모가 있는 경우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
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 직접적인 증거 접
근방식에 따르면 공모 이후의 담합가격이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
았으므로 이 계약에 피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재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가치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
다.
(2) 가격인상분의 공학적 분석(Engineering Analysis of Overcharge)
이 방법은 입찰담합 여부를 제외하고는 바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입찰담합
을 한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인 두 경우에
있어 이들을 비교할 수 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에 대해
조정을 한 후 주요한 요소의 비용을 공학적으로 계산하여 공모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입찰담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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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의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서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없고 하나나 둘 정도의 입찰담합이 있었던 계약에 대해 분석하려
할 때 유용하다. 그러나 다수의 입찰담합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경쟁적인 입찰이 있었던 계약을 충분히 확보하
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비교하는 사건의 작은 차이를 수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계약의 수가 증가할
수록 분석에 들어가는 비용 및 시간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다만
통계적인 접근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 중요한 몇몇 사건에 대해
서는 공학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손해액 추정 결과에 대해 가치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공학적 비용 분석은 입찰담합
이 있었던 계약과 담합이 없었던 비슷한 계약 사이에 실제로 받
은 입찰가를 비교하는 것에 기초한다. 계약기관이 ‘입찰을 받기
전(before bids are received)’에 실시하는 일반적인 공학적 비용 추
정은 유사한 경쟁입찰 사건과의 비교에 기초하지 않아 많은 경우
여러 측면에서 손해액 추정으로 적당한 방법은 아니다. 입찰 전
공학적 비용 추정치는 대부분 과거 비용의 평균에 의존한다. 과
거의 비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모 전 기간에 일어났던 가격증가
까지 포함하게 된다. 입찰담합은 대개 공모자 중 하나가 밀고함
으로써 깨진다. 그렇다면 입찰담합이 끝나는 시기는 명확한 편이
지만 그것이 시작된 시기는 명백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
거의 비용평균은 비용 추정치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이 방법은
각 계약이나 입찰자마다 고유하고 실제 입찰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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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
다음에 소개할 손해액 추정방법은 담합이 있었던 입찰계약에
대해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이나 비교 가능한 기
준시장의 가격을 활용하여 통계적 또는 계량적 모형을 이용한 분
석방법이다. 이러한 손해액 추정치는 경쟁적으로 입찰한 통제 집
단(control group)에서 관찰된 낙찰가를 이용한다. 표본에서 개별
계약에 대해 비용을 추정하는 직접적 공학적 비용 비교와 추정과
의 중요한 차이점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통계적 모형
하에서 ‘통제(control)’되었다는 것이다.
손해액 추정에는 많은 방법이 이용될 수 있는데 이 방법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하나의 방법도 여러 측면에
서 가장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단순함(simplicity)과 포괄성
(comprehensiveness) 사이의 타협적인 거래가 존재한다. 손해액 추

정방법에 더 많은 요인이 포함될수록(그래서 더 정확한 추정치를 얻
을 것으로 기대되어도) 그 방법은 점점 복잡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손해액 추정방법이 실제 소송사례에서 어떻게 활
용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추정방법상의 유효성과 한계에 대
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자 한다.
(1) 비율접근법(Ratio Approach)
비율접근법은 입찰담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각각
낙찰가와 공학적 추정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입찰담합이 있는 경우 공학적 추정치에 비해 낙찰이 체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담합이 있었던, i번째 계약에 대한 공
학적 추정치에 대한 낙찰가의 비율을     라 하고, 경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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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의 평균 비율을    라 하면, 입찰담합이 있는 각 경우
의 손해액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때    는 i번째 계약에서 추정된 가격인상분이고,    는 그
계약에 대한 공학적 추정치이다. 따라서 만약 입찰담합이 있는 건
의 낙찰가가 공학적 추정치보다 20% 크고 경쟁적인 건에서의 평
균적인 낙찰가가 공학적 추정치보다 10% 작다면, 이 계약에 대한
과잉부과분은 그 계약에 대한 공학적 추정치의 30%가 된다.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입찰가를 높였다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평균 비율,    과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t-검정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양의 유의한 t-값은 입찰
담합 행위가 실제로 낙찰가를 증가시켰다는 결론을 지지해 준다.
이러한 증거는 사실상 이익침해에 대한 통계적인 근거가 된다.
공학적 추정치에 대한 낙찰가의 비율에 기반을 둔 손해액 추정
은 다른 통계적 접근방식과 비교하여 여러 장점이 있다. 먼저 그
단순성으로 손해액을 설명하기가 쉽다. 특히 이것은 그래프와 막
대 차트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판사나 배심원
및 소송 이해당사자들은 두 집단 간에 관찰된 차이를 쉽게 보며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계산이 단순하고 검증하기도 쉽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단점 또한 그 단순함에서 비롯된다. 두 개의
중요한 잠재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먼저 이 방법은 암묵적으로 모
든 경쟁적인 입찰계약에서 B/E비율이 동일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별 계약마다 경쟁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
에 이러한 가정은 다소 무리가 있다. 게다가 이 방법은 공모로 인
한 효과가 이 비율에 완전히 반영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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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독점이나 공모의 가격할증 및 카르텔이 입찰행위를 조정
하는 데 성공한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계약마다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비율접근법은 그 입찰에 실제로 담합이 있었는지 여
부와 공학적 추정치 외에 입찰행위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는 요
소들은 간과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각 계약마다 입찰에
참여한 개인들이 경쟁기업의 사람의 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이다. 물론 이러한 잠재적인 단점이 최종 손해액 추정치에 실제로
얼마나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지는 실증적으로 더 알아 볼 문제다.
만약 더 복잡하고 이론적으로 훌륭한 접근방식의 결과가 이 방법
의 결과와 비슷하다면 비율접근법이 상대적인 단순함 때문에 더
선호될 것이다.
(2) 더미변수접근법(Dummy Variable Approach)
더미변수접근법은 관찰된 낙찰가에 기초한 계량적 모형을 기초
로 하여 입찰담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모두 모아서 계량
모형을 추정한다. 이때, 공모가 없는 경우 개별 계약에서 경쟁의
정도(또는 공모가 있는 경우 공모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입찰에 참가할
확률)를 고려하기 위해 모형에 입찰자의 수   를 모형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추정할 모형은 다음과 같다.
                

    

이때   는 i번째 계약의 낙찰가이고,  는 낙찰가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비용변수이며,   는 더미변수로 만약 담합이 있었다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는 교란항이다. 이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한 관측치는 총 n개이고 담합과 비담합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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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포함한다. 계수      는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s)과 같은 표준적인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이론적으로는  은 양(비용이 많이 들수록 낙찰가가 높아짐)의 값
이,   는 음(입찰자가 많을수록 낙찰가는 낮아짐)의 값이,  는 양(입
찰담합이 있으면 낙찰가가 높아짐)의 값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이론적 예상은 모형의 계수추정치의 t-값을 이용해서 통계
적으로 검정할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성을 판
단하는 데 이용되는 요약 통계량( R2 나 F -statistic)도 참조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계수추정치   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측정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계수추정치는 공모가 있
었던 입찰계약에서 발생했던 평균적인 가격인상분의 추정치를 나
타낸다. 따라서 만약   =60만 달러라면 입찰담합으로 인해 낙찰
가가 평균적으로 경쟁적인 입찰건에 비해 60만 달러 만큼 더 높
아졌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추정된 계수들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는 그 추정값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여러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을 구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t-값은

공모로 인해 실제로 낙찰가가 올랐다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가를 나타낸다.
더미변수접근법은 단순한 비율접근법에 비해 두 가지 주요한
장점이 있다. 먼저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학적 추정
치나 입찰담합 여부 외에도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 더
정확한 손해액 추정을 할 수 있다. 입찰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다
른 요소(예를 들어, 입찰자의 수) 혹은 시장구조를 반영하는 변수들
이 모형에서 손해액을 구하는 데 포함되었기 때문에 손해액 추정
모형에서 그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분석 결과 나
오는 추가적인 통계적 증거들이 모형 전반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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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계수추정치가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은 방향(양 또는 음)으로 나오고, 이들의 t-값이 충분히 유
의하며, 전반적인 모형의 설명력이 높으면 그 결과로 나오는 손해
액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더미변수접근법은 두 가지 주요한 단점이 있다. 첫번째, 이 방
법은 비용접근법에 비해 추정모형이 더 복잡해서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시각적인 설명이 용이하지 않다. 다음으로
이 모형은 담합이 있는 건과 없는 건 모두에 대해 추정된 것이므
로 구조적인 계수들       가 두 샘플집단에 대해 모두 동일
하다는 가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방법은 담합이 있건 없건
입찰자의 수나 비용변수들이 낙찰가에 끼치는 영향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어떤 특정한 경우에 성립할 수
도 아닐 수도 있다. 만약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접근법에 의해 나
온 추정치에는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손해액 추정에 대
해 이러한 인공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은 개별 계약마다 추정된
가격인상분이 계약마다 실제 공모로 인한 부당 이득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두 샘플 집단 간에 구조적 계수들이 동일하다고
제약함으로써 개별 손해액 추정치는 다소 획일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유도된 획일성이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추정할
대상이 공모가 있었던 입찰계약 전체의 손해액인지 개별계약의
손해액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입찰담합이 있었던 계약 전체
의 손해액이 대상이라면 이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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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New Mexico v. American Pipe and Constr. Co., Civ.
No.7183(D.N.M. 1970)
원고들(뉴멕시코주의 고속도로 관할부서 및 일부 지자체)은 콘크리트 파이프 제
조업체들이 1960 년 1월～1962년 12 월 중에 담합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Martin-Marie tta로부터의 52건의 구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공모 이전에 독점적 지위에 있었고 공모 이
후의 기간에도 담합의 여파로 가격이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공모 이전이나 이후
가격에 의거해서 손해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한 경쟁자가 잠시 진입하여 가격이 하락
했던 1960년 하반기의 가격이 유일한 경쟁적 가격이다. 그밖의 기간에 대하여 경쟁
기간의 가격을 BLS 가격지수의 변화에 대해 조정한 값을 가상적 경쟁가격으로 추
정한 다음, 이를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한 결과 20%의 과잉부과분이 있었다.
피고는 담합기간 중 가격과 경쟁기간 중 가격의 단순비교는 운송비, 구매물량의
크기, 파이프의 유형 등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류라고 하
면서, 비담합기간(1 956～1959년 및 1963. 1 ～1964. 3) 중의 자료를 이용해 피트당
가격을 파이프의 직경과 구매수량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한 뒤, 담합기간 중의 가격
이 회귀분석 추정치의 95% 신뢰구간 내에 있으면 정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실제 가격과 95% 신뢰구간의 상한 간의 차이를 과잉부과분으
로 간주하여 10,8 11달러의 손해액 추정치를 구하였다.
원고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뉴멕시코대학의 Alfred Parker 교수가 행한 회귀
분석을 제시하였다. 1960～196 2년 중의 259개 관찰치를 이용해 피트당 가격을 파
이프 직경, 구매수량, 운송거리, 담합 가변수(196 0년 하반기의 관찰치는 1, 다른 관
찰치는 0) 등에 대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담합 가변수의 계수가 음의 값을 갖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모형의 ‘조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square)’는 0.94이었다. 이 추정 결과로부터 담합에 의한 과잉부과분
은 피트당 0 .725 달러(피트당 평균가격 4.68달러의 15.5%)로 계산되었다. 법원을 이
추정치를 받아들여 손해액을 15만 달러로 판정하였다.

(3) 예측접근법(Forecasting Approach)
더미변수접근법의 두번째 단점은 예측접근법으로 수정될 수 있
다. 여기서는 더미변수접근법과 비슷한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지
만 개별계약에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제외된다. 이 모형은 공모가 없었던 경우의 계약만을 대상으로 추
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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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m은 표본 중 경쟁적인 입찰계약의 총 개수로 n보다 작다.
이 모형의 계수추정치는 경쟁적인 입찰절차에 의해서만 결정된
다. 즉,      는 공모 행위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추정치는 남은 계약, 즉 공모가 있었던 계약
n－m개에 대해 경쟁적인 가격을 예측하는 데 이용된다. 위의 식
을 추정한 결과에 공모가 있었던 계약의 관측치  와   를 대입
하여 공모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이들 계약의 낙찰가가 얼마였
을지 추정할 수 있다. 이 예측된 값을 실제 낙찰가에서 빼면 손해
액 추정치가 나오게 된다. 이 접근법에서 나오는 표준적인 회귀분
석 통계량은 모형 전체의 적합성을 보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예측한 경쟁적인 입찰가의 신뢰구간을 구할 수 있고, 이 구간은
개별 손해액 추정치의 불확실성의 범위를 나타내준다.
예측접근법은 앞의 두 통계적 방법보다 많은 장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은 가장 적은 가정을 했다는 것이다. 입찰행
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모든 요소를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계수추정치는 제외된 외생적인 영향으로 인해 편
의가 있을 확률이 낮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계수추정치
      는 공모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예측된 낙찰가도 공모가 이루어진 개별계약에 대하여 담합이 없
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에 더욱 더 접근할 수 있다. 이러
한 계수추정치가 공모가 있었던 계약과 없었던 계약 모두에 대해
같다고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손해액 추정
치에 인공적인 제약이 가해지지 않았다. 또 다른 장점은 예측접근
법은 더미변수접근법에 비해 설명하기 쉽다. 사실상 이 방법은 직
관적으로 더 이해하기 쉽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에도 더 쉬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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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측접근법의 한 가지 단점은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이 방법은 공모가 있었던 계약 n－m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본크기가 줄어들면 계수 추정치의 효
율성(또는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 감소는
인공적으로 두 집단 간에 계수가 동일하다고 제한하는 데에서 나
오는 편의를 없애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바람
직한 추정의 두 특징인 비편의성(unbiasedness)과 효율성(efficiency)
간에 타협적인 거래가 존재한다. 직관적으로 (계수추정치에 편의가
더 있으나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더미변수접근법과 (계수추정치가 덜 효
율적이나 편의도 덜한) 예측접근법 중 어느 것이 우월한지는 확실하

게 단정할 수 없다.
두 방법 간 상대적인 우월성은 두 집단 간 진실한 계수가 실제
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와 두 집단의 표본에 있는 관측치의 개
수에 달려 있다. 만약 진실한 계수가 실제로 공모가 있는지 여부
와 상관이 없이 같고, 특히 비공모 계약에 대한 관측치가 작고 공
모계약에 대한 관측치가 많다면 더미변수접근법이 더 우월하다.
반면 진실한 계수가 다르고 비공모계약의 관측치는 많고 공모계
약에 대한 관측치가 작다면 예측접근법이 우월하다. 명백하게 어
떠한 방법도 모든 상황에서 우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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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State v. Schepps-Foremost. inc., et al . Case
No.6:91 CV414 (1992)
원고인 텍사스주 법무성은 198 0년에서 19 90년 기간 동안 Dallas- Fort Worth
지역의 학교 우유급식시장에서 입찰담합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9개 주요 우유
공급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지역에 따라 연고권을 가진 우유 공급업체들이
경쟁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가격을 제시
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연고권을 가진 특정 우유 공급업체가 매년 되
풀이 하여 낙찰받을 수 있도록 보완입찰(complementary bidding)을 행하였음을
확인해주는 계량 분석자료를 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손해액이
전체 공급가격의 16.1%에 해당하는 1,353만9,590달러임을 주장하였다.
본 소송사례에서 손해액 추정을 위해 사용한 계량 분석방법은 예측접근법
(fore casting approach)이다. 입찰담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적인 입찰이 이루
어진 인근지역인 Wise County, San Antonio 및 Austin 학교 우유급식시장을 기준
시장으로 활용하였다. 이들 기준시장의 입찰자료를 이용하여 설정된 계량모형을 추
정하였다. 종속변수는 half-pints당 낙찰가이며 설명변수로 사용된 것은 우유종류
(whole white, whole chocolate, low-fat white or low-fat chocolate), 주원료인
생우유 가격, l회 납품 시의 물량 등이다. 첫째,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의 입찰
자료를 가지고 설정된 계량모형을 추정하였다. 둘째는 추정된 계량모형에 담합이 이
루어진 계약들의 입찰자료를 삽입하여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형성되었
을 경쟁적인 낙찰가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입찰건수별로 담합으로 인한 실제 낙찰
가와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추정된 낙찰가의 차이를 물량으로 곱하여 개
별계약의 부당이득액을 계산하고, 이를 전체 계약에 적용하여 합산하면 담합으로 인
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다. 본 민사소송사건은 법원의 중재로 9개 주요 우유 공급
업체들이 텍사스 주정부에 1,540만 달러를 지급하고 합의종결되었다. 본 지급금액에
는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이 감안되었다.

3. 분석방법의 개념적 분류
(1) 전후비교방법(before & after methods) 과 벤치마킹방법
(benchmarking methods)

전후비교방법은 하나의 시장을 대상으로 입찰담합이 없었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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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입찰담합이 있었던 시기의 가격을 상호비교함으로써 입찰담
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해 내는 방법이다.26) 이 방법을 적용
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하게 되는 두 시기가 입찰담합 여부만 다
를 뿐 다른 제반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지 세밀히 검
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벤치마킹방법은 야드스틱방법(yardstick methods) 또는 비교시장
방법이라고도 불린다.27) 이는 입찰담합이 없었던 시장을 하나의
벤치마크로 삼아서 그 벤치마크 시장에서의 가격과 입찰담합이
있었던 시장에서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분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손해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즉 주
어진 시점에서 입찰담합이 없었던 하나의 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입찰담합이 있었던 시장의 가격인상분을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은 과거 미국 영화산업에서의 가격공모로 인한 손해액
추정방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표준시장 비교방법의 요체는 입찰담합 여부를 제외하면 가격결
정과 관련하여 다른 제반 측면에서는 담합이 이루어진 시장과 동
일한 혹은 유사한 벤치마크 시장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갖춘 벤치마크 시장을 찾
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전후비교방법은 동일한 시
장의 서로 다른 시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첫번째 방법의 문제를
내포하지 않으나 시기의 변화가 입찰담합 여부의 차이뿐만 아니
라 다른 시기적 요인의 변화도 포함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문
제가 있다.
26) 이 방법은 과거 미국의 Eastman Kodak Co. v. Southern Photo Materials Co.,
U.S. 359(1927) 사례에서 사용된 바 있다.
27) 이 방법은 과거 미국 영화산업에서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방법에 사
용된 적이 있다(Kuhlman, J. M., 1967). 국내 군납유 소송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의 손해액 산정방식 및 원고인 국방부의 손해액 산정방식이 이 방법에 해당된다.
92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고찰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식을 쓰든 소송 당사자
들은 비교대상이 되는 기간 또는 시장이 담합행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비교가능하다(generally comparable)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비교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기간 또는 다른 시장에서의 가격 간의 차이는
담합이 아닌 다른 요인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중비교방법(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28)
표준시장비교방법과 전후비교방법의 장점은 살리고 그 단점은
극복한 이른 바 이중비교방법 또는 이중차분법(double difference
methods 또는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s)을 쓸 수가 있는데, 이는

담합시장의 담합이 이루어진 시기와 담합이 없었던 시기의 가격
차이로부터 벤치마크 시장의 시기별 가격 차이를 빼주고 이를 통
해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분을 추정해 내고자 하는 방법이다. 담
합시장의 시기별 가격 차이에는 ‘담합의 효과’와 ‘시기별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반면 벤치마크 시장의 시기별 가격 차이에는 ‘담
합의 효과’는 배제된 채 시기별 효과만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담합시장의 시기별 가격차이로부터 벤치마크 시장의 시기별 가격
차이를 제거하면 담합시장에서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를
분리해 낼 수 있다. 이때 물론 시기별 낙찰가 차이는 담합시장과
기준시장 두 시장에서 같을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28) 이러한 방법은 LaRonde(1986), Meyer, Viscusi, and Durbin(1995), Milyo and
Waldfogel(1999)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경제학에서 정책의 변화 효과를 추
정하는데 쓰이는 대표적인 추정기법이다. 이 추정기법은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산정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군납유 담합소송 관련 법원 감정
인단의 국내 손해액 추정은 이중비교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제3 장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방법 및 사례 93

— 이중비교방법의 우월성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전체 입찰건수 자료를 담합시장이냐 아
니냐, 입찰시기가 담합시기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다
음 표와 같이 4개의 부분집단으로 분류해 보자. 각 경우별로 평균
낙찰가를 계산하여 이를 A, B, C, 그리고 D라고 하자.
<표 11> 시장별․기간별 평균 낙찰가
구분

담합시장

기준시장

담합기간

A

B

비담합기간

C

D

첫째, 표준시장비교방법의 경우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추
산하기 위하여 담합시기의 담합시장의 낙찰가인 A와 동일시기
비담합시장인 기준시장의 낙찰가인 B의 차이로 담합의 정도를 추
정한다. 즉, A－B로 담합의 효과를 추정해 내는 방법이 표준시장
비교방법이다.
이 방법의 타당성은 비담합시장이 과연 담합시장의 적절한 벤
치마크가 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담합시장과 비담
합시장 사이에 담합여부 이외에도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차
이가 체계적으로 존재한다면, A－B는 단순히 담합의 효과뿐 아
니라 두 시장 간의 체계적인 차이 또한 반영한다. 표준시장비교방
법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전후비교방법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추산하기 위하
여 담합이 이루어진 시장의 담합시기와 비담합시기의 낙찰가 자
료를 비교한다. 즉 담합시기의 군납 낙찰가인 A와 비담합시기의
낙찰가인 C의 차이인 A－C로 담합의 효과를 추정해 내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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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비교방법이다.
이 방법의 타당성은 담합이 이루어진 시장에 있어서 비담합기
간이 과연 담합기간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시장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담합기간과 비담합기간 사이에 담합 여부말고도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차이가 체계적으로 존재한다면 전후
비교방법은 담합에 의하지 않은 양 기간 간의 차이마저도 담합의
효과에 포함시키게 된다.
셋째, 이중차분법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추산하기 위하여
담합이 이루어진 시장의 담합시기와 비담합시기 낙찰가 자료 및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준시장의 담합시기와 비담합시기 낙찰
가 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담합의 손해액을 구한다. 담
합시기의 담합시장의 낙찰가인 A와 비담합시장의 낙찰가인 B의
차이인 A-B로부터 비담합시기의 담합시장의 낙찰가인 C와 비담
합시장의 낙찰가인 D의 차이인 C－D를 차감하여, 즉 (A－B)－
(C－D)의 방식으로 담합의 효과를 추정한다. 이 방법은 다른 방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담합시장의 담합시기 낙찰가인 A와
비담합시기 낙찰가인 C의 차이인 A－C로부터 담합이 이루어지
지 않은 기준시장의 담합시기 낙찰가인 B와 비담합시기 낙찰가인
D의 차이인 B－D를 차감한 (A－C)－(B－D)로 담합의 효과를
추정한다. 두 추정치가 같음은 (A－B)－(C－D)=(A－C)－(B－
D)로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적인 수치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하자. 담
합이 이루어진 시장의 담합이 없었던 시기의 평균 낙찰가가 100원
이고, 담합기간의 담합시장의 평균 낙찰가격은 150원이라 하자.
가격차 50원 가운데 20원은 인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증가분
이고, 30원은 담합에 기인한 것이라고 가정하자. 또한, 담합 여부
에 상관없이 담합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담합시장의 담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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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않은 기준시장보다 평균가격이 두 기간 모두 40원 높다
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낙찰가격은 담합시장이냐 아니냐 그리고
담합기간이냐 아니냐에 따라 <표 12>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2> 기간별 시장별 가격
구분

담합시장

비담합시장

담합기간

1 50원

80원

비담합기간

1 00원

60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담합에 의한 진정한 손해액은 단위당
30원이다. 그러나 전후비교방법에 따르면 손해액 추정치는 150－
100=50원이 된다. 이 경우, 원가 인상에 의한 자연스러운 가격
인상분 20원도 담합 효과로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또
한 표준시장비교방법에 따르면 손해액은 150－80=70원이 되는
데, 이는 담합시장과 비담합시장의 체계적 차이에 의한 40원의 자
연스러운 가격 인상분마저도 담합의 효과로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반면, 이중차분법에 의한 손해액 추정치는 (150－80)－(100－
60)=30원으로 이는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추정해 낸다. 이는 담
합기간 동안 담합시장 낙찰가와 비담합시장의 낙찰가를 단순 비
교한 가격 차이 70원에서, 담합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가격상승
분 40원을 차감하고 있다. 이처럼 이중차분법에서는 비담합기간
동안에도 담합시장 낙찰가격과 비담합시장 낙찰가격 사이에 이러
한 ‘자연스러운 가격상승분’이 적용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를 담
합기의 담합시장과 비담합시장의 가격차이로부터 차감해 줌으로
써 담합의 순수효과를 분리해 추정해 내고 있다. 즉 이중차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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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비교방법과 달리 ‘자연스러운 가격상승분’이 없다고 가정
하기보다는 그 상승분을 비담합기의 상승분으로부터 유추하여 이
를 감안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차분법은 표준시장비교방법
보다 한 걸음 개선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중차분법에
의한 손해액 추정치를 (150－100)－(80－60)=30원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즉 담합시장의 담합기간과 비담합기간의 평균 가격 차이
50원에서, 원가인상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가격 인상분’을 비담합
시장의 담합기간과 비담합기간의 가격차이인 20원으로 정확히 걸
러냄으로써, 이중차분법은 전후비교방법의 오류를 극복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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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손해액 추정사례 연구

Connor(2007) 의 경성카르텔에 대한 1040개의 손해액률 추정치
연구 및 법정 판결에 대한 서베이 논문에 따르면 전체 평균 손해
액률은 25.0%에 달한다. 미국내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평균 손해
액률이 18%인 반면에 국제적인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평균 손해
액률이 31%로 훨씬 높다. 이 중에서 입찰담합에 기인한 평균 손
해액률은 23.81%로 다소 낮다(<부표 1> 참조).
담합이 형성되어 경쟁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인상분을 경제학자
들은 통상 과잉부과분(Overcharge)이라 표현하고, 법 전문가들은
손해액이라 칭한다. 미국은 1984년 판결개선법(Sentencing Reform
Act)에 기초하여 국회 산하에 미국 판결위원회(U.S. Sentencing
Commission(USSC))를 구성하였다. 1987년 첫번째 연방 판결지침이

공표되고, 1989년 공청회와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연방 판결
법령으로 법제화되었다. 이 법은 수평 가격공모와 입찰담합을 한
조직에 대한 벌금을 포함한 법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USSC는
당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벌금부과액 결정 시, 담합조직이 통상
적으로 어느 정도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였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USSC는 당시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장이었던 더그라
스 긴스버그의 의견을 고려하여 벌금부과 지침액으로 매출액 대비
최고 10%를 채택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10% 상한지침 결정은 향
후 EU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벌금액 부과지침에 바로 영향을 미
쳤다. 이 벌금액 10% 지침은 향후 Cohen and Scheffman(1989),
Alder and Laing(1997) 및 Denger(2003) 등 여러 연구에서 부당공
동행위에 대한 벌금액으로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후 부당공동행위의 사전적 억제를 강화시킨다는 목적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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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는 20% proxy로 변경되었다. 미국의 경우, 20% proxy 규정
은 2006년 5월 독점금지판결위원회의 20% proxy 유지 혹은 폐지
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한 위원이 20% proxy 조항을 삭제
하고 모든 담합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을 경쟁당국이 의무적으로 추
정하는 안을 제기했다. 20% proxy 규정은 너무 재량적인 수치이
고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분석 방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판결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 내부의 결론
후 최종 투표를 통해 20% proxy 규정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났
지만 향후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질 소지가 크다. 캐나다의 경우는
이 지침을 법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법부는 부당공동행위
기간 동안 발생된 매출액의 20%까지 벌금을 부과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2004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
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기존 100분의 5)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에는 20%까지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카르텔
가격인상분에 대한 단순 서베이 연구로는 Cohen and Scheffmen
(1989), Werden(2003), Posner(2001) 및 Levenstein and Suslow(2006)

등을 들 수 있다. <표 13>에 그들이 다루었던 카르텔 숫자, 평균 가
격인상률 및 중앙값(median)을 정리하였다.
이하에서는 손해액 추정과 관련된 학술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
다. Howard & Kaserman(1989)은 미국의 하수도건설공사 입찰에
서 입찰자 간의 담합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액이 발생했는
지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총 46건의 계약 중 7건의 계약에서 입
찰담합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입찰담합이 이루어진 계약의
낙찰가는 비용추정에 의해 계산된 경쟁적인 낙찰가에 비하여 평
균 20% 높게 형성되었고, 입찰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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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가는 비용추정에 의해 산정된 경쟁적인 낙찰가에 비하여 평균
16%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은 낙찰가, 비용추정에 의해
계산된 경쟁적인 낙찰가, 경쟁자의 숫자 등 제한적이지만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중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
액을 산정하였다. 추정된 손해액률은 32.6%에서 38%에 이른다.
<표 13> 부당공동행위 가격인상분 사례 요약
문헌
Cohen and Scheffman(1989)
Werden(2003)
Posne r(2001)
Levenstein and Suslow(2006)
Griffin(1989), private cartels
OECD(2002-2003 ), excluding peaks

카르텔 수
5～7
13
12
22
38
12

가격인상률(%)
평균

중앙값

7.7～10.8
21
49
43
46
15 .75

7.8～14 .0
18
38
44.5
44
12.75

Nelson(1993)은 입찰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북
동부 지역 중고자동차시장에서의 손해액을 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통계분석의 대상이 된 차량은 1988년형 Chevrolet
Caprice로 1993년 당시 4～5년된 중고자동차들이다. 중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낙찰가, 장부상의 명목가치, 마일리지, 자동차의 특
성을 나타내는 변수, 시기별 더미변수 등이다. Nelson은 계량분석
을 시도하여 손해액률을 9.5%로 추정하였다.
McMillan(1991) 은 일본 공공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을 의미하는
단고가 납세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혔는지를 이론적 모
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사
용된 변수 및 패러미터는 경쟁자 숫자 및 입찰자들의 비용분포도
등이다. 그는 일본의 공공공사 계약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담
합으로부터 건설업체가 누리는 초과이윤이 경쟁가격의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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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Froeb et al .(1993)은 미국 국방성의 냉동식품 계약 경매에 있어
서의 입찰담합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입찰담합으로 실제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였는지를 통계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였는데, 입
찰담합을 통해 낙찰된 가격은 비담합가격보다 시기별로 평균 23
～30.4% 높은 가격임을 보여주고 있다.
Lee(2000)는 계량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미국의 Dallas-Ft.
Worth 학교 우유급식시장에서 입찰담합으로 우유 공급업체들이
11.74%의 부당이익을 누려왔음을 보였다.29) 그는 입찰담합이 이
루어지지 않고 경쟁적인 입찰이 이루어진 인근 지역인 Austin 학
교 우유급식시장을 기준시장으로 활용하여 중회귀분석을 시도하
였다. 이때 사용된 자료는 half-pints당 낙찰가, 우유종류(whole
white, whole chocolate, low-fat white 또는 low-fat chocolate), 주원료인

생우유가격, l회 납품시의 공급물량 등이다.

29) Lee(2000). 본 연구는 학교 우유급식시장에서 입찰담합에 기인하여 발생한 피해
액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방법은 입찰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쟁
적인 시장의 입찰자료를 기초로 주어진 계량모델을 추정한다. 그 다음 추정된 모
델에 담합이 이루어진 입찰데이터를 설명변수에 넣고 경쟁적인 낙찰가를 추정한
다. 이 경쟁적인 낙찰가와 담합에 의한 실질낙찰가의 차액에 공급물량을 곱하여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피해액은 약 3,200만 달러에 해당돼 텍사스주 법무
부 독점금지국에 의해서 추정된 1,500만 달러는 실제피해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피해액(true damage)과 피해 추정치의 큰 괴리는 독
점금지정책의 실행상에 심각한 편의(bias)를 야기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 법정내
외에서 피해액을 하향 추정하는 사례가 증대되는 경우 담합으로부터 얻는 사전
적인 기대이익이 적어도 담합의 감지와 그로 인한 처벌의 사전적인 기대비용이
같다면 다음에 입찰 참여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다. 담합으로부터 얻는 사전적인 기대이익이 담합의 감지와 그로 인
한 처벌의 사전적인 기대비용과 겨우 같다면 법정 내외에서 사후적으로 담합으
로 인한 실질피해액을 정확히 측정하면 할수록 다음에 입찰 참여자들이 담합에
가담하려는 인센티브는 줄어들 것이다. 더욱 더 정확한 실질피해액의 추정과 담
합 가담자들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 부과는 기업들의 입찰담합을 더욱 더 효과적
으로 억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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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연구사례별 추정된 피해액률
구분

사례

피해액률

Howard & Kaserman
(1989 )

Sewe r Construction
(USA)

32～38 %

McMillan
(1991 )

Public-works Construction
(JAPAN)

16～33 %

Nelson
(1993 )

Used car
(USA)

20%

Froeb e t al.
(1993 )

Frozen Seafood for DOD
(USA)

23～30 %

Lee
(1999 , 2000)

School Milk
(USA)

6.0～12%

Lee & Hahn
(2002 )

Public-works Construction
(KOR EA)

15.5%

Gupta
(2001 )

Florida state Road-building
(USA)

8～10%

Erick son
(1976 )

Rock salt sold to state and local
gove rnments, northern U.S. (USA)

60%

Lanzillotti
(1996 )

School Milk
(USA)

15～20 %

Baldwin et al.
(1997 )

Forest Service timber
(USA)

5.7%

Porte r and Zona
(1999 , 2004)

School district milk-supply-contract
(USA)

6.5%

Werden(2003) & Brannman
and Klein(1992)

Highway Construction
(USA)

6.5%

Carlton and Perloff(1990),
Lean et al.(1985 )

Electric power generating and
transmission equipme nt (USA)

6.7%

Albaek et al.
(1997 )

Ready-mix conc rete
(Denmark)

19%

Swann et al.
(1974 )

Electricity-generating Industry
(UK)

25%

Connor
(2003 )

Compressed Industrial Gasses
Industry
(CANA DA)

21%

자료: Connor(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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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Hahn(2002) 은 한국의 공공공사 계약에 있어서 구조적인
입찰담합에 기인한 잠재적 손해액을 추정하였다. 낙찰가, 예정가
격, 공사의 종류, 연고효과 변수, 시장구조 통제변수 등의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중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추정된 잠재적 손해
액률은 13.33～15.5%에 달했다. 추정방법은 실증모형 그 모델을
추정하기 위한 벤치마크 기준 그룹으로서 경쟁적 입찰이 이루어
진 계약을 이용하고 그 다음 각 입찰담합이 이루어진 계약자들의
추정된 모형에 집어넣어 입찰담합이 아닌 경쟁적인 입찰과정을
밟았을 때의 경쟁적 낙찰가를 추정하였다. 추정낙찰가와 실제낙
찰가의 차이가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분이 된다. <표 14>는 담합
관련 서베이 논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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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군납유 관련 소송의 개요 및 손해액 추정상의 몇 가지
쟁점30)

1. 관련 소송의 개요
1999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군용유류에 대한 고가구매 의
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이 군납유 구매의 부적정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다. 2000년 6월 3일자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조달본부는 1998년과 1999년 2년간에 걸쳐 군 항공유(JP-8, JETA1)와 경유를 희망수량단가제 방식(일종의 복수가격 경매방식, discriminatory price auction)으로 입찰하여 정유 5개사와 총 3,940억 원

에 상당하는 유류 입찰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군 항공유 입찰시
국방부 조달본부는 정유 5개사로부터 해당 유종의 판매가 등 가
격자료를 제출받아 그 중 최저가격을 예정가격 산정의 근거로 사
용하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중 항공유는 1983년 유가고시 대상품목에
서 제외된 이후 정유 5개사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한 미군
이 다년간 거래하여 왔기 때문에 거래 실제가격이 형성되어 있었
고, 경유도 1997년 1월 1일의 유가 자율화조치 이후에 다량 소비
기관인 철도청, 수협 등이 종래의 유가고시제와 다르게 가격경쟁
또는 시담(수의계약 시 가격 협상)에 의해 구매하고 있어 역시 거래
실제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 조달본부는 유종 구
매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과 국방부 조달본부 원가관리규
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유사로부터 다량 거래처
30) 더 상세한 사항은 김선구 외(2004 &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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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판매실제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출받거나 또는 조사․확인하
여 예가 기초금액을 작성했어야 하나, 정유사에 실제 거래가격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정유
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등유와 경유의 세전 공장도 가격(정유사
들이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는 ‘산업자원부 신고가’와 동일함) 자료를 제출

받았다.
이 자료에 기반하여 국방부는 항공유의 경우 등유의 세전 공장
도가격에 빙결방지제 등 첨가제 가격이 추가된 가격을 예가의 기
초금액으로 작성하고, 경유의 경우 정유사들이 산업자원부에 신
고한 세전 공장도가격을 예가의 기초금액으로 작성하였다. 그 결
과, 군 항공유의 경우 민간항공사 대비 1998년도, 1999년도에 리
터당 평균 92.23원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금액상으로 859억 원
정도 추가 지불하였고, 저유황 경유의 경우는 철도청과 비교해
1998년, 1999년 리터당 평균 75.69원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299
억 원 정도 추가 지불하였으며, 고유황 경유는 1999년 수협과의
가격 대비 리터당 평균 61.69원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73억 원
정도 추가 지불하여 총 1,231억 원 정도의 유류예산을 낭비하였다
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내용이다.
이러한 감사결과에 기초하여 감사원은 국방부 조달본부장에게
관계자의 징계 및 다음 두 가지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첫째, 유
류를 고가로 구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유사로부터 회수하는 방
안을 강구하며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둘째, 앞으로 항공유와 경유는 유류 다량 소비업체 또는
기관의 거래실례가격이나 국제 유가에 연동하는 방법 등으로 구
매하여 유류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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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방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유 5개사를 담합혐의
로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10월 17일 정유 5개사가
1998년, 1999년, 2000년도의 군납유 입찰에서 유종별 낙찰예정업
체, 투찰가, 들러리가격, 투찰 물량 등을 사전 담합하여 공정거래
법을 위반하였다고 심결하고, 이에 따라 총 1,901억 원이라는 공
정거래법 집행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국방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판정에 의거하여 2001년 2월
14일 정유 5개사를 상대로 약 1,58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해당기간 동안 군납유 낙찰가격이 싱가포르 현
물시장 가격인 ‘MOPS 평균치+부대비용’보다 높았던 부분에 해
당하는 금액이다. 즉,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표준시장’
(yardstick market)으로 벤치마크하여 그 가격 및 부대비용 대비 국

방부 입찰가격의 초과분을 담합으로 인한 국방부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그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
본 소송사건의 진행 초기에 피고들은 “피고들의 군용유류 낙찰
및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고 그 사
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법리적으로도 부당한 내용이어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
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일부 피고들은 KDI의 중회귀분석을 원
용한 계량분석 결과 손해액이 302억여 원(원고측 주장 손해액 1,584
억 원의 약 19.1%)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2003년 5월 법원에 제

출하고, 이를 근거로 “적어도 원고 주장액 중 80.9%(=100%－
19.1%)는 피고들의 담합행위와 무관한 원인에 기인한 가격 차이

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본건 담합으로 인한 손해
액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간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
게 되자 담당법원인 서울중앙민사지방법원은 제3의 중립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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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2003년 11월 18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정유 5개사가 1998년, 1999년, 2000년의 3개년에 걸쳐 국방
부와 맺은 군납유류 계약과 관련하여 정유 5개사의 입찰담합으로
국방부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촉탁받았다.
이에 근거하여 감정인단은 2004년 2월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감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동년 7월 28일 ‘군납유 입찰
담합 민사소송에서의 손해액 감정을 위한 계량경제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액 감정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감정인단은 원감정 단계에서 이중비교방법에 기초한 계량경제분
석을 통하여 1998년, 1999년, 2000년의 군납유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한 결과 그 규모는 약 1,140억 원에 이르렀다. 감정
인단은 본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원감정 보고서에 입각하여
2004년 9월 18일 서울중앙민사지방법원의 법정에서 전문가 증언
(expert witness)을 하였다. 당일 피고측 정유 5개사를 대리하는 변

호인단은 국내 연구기관인 KDI 연구진 및 서강대 연구진이 작성
한 ‘원감정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 등에 기초하여, 법정 증인
신문과정을 통해 원감정 보고서에 사용되었던 878건의 자료 중
총 195건(정유사 제출 자료 기준)의 자료에 동일한 자료의 중복 입
력 등 심각한 자료상의 오류가 있었고 원감정 보고서에서 채택한
계량경제분석 모형 및 그 추정방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법원은 2004년 9월 18일의 법정 증인신문 종료 후 피
고측의 검토의견서, 법정증언 및 진술서 등에서 지적한 사항을 감
안하여 보완감정을 수행할 것을 감정인단에 의뢰하였고 감정인단
은 가능한 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정유사의 자료 협조
와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한 자료보완의 전제하에서 원감정의 보
완작업을 수행키로 하고 법원의 의뢰를 수용하였다. 감정인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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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 없었으면 형성되었을 ‘가상적 비담합가격’, 즉 ‘가상적 경
쟁가격’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1998년, 1999년, 2000년 3개년
에 걸친 군납유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새로이 추정한 결과
그 손해액 규모는 약 1,120억 원으로 감정되었다. 이는 원감정 보
고서에서 제시한 손해액인 1,140억 원보다 20억 원 정도 줄어들었
다. 감정인단이 보완감정에서 구한 손해액 추정치 약 1,120억 원
은 1998년 4월 고정가격제로 군용유류 납품계약이 체결된 후, 환
율과 원유가 인하를 이유로 내세운 국방부의 요구에 따라 피고들
이 무상으로 제공한 유류 약 103억 원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이다.
무상환수가액 103억 원을 차감하면 최종적인 손해액 추정치는 약
1,017억 원이 된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에서는
방위사업청이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군납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809억9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원고측 주장 손해
액 1,584억 원의 약 51%이며, 감정인단 손해액 추정치 1,017억 원
의 약 80%에 해당한다.

2. 몇 가지 쟁점
손해액 추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었으나 여
기서는 통계추정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안 몇 가지를 소개한다.
추정모델 설정과 관련해서는 내용의 범위가 방대하고 매우 기술
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앞에서 소
개한 손해액 추정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
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감정의 목적 및 취지는 손해액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도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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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담합의 사실에 대하여 판정하거나 그 사실에 대하여 통계적으
로 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손해액 추정은 담합이 이루어졌
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 더미변수접근법에 의해 손해액이
추정되는 경우 담합을 통제하는 계약건별 더미변수의 계수추정치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손해액 추정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 이러한 검정을 통과한 손해액에 대해서만 그 손해액을 인
정한다면 이는 실제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체계적으로 축소하
게 되는 편향성을 띠게 된다. 담합의 사실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
면 손해액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던 유의하지 않던 이를 모
두 반영해야 전체적으로 손해액 추정치가 체계적으로 왜곡되지
않는다. 계량경제학적 손해액 추정방법이 비교적 오랜 기간 사용
되어 온 미국 법원의 관행에 따르면 담합 건별로 손해액을 별도
로 산정하는 경우 그 손해액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고 해서 이를 손해액 산정으로부터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
행 학술연구와 소송사례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손해액뿐만 아니라 예측접근법에 의하
여 손해액을 추정하는 경우, 그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이 음의 값
으로 추정된 경우조차도 자의적으로 그리고 사후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전체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예컨대 1990년
대 초 텍사스주의 학교 우유급식시장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 시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에 있어서 그 손해액 추
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계약건별로 손
해액 산정 시 손해액이 일부 음으로 나온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
았다.31) 이는 손해액 추정에 사용된 모형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
며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추가적인 자의적 판단에 입각하여 손
31) State V. Schepps-Foremost. inc., et al. Case No. 6:91 C5414(1992) 관련 Sibley
교수의 전문가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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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액 추정치를 왜곡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손해액 추정을 위한 계량경제모형의 설정 시 불확실성이 존재
할 수 있다. 시장에서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기 때문
이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함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는 사실은 이 추정치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정과정
에 체계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
여 미국 법원은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위험은 그 불확실성을 스
스로의 잘못에 의해 초래한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
으로 언급하고 있다.32) 이러한 관점에서 손해배상 소송 시 손해
32) (1) Union Carbide & Carbon Corp. V. Nisley, 300 F.2d 561(10th Cir. 1962)
“When wrongdoers, by their very actions, make it virtually impossible to prove
damages precisely, they should not be heard to complain of the method of
proof, if the method allowed by the trial court is reasonable under the facts
and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2) Zenith Radio Corp. V. Hazeltine Research, Inc., 395 U.S. 100, 89S. Ct. 1562,
23L. Ed. 2d129(1969)
“The jury may make a just and reasonable estimate of the damage based on
relevant data, and render its verdict accordingly. In such circumstances, juries
are allowed to act upon probable and inferential, as well as direct and positive
proof … Any other rule would enable the wrongdoer to profit by his
wrongdoing at the expense of his victim. It would be an inducement to make
wrongdoing so effective and complete in every case as to preclude any
recovery, by rendering the measure of damages uncertain. Failure to apply it
would mean that the more grievous the wrong done, the less likelihood there
would be of a recovery.”
(3) Continental Baking Co. V. Old Homestead Bread Co., 476 F.2d 97, 111(10th
Cir.), cert. denied, 414 U.S. 975(1973)
“Where the tort itself is of such a nature as to preclude the ascertainment of
the amount of damages with certainty, it would be a pervers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of justice to deny all relief to the injured person, and thereby relieve
the wrongdoer from making any amend for his acts. In such a case, while the
damages may not be determined by mere speculation or guess, it will be enough
if the evidence shows the extent of the damages as a matter of just and
reasonable inference, although the result be only approximate."
(4) King & King Enterprise V. Champlin Petroleum Co., 657 F.2d. 1147,
1156-1157(10th Cir. 1981), cert. denied, 454 U.S. 1164(1982)
“The Supreme Court has stated that in antitrust cases a plaintiff is no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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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추정과정에서 잘못을 행한 측이 다소 불리할 수 있다. 미국 대
법원 판례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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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y Parchment Co. v.
Paterson Parchment Paper Co., 282 U.S. 555, 563(1931) ;
Bigelowv. RKO Radio Pictures, Inc., 327 U.S. 251, 265(1946)
“법과 공공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스스로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불확실성을 야기시킨 당사자가 그 불확실성
으로 말미암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원칙은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작성
한 배심원(jury)용 지침서에도 언급되어 있다.
“If you find that plaintiff has been injured by an antitrust violation committed by defendant, the law provides that plaintiff
should be fairly compensated for all damages to its business and
properly which were a direct result or likely consequence of the
conduct which you have found to be unlawful. A defendant’s
violations of the antitrust laws often create a situation in which
it is hard to determine the precise amount of damages suffered
by the plaintiff. Plaintiff’s right to be fairly compensated should
not be affected by any difficulty you may have in determining
held to a rigid standard of proof regarding the amount of damages, since in such
cases economic harm is frequently intangible and difficult to quantify. However,
damages may not be merely speculative. There must be reasonable evidence
from which a jury can rationally infer the amount of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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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cise amount of the recovery so long as there is a reasonable basis in the evidence for your award. You may not, however, calculate damages based only on speculation or guesswork,
and you must remember that you can award plaintiff damages
only for injuries caused by a violation of the antitrust laws. You
may not award damages for injuries or losses caused by other
factors.” ABA, Jury Instructions, Damages, Instruction1, p.F9
(1987)

“피고의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사업
및 재산상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는 경우
그 정확한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정당하게 보상받을 원고의 권리는 보상의 근거가 합리적인 한, 손
해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짐작이나 추측에 의존해서만 손해액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의 반독점법 위반에 의해
초래된 부분만 인정되고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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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의 과징금제도에 대한 시사점

1. 과징금의 성격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제재
적 성격의 과징금과 부당이득 환수차원의 과징금 성격이 있으며,
특히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성격이 강하다. 홍대
식(2004)은 과징금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대체로 과징금이 부당
이득 환수적 성격과 행정제재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법적 성
격에 대하여도 어느 쪽에 속한다고 획일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양
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을 밝히고 있
다.33)
33) 우리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던 일본의 과징금제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최종
원․김현종(1994)을 참조. 일본에서는 과징금제도의 법적 성격은 제도 도입 이
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즉 과징금제도가 가격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박탈이라는 견해와 독점금지법 위반의 억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
제도라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논의의 초점은 두 학설의 상반된 논리적 귀결에
모아진다. 즉 부당이득 환수설에 따르면 공정취인위원회에게 과징금부과 여부나
과징금액의 산정에 대한 재량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나, 행정제재설
에 따르면 그러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독점금지법에 제정된 형벌의
부과 시 이중처벌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일
본 공정취인위원회의 태도는 도입 초기에는 행정제재의 성격도 강하게 고려하
였으나 점차 부당이득 박탈로 그 법적 성격을 확정하였다. 즉 공정취인위원회는
1977년 법 개정 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였다.
“과징금제도는 위법 부당공동행위가 다발하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금지제
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로서 위법 부당공동행위에 의해 얻
어지는 경제상의 이익에 대해 그 납부를 명하는 것이다. …… 과징금은 위법 부
당공동행위를 배제하고 경쟁질서를 유지한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가 행정조치로서 부당공동행위에 의한 이득을 징수하는 것이다. 과징금은 상대
방에게 경제적 제재의 효과를 가지지만 형벌은 아니다. 행정관청인 공정취인위
원회가 주가에 영향이 있는 위법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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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원래 법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5차 개정법에 의해 과징금제도에 행정
제재적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과징
금의 법적 성격은 부당이득 환수를 기본으로 하고 행정제재적 성
격이 가미되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경제적 이익의 발
생을 전제로 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위반일 단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
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과되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없었다. 대법원도 제5차 법 개정 전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에서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
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
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라고 판시하여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다. 특히
부당공동행위 제재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군납유 판결: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에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그 액수를 산정하고 행정절차에 의하여 그 납부를 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당이득 환수설에 따른 과징금의 법적 성격 규정으로 말미암아 과징
금 부과여부나 과징금액수의 결정에 대하여 공정취인위원회의 재량의 여지는 인
정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과징금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많은 비판
적 입장을 보였다. 학자들의 비판은 과징금 부과의 비재량성에 있었다. 즉 과징
금제도는 부당공동행위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재로서
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며,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부당공동
행위에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정취
인위원회가 주장하듯이 과징금의 부과가 ‘행정상의 조치’라고 하더라도 제재의
의미가 강하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납부여부나 납부액에 대하여 재량
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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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
여 부과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과징금을 부
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
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
는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입찰담합의 구체적 내용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나 기타 사정으로서 조사 협조 여부,
종전의 법 위반 횟수뿐만 아니라 입찰담합으로 인한 이득액의 규
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징금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목적
으로 법에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나 위반행위의
반복을 사전에 억지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행위에 의
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부당공동행위의 반복을 사전에
억제하는 측면에서 제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판례가 있다. 이처
럼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을 강조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그 금
액의 산정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범위가 더 넓게 인
정될 여지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부
과 여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액수산정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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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이득의 규모를 기준과징금 산정 시 활용
사업자들이 부당공동행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이득
이 있기 때문인데,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방법
은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득의 환수와 사전적인 억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금이다. 금전적 이득의 박탈 수준은
부당공동행위의 적발확률과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행위자들의 금
전적 이득 및 사회적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
는데, 제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당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금전
적 제재의 규모가 적어도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적
발되지 않을 확률을 곱한 기대이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 규정과 같이 관련 매
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 것이 법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위반
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에 곱하여 기본과
징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으며 과징금 부과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행사될 소지가 있
다. 특히 군납유 담합사례와 같이 기업이 공정위의 부당이득 환수
와 행정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또한 민사 손해배
상 소송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므로, 이러한 이
중의 금전적 부담은 기업에 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체
계에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논의되는 과징금 상
한을 관련 매출액의 20%로 높이려는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고, 합
리적이지 못하다. 미국의 경우도 20% proxy 규정이 독점금지판결
위원회의 20% proxy 유지 혹은 폐지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
고, 20% proxy 규정은 너무 재량적인 수치이고 경쟁당국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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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분석 방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과징금 상한의 증대는 공정위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행사될
소지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기본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
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34) 중대성의 정도 판정 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4) 미국은 셔먼법 제1조에 주 간 혹은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
약, 트러스트나 기타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는 위법이고, 이에 대한 참가자는 중죄
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제2조에는 주 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의 어떤 부분이라도 독점화하거나 독점화를 기도하거나 혹은 독점화하
기 위하여 타인과 결합․공모하는 자는 중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과징금 규정이 없고, 다만 셔먼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과 FTC위반행위에 대한 민사벌칙(civil penalty)의 두 가지 방식으로 경쟁법 위반
에 대해 제재하고 있다. 벌금은 양형기준표(Federal Sentence Guideline) 제8장을
기본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민사벌칙절차는 FTC법 제5(m)조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인의 경우 1000만 달러 이하 또는 위반에 의해
얻은 이익 또는 끼친 손해의 2배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부과하고, 개인의 경우도
중죄로 취급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개인
이 중죄를 범한 경우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그 액수는
25만～100만 달러, 당해 개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2배, 또는 피해자가 입은 금전
적 손해의 2배를 상한으로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미국은 2004년 6월부터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를 통하여 셔
먼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벌금 상한을 100만 달러로 인상하고, 징역형의 상한도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연인의 형사처벌 강도를 높였다. 또한 기업에 대한 벌
금 상한을 1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FTC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규제수단은 우리
의 시정명령과 유사한 중지명령인데, FTC는 제5(1)조에 의해서는 중지명령에 위
반한 회사에 대하여, 제5(m)조에 의해서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발령된 중지명령
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선언된 행위를 한 회사나 FTC가 제정한 거래규제
규칙에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법원에 민사벌칙을 부과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U의 과징금은 과징금(fine)과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 payment)으로 구분
되는데 여기서의 과징금에는 우리 법상의 과태료도 포함되고, 제재적 성격이 강
하며 부당이득의 환수측면을 고려한다. 절차적으로 법원에서 부과되지 않기 때
문에 형벌의 성격은 없으며, 형벌과 병행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 과징금은 조약
제81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과 제82조(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위반행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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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는데 이는 상
대적인 구분으로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크다. 다음
단계에서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와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
과징금이 산정된다. 의무조정금 산정시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이득
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근사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관련 매출액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부당이득의 규모를 기본과징금
산정 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아닌가 사료된다. 부당이득
추정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
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하
되,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고 세부기준에도 명
시되어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산정되는데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 요소, 위반행
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
여 의무적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임의적 조
하여 부과된다.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주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재하고 있
는데, 과징금은 당해기업의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일반적인 경쟁법 집행경향은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보다는 계도적
인 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부당공동행위에 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
다. 제정 시의 입법취지는 형사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상황하에 담합에 의한 부당이익획득을 방지하고, 부당공동행위 참여사업자
가 취득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카르텔의 형성으로
부터 얻는 기대이익이 그로 인한 기대비용보다 클 경우 기업은 담합을 선택하게
되는데, 규제수단인 형사벌이나 손해배상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고, 기대효과
도 발휘되지 못하였다. 과징금은 원래 순수하게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이었으나,
1991년 과징금액의 인상으로 인하여 그 제재적 성격이 한층 강화되었고 과징금
액의 산정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독점금지법 개정을 통
해 제조업종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 이내로
중소기업 중 소매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도매업의 경우는 2% 이
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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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징금 산정단계에서도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개연성이 있
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과과징금이 산정된다. 임의적 조정과징
금이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
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 단계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
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
는 면제할 수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기대이익과 기대비용
이 사전적으로 예측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에 형사벌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
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제재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기준과징금을 담합에 의해 획득한 부당이익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수범자인 기업으로 하여금 담합의 행위를 사전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
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당이득 등의 객관적인 추
정이 가능한 경우 그 추정된 금액에 위반행위 유형별로 적발확률
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한 징벌승수를 곱한 금액을 기본과징금
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징벌승수의 추정치는 위반행위별로 경
제적으로 산출된 적발확률에 반비례한 수치로 정하는데, 위반행
위별 적발확률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미국의 경우
와 같이 주어진 법적 재재수단을 가지고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가하면서 부당공동행위의 발생빈도와 정도의 추이를 감안하여 손
해액을 기초로 하되 징벌승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5) 이럴 경우 기본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
35) 미국의 1950～1960년대 전기장비산업, 1970～1980년대 고속도로 건설산업,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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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내용 및 정도라는 객관적 기준, 즉 사회적 피해 기준을 출
발점으로 설정하여 위반행위의 효율적인 억제의 필요에 맞게 설
계될 필요가 있다.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그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반행위의 결과로 부당하게 얻은 이
익액과 균형을 이루도록 과징금의 액수를 조정하여야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제도적 목적이 더욱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다만 문
제가 되는 것은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36) 그러
나 선진국 등에서는 손해액 산정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법 집행상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 문제는 그리
큰 걸림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
위로 영향을 받은 원고의 실제상황과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
가 처하였을 가상적 상황 간의 차이로 측정된다. 원고가 처하였을
가상적 상황이란 원고의 실제상황과 불법행위를 제외한 모든 조
건이 동일한(all other things being equal) 상황을 말한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가상적 상황이 어떠할지를 올바르게 파악
하여야 한다. 담합의 경우 구매자가 입은 손해액은 담합으로 인해
더 지불하게 된 금액인데, 이를 산정하려면 ‘담합이 없었을 경우
의 가격(but for price)’을 추정한 뒤, 이 가상적 경쟁가격과 원고가
실제 지불한 가격 간의 차이, 즉 담합에 의한 부당이득을 계산하
여야 한다. 실질적인 손해액에 근사하는 추정치를 얻으려면 구체
적인 원가관련 회계자료 분석이나 정치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
을 동원하여야 한다.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추
정하려면 원가요인, 수요조건, 경쟁사의 전략적 행동, 생산능력,
의 학교 우유급식시장에서 광범위한 명시적 혹은 암묵적 가격공모에 대하여 사후적
인 제재와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36) 본 논단에서는 부당이득액을 담합에 의한 공모가격과 시장이 경쟁적이라면 형성
되었을 가격의 차이에 물량을 곱한 액수로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과 동일
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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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정적 효과, 시간 특정적 효과 및 시장특성 등을 반영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정은 고도의 경제학적․계
량경제학적 지식이 요구되어 실질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거나 혹은 외부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많은 담합사례의 경우 은밀히 행해지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
수로 사적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당분간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의 행정적 집행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앞에
서 설명하였듯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
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중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이외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과징
금을 크게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였다.
또한 신고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기본금액
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정보나 증거의 수준을 감안하여 적지
않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면책제도 및 포상금제도의 강화
로 부당공동행위의 적발확률이 크게 높아져 담합의 기대비용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공동행위에 과징금 부과 수준
을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며 사전적인 담합억제를
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담합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Posner(1976)의 주장과 같이 독점규제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제재의 강도는 그
행위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다.37) 따라서 형벌을 강화하는 방안보다는 과징금의 운용수준을
합리화하여 사회적비용에 근사시키려는 정책이 필요하다.
37) 만일 독점금지위반에 대한 처벌이 그 위반이 사회에 끼친 비용보다 적다면 잠재
적 위반자는 그 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부과될 비용이 사
회적 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계산하게 되고 이는 과도한 불법행위를 초래하게 된
다. Posner(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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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제재적 과징금 부과와 피해구제는 사소제도로 해결
향후 손해배상 소송이 활성화되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회복하고 과징금은 행정제재 측면에 초점을 맞추
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인상
과 생산량 감축효과, 이른 바 사장된 후생 순손실부분, 정부가 담
합행위를 적발, 감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비용
등이 과징금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 조달경매의 경
우는 이미 지출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다. 때문에 가격인상에 의한 수요감소 및 사중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추정이 더욱 용이하다. 손해배
상 소송이 활성화되기까지 한시적으로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완전하게 환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당국은 원가회계 분석능력의
제고와 담합 감지 및 피해액 추정에 관한 다양한 선진화된 통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피해액이 정확히 추정
되고 이 추정된 피해액에 기초하여 과징금이 담합에 가담한 기업
에 부과된다면 공정거래 당국은 기업이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 집행의 일관성,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향후 시정조치 선확정 요건 폐지, 법원의 손해액 인정, 감면
제도(leniency program) 강화 및 포상금제도 도입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일
반적인 억제효과나 징벌효과는 과징금 부과(벌금과의 연계 혹은 통
합한 금전적 제재)를 통한 행정적 제재로 확보하고, 사소제도를 통

한 피해의 구제는 과실책임에 따른 실손보존 또는 1배 배상(equitable damage)이나 경성 부당공동행위(hardcore cartel)에 한하여 1.

2～1.5배의 징벌적 배상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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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크지만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자료의 적극적인 공개와 쉽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기대이익과 기대손실 계산을 더 쉽게 산정할 수
있고 경쟁당국은 담합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규제
강도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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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부당공동행위 중 입찰담합의 통계적 검증과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에 대한 국내외 연구 자료들을 일반 독자들이 쉽
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는 데 주목적을 두
었다. 주요 논의는 입찰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과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국내 경쟁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통상
적으로 담합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합의 결정적이고 직
접적인 증거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담합에 대한 통
계적 검증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입찰담합의 통계적 검증 방법들

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시장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담합을 감지하기 위한 하나의 보편적인 방
법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례에 따라 경쟁적 행
동과 답함을 구분시키는 차이점을 찾아내고 각 담합사례에 대해
적절한 실증분석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
나 단순회귀분석은 시장환경과 전략적 행동의 완전한 이해와 적
절한 계량모형의 설정없이는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
이 있다. 입찰담합을 탐지하기 위한 단일의 보편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려우나 몇몇의 정형화된 이론적 예측을 이용하여 입찰담
합 감지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추출해 낼 수 있다. 그 기본적인 요
소들은 조달 경매에 있어 카르텔 회원과 비카르텔 회원 간 입찰
행동 측면에서 비대칭성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담합기업의
입찰행동과 비담합기업의 입찰행동을 구별하는 담합의 정황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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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계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제출된 입찰
가의 평균은 카르텔 입찰에서 더 높다. 카르텔 기업은 비카르텔
기업보다 덜 공격적인 입찰가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카
르텔 입찰가의 분산이 비카르텔 입찰가의 분산보다 작다는 것이
다. 마지막 실증적 발견은 카르텔 기업들은 어떤 프로젝트 입찰에
카르텔 회원이 참여하는 경우 함께 참가하는 빈도가 비카르텔 기
업들보다 더 높다. 카르텔 기업들은 다른 카르텔 회원들이 입찰에
참가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는 들
러리 입찰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가격공모를 적발하는데 적절한 자료검증방법의 개발은 경쟁당
국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다. 가격담합을 감지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원가에 대한 구
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
유로 입찰담합 여부에 대한 간접적인 통계적 검증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특히 암묵적 담합의 경우 통계적인 추정에 기초한 견고한
정황증거의 확보가 더욱 요구된다. 가격담합의 존재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가격분산의 크기이다. 경쟁
시장보다 담합시장하에서 가격분산이 더 작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계량경제학적 연구에서 꾸준히 검증되어 왔다.
여러 이론 및 실증연구는 가격과 시장점유율이 경쟁시장 균형상태
에서보다 담합 균형상태에서 더욱 안정적임을 밝히고 있다. 경쟁기
업이 원가변동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참을성이 있는 경우 가격과 시장점유율은 매 기간 동일하
게 유지될 것이다. 경쟁기업들이 원가변동 시 이를 일정부분 가격
에 반영할 정도로 참을성이 덜한 경우 가격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
다. 기업들이 이와 같이 원가변동에 반응을 보이는 균형상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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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업 간 비협조적인 균형(noncooperative equilibrium)보다 가격의
변동은 원가의 변동에 비하여 덜 빈번하게 반영되어 가격분산은
작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격분산의 차이는 또 다른 기제에 의해
서도 관찰될 수 있다. 가격담합 카르텔은 담합 회원사들이 제출한
입찰가 중에서 공모가 이루어진 담합 낙찰가보다 높지 않은 입찰
가(losing bids)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들 입찰가를 입찰경쟁 시 제
출하는 경우이다. 담합 낙찰가가 주어진 경우, 무작위로 선정된 입
찰가의 분포는 카르텔의 형성과는 무관하며, 정부에도 의도적인 담
합형성의 정보를 주지 않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카르텔의 균형입찰
가 범위는 입찰경쟁자들이 비협조적인 게임에서 제출하였을 입찰
가 분포의 부분집합이 되어 입찰가의 분산은 경쟁상태보다는 담합
이 이루어진 경우 작게 된다. 여러 실증연구에서 담합은 가격수준
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격의 분산을 크게 축소시킨다는 이론
적인 추론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단순분석보다 한
단계 더욱 진전된 방법은 입찰가가 경쟁입찰 모형과 일치하는 필
요충분조건인 입찰가의 조건부 독립성과 상호 교환가능성을 검증
하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입찰가들은 경쟁
적인 입찰과정을 통해 제시된 것이라는 가설을 통계적으로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첫째 요건인 조건부 독립성은 입찰경쟁에 부쳐
지는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들의 입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에 경쟁기업들의 입찰가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아
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호 교환가능성은 경쟁기업 간 비용과 입
찰가의 상호 교환가능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욱
정치하고 세밀한 접근방법은 기업의 전략적 행태, 시장구조와 환경
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계량모델에 기초한 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입
찰자들의 행태가 경쟁보다는 담합에 일치하는 통계결과를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입찰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시장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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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계적 검증들이 소송사례에서 유효
한 증거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당공동행위 추정은 정황사실에 기초
미국의 경우도 과점시장하에서 경쟁사 간 상호 의존성에 기초
한 가격설정 행위는 셔먼법 제1조에 규정한 법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암묵적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적 증거자료는 경쟁사 간
의식적 평행행위를 통한 실질적인 협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묵시적인 담합은 경제학으로 보아 명시적인 담합
과 동일한 성격의 행위이기 때문에 셔먼법 제1조의 합의라는 용
어에 구애됨이 없이 동조에 의하여 명시적 담합과 동일하게 규제
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암묵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지더라
도 어떤 식으로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는 입증의 어려움은
있으나 개념적으로 묵시적 담합이 아니라 명시적 담합에 해당된
다는 것이다. 암묵적 담합의 폐해를 입증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Dallas-Ft. Worth의 경우이다. 이 지역의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시 기준시장으로 설정된 San Antonio 학교 우유급식시장이
1980년대 여러 차례에 걸쳐 명시적 입찰담합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플로리다 입찰담합의 경우보다 상당한 비용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an Antonio의 학교급식 우유가격이 더 높다는 것은 주
목할 만한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는 판례를 살펴보면 명시적인 담
합과는 달리 암묵적 담합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을 포착하기 어렵
기 때문에 정황적 사실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미국 판례에
서는 암묵적 담합을 포함하여 경험적으로 추정되는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합의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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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 합의 추정을 위해 더욱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Monsanto사 사건(1984)에서 미 법원은 사업자들이 위
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계획에 의식적으로 동조했
다는 것을 원고가 직접적이거나 견고한 정황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Matsushita사 사건(1986)에
서 미 법원은 “독점금지법은 불명확한 증거로부터의 추론을 제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원고가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하며 사업자들
의 행위가 단독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보여야 함을 의미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를 핵심적인 구성
요건으로 하는데, 이를 구체적인 물증으로 입증해 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한국의 경우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명시적 합의를 입증
하기 어려우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황적 사실이 설득력이 있는
경우 공동행위의 외형상의 일치로부터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1986년의 제1차 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부당한 공
동행위 추정조항은 1992년 개정되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하는 공모를 하고 있는 경우, 동 사업자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어 2007년 8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제19조 제5항을 개정하여 부당공동행위
를 추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제한성’ 부분은 삭제한 대신 ‘합
의가 이루어진 정황사실’을 요건으로 하였다. 법 개정 이전의 공
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은 그 문언의 규정상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이고 일정한 전제사실이 있을 때에 일정한 사실이 있
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므로 법률상의 추정규정이었다. 국내
의 주요 산업 대부분이 과점상태에 있고, 명시적인 담합의 발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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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과점시장의 암묵적 담합에
대한 법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이 인정되나, 부당공동행위
의 합의에 대한 기계적인 법률상 추정은 본 규정의 오용 및 남용
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다. 법원의 해석과는 달리 법 집행기관인
공정위가 그동안 합의 추정을 위해서는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경쟁제한성의 입증 이외에, 합의를 추정케 할 정황사실이 필요하
다는 입장에서 사실상 추정에 기초하여 법집행을 해오고 있는 것
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와 합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현실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합의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
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합의가 ‘사실상’ 입증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은 삭제하고 정부 입증책임 부담해야
이러한 관점에서 굳이 현행 법 제19조 제5항의 사실상 추정규
정보다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전히 법 해석의 혼선의 여지가 있는 현
행 법 제19조 제5항은 삭제하고 암묵적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충
분한 사실적 정황증거를 기초로 하여 법 위반여부를 제1항의 규
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합의에 관
한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합의가
‘사실상’ 입증된 것으로 보아, 현행 법 제19조 제5항의 사실상 추
정규정보다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단계
까지 진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즉 법 해석의 혼선의 여지가
있는 법 제19조 제5항은 삭제하고 암묵적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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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사실적 정황증거를 기초로 하여 법 위반여부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묵시
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들의 외형상의 일치된 행위가 어느 정
도 경쟁을 제한하는지가 관건이다.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묵
시적인 합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충분하면 실질적인
경쟁자 간의 상호 마음의 만남(mutual meeting of minds) 이 있고, 이
것은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있었으며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에 대한 추정이 복멸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
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된 법 조문 내용대로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입증하는 것을 법 집
행당국인 공정위가 맡아야 한다. 향후 합의 추정의 견고한 정황사
실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검증 및 추정
의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법 집행 실무상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
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 증가와 손해액 추정방법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이후 경쟁과정의 보호 내지
경쟁촉진이라는 경쟁정책 본연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취지하에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크게 높여 왔다. 공정거래위
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올렸다. 또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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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청구에 관해 시정조치의 확정을 전제요건으로 요구하는 공정
거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가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거치지 않으면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
으로 오해될 여지를 없앴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
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손해
의 성질상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법원
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
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
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중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
을 신고한 자 이외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에 대하여 과징금을 크게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
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부당공동
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합여부 뿐만 아니라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경쟁법 집행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
송과 관련, 종종 경제학자와 통계학자 등 전문가들이 법정 증인
으로 참여하여 손해액 추정치를 제시한다. 이들이 제공한 손해액
추정방법과 통계적 해석을 기초로 원고측과 피고측 간 공방이
이루어지며, 법원은 이 중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채택하게 된다.
입찰담합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받기 위하여 원고는 담합의
결과로 초래된 가격 상승의 정도를 입증해야만 한다. 다만 손해
액을 입증함에 있어, 원고가 사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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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 경제적 피해란 성
격상 입증하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은 손해액이 단순추측과 단순추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한,
비록 손해액 추정치가 근사치라고 할지라도 그 손해액이 공정하
고 합당한 추정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라면 법정에서 증거물로서
채택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액 추정
치는 그 추정치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그 추정치가 객관적
이고 공정하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추정치이기만 하면, 법원이
내리는 손해액 판정의 유효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손해액 추정방법은 다양하다. 비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가격인상분에 대한 직접 증거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공모자들이 만나서 입찰가를 공모 전보다 일정액수 만큼 높게 설
정하기로 동의했다면, 공모로 인한 가격인상분은 협의한 일정액
수가 될 것이다. 만약 이를 지지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이 방법이
손해액 산정에 매우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증거방법
은 대부분의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담합가에 대한 직접
적인 증거를 원고측이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
로 추정된 손해액은 실제 가격인상분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
다. 직접증거 방법은 비공모자들이 입찰에서 이긴 경우나 피해의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계약자가 겪은 손해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
게 할 수 있다. 또한 재빠른 공모자가 가격인상 정도를 보여주는
흔적을 모두 없애버렸을 때에도 실제 손해는 발생할 수 있다. 비
공모자가 입찰에서 이긴 경우라도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 계
약가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가격인상분의 공학적
분석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입찰담합 여부를 제외하고는 바로 비교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계약들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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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찰담합을 한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인
두 경우에 있어 이들을 비교할 수 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
에 대해 조정을 한 후 주요한 요소들의 비용을 공학적으로 계산
하여 공모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입찰담합이 없는 경우의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서 통계적인 방법
을 이용할 수 없고 하나나 둘 정도의 입찰담합이 있었던 계약에
대해 분석하려 할 때 유용하다. 그러나 다수의 입찰담합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경쟁적인 입찰이 있었던 계약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기가 용이
하지 않다.
실제 소송사례에서 주로 사용되는 손해액 추정방법은 계량경제
학적 분석방법이다. 즉 담합이 있었던 입찰계약에 대해 담합이 없
었다면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이나 비교가능한 기준시장의 가격을
활용하여 통계적 또는 계량적 모형을 통한 추정방법이다. 첫 번째
는 비율접근법으로 입찰담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각
각 낙찰가와 공학적 추정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평균적으
로 입찰담합이 있는 경우 공학적 추정치에 비해 낙찰가가 체계적
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담합이 있는 건의 낙찰가가 공학
적 추정치보다 10% 크고 경쟁적인 건에서의 평균적인 낙찰가가
공학적 추정치보다 10% 작다면, 이 계약에 대한 가격인상분은 공
학적 추정치의 20%가 된다. 다음으로 더미변수접근법이 있다. 더
미변수접근법은 관찰된 낙찰가에 기초한 계량적 모형을 기초로
하여 입찰담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들을 모두 모아서 계량모
형을 추정한다. 담합을 통제하는 변수의 계수추정치가 바로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구체적으로 그 계수
추정치는 공모가 있었던 입찰계약에서 발생했던 평균적인 가격인
상분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더미변수접근법은 두 가지 단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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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번째, 이 방법은 비용 접근법에 비해 추정모형이 더 복잡해
서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시각적인 설명이 용이하
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모형은 담합이 있는 건과 없는 건
모두에 대해 추정된 것이므로 통제변수들의 계수추정치가 두 샘
플집단에 대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방법은 담합이 있건 없건 입찰자의 수나 비용변수들이 낙찰가에
끼치는 영향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어떤
특정한 경우에 성립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예측접근
법이 있다. 더미변수접근법의 두번째 단점은 예측접근법으로 보
완할 수 있다. 여기서는 더미변수접근법과 비슷한 회귀분석 모형
을 이용하지만 개별계약에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제외된다. 먼저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건만으
로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한 모형에 공모가 있었던 계약들의 관측
치를 대입하여 공모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이들 계약의 낙찰가
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예측된 값을 실제 낙찰가에서 빼면 손해액
추정치가 나오게 된다. 예측접근법은 앞의 두 통계적 방법보다 많
은 장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은 가장 적은 가정을
했다는 것이다. 입찰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모든 요소를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 예측된 낙찰가도 공모가 이루어진 개별
계약에 대하여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에 더욱
더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계수추정치들이 공모가 있었던 계약과
없었던 계약 모두에 대해 같다고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나오는 손해액 추정치에 인공적인 제약이 가해지지 않았다.
또 다른 장점은 예측접근법은 더미변수접근법에 비해 설명하기가
더 용이하다. 사실상 이 방법은 직관적으로 더 이해하기 쉽고 시
각적으로 표현하기에도 더 쉽다.
분석방법을 개념적으로 분류하면 첫번째로 전후비교방법과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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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킹방법이 있다. 전후비교방법은 하나의 시장을 대상으로 입
찰담합이 없었던 시기와 입찰담합이 있었던 시기의 가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해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비교를 하게 되는 두 시기가 입
찰담합 여부만 다를 뿐 다른 제반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벤치마킹방법은 야드스틱방법 또는 비
교시장방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입찰담합이 없었던 시장을 하
나의 벤치마크로 삼아서 그 벤치마크 시장에서의 가격과 입찰담
합이 있었던 시장에서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담합으로 인한 가
격인상분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손해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다. 즉 주어진 시점에서 입찰담합이 없었던 하나의 시장을 벤치마
킹하여 입찰담합이 있었던 시장의 가격인상분을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표준시장비교방법의 핵심은 입찰담합 여부를 제외하면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다른 제반 측면에서는 담합이 이루어진 시
장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벤치마크 시장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
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갖춘 벤치마크 시
장을 찾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표준시장비교방법과 전
후비교방법의 장점은 살리고 그 단점은 극복한 이른 바 이중비교
방법 또는 이중차분법이 있다. 이는 담합시장의 담합이 이루어진
시기와 담합이 없었던 시기의 가격 차이로부터 벤치마크 시장의
시기별 가격 차이를 빼주고 이를 통해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분
을 추정해내고자 하는 방법이다. 담합시장의 시기별 가격 차이에
는 ‘담합의 효과’와 ‘시기별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반면 벤치마크
시장의 시기별 가격 차이에는 ‘담합의 효과’는 배제된 채 시기별
효과만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담합시장의 시기별 가격차이로
부터 벤치마크 시장의 시기별 가격 차이를 제거하면 담합시장에
서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를 분리해 낼 수 있다. 이때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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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낙찰가 차이는 담합시장과 기준시장 두 시장에서 같을 것
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군납유 소송사례 개요 및 과징금제도 시사점
국내의 대표적인 손해배상 소송사례가 군납유 입찰담합사례이
다. 이 소송사례에서 손해액 추정은 정치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
법이 동원되었다. 더미변수접근법, 예측접근법 및 이중차분법이
활용되었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5
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군납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감정인단의 손해액 추정치를 참고하여, 피고
들은 원고에게 809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
다. 이번 판결은 국내 법원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 없음에도 전문가 집단의 손해배상
추정치를 증거자료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같
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도 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 새로운 판례의 형성이 기대된다. 이
러한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지만, 본 소송사례는 우리나라 과징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논의를 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
업은 공정위의 부당이득 환수와 행정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납
부해야 하고, 또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을 배상해야 한다. 2001년 2월 28일 공정위는 정유 5개사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결에서 담합에 참여한 해당 법인과 임원들에 대
한 형사 고발조치가 이루어졌고, 또한 국방부의 손해배상 청구로
정유 5개사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삭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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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감면 후에도 총 과징금이 약 1,212억 원에 달하여, 우리나
라 공정거래법 집행 사상 과징금 규모로 최대였다. 이러한 이중의
금전적 부담은 기업에 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체계에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원래
법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그 부당이
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대법
원 판례도 과징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법 규정도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
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
울러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입찰담합의 구체적 내
용 등에 근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나 기타 사정으로서
조사에의 협조 여부, 종전의 법 위반 횟수뿐만 아니라 입찰담합으
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물론 과징금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목적
으로 법에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나 위반행위의
반복을 사전에 억지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경제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 규정과 같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 집행의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에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자의적인 판
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과징금 부과의 재량적 권한이 과도하
게 행사될 소지가 있다. 특히 군납유 담합사례와 같이 기업이 공
정위의 부당이득 환수와 행정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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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또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
해야 하므로, 이러한 이중의 금전적 부담은 기업에게 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체계에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
다.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는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로
높이려는 것은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미국
의 경우도 20% proxy 규정이 독점금지판결위원회의 20% proxy
유지 혹은 폐지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20% proxy 규정은
너무 재량적인 수치이고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분
석방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경쟁당국은 이러한 경직적인 proxy
규정에 더 이상 의존할 이유가 없다. 국내에서 단순한 과징금 상
한의 증대는 공정위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행사될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
기준과징금을 담합에 의해 획득한 부당이익을 기준으로 사용한
다면 수범자인 기업들로 하여금 담합의 행위를 사전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법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당이득 등의 객관적인 추정이 가
능한 경우 그 추정된 금액에 위반행위 유형별로 적발확률을 고려
하여 정해진 일정한 징벌승수를 곱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징벌승수의 추정치는 위반행위별로 경제적으
로 산출된 적발확률에 반비례한 수치로 정하는데, 위반행위별 적
발확률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주어진 법적 재재수단을 가지고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가하면
서 부당공동행위의 발생빈도와 정도의 추이를 감안하여 손해액을
기초로 하되 징벌승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기본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의 내
용 및 정도라는 객관적 기준, 즉 사회적 피해기준을 출발점으로
설정하여 위반행위의 효율적인 억제의 필요에 맞게 설계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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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그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
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반행위의 결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액과
균형을 이루도록 과징금의 액수를 조정하여야 위반행위를 억제하
는 제도적 목적이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
는 것은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등에서는 손해액 산정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법 집행상
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 문제는 그리 큰 걸림돌
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영향
을 받은 원고의 실제상황과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처하였
을 가상적 상황 간의 차이로 측정된다. 원고가 처하였을 가상적
상황이란 원고의 실제상황과 불법행위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
일한 상황을 말한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가상적 상황
이 어떠할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여야 한다. 담합의 경우, 구매자가
입은 손해액은 담합으로 인해 더 지불하게 된 금액인 바 이를 산
정하려면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but for price)’을 추정한 뒤,
이 가상적 경쟁가격과 원고가 실제 지불한 가격 간의 차이, 즉 담
합에 의한 부당이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손해액에 근사
하는 추정치를 얻으려면 구체적인 원가관련 회계자료 분석이나
정치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담합이 없었
을 경우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려면 원가요인, 수요조건, 경
쟁사들의 전략적 행동, 생산능력, 기업특정적 효과, 시간특정적 효
과 및 시장특성 등을 반영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정은 고도의 경제학적․계량경제학적 지식이 요구되어 실질적
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혹은 외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이 활성화되
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회복하고 과징금
은 행정제재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부당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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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인상과 생산량 감축효과, 이른 바 사장
된 후생 순손실 부분, 정부가 담합행위를 적발, 감시하고 집행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비용 등이 과징금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 조달경매의 경우는 이미 지출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다. 때문에 가격인상에
의한 수요감소 및 사중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추정이 보다 용이하다. 손해배상 소송이 활성화되기까지 한시적
으로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완전하게 환수하기 위하여 공정
거래 당국은 원가회계 분석능력의 제고와 담합감지 및 피해액 추
정에 관한 다양한 선진화된 통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피해액이 정확히 추정되고 이 추정된 피해액에 기초하
여 과징금이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부과된다면 공정거래 당국은
기업들이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 집행의 일관성,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향후 시정조치 선확정 요건 폐지, 법원의 손해액 인정, 감면
제도(leniency program) 강화 및 포상금제도 도입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일
반적인 억제효과나 징벌효과는 과징금 부과(벌금과의 연계 혹은 통
합한 금전적 제재)를 통한 행정적 제재로 확보하고, 사소제도를 통

한 피해의 구제는 과실책임에 따른 실손전보 또는 1배 배상
(equitable damage)이나 경성 부당공동행위(hardcore cartel)에 한하여

1.2～1.5배의 징벌적 배상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크지만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손
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자료의 적극적인 공개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부당한 공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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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기대이익과 기대손실 계산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경쟁
당국은 담합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규제 강도를 적
절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경쟁법을 집행하는 경쟁당국, 담합에 대한 피
규제 대상인 기업, 잠재적 피해자인 소비자와 정부, 원피고 소송
대리인 및 법적으로 최종판단을 하는 판사에게 법적 분쟁 시 참
조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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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입찰담합 관련 손해액 추정 연구 및 판례
가격인상률(%)
담합유형, 지역, 기간

분석방법

출처
평균

최고

플로리다주 도로공사 경매 (1783 계량모형; 평균 입찰기
건의 계약), 1981～1986; 유죄판 업수 5, 최대 입찰기업 8～10 34～45
결에 대한 언급이 없음.
수 19

Gupta
(2001)

학교 체육관 접이식 의자 입찰담
합, 1954. 4～1960년 초; 1960년
기준가격: 1954. 1~3.
초 법무부와 동의명령; 비용변화
에 대한 회귀분석상의 통제

40.9

-

Erickson
(1976)

위와 동일

기준가격: 1959. 4～6

36.6

-

Erickson
(1976)

위와 동일

기준가격:
1960. 9～1961. 3

30.4

-

Erickson
(1976)

미국 북부지역의 주정부 및 지
역정부에 공급되는 암염 입찰담
합; 1930년대 초에 시작됐고,
1948 ～1949년에 반복됨; 유죄
판결

But-for price는 1961
～1963 평균가격, 회귀
분석상의 비용변화에
대한 통제 포함

60

66

Erickson
(1976)

1948～1950. 3의 기준
미국 중서부 지역의 공공건물
가격과 담합기간의 가
건설업자들에게 공급되는 구조
격 비교; 최고가격은
철골시장의 입찰담합과 시장분
1961～1962 기간에 관
할; 195 0. 3 ～1962. 8; 유죄판결
할됨.

9.0

27.9

Erickson
(1976)

0

17.3

Erickson
(1976)

위와 동일

공모가격과 기준가격
(1962. 9～1963. 12) 비
교; 최고가격은 1961～
1962 기간에 관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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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률(%)
담합유형, 지역, 기간

분석방법

출처
평균

최고

담합기간 중 낙찰가와
기준가격의 비교; 기준
가격은 인근 6 개 주의
평균 낙찰가임.

71

71

Funderburk
(1974)

Ke ntucky주의 Boone, Kenton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
및 Campbell군의 학교 우유급
은 인근 군의 평균 낙
식시장에서의 입찰담합, 1984
찰가가 기준가격이 됨.
～1 988

13

21

Lanzillotti
(1996)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
Florida주의 Dade 와 Broward
은 1986～1989 기간의
군들의 학교 우유급식시장에서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의 입찰담합, 1979～1985
임.

13

16

Lanzillotti
(1996)

Florida주의 다른 3개 군들의 기준가격은 입찰담합
학교 우유 공급업체들에 대한 이 없었던 1986～1989
입찰담합, 1979～1985
기간의 평균 낙찰가

2.6

7.5

Lanzillotti
(1996)

Ke ntucky주 Danville군의 학교 기준가격은 동일 지역
우유급식시장에서의 입찰담합, 내의 주정부기관의 낙
찰가
1983 ～1988

49

59

Lanzillotti
(1996)

Ke ntucky주 Owensboro군의 기준가격은 동일 지역
학교 우유급식시장에서의 입찰 내의 주정부 기관의 낙
담합, 1984 ～1988
찰가

12 6

280

Lanzillotti
(1996)

Ke ntucky주 학교 우유급식시장 지리적인 표준가격이
의 경성 입찰담합, 1981～198 8 기준가격으로 설정

25

35

Lanzillotti
(1996)

미국 남부지역의 학교 우유급식
시장 입찰담합사례의 요약,
다양한 손해액 추정방 15~
1979 ～1988, 109건의 소송건수
법이 사용됨.
20
중 법적 소송과 합의를 위해 준
비된 손해액 추정치들

-

Lanzillotti
(1996)

Texas주 Dallas-Fort Worth
학교 우유급식시장에서의 입찰
낙찰가를
담합, 9 개 우유 공급업체들이
로 활용
민사 소송과정에서 주정부에 손
해배상을 하고 합의 종료됨.

-

Lee
(1999)

Oklahoma주 고속도로 액화
아스팔트 8개 공급업자들의 입
찰담합, 1954～196 8, 배심원 심
리에 의한 유죄판결

기준가격으 5 .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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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률(%)
담합유형, 지역, 기간

분석방법

출처
평균

Penn-sylvania주와 Virginia주
서부와 남부 접경 주의 철로, 지하
수로, 배수, 하수도 시설에 사용된
주철관 납품시장에서의 입찰담
합, 1895～1896, 유죄판결; 판사
Taft는 16 ″주철관의 경우 톤당
13달러 그리고 30～36 ″주철관
의 경우 톤당 15달러가 적정이윤
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결론을 내
림. (Case A)

최고

39

-

Posner
(19 75,
2001),
U.S. v.
A ddyston
Pipe

재판기록: 톤당 23 .4달
New England주 18 95년 12월 러의 초과이윤을 누림.
512개 20″주철관 입찰경쟁에서 가격인상분은 담합기업
의 담합
간에 분배됨. 담합 가격
은 15.4달러임.

5 2.0

-

U.S. v.
A ddyston
Pipe

낙찰가: 톤당 24달러,
Missouri주 St. Louis시의 주철
가격인상분: 톤당 6.5달
관담합사례
러

3 7.1

-

U.S. v.
A ddyston
Pipe

but-for price가 톤당 17
～18달러일 때 톤당 6.5 36～38
달러 가격인상

-

U.S. v.
A ddyston
Pipe

톤당 7.1달러 가격인상;
1895년 Georgia주 Atlanta시의
합리적 이윤 기준으로
주철관 담합사례, 주철관 사이즈
47～55
톤당
1 3～15달러가
및 낙찰가는 언급이 안 됨.
but-for price임.

-

U.S. v.
A ddyston
Pipe

One of the episodes in (Case
A); average bonus of $3.63 합리적인 이윤기준하에
20～21
made by cartel from 6/1/1895 서의 가격인상분
to 12/31/1895

-

U.S. v.
A ddyston
Pipe

공급효과를 통제한 후
미국 산림청에 의해 실시된 108 담합효과를 추정한 계
건의 수목경매에서의 담합, 197 량경제 모형; 경쟁적인
5～1981
시장가격 대비 평균낙
찰가 비교

-

Baldwin
et al.
(1997)

(Case A)와 동일

시기, 도시, 추정방법은
설명이 안 됨. 판사의 합
리적인 적정이윤 기준
이 기준가격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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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가격인상률(%)
담합유형, 지역, 기간

분석방법

출처
평균

최고

3개 우유 공급업체들에 의한 계량모형에 기초한 경
Ohio주 Cincinnati에서의 입찰 쟁적인 가격대비 평균
담합, 1980 ～1990; 유죄판결
낙찰가 비교

6.5

11.3

한국 관급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 계량경제 모형에 기초
합, 1995. 1～1998. 6까지의 100억 하여 예측접근법을 통
원 이상 규모의 입찰경매 대상
한 손해액 추정

1 5.5

Le e and
Hahn
(2002)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의 하수도 City Project No. 67에
건설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 관한 직접적인 법원 진 18+
술 증거에 기초
1985 ～-1988

Howard
and
Kaserman
(1989)

－

Porter
and Zona
(1999, 2004)

위와 동일

6개의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한 세 개의 통계 추
27～41
정방법 사용 (비율, 더미
변수 및 예측접근방법)

Howard
and
Kaserman
(1989)

위와 동일

Project No. 67에 적용
한 계량경제모형에 기 25～47
초함.

Howard
and
Kaserman
(1989)

North Carolina주와 South
North Carolina 가격자
Dakota주의 2,014개 고속도로
료를 이용한 계량경제
건설공사에서의 입찰담합, 1975
모형에 기초하여 산정
～1 982

위와 동일

계량경제 모형에 기초
한 South Dakota주의
경매 가격 활용

미국 국방부 냉동 수산물 입찰경 비담합기간의 가격을
쟁에서의 담합, 1981～198 9. 9; 기준가격으로 계량경제
5개 회사 유죄판결
모형을 통한 추정

18

6.5

-

Werden
(2003);
Brannman
and
Klein
(1992)
Werden
(2003);
Brannman
and Klein
(1992)
Froeb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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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률(%)
담합유형, 지역, 기간

분석방법

출처
평균

최고

위와 동일, for 11/8 6-7 /88
Period A
(103 bids)

30

-

위와 동일, for 6/84-11/86 (74
Period B
bids)

23

-

위와 동일, for 9/88-9/89 (44
Period C
bids)

23

-

미국 전기 장비산업에서의 입찰
담합으로 미국에서 관련 매출액
(14.7billion) 기준으로 사상 최
대 규모; 1950. 3～1960 . 12,
29개 기업의 유죄판결, 벌금
200만 달러, 2000건의 삼배배
상 소송과 4 억 달러의 합의금에
이름. (Case B)

미 의회의 합동위원회
의 5년간 조사결과; 가
격담합 시기 이전의 가
격으로부터 전제품에 9～10
있어서 지속적인 평균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
가

상기 (Case B)와 동일; FTC직
원들에 의해 가장 폭넓게 인용
된 사례로서 20개의 제품 중 주
여 부품이 모두 입찰경쟁에서
담합이 이루어짐. 저자들은 담
합기간을 세 기간으로 분류
(1950～1954, 1955, 및 1956～
1959 )

1950～1970 기간 동안
매년 553 관측치, 70개
기업의 서베이로 얻은
데이터를 적용한 계량
경제 모형으로 추정;
1950～1954 기간 동안
가격인상분 추정

(Case B)와 동일

위와 동일, 1955년의
“White Sale”이라 불리
는 일시적인 기간을 제
외한 기간의 피해액 추
정

(Case B)와 동일

위와 동일,
1956～1959의 마지막
담합 에피소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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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Carlton
and
Perloff
(1990),
U.S.
Congress
(1965)

-

Carlton
and Perloff
(1990),
Lean
et al.
(1985)

2.8

Carlton
and Perloff
(1990),
Lean
et al.
(1985)

3.7

Carlton
and Perloff
(1990),
Lean
et al.
(1985)

-

가격인상률(%)
담합유형, 지역, 기간

분석방법

출처
평균

최고

(Case B)와 동일, 증기터번 발
전기를 제외한 품목들의 입찰담
합 1950～1960; 1,912건의 3배
배상 소송에 관련된 164명의
원고들의 협의체인 반독점 조사
그룹에서 일하던 두 명의 경제
학자에 이해 추정된 손해액임.

기준가격은
1948,
1950, 1955, 1961년도
의 비담합기간의 낙찰 10～11
가를 but-for-price로
설정

-

Bane
(1973)

덴마크에서 발생한 Ready-mix
콘크리트 입찰담합 1994. 1～
1996 . 1; 18개 공사현장에서 수
개의 등급별 콘크리트 낙찰가를
사용

새로운 정부 가격고시
가 발표되기 3 개월 전
의 가격대비 평균낙찰
가와의 비교

19

25

Albaek
et al.
(1997)

뉴욕시의 1988년 산 Chevrolet
Capric e 중고 경찰차의 영국식
구두경매에서의 입찰담합 1990.
1～1991. 5; 13건의 경매에서 3
건의 경매에서 담합이 이루어졌
다고 함. 민사소송으로 합의 종
결됨.

Howard
and
Kase rm an( 19 8 9 )의
비율접근방법 통계분
석; 세 개의 경매 평균
가격 사용

1 7.1

22.4

Nelson
(1993)

위와 동일

Kase rm an( 19 8 9 )의
더비변수 모형;

1 6.6

21.4

Nelson
(1993)

계량경제모형을 사용
Washington, DC의 680개의 한 피해액 추정. 추정
개인주택의 공공경매에서의 입 모형은 복잡한 이윤배
찰담합 1967. 1～1990. 8
분 및 시스템을 반영
함.

3 2.5

1 46+

Kwoka
(1997)

영국의 전기 장비산업(특히 발
전기 제품)에서의 입찰담합으로
1960～1970의 평균가
1956 년 반독점금지법 공포 이
격이 기준가격으로 활
전 및 이후 영국 제조업체의 40
용
개 카르텔에 대한 집중적인 조
사가 이루어짐.

25

-

Swann
et al.
(1974)

캐나다 경쟁당국에 의해 밝혀진
캐나다 경쟁당국의 조
산림해충제 업종에서의 입찰담
사 자료에 기초함.
합 1991 ～1992

65

-

Conno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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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률(%)
담합유형, 지역, 기간

분석방법

출처
평균

최고

미국의 순회 항소법원
이집트에 건설된 USAID 폐수
은 USAID에 손해배상
처리장 입찰경쟁에서의 국제담
을 하도록 판결; 정상 33～38
합 카르텔 사례임; 미국 법정에
이윤 이상의 가격인상
서 유죄로 판결됨.
분을 손해액으로 추정

-

Connor
(2003),
OECD
(2003)

캐나다의 산업용 압축가스 시장 담합시기 이후의 인하
에서의 입찰담합 198 9. 6～ 된 가격을 기준가격으
1990 . 5; 벌금형 부과
로 설정

21

-

Connor
(2003)

노르웨이 관급공사 시장에서의
노르웨이 경쟁당국에
국제 입찰담합 카르텔 1994～
의한 손해액 추정치
2000 ; 경쟁당국 조사 중

37

-

Connor
(2003)

네덜란드 관급공사 시장에서의
국제 입찰담합; 의회 조사위원
네덜란드 정부는 회사
회에서 밝혀짐, 2002～2003; 네
의 내부 서류를 기초자
덜란드 경쟁당국은 2003～2005
료로 피해액 추정
년 가간 동안 300개 이상의 기
업에 상당한 벌금 부과

8.8

-

Connor
(2003)

-

Connor
(2003),
OECD
(2003)

-

OECD
(2003),
Gommesen
(2003)

-

Duggan
and
Narasimhanm
(1981)

노르웨이 전기 장비산업에서의
노르웨이 경쟁당국 리
국제입찰담합 1990～1997, 노
포트
르웨이 정부에 의한 벌금 부과

9

1990 년대 말 덴마크에서 발생
한 260 전기 설비업체들의 입 OECD에 덴마크 정부
20～30
찰담합, 덴마크 법원의 유죄판 보고서
결과 벌금 부과

미국의 티타늄 금속 조달경매에 전문가 증언용으로 시
서의 담합 19 70～1976; 유죄 계열 계량경제모형을
판결(U.S. v. RMI Co., 1978) 토대로 피해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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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격인상률(%)
담합유형, 지역, 기간

분석방법

출처
평균

미국의 콘크리트관 입찰경쟁에
더미변수접근법을 이
서의 담합 1968. 2～1973. 12
용한 계량경제학적 피
(New Mexico v. American
해액 추정
Pipe and Construction)

1 5.5

일본 법원 결정: 낙찰
기업의 총이윤이 매출
1982 년 일본 Matsuyama시의
액의 31%에 달함. 정
부엌시설공사에서의 입찰담합;
23～37
상이윤으로 매출액의
유죄판결
4～12%를 공제하여
피해액 추정
정부의 사전 공사비용
한국의 서해안 고속도로 관급공
에 기초한 가격추정치
사 시장에서 입찰담합 1998～
9.1～
로부터 3개의 ** 담합
1999 ; 벌금부과 및 임직원 실형
1 7.3
낙찰가와의 평균편차를
선고
활용하여 피해액 추정
미국 담뱃잎 입찰 경매시장에서
의 담합 19 96～2001; 400,000
명의 담뱃잎 재배자들에 의해
집단소송이 제기됨: 민사소송에
서 일부 합의가 이루어짐.

표준 시장비 교방 법에
기초하여 최소 합의금
으로 14억 달러로 추정 9.0+
됨. 총 매출액은 155억
달러에 이름.

실질낙찰가를 일본공
일본 관급공사시장에서 발생한
정취인위원회의 조사
21건의 입찰담합 사례에 대한
이후 하락된 가격과의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의 서베이
차이를 이용한 피해액
보고자료
추정
원고의 계량경제학적
미국 Colorado주 Greeley 지
분석방법을 이용한 피
역에서의 도로건설공사 시장에
해액 추정되는 법정에
서의 입찰담합
서 유효 증거물로 채택

1 8.6

1 0.6

최고

-

Finkelstein
and
Levenbach
(1983)
Parker
(1972)

-

McMillan
(1991),
Kensetsugyo
Dokukin
Mondai
Kenkyukai
(1984)

-

KFTC
report to
OECD
(2001)

-

Connor
(2003),
Legal
Time s
(2004)

-

Kishi(2 004),
JFTC (2004);
Jiji wire
service
3/9/04

-

State of
Colorado v.
Goodell
Brothers
(1987)

자료: Corno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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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Collusion

In Kwon Lee

Bid rigging cases have traditionally involved a large share of
criminal cases filed by the antitrust agencies across the
countries. Bid riggings are naked restraints of trade and perse
illegal in violation of section one of Sherman Act. There were
many indictments of firms in construction industry, school milk
industry, electrical equipment industry, real estate, antiques and
other auction markets. In spite of this trend, the empirical
literature on collusion in auctions is not fully developed. This
study shows how to systematically and statistically detect the
presence of collusive bidding behavior in auctions and properly
estimate damages to consumers or taxpayers. The antitrust
agency can not easily obtain the solid evidence of bid rigging
such as wiretaps, witness of whistle blowers, and so forth.
Therefore, the detection of bid rigging is not an easy task. The
antitrust agency needs to distinguish between collusive behavior
and noncooperative behavior, both of which lead to su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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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 profits since some statistical indicators generally
associated with collusion may arise in an equilibrium of noncooperative game. The appropriate methods for the detection of
explicit bid rigging and noncooperative tacit collusion require the
detailed statistical analyses of strategic behaviors and market
environments in addition to simple regression-based analysis.
This paper illustrates the effects of limits of current legal
enforcement in relation with collusion inference at the levels of
Fair Trade Commission and Courts. This research strongly
suggest that competition agency delete the unfair collusion
inference code of Antitrust Law and adopt the actual inference
based on solid circumstantial evidence. And Also, It provides
that reasonable approach for the relevant refusal of collusion
inference.
The accurate assessment of damages is a key issue in
litigation involving a bid rigging. The assessment of damages is
often a principal issue in litigation because the interests of
plaintiff and defendant directly conflict. Primary objective of
the plaintiff is usually to collect as much as possible and that of
the dependant is to pay as little as possible. In order to recover
antitrust damages, the plaintiff in a bid rigging case must be
able to prove the amount of the price change suffered as a
result of a conspiracy. Even if the proof of damages is obviously
critical to plaintiffs and defendants alike, there are very few
empirical studies on this subject. Three alternative techniques
can be successfully used for preparing damage cases. The first
is cost method approach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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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bid and professional’s estimates of competitive bid on
the basis of sketch cost data. The second is dummy variable
approach estimating over the pooled sample of rigged and
unrigged contracts with a dummy variable which is equal to
one if the job is rigged and equal to zero if it is unrigged. The
third is a forecasting approach using only unrigged bids as a
control group to estimate the model and then plugging the data
points for each rigged bid into estimated model.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estimates are poor substitutes for
estimates based on reliable cost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regulation change on the formation of cartel,
antitrust damage suit, and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
This study sugg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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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restrictively in hard-core cartels.
Author hopes that this study may be a practical guidance to
competition agency, consumers and government, lawyers, firms,
and judges in regard with antitrust collusion cases and antitrust
damage 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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