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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이나 준사법적 성격으로 인하여 ｢행정조사기
본법｣과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특징을 가진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상의
조사는 일반적인 행정조사 중에서도 특히 주로 법위반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행되는 절차로서 그 과정에서 실력행사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고, 조사결과 그 조사인에 대
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부과로 이어지는 데 반하여 법위반혐의자의 권리보장 수준은 상당
․
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비록 독점규제법 제50조의2에서 조사공무원에게 필요최소한의
범
위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
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건조사절차 시스템은 미흡하다. 즉 사실상 강제조사에 준
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영장주의에 대응하는 견제장치
나 피조사인의 변호인 조력권 등 불비 되어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시급
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EU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관련 사건처
리절차가 이원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식은 각 나라마다 다르더라도 임의적 조사와
강제적 조사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각 나라마다 강제조사는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충
분히 인정하고, 임의조사는 그렇지 않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의 사건조사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 내
세무조사제도도 중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 개선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독점규제
법상의 조사제도와 세무조사는 모두 국가기관과 수범자인 기업 등 당사자 간에 정보의 비
대칭성에 따른 긴장관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로 수범자의 권익 보호를 위
한 측면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간접 강제력을 지닌 임의 조사로
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해외 입법례와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와
의 비교를 통하여 ① 피조사인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방어권에 대한 명시화(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② 법령 이상 수준에서 규정하여야 할 규칙 조항들의 내
용(조사 개시 및 심사의 개시일 등 기간, 진술조서 등), ③ 자료 또는 물건의 영치의 통제
를 위한 법령 명시화 문안(독점규제법 시행령 이상에서 영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
여 영치로 인한 피조사인과 위원회 간 마찰을 최소화)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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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이다. 하지만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의 집행절차는 이른바 준사법적(quisi-judicial procedure) 성격
을 가지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1)과 ｢행정절차법｣2)의 적
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특징을 가진다. ‘준사법적’이 의미하는 바는 법위반혐의가 있다고 판
단하여 심사관이 소추한 사건에 대하여 피심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위원들은 판사와 같
은 입장에서 사실을 판단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결정한다는 의미이다.3) 이러한 권한의 행
사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추구하여야 하므로 독점규제법의 집행절차 - 사건조사(심
사), 심의, 의결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행정절차임에도 사법절차와 일정 부분 유사성을 지
니게 된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건조사 및 심사과정에 있어 수사절차상 검찰에게 부여
되는 수사권 유사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하여 법위반혐의자의 권리보장 수준
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즉 실질적으로 간접적 강제력이 있는 수단을 통하여 강제
조사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임의조사라는 이유로 피조사인에 대
한 절차적 방어권은 부실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비판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이 ‘임의성’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전제되어 있는바, 이를 근거로 빈약한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용인하였던 법체계가 사실상 강제조사권 유사로 수행됨으로써 균형
성･형평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방어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급격한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시장상황의 급변 및 실제 공정거래 사건
의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증거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들어 사건조사절차에 있
어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에 난색을 표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도와 같이 기업에게 유사한 부담을 부과하는 조사제도로
대표적인 비교 대상이 되는 제도는 세법상의 “세무조사”제도가 있다. 우선 그 조사대상의
성격이 전문기술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제도와 유사하다고 인식된다. 물론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7호.
2)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6호.
3) 조성국, 독점규제법 집행론, 경인문화사, 2010년,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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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분류가 나누어지게 된다.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세
와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특히 법인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세무조사제도 전반에 관한 내
용은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와 유사한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도와 법형식상
거의 동일한 기본 구조이다.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자료 조사와 현장 조사는 물론, 조
사 과정에서의 자료 등에 대한 영치가 가능하다는 점, 조사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 과태
료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수단 등이 유사한 법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행정조사인 점과 더불어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독점규제법상의 위반사항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과세관청에서 조세범칙행위 등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동일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제2장에서 ｢독점규제법｣, ｢동법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정거
래위원회의 사건조사 절차 및 권한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형사조사절차와 견주어 미흡하
다고 평가받는 해당 방어권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을 통해서는 미국, 일
본, EU의 공정거래 관련 사건조사 시스템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현 공정
거래위원회 사건조사 절차 및 권한에 대한 개선 모델로서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를 개관
하여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평하고 효율
적인 제도 시스템 내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 절차에 있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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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출처: 홍대식,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처리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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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1) 신고 및 직권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인지 또는 제3자의 신고4)를 통해 착
수하게 된다.5) 이때 조사라 함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구체적 법위반 사실의 단서를
접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심의 및 의결절차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하기까지의 심사 및 검토과정을 의미한다.6) 일반적으로 신고로 인한 사건조사가 대부분
으로 이러한 제3자의 신고는 독점규제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 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에 불과할 뿐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해줄 것
을 청구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7)
<그림 2>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접수 추이

출처: 201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4) 독점거래법 시행령 제54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단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서의 경우 익명으로 가능함(별지 제1호 서식)
5) 독점규제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6) 이기수, 유진희, ｢경제법｣, 세창출판사(제8판), 357면.
7) 권오승, ｢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 (2012), 5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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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직권으로 혐의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인터넷을 통
한 신고는 포함,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
한 제보 등은 제외) 심사관으로 하여금 정식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사실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신고의 경우 조사 및 사전심사 여부를 소속 직원을 거
치지 않고 반드시 심사관 소속 각 과장 또는 팀장이 직접 결정하여 하며, 신고사실이 심사
불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8) 사전심사 결과 심사불개
시 결정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인 등 또는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청구하
여야 하며,9) 심사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심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0) 이
에 대해 사전심사 착수 시 피조사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조사인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요청 당시 이것이 단순한 정보 수집 목적인지 아니면
사전심사의 일부인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11)
한편, 사전심사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사
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증거 조작 및 인멸의 위험이 커진다는 반론도 제시되고 있다.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본조사 단계에 착수하기 이전, 해당 사건의 위법성 유무 및 정도를
가늠하는 사전조사 단계까지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게 된다면, 이는 사건조사의 효
율성에 대해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사전조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사전조사에서의 통지 不在가 피조사인의
방어권에 대한 침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균형을 이룰 필요성이 요청된다.
8) 신고의 효력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 제공에 불과하다는 것일 일반적
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판례(대판 2000. 4. 11,
98두5682) 한편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한 거래거절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내린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이나 증거판단
에 따른 자의적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음(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황태희, “독점규
제법 집행시스템의 개선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23호, 한국법학원, 2011, 189면.
9)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2항.
10) 사건절차규칙 제11조 제4항.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
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
에 조사 진행 상황을 신고인 및 피조사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절차규칙 제11조 제5항.
11)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는 사실상 조사단계와 다를 바 없음에도 내부적으로 사건심사 착수보고 시점
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외부적으로 피조사인인 사업자의 영업환경에 영향을 줄 만큼 절차가 진행되었
음에도 상당 기간 단순히 내부절차로만 인식된다는 비판. 형식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와 견줄
수 있는 검찰 수사의 내사 단계의 경우 사건인지로 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정식절차로 이행된다는 점
을 참조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로는 홍대식,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처리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시리즈6,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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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심사 기간
사전심사의 기간은 신고사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사실관계가 복
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이며,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 완료일 또는 요구
자료 제출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이 기간 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2)

2.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조사권한
(1) 조사권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심사 착수 후 조사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
황에 관한 보고나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
할 수 있는 권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그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
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권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
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13) 이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사에 있어 출석요구권을 행사
하기 위해서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불응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
내용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받아야 한다.14)
당사자 등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진술자
의 성명,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
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5)
12) 사건절차규칙 제11조.
13) 독점규제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
14) 사건절차규칙 제14조.
15) 사건절차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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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은 사건명, 보고 또는 제출할 일시와 장소, 보고
또는 제출할 자료 및 물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6) 단,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구
두로 할 수 있으며,17) 현장조사 시의 자료제출 명령 또는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18)
영치의 경우도 사건명, 영치물의 내역, 영치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영치조서의 교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만, 영치물에 대하여 가환부할 수 있는 청
구권만이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부여되고 있을 뿐 그 영치기간의 제한 없이 오로지 공정
거래위원회의 영치 불요 판단에 따라 반환만이 가능한 상황이다.19) 또한 감정인과 관련하
여서도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사건명,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허위감정시의 법률상의 제재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통해 지정 및 감정위촉을 하여
야 한다.20)

(2) 조사 거부 시 제재사항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조사는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조사이다. 그러므로 조사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
우에 조사대상자 개인의 체포･구금, 조사대상 사무소의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는 불가
능하다.21)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출석요구, 보고 또는 자료나 문서의 제출명
령 등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거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
하는 조사에 대하여 자료의 은폐･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22) 나아가 위원회 소속 공무원
이 행하는 조사를 단순히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23)
16) 사건절차규칙 제16조.
17)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18)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19) 사건절차규칙 제17조.
20) 사건절차규칙 제18조.
21) 이호영, 앞의 책, 442면.
22) 독점규제법 제69조의2 제1항.
23) 독점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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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
권한

당사자
(이해관계인)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조사

내용

위반 시

당사자(이해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
지 아니한 자: 법인은 1억 원
이사, 임원 및 종업원은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 현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
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
상자료 등 조사
￮ 현장에서 당사자(이해관
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
술 청취

자료제출 및
영치

감정

￮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
물건의 제출요구 및 영치

적용조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
지 아니한 자: 법인은 1억 원
이사, 임원 및 종업원은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현장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
￭ 현장조사 시 자료의 은닉･
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
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인은 2억 원 이하,
임원 및 종업원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현장조사 시 증가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
제출
요구 및 영치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
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
나 물건을 제출한 자: 법인
은 1억 원 이하, 임원 및 종
업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
태료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허위의 감정을 한 자: 1억 원
이하의 벌금

►독점규제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69조의2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사건절차규칙 제14조,
제15조
►독점규제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69조의2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사건절차규칙 제14조,
제15조

►독점규제법 제50조
제2항･제4항, 제66조, 제
69조의2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사건절차규칙 제19조

►독점규제법 제50조 제1항･
제3항, 제69조의2
►동법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56조 제2항
►사건절차규칙 제16조,
제17조
►독점규제법 제50조 제1항,
제68조 제5호
►동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사건절차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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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간접적 강제성과 피조사인의 방어권
(1) 피조사인의 방어권 강화 필요성
공정거래법상의 조사는 일반적인 행정조사 중에서도 특히 주로 법위반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절차로서 그 과정에서 실력행사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고, 조사결
과 그 조사인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부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24) 비록 독
점규제법 제50조의2에서 조사공무원에게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
건조사 절차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즉 과태료 등의 간접적 강제력을 지닌 공정거
래위원회의 조사가 임의조사성을 벗어나 남용되는 위험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
원회의 조사는 사실상 강제조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영장주의에 대응하는 견제장치나 피조사인의 변호인 조력권 등 불비 되어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2년 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결과의 내용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25)
<그림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관한 기업애로-피조사기업의 애로 정도와 조사기간

<피조사기업의 애로 정도>

<조사기간에 대한 피조사기업의 의견>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201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조사로 인한 기업애로와 정책과제
** 조사대상: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230개 기업

24) 강수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행사와 형사절차상 원칙과의 관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7호,
검찰청, 2012, 5면.
25) 대한상공회의소, 공정위 기업조사로 인한 기업애로와 정책과제 보도자료,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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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9.6%가
‘애로가 컸다’, 75.2%가 ‘애로가 다소 있었다’로 84.8%가 조사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 ‘업무차질’(70.4%),
‘법률자문비용 등 조사대응비용’(57.6%), ‘임직원의 스트레스’(56.8%), ‘기업이미지 하
락’(37.6%), ‘회사기밀 유출’(20.0%) 등이 복수응답 되었으며,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80.7%가 ‘자료의 분량이 부담스럽다’(‘자료의 분량이 부담스럽지 않다’ 19.3%),
75.8%는 ‘찾기 어려운 자료나 회사 기밀을 제출해야 하는 등 자료의 내용이 부담스럽다’
(‘자료의 내용이 부담스럽지 않다’ 24.2%)’고 답하여 상당수 기업들이 조사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9.5개월, 대기업은 5.6개
월, 중소기업은 11.9개월로 기업규모별 차이가 있었으며, 응답기업의 73.2%가 ‘조사기간이
길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 시 피조사인에게 부과
하는 과태료에 대해 응답기업의 56.0%는 ‘과태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금액이 과도하다’
는 입장을 보였으며 32.0%는 ‘기업사정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협조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과태료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답하였다. 한편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
사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으로 ‘피조사기업의 항변권 보장’(36.0%), ‘요구자료, 공정위 조
사협조요청사항 등의 명확화’(28.8%), ‘조사결과 확정 전까지 언론노출 봉쇄(26.4%)’, ‘조사
기간 제한’(8.8%) 등을 요청하였다. 설문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는 사실상 강제조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영장
주의에 대응하는 견제장치나 피조사인의 변호인 조력권 등 불비 되어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그림 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관한 기업애로-과태료와 조사 관련 개선과제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 시 과태료에 대한 의견>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개선과제>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201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조사로 인한 기업애로와 정책과제
** 조사대상: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230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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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조사 기간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은 상당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독점규제법 제49조 제4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
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
다.26)27) 하지만 본 규정은 사건조사 기간의 제한이라기보다 법위반행위로부터 오랜 시간
이 흐른 후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새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
일 뿐이다.28)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은 3개월의 수사기간 제한을 통하여 수사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있다.29) 경제적 분석이 요청되는 복잡한 사안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
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 기간을 3개월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 시 피조사인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
사할 수 없다. 단지 심의절차에 대하여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사건
절차규칙 제36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영치, 현장조사, 출석 요구 등은
검찰 수사권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할 뿐만 아니라 피조사인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에
게 이익이 되는 증거를 수집･제출･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불이익을 당할 위
험이 높다.30) 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2월부터 피조사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조사인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31) 피조사인의
26) 종래 5년 제척기간이 운영되어졌으나 최근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필요성에 따라 개정되었음,
정호열, 경제법, 박영사, 2013, 508면.
27) EU는 경쟁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소멸되지만, 위반행
위에 대한 조사 또는 소추를 개시하면 그 진행이 중단된다.(Regulation(EC) No 1/2003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 Art 25.3), 미국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 후 4년 이내에 법원에 소추를 하여야 한다.(Clayton Act
sec.4b): 이순미, “공정거래법 집행의 선진화”, 2007 워크샾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07, 46~47면.
28) 성승제, 공정거래법 집행구조상 심결제도 개선방안 연구(현안분석 2014-01), 한국법제연구원, 2014, 40면.
29)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
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0) 권병철,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처리절차의 단계별 개선과제”, 2009년 기업정책 이슈 시리즈 4, 전국경제
인연합회, 2009, 26면.
31)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조사업체의 권리’ 고지는 당일 조사공문과 함께 첨부 문서를 제시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
으로 시행하는바 기업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실질적 권리보호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됨. 고지 내용은 ‘조사공문을 확인하고 공문에 적시된 내용의 조사가 아닌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투명･신속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9.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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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위하여서는 변호사의 참여권을 명문상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조사단계에서 변호사와 피조사인 간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법률적 조언
을 주고받은 경우 변호인의 특권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법위반사항에 대한 증거로 사
용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32)
EU의 경우 조사현장에서 피조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판례를 통하여 피조사인이
전문가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특히 실무상으로도 EU 위원회는 조사 착수
전 현장에 변호사가 도착하기까지의 대기시간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기시간은 조사가 특
별히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재량으로 부여하고 있다.33)

(4) 영치권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단계에서 영치권(領置權)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영치
의 개념은 정의되어 있지 않는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34) 압류, 제
출명령과 함께 압수의 일종인 영치는 점유취득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으나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수단의 성격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영치한 후의 법률효
과는 압수와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다.35) 즉 일단 영치된 이후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 사유
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출자가 임의로 점유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36)
특히 영치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치권 행사에 있어 제출자
의 임의성 판단여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과정에 있어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
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
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법문상 ‘영치’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37) 하지만 해당
조사권한이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38)인 바
32) 권오승, 앞의 책, 568면.
33) 황태희, “EU위원회의 조사권한과 당사자의 방어권”, 법제연구 제33호, 한국법제연구원, 2008, 250~251면.
34) 형사소송법 제108조 및 제218조.
35)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7, 283면.
36)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19조.
37) 독점규제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
38) 독점규제법 제5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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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이 일정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점유를 수반하는 것은 당연한 만큼 영치에 있어 ‘임의성’ 판단은 모호하다. 다른 일반적인
조사권한에 비하여 강제조사로서의 법적성격이 강한 영치권 행사에 있어 피조사인의 재산
권 보호 등을 위한 신속하고 간략한 권리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진술거부권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및 현장조사 시
지정된 장소에서 이들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피조사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독점규제법 제69조의2에서 출석 불응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만으로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행정편의적이라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피조사
인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부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과의 연관성도
상당하다. 형사절차의 경우 공판 중에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뿐만
아니라,39)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등에 대한 고지 후 이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40)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피조사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함으로써
피조사인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모두 ‘실질적 형사절차’로 간주하여 진술거부권을 전면적으로 인
정하는 것은 독립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 처벌보다는 시정과 원상회복, 손해의 보
전을 본질로 경쟁 촉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41) 물론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내용 가운데 어느 사
항이 형사책임과 연관될 수 있을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항별 부분적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함으로써
조사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송 발생을
피하고, 피조사인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39)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40)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41) 강수진, 앞의 논문,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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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현장조사 관련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시 관계인에게 공무원증과 함께 조사기간, 조사대상업체, 조사
근거,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등의 법률상의 제재내용을 기재한 공문서를 제
시하여야 한다.42) 그러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공문서의 구체성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즉 조사기간의 경우 ‘필요한 경우 연장가능’ 문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의적인 조
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는 등 조사범위와 대상이 포괄적이고 그 목적도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 공문서가 강압적인 조사라는 거부감을 주고 우발적 조사 방해 행위를 조장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43)44)
현장조사는 그 목적이 특정한 자료나 특정인을 조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조사인 경우
가 많고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 범위가
여타의 자료제출명령이나 출석요구 등에 비해 불확정적이고 포괄적이 가능성이 크다는 내
재적 한계가 존재한다.45)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유사한
검찰의 압수･수색의 경우 조사의 범위 등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검찰
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영장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7일 이상의 압수･수색의 경우
그 필요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압수･수색의 대상의 소재와 명칭의 특정은 물론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한편 압수･수색의 이유를 별지 등을 사용하여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주의의 예외로 임의조사의 외관을 가지면서도 간접적인 강제력을 지닌 공정거래위
원회의 조사, 특히 현장조사의 경우 그 목적과 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자의 동의
를 전제로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제한적으
로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은 강제조사로서 수색에 해당하고 수색은 독점규제법상 조
사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46) 공정거래위원회
42) 사건절차규칙 제19조.
4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공문서상 조사 시작일은 특정되어 있는 데 반하여 종료일은 특정되지 않고 사건
종료 시로 기재되어 있어 사건 종료 시까지 반복하여 조사가 가능하고, 조사 대상물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조사 공무원이 요구하기만 하면 모든 자료의 열람, 복사, 영치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조사대상이
‘00 주식회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영업소 및 부서의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하다는 비판. 2008년 공정
거래위원회 국정감사회의록.
44) 2014. 12. 29. 정부가 제안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현장조사 시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권한표시증표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사건절차규칙(제19조)에서 법으
로 이관하였음(개정안 제50조 제4항). 현장조사 시 공무원이 제시하는 공문서 기재사항은 1. 조사근거와 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업체, 4. 조사방법, 5.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등의 제재내용,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인바 특히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45) 강수진, 앞의 논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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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장조사 시 제시되는 공문서의 기재내용을 검찰이 제시하는 영장의 수준으로 구체화
하고 특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그 과정에 대한 기록 의무를 부담하지 아
니한다. 조사장소의 도착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시작 등 조사 진행상황이 기록되지 않
아 과잉조사 및 조사의 장기화가 발생하여도 이를 통제하거나 입증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47) 반면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
사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는바, 조사장소의 도착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 뿐 만 아
니라, 조사장소의 도착시각과 조사 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등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이유와 중단 및 재개 시각 등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8) 행정조사인 공정
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검찰의 조사를 전면적으로 동일하게 규율할 수는 없더라도 현장조사
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독점규제법 개정안(2014. 7)의 내용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및 대기업 집단 공시 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2014년 7월 입법예고49)하였다. 개정안은 피
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건처리 단
계별 핵심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독점규제법의 경우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제55조의250) 위임입법을 통해 대부분 공정
거래위원회의 고시(사건절차규칙)를 통하여 규정하여 운영하였던 일부 내용을 법률로 이
관한 것이다. 사건처리절차와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을 기존 규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46) 강수진, 위의 논문, 20면.
47) 권병철, 앞의 논문, 19면.
48) 검찰사건사무규칙 13조의7, 별지 제20호의6 서식.
49) http://www.ftc.go.kr/policy/legi/legiList.jsp
50)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
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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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건처리절차 관련 독점규제법 개정안(2014. 7. 입법예고)의 내용
구분

신고
사건 조사권
발동근거
마련

처분시효
기준
시행령에
위임

비고

기존 독점규제법

독점규제법 개정안

신설

제49조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調査結果 是正措
置命令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書
面으로 당해사건의 當事者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49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
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
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9조 ④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고시를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법제화
조사개시일부터 5년

제49조 ④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개시일부터
5년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등) ① 公正
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處分
을 할 수 있다.

심사관･
조사공무원의 고시를
법적 지위 및 법제화 제50조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의무 명시
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
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등) ① 공정
거래위원회는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기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이 지
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제
6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
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조사공무
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
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0조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
여 조사를 하는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
원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
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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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장조사
조항 정비

의견제출권,
진술권 명시

비고

정비

신설

기존 독점규제법
제50조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所屬公務員[第65條(權限의 위
임･委託)의 規定에 의한 委任을 받은
機關의 所屬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事
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業務 및
經營狀況, 帳簿･書類, 電算資料･音聲
錄音資料･畵像資料 그 밖에 大統領令
이 정하는 資料나 물건을 調査하게 할
수 있으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지정된 場所에서 當事者, 利害關
係人 또는 參考人의 陳述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
는 公務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 事業者團體 또는 이들의
任職員에 대하여 調査에 필요한 資料
나 물건의 제출을 命하거나 제출된 資
料나 물건의 領置를 할 수 있다.

-

독점규제법 개정안

제50조 ①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
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포함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신설)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

를 받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
나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 
 (신설)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
는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2) 개정안의 의미
개정안은 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발동근거를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여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고에 대하여 무혐
의 또는 각하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판시사항(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을 반영하였다.
또한 처분시효의 기준이 되는 조사개시일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조사에 대한 규정 정비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였
던 현장조사 시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삭제하고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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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로 개정하였다. 현장조사 시의 영치권이 실제로 강제 영치와 마찬
가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의 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의 책임자인 심사관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화
하고,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권과 진술권을 신설하여 적극적 방어권을 인정하였다.
피조사인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독점규제법 개정안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앞서 상
설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상 피조사인의 방어권 측면에서는 아직도
정비될 요소들이 많다. 당사자의 방어권의 구체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약화시
키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헌법소송 내지
법원의 불복을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51)에서 지속적인 법집행 관련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52)

51) 황태희(2007), 앞의 논문, 258면.
52) 보고서 완료 즈음 2014. 12. 29.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음. 사건조사 관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현장조사 시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공문서의 기재 사항에 조사근거와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업체, 조사방법,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할 경우 등의 제재내용, 조사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개정
안 제50조 제4항), ②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영치 처분 등 및 현장 조
사 시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의견제출 및 진술권을
신설하였음(제50조 제10항). ③ 또한 7월 입법예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신고사건 조사권 발동근거를 마련
(개정안 제49조 제3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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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주요국 경쟁법 집행 시 조사제도
1. 미국
독점규제법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이원적 집행기관 간의 경쟁과 균형을
통하여 이를 집행하고 있다. 법무부의 독점금지국(the Antitrust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과 연방거래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 이
하 FTC)가 그것이다. 1980년 Sherman Act 제정시 설치된 DOJ의 경우 행정기관의 일부이
지만 Sherman Act의 민･형사상 위반행위의 조사, 소제기, 공판 유지 등을 전담하는 기관
이다. DOJ는 연방대배심(Federal Grand Jury)을 소집하여 서류요청영장(subpoena duces
tecum), 구두진술요청영장(subpoena ad testificandum)53)을 통하거나, 문서 제출 등 강제
적 민사조사청구(Civil Investigative Demand)를 통하여 조사를 수행하는바,54)55) 법 위반
이 중대한 사안들(수평적 가격고정이나 입찰담합 등)은 형사소송절차, 그렇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절차를 활용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FTC는 1914년 Sherman Act 보완을 위하여 제정된 Clayton Act을 바탕으로 설립한 독립
행정기관이다.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원의 인준을 받은 임기 7년의 5인 위원으로 구성된다.
FTC는 모든 독점금지법의 실체적 내용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바56) Federal Trade
53)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54) Antitrust Civil Process Act sec.3
(a) Whenever the Attorney General, or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in charge of the Antitrust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has reason to believe that any person under investigation may
be in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of any documentary material relevant to a civil antitrust
investigation, he may, prior to the institution of a civil or criminal proceeding thereon, issue in
writing, and cause to be served upon such person, a civil investigative demand requiring such person
to produce such material for examination.(이하 생략)
55) CID에 의해 DOJ 검사는 CID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구두진술, 질의에 대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다. CID에 의해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20일 이내에 법원에 CID를 기각하거나 수정하여
달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대체로 CID 발부에 관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CID에 의해
기각결정을 얻는 것은 매우 드물다. 조성국, 독점규제법 집행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제
28권, 경인문화사, 124~125면.
56) 연방대법원은 FTC가 불공정한 경쟁방법이 독점금지법의 정신이나 조문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
도 동 관행을 정의하고 조사할 권한을 보유한다고 판시(FTC v. Sperry&Hutchinson Co.,405 U.S.
233.239, 92 S.Ct.,898.903(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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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Act(이하 FTCA, 단 제12조 제외)의 유일한 집행기관이며, Clayton Act 제2조,
제3조, 제7조 등은 DOJ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57) FTC는 민사상 사건처리권한을 가지므로
조사 중 형사사건이 발견되는 경우 DOJ에 이관하게 된다.
FTC의 사건 조사는 직권인지 혹은 신고, 대통령 또는 국회의 심사청구, 법원의 사건송
부(법원이 다른 소송을 심리 중에 FTCA 위반한 혐의의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송부)로 개
시된다. 일차적으로 사건의 단서가 확보되면 우선 임의조사인 예비조사에 들어가게 되며,
피조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자료제출에 의하거나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이다. 예비조사를 마친 후 소관국 차원에서 사건화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공익성과 예산, 인력사정 등이다.
FTC는 많은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에 대해 선택적으로 사건에 착수할 수 있으며, 사
건의 선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 예비조사의 결과 원하는 내용이 미흡하거
나 강제적인 자료요구가 필요한 경우 본조사로 전환된다. 결정권자는 소관국장으로 소환
장 등 강제절차 진행시에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요청된다. 예비조사나 강제조사 이후 법
위반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관국장의 전결로 사건을 종결하는데 단 사전에 위원회 승
인을 얻어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종결 시에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8)
<그림 5> 미국 FTC 조사(Investigation) 및 심판(Administrative Adjudication) 절차

출처: 홍대식,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처리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 109면.

57) 김두진, 공정거래법 집행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18~20면.
58) 조성국, 앞의 책, 166~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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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가 보유한 조사권한59)은 다음과 같다. FTCA sec.960)에 따라 소환장(subpoena)에
의한 증인의 출두(subpoena ad testificandum) 및 증언의 요구, 조사사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제출(subpoena duces tecum)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이때 소환장은 형사상의 영장
이 아닌 바, FTC 위원이 소환장에 서명하고, 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은 선서 및 확인을 시
키고 증인을 심문하여 증거를 수집한다. 피조사인이 소환장에 응하지 않는 경우(소환거부
의 청원을 하지 않거나 청원이 거부된 후) 위원회는 연방법원에 증인의 출두, 증언, 서류제
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법원이 이행요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데 이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61)
또한 FTC는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in or affecting commerce, and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in or affecting commerce’(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
쟁방법 혹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에 해당하는 경우62) 민사조사청구(Civil
Investigative Demand, 이하 CID)를 통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소환장으로는 자료 제출
과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CID를 통해서는 질문에 대한 서면보고 또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FTC는 회사의 조직, 사업활동, 관행,
경영 및 타 회사나 개인 등과의 관계(the organization, business, conduct, practices,
management, and relation to other corporations, partnerships, and individuals of the
respective persons, partnership)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연차 또는 특별보고
서나 응답서(annual or special, or both annual and special, reports or answers in
writing)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조사 권한을 가진다.(FTC Act sec.6(b)) 이러한 일
반조사권의 경우 특정 법집행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분석 등에도 사용되었던바, 1970년
대 FTC가 이러한 조사권한을 바탕으로 345개 대기업에 대한 방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였던
Line of Business Program63)에 대하여 기업들이 영업비밀 누설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소
59) 16 CFR 2.7 - Compulsory process in investigations.
60) FTCA sec.9(Documentary evidence; depositions; witnesses).
61) 미국 경쟁법 가이드, 공정거래위원회(1998. 5), 9면.
62) FTCA sec.20.
63) The FTC LB Program provided an unprecedented look into the diversified operations of the largest US firms
during the 1970s—a period when their diversification was exceptionally pronounced. Data were initially gathered
for 1973 with a test sample and test survey form, and then the sample of firms and the survey form for
requesting information were put in place, and for the years 1974~7, the LB Program gathered consistent,
comparable information from a sample of large, diversified US manufacturing firms—all among the largest
1,000 US manufacturing firms—about their operations in FTC industry categories. The information included
detailed breakdowns for each firms
’ operations across those categories, including, among many other things,
information about sales and operating costs, advertising and other selling expenses and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ssets, payrolls, materials, and R&D., John T. Scott,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s Line
of Business Program and innovation research, 25 Aug 2013, oxford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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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64)
상설한 FTC의 조사권 행사에 피조사인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FTC는 법원에 강제집행명
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의 명령 위반 시 피조사인은 증언출석 요구에 불응하거
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천 달러 이상, 5천 달러 이하의 민사벌칙금 혹은 1년 이하
의 구금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의도적으로 허위의 증언,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천 달러 이상, 5천 달러 이하의 민사벌칙금 혹은 3년 이하의 구금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
다.65) 또한 FTC의 연차 또는 특별보고서나 응답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일 내
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로부터 미제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속 보고하
지 않을 때에는 1일당 100불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66)

64) 미국 경쟁법 가이드, 10면; 자세한 사항은 ‘THE FTCS
’ ANNUAL LINE-OF-BUSINESS REPORTING PROGRAM’ , DUKE
LAW JOURNAL, Vol. 1975:389 참조(scholarship.law.duke.edu/cgi/viewcontent.cgi?article=2527&context=dlj)
65) FTCA sec.10.
66) FTCA se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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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일본의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이하 독점규제법)과 공정취인위원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의 독
점금지법 시스템이 일본을 능가한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일본의 독점규제 집행 시스템
특히 사건조사절차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일본은 2005년 법 개정
으로 입찰담합･카르텔 등 전형적인 조직범죄행위와 같이 악질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
여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범칙조사권(犯則調査權)을 도입하였다. 주로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사에 불과하였던 종래 일본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의 처리가 범칙조사제도의 도입
으로 공정취인위원회의 법집행력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선 공정취인위원회는 기존 일반 행정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즉 공정취인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 등에 출두를 명하고 필요한 보고나 정보,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67). 한편 ‘구체
적인 사건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피조사인 또는 참고
인에게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 자료나 물건의 제출
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유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데68) 이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
과 유사하다.69)

67)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第四十条 公正取引委員会は、その職務を行うために
必要があるときは、公務所、特別の法令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事業者若しくは事業者の団体又はこれ
らの職員に対し、出頭を命じ、又は必要な報告、情報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68)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第四十七条 公正取引委員会は、事件について必要
な調査をするため、次に掲げ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事件関係人又は参考人に出頭を命じて審尋し、又はこれらの者から意見若しくは報告を徴すること。
二 鑑定人に出頭を命じて鑑定させること。
三 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の所持者に対し、当該物件の提出を命じ、又は提出物件を留めて置くこと。
四 事件関係人の営業所その他必要な場所に立ち入り、業務及び財産の状況、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
査すること。
(2) 公正取引委員会が相当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公正取引委員会の職員を審査
官に指定し、前項の処分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により職員に立入検査をさせる場合においては、これに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させ、
関係者に提示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処分の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69) 일본 독점금지법은 공정취인위원회의 조사권 불응 시 피조사인에게 징역이나 형벌 등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9조의2) 이는 우리나라 독점금지법에 비하면 상당히 강력한 강제력이다. 조성국, 앞
의 책, 216~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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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취인위원회는 범칙사건에 대하여 범칙혐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두를 요구
하여 질문을 하거나, 소지･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검사 및 이를 임의로 제출받아 영치할 수
있다. 범칙사건이란 사적 독점, 부당한 거래 제한, 사업자 단체에 의한 실질적 경쟁 제한의
죄, 국제적 협정 등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확정 배제 조치 명령･결의 위반의 죄, 주식 보유,
임원 겸임의 제한 금지 위반 등의 죄(私的独占、不当な取引制限、事業者団体による競争
の実質的制限の罪, 国際的協定等、事業者団体の禁止行為、確定排除措置命令・審決違
反の罪, 株式保有、役員兼任の制限禁止違反等の罪)70)로 독점금지법 제89조에서 91조에
이르는 사건범죄를 의미한다. 공정취인위원회는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방법
원 등 법관이 사전에 발하는 허가장에 의해 임검(臨檢), 수색 또는 차압할 수 있으며(일본
독점금지법 제101조~제102조)71), 조사에 의해 범칙의 심증을 얻은 경우에는 검사총장에게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은 범칙조사와 행정조사를 엄격하게 분리하였는바 조직령
상 소관업무를 구분하여 범칙조사직에 있는 자는 행정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행정조사
부문에서 직접･자동적으로 조사결과에 따른 정보, 증거물 등의 제공 등은 금지하였다.72)

70) 일본의 범칙조사의 대상을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에 견주어 보면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
5조(시정조치),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6조(시정조치 등),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1조(시
정조치),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이 그 대상에 해당하는바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라 판단된다.
71)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第百一条 公正取引委員会の職員（公正取引委員会の
指定を受けた者に限る。以下この章において｢委員会職員｣という。）は、犯則事件（第八十九条から第
九十一条までの罪に係る事件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を調査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
犯則嫌疑者若しくは参考人（以下この項において｢犯則嫌疑者等｣という。）に対して出頭を求め、犯則
嫌疑者等に対して質問し、犯則嫌疑者等が所持し若しくは置き去つた物件を検査し、又は犯則嫌疑者等
が任意に提出し若しくは置き去つた物件を領置することができる。
（2）委員会職員は、犯則事件の調査について、官公署又は公私の団体に照会して必要な事項の報告を求
めることができる。
第百二条 委員会職員は、犯則事件を調査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公正取引委員会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
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があらかじめ発する許可状により、臨検、捜索又は差押えをすることができる。
（2）前項の場合において急速を要するときは、委員会職員は、臨検すべき場所、捜索すべき場所、身体若し
くは物件又は差し押さえるべき物件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があらかじ
め発する許可状により、同項の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3）委員会職員は、第一項又は前項の許可状（以下この章において｢許可状｣という。）を請求する場合にお
いては、犯則事件が存在すると認められる資料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4）前項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は、臨検すべき場所、捜索すべ
き場所、身体若しくは物件又は差し押さえるべき物件並びに請求者の官職及び氏名、有効期間、その期
間経過後は執行に着手することができず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交付の年月日並びに裁判所
名を記載し、自己の記名押印した許可状を委員会職員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
犯則嫌疑者の氏名又は犯則の事実が明らかであるときは、これらの事項をも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5）委員会職員は、許可状を他の委員会職員に交付して、臨検、捜索又は差押え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72)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 개요”, 경쟁저널 제109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4, 76
면 ; 오경식, “공정거래법상 범칙조사권의 강제성 부여 방안에 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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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우선 EU는 단일국가가 아닌 여러 회원국의 연합체이므로 EU위원회가 Treaty 제81조,
제82조의 혐의로 조사절차를 개시하면 각 회원국의 경쟁법 집행기관은 위원회와 동시에
조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각 회원국의 경쟁법 집행기관이 이미 그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EU 위원회는 회원국 집행기관과 협의 하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Regulation (EC) No 1/200373) art. 11. 6)
EU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결정’(decision)이
나 ‘단순요구’(simple request)를 통하여 모든 필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
다.74) EU 위원회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의 목적, 법
적 근거 뿐 만 아니라 수집 정보의 범위, 기간을 특정하고 이와 관련 제재사항을 함께 통보
하여야 한다. 즉 피조사인이 EU위원회의 정보 ‘단순요구’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
확하거나 오인된 정보(incorrect or misleading information)를 제출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Fines)가 부과되는 사항을 함께 통지
하여야 한다.(art. 23) 또한 EU위원회의 정보제출 ‘결정’에 있어서는 상설한 제재내용(art.
23)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를 제공받을 때까지 피조사인에게 직접사업년도 일
평균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 payments)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art. 24) 및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ECJ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art. 13.3) 한편 정보 요청 시 ‘모든 필요한 정보’의 범위가 문
제될 수 있는 바 ECJ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혐의와 요구하는 정보 간 일정 상관관계
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75)
또한 EU위원회는 사건조사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모든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피조사인의 운송수단, 부지, 건물 등 출입 권한, 보관하고
있는 사업관련 문서나 기록의 조사 권한 및 그러한 문서나 기록의 일부 취득 및 복사 권한,
조사를 위해 필요 범위 내에서 문서나 기록, 사업부지에 대한 봉인 권한 및 사업체 임직원
에게 조사 대상과 조사목적과 관련한 사실 또는 문서에 대한 설명 및 답변 요구 권한이 있
73) 정식명칭은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Text with EEA relevance)임.
조약 제81조는 카르텔 금지, 제82조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관련 조문에 해당.
74) Article 18 Requests for information
1. In order to carry out the duties assigned to it by this Regulation, the Commission may, by
simple request or by decision, require undertakings and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to provide
all necessary information.
75) Case C-36/92P, SEP v. Commission [1994] ECR Ⅰ-1911: 조성국, 앞의 책, 285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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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6) 이러한 조사권한에 대하여 EU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통해(art. 20. 3) 혹은 강제조사
를 통해(art. 20. 4) 행사할 수 있다. 임의적 현장조사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조사에 대한
조사공문서(written authorisation)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조사 대상, 조사의 목적
및 제재 내용 즉 불완전한 문서나 기록 또는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제출한 경우 제
2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임의조사라 하더
라도 사전에 회원국 독점금지법 집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강제적 현장조사의 경우 위
원회의 결정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이 결정은 조사 대상, 조사 목적, 조사 개시 일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해당 조사 관련 제재 내용과 조사에 대하여 ECJ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함께 통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제조사인 만큼 EU위원회는 사전에 해당 회원국 독
점규제 집행기관에 대한 통지가 아닌 상당한 논의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강제 현장조사 결
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강제 조사에 있어 사전 고지 없이 현장을 급습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문제시 되는데 ECJ는 카르텔과 같이 증거포착이 어려운 사건에 있어 ‘Dawn Raids’와
같은 사전고지 없는 강제현장조사를 인정하고 있다.77)

76) Article 20 The Commission's powers of inspection
1. In order to carry out the duties assigned to it by this Regulation, the Commission may conduct all
necessary inspections of undertakings and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2. The officials and other accompanying persons authorised by the Commission to conduct an inspection
are empowered:
(a) to enter any premises, land and means of transport of undertakings and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b) to examine the books and other records related to the business, irrespective of the medium on which
they are stored;
(c) to take or obtain in any form copies of or extracts from such books or records;
(d) to seal any business premises and books or records for the period and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inspection;
(e) to ask any representative or member of staff of the undertaking or association of undertakings for
explanations on facts or documents relating to the subject-matter and purpose of the inspection
and to record the answers.
77) Case 53/85, AKZO v. Commission, [1986] ECR 2585.: 조성국, 앞의 책, 28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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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와의 비교
앞서 미국과 일본, EU의 경쟁법 집행기관의 조사절차를 간략히 검토한 바에 따르면 독
점금지 및 공정거래 관련 사건처리절차가 이원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형식은 각
나라마다 다르더라도 임의적 조사와 강제적 조사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각 나라마다
강제조사는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인정하고, 임의조사는 그렇지 않게 규율하고 있
다. 미국의 경우 해당 사건의 경쟁법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중대하지 않
은 경우에는 민사사건으로 처리되는데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우 피조사인의 절차적 방
어권이 정비된 강제조사 형식의 조사단계를 거치게 된다. 일본도 2005년 개정으로 범칙조
사권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일부 위중한 사안에 대하여 강제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행정조사로서의 임의조사와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다. 또한 EU도 조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
를 결정(decision) 혹은 단순요구(simple request)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의 경
우 임의와 강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 불응 시 제재의 내용도
각기 상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조사권의 경우
‘임의성’에 제한되며, 이러한 임의조사가 실제로는 상당한 강제력을 가지고 행사되는 기이
한 집행방식으로 인하여 피조사인 방어권의 부실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강제조
사 유사 효과를 가지게 되는 일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 또는 영
장 등 미국, 일본, EU에서 강제적 조사 수행 시 보장되는 피조사인의 방어권 수준의 보호
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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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일본･미국･EU 경쟁당국의 사건조사 관련 비교
우리나라

관계
법령

특징

일본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
保に関する法律｣(사적 독점의 금지 및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 공정 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및 ‘公正
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공
정취인위원회 심사에 관한 규칙) 등

2005년 범칙조사권(犯則調査權) 제도
｢행정조사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적 를 도입하여 공정취인위원회의 일반 행
정조사와 이원화하여 운영(단 행정조사
용범위에서 제외 임의적 행정조사
가 범칙조사에 이용될 수 없음)

미국

EU

Antitrust Division Manual,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Federal Trade
Commission Manual,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73/2004 of 7 April 2004relating to the
conduct of proceedings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s 81 and 82 of the EC
Treaty

DOJ와 FTC - 이원적 집행기관(Sherman
Act는 DOJ, FTC Act는 FTC, Clayton Act
는 공동집행)
민사와 형사 - 이원적 절차(명백하고 의
도적이며 중대한 당연위법인 경우78) 형
사사건으로 처리)

EU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
원국 내 경쟁당국과 EU 집행위원회의 상
호협조･권한조정 등
집행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강조

직권인지 또는 제3자의 신고
재량사항

조사의 직권인지 또는 제3자의 신고
개시 재량사항

출석 및 의견청취권
감정인 지정 및 위촉권
조사권한 보고나 필요자료 및 물건 제출 및 영치권
현장조사권

직권인지 또는 제3자의 신고
◈ 범칙조사대상: 사적 독점, 부당한 거
직권인지
정부 다른 부처나 의회로부터의 사건 내용
래 제한, 사업자 단체에 의한 실질적
단순신고와 이해관계자의 제소(complaint)
통지
경쟁 제한의 죄, 국제적 협정 등 사업
재량사항
재량사항
자 단체 금지 행위, 확정 배제 조치
명령･결의 위반의 죄, 주식 보유, 임원
겸임의 제한 금지 위반 등 위중한 위반
출석 및 의견 청취보고 요구권
감정인 출석 및 감정요구권
서류, 물건 제출 요구
현장조사권

<DOJ>
민사조사청구(Civil Investigative Demand):
자료제출, 구두진술, 질의응답요구권
연방대배심(Federal Grand Jury)을 소집
하여 강제서류제출영장(subpoena duces

경제부문과 계약 유형에 대한 조사권
‘결정’(decision)이나 ‘단순요구’(simple
request) 방식의 정보 요청권
참고인 진술청취권(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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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일본

미국

EU

tecum), 강제구두진술요청영장(subpoena
ad testificandum) 발부신청/ 법원에 수색
영장(search warrant) 발부신청
<FTC>
◈ 범칙조사: 임검, 수색, 압류
조사상대방의 거부 시 조사대상자 개인의
민사조사청구(Civil Investigative Demand):
- 질문, 검사, 영치, 임검, 수색 또는
체포･구금, 조사대상 사무소의 압수･수색
자료제출, 구두진술, 질의응답요구권
압류 시 허가 없이 해당 장소의 입출
등의 강제조사 불가능
연차 또는 특별보고서나 응답서 제출요구권
입 제한 가능
(annual or special, or both annual and
special, reports or answers in writing)
소환장(subpoena): 구두진술 및 자료제
출권, 형사상의 영장이 아닌 FTC 위원회
가 발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등 법인은 1억
원 이사, 임원 및 종업원은 1천만 원 이하의
조사 과태료
관련 ￭ 현장조사에 있어 일정 방해행위에 대하
제재사항 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법인은 2억 원 이하, 임원 및 종업
원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기간 제한 없음
변호인
해당 규정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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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
CID 불응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벌칙금 부과 가능
<FTC>
각종 조사 불응 시 FTC는 법원에 강제집행
불출석하거나 진술하지 않거나, 허위진
명령 신청 가능: 법원의 명령에 따라 증언
술 및 허위보고, 해당 물건의 미제출 또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
는 검사 거부 및 방해 기피 시 1년 이하의
하는 경우 1천 달러 이상, 5천 달러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민사벌칙금 혹은 1년 이하의 구금에 의한
처벌 가능/의도적으로 허위의 증언,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 달러 이상, 5천
달러 이하의 민사벌칙금 혹은 3년 이하의
구금에 의한 처벌 가능 등
제한 없음
제한 없음
<DOJ>
해당 규정 없음
형사사건은 인정

현장조사 및 해당 기록 조사 및 취득･복사
권한, 조사를 위해 필요 범위 내 문서나
기록, 현장 봉인 권한 및 사업체 임직원
설명 및 답변 요구 권한: 강제적(회원국
경쟁당국의 협의 要)･임의적(회원국 경쟁
당국에 대한 통지 要)
기타 장소의 조사권

경제부문과 계약유형에 대한 조사,‘단순
요구’정보요청, 임의적 일반조사권 행사
시 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확･오인된
정보 제공하는 경우 등 직전사업연도 총매
출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Fines)
‘결정’ 정보요청에 있어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를 제공받을 때까지 혹은 강제적 일반
조사권 위반 시 등 피조사인에게 직접사업
년도 일평균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
payments)을 부과
제한 없음
정보요청 시 변호인이 대리하여 정보제공
가능

우리나라

일본

미국

EU
현장조사 시 피조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 규정 없음. 단, 판례를 통하
여 인정, Hoechst v. Commission, joined
cases 46/87 and 227/88 (EU 위원회는
조사 착수 전 현장에 변호사가 도착하기까
지의 대기시간을 허용)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임의성 있는 제출인 영치
영치권 영치기간의 제한 없이 오로지 공정거래위
원회의 영치 불요 판단에 따라 반환 가능

◈ 범칙조사: 영치 또는 압류물에 대한
공정취인위원회의 환부 의무 규정,
한편 영치물건 또는 압류물건이 넘겨
진 경우, 해당 물건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압수된 것으로 간주

진술 진술 거부 시 직접적인 제재규정은 없으나
진술 거부 시 제재
거부권 조사 방해로 과태료 부과 가능

<DOJ>
집행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
형사사건상 수색영장을 통하여 특정 물건
료를 봉인할 권한 보유, 단 봉인기간은 72
이 범죄의 증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우 14일 이내에서 보유 가능

<DOJ･FTC>
진술 거부 시 제재. 단 CID에 의해 구두진
술을 요구 받은 피조사인은 20일 이내 법
원에 CID 기각 또는 수정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현장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 조사, 당사자
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청취, 자료나 물건의
제출 및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가능 현장조사 시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현장조사 시의 자료제출 명령 또는 영치는 휴대시키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DOJ>
현장조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
수색영장
현장조사 시 관계인에게 공무원증과 함께 ◈ 범칙조사: 임검, 수색 또는 압류의
허가장 제시
조사기간, 조사대상업체, 조사근거, 조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등의 법률
상의 제재내용을 기재한 공문서를 제시

참고인 진술청취권(임의적, 제재 불가) 면담대상자가 면담내용 기록을 확인 후 승인
하여야 함, 면담대상자의 수정승인 가능.
집행위원회의 사업체 임직원 설명 및 답변
요구 시 해당 피조사인은 조사 목적과 기록
여부를 고지 받아야 하며 기록된 진술을
교정, 수정, 보충할 기회를 부여받음
임의적 현장조사 시 조사목적 및 불응 시
제재사항을 담은 조사공문서 제시
강제적 현장조사의 경우 조사 목적, 불응
시 제재 및 ECJ 제소권을 기재한 결정서를
제시. 이때 회원국 경쟁당국의 협의 要
현장 외 사업체 임직원 개인의 가정 등 기
타 장소에 대한 조사권 인정. 단 회원국
사법당국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78)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물량합의 등 카르텔은 형사사건으로 분류.

Ⅲ. 해외 주요국 경쟁법 집행 시 조사제도

35

Ⅳ.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독점규제법
상의 조사제도와의 비교
1. 검토배경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에서 나타나게 되는 국가기관과 기업 간의 긴장관계와 부담의
정도는 기업이 납세의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가늠하는
세무조사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① 동일하게 기업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② 경제활동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준법의무 이행 상황을 가늠하는 것이
고, ③ 국가 기관(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과세관청)과 기업(독점규제법 수범자 또는 납세의
무자) 간의 경제 활동 정보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④ 또한 동시에 조사 과정상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수범자인 기업 등 당사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
물론 독점규제법과 세법은 각기 다른 입법 목적과 집행 방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
사제도 내용상에 있어서 그 구조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와 세무조사는 모두 국가기관과 수범자인 기
업 등 당사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긴장관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
이기 때문에 조사제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은 유사하게 필요한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거의 일치할 수준 정도의 긴장 관계 구도에서 하나의 조사제도가 갖추고 있는 기본
요소가 다른 조사제도에서 일방적으로 부정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더
구나 그러한 기본 요소가 수범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분이라 한다면, 이러한 점이 합리
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야 하는 부담은 오히려 제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관
에게 주어지는 것이 형평에 합치된다.
따라서 본고 이하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독점규제법
상의 조사제도상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도출해내는 비교･검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물
론 이러한 제도상의 비교가 곧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제
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조사제도 역시 제도 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동일하게 경제활동에 대해 국가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제도임
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구체적 기본 요소와 내용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
다는 점에 기반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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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1) 세무조사의 개념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서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
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조세범칙조사를 포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
로는 “세무공무원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
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79) 행정법상의 법률적
성질은 행정조사에 속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성 및 납세자가 신고를 함에 따라서 계산되어진 세액의 적정
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세무조사제도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성실하다는 추정
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통해
서도 확인된다. 그렇지만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곧 납세자가 성실하다는 것이 확실하다
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사제도의 필요성이 확보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의 예외(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를 성실성 추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률인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
며, 해당 조사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절차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당사자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접근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도의 경우와 법
률적 근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분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2)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사대상의 선정
①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그 목적상 ⅰ) 납세자의 신고 및 과세처분이 타당한지를 판단
하기 위하여 벌이는 조사, ⅱ) 체납처분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실사하기 위한 조사, ⅲ)
조세심판 과정에서 심리를 위한 조사, ⅳ) 조세범칙사건에서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목적으
로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에서의 조사로 나눌 수 있다.80)
79) 안경봉･정진오, “한국의 세무조사제도에 있어서 납세자권익 보호방안”, 법학논총 제22권, 제1호, 국민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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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ⅰ) 정기선정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ⅱ)
수시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ⅲ) 부과처분을 위한 실시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
의6 제4항)로 분류된다. 정기선정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 신고 내용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하고,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
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시행령에 따라 신고 내용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따른 표본조사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탈세 제보 등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행될 수 있다. 부과처분을 위한 실시조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와 같이 과세처분의 조사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실시될 수 있는
세무조사를 이야기 한다.81)
<표 4> 세무조사의 절차
구분

일반 세무조사

법적 근거

조사 실시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조사개서 10일 전 송부
※ 예외: 조세범칙사건에서 증거인멸우려 등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사전통지 생략 가능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조사 시작 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및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설명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
조사권자

필요자료에 대한 질문 및 조사의 진행

-

▼
조사 후 조치

조사기간 종료 후 조사결과의 서면 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출처: 최승필, “세무조사에서의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KERI Insight 13-07, 한국경제연구원, 2013, 표 2.

② 특히 세무조사 중 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일반 세무조사
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라고 한다면, 범칙조사의 경우에는 탈세
등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사건 조사이므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사라진 상황의 단계에
서 이행되는 강제조사이다.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를 통해 범칙조사로 나
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일반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는 열려있
다. 특히 무분별한 범칙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세무조사 조세범처벌법 제3
조에 해당되는 조세포탈사건과 관련된 범칙조사를 선정하거나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80) 김민훈, “세무조사권에 대한 법적 통제”, 공법학연구 제6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339면.
81) 임승순, 조세법(2014년도판), 박영사, 2014, 90~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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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82) 특히 범칙조사와 관련된 상당수의 절차
규정들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들에 해당되므로, 구체적인 절차 규
정 내용들이 법제 형식상 법률에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 이상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만 여전히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어 비판이 있다.83)
<표 5>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차이
구분

일반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성질과 목적

과세권행사(행정조사)

형벌권행사(사법목적)

조사권자

모든 세무공무원

지명 받은 세무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4호)

조사예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사전통지 없이 불시조사

조사방법

임의조사

임의 또는 강제조사

조사결과처분

납세고지
(행정처분)

통고처분･고발, 무혐의처분
(준사법처분)

불복방법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

통고 불이행

불이행에 대한 조치

강제징수

고발

출처: 고성춘, 조세형사법, 삼일인포마인, 2013, 529면 표 재구성.

(3) 세무조사제도의 주요 구체적 내용
1) 세무조사에서의 통지
일반 세무조사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가 있기 10일 전에 조사대상이 되는 세목,
조사기간 및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연기신청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도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
능한데, 연기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 및 재해, 질병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다.
8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83) 조세범칙조사 및 범칙처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국세청훈령 제1945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제98조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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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사에서의 질문검사권과 조사기간
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은 국세기본법과 개
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문검사권이다.84) 세무조사에서 질문검사권을 행사할 때에는
법률 규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질문검사권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85)
또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86)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
의 문제가 남아있고,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질문검사권 행사의 우려가 남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질문검사권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온전히 위임되지 않고, 객관적인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87) 하지만 세무조사의 특징상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에 기초한 판단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난점은 남아있다.88)
질문검사에서의 상대방은 본인 등에 대한 조사와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에 대한 조사로
나누어지며, 질문검사의 대상은 과세요건사실이나 압류할 재산의 소재 및 수량에 관계되
는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 등 일체가 해당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대상이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부분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의 광범위성에 관한 지적
도 가능하다.89)
② 세무공무원이 질문검사권을 행사할 때에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우선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 시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할 의무
가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위법한 질문검사권 행사로 보고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가 임의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등 세무조사 관련 당사자가 조세범처벌법상의 강제수단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가
가능하기에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질문검사의 거부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형식은 임의조사이지만, 간접강제력이 있는 조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동일한 점이다.
③ 특히 세무조사과정에서 실무상으로 빈번하게 문제로 나타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에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질문검사권 행사
84)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국세징수법 제27조 등.
85) 소득세법 제170조 및 법인세법 제122조.
86) 부가가치세법 제74조.
87) 소순무, 조세소송(개정 7판), (주)영화조세통람, 2014, 68~69면.
88) 이른바 행정법상의 기속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전문기술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판단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위법에 해당될 수 있다.: 안창남,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 행사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제29권 제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9면.
89) 소순무, 앞의 책, 69~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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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의 획득하게 되는 자료 등 물건의 ‘영치’이다. 여기에서 “영치란 증거물이나 몰수
품에 해당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처분”이라고 정의된다.90) 영치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획득한 자료 및 물건들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서 범칙행위에 대한 증거로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태료 등 간접강제수단이
있는 가운데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자료와 물건을 영치한 후, 동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조세범칙조사에서의 영치가 있는 경우와 일반 세무조사에서 영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서의 제한이 다르다는 점이 있다. 우선 조세범칙조사에서 과세관청의 영치가 이루
어지면, 증거물 점유를 취득한 시기부터 영치물을 점유할 이유가 없어질 때까지 점유를 계
속할 수 있다. 반면, 일반 세무조사에서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 및 서류 등 물건을
영치할 수 있는 기간이 세무조사 기간 내로 제한된다.91)
일반 세무조사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 따라 20일인데, 각각 20일씩 2회
연장이 가능하며, 제81조의10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
지 않는다.92) 조세범칙조사는 별도의 법정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치기간도 별
도로 설정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무조사에서의 목적의 필요
성과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보관만이 인정된다는 점은 적용되고 있다.93)
90) 고성춘, 앞의 책, 541면.
9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92)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
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 2014.1.1.>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
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
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
사를 하는 경우
9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장부 등”이라 한다)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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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른 형사사법절차
① 조세범칙조사에 따라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과세관청(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자 등에게 벌금 상당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알리고 납부하도록 처
분하게 되는데, 이를 통고처분이라고 한다.94) 여기에 대해서 통고를 받은 당사자는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납부 이행을 하게 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같은
사안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나 처벌을 면하게 된다.95)
② 조세범칙조사에 따라서 조세포탈이 발견된다면, 특별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받는 대상이 아닌 한, 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96) 즉 전속고발권이 과세관청에 있고, 이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에 따라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통고처분
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고발과 즉시 고발 사유에 해당되어 즉시고발되는 경우로 나
누어져 있다.97)
한편,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조세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의 경우, 검사는 과세관청의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다.98)99)
9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95)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96) 따라서 조세범칙사건에서의 처분은 세 종류로 나누어지게 된다.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처분이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97)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98)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
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99) 특별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4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3. 세무조사제도상에서의 납세자의 권익보호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세범칙조사뿐만 아니라, 일반 세무조사에서도 인정되는 납세자의 권리로는 변호사･공인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다.100) 이는 조세사건 자체가
간접강제수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문기술적이어서 납세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용이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에서도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이와 같
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이는 조세범칙행위에 따라 조
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를 당
연히 보호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중에는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101)102)

(2) 세무조사의 제한
1) 세무조사의 목적 등에 따른 한계와 재조사 제한
①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경우라고 한다면, 목적과 조리상의 한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세자의 성실성이 추정되는 점에 기초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
지고,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관청이 과세정보를 분석･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일반 세무조사에서의 질문검사권은 제출된 자료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
100)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
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0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
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0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압수･수색의 참여인) 법 제8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2.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의 대리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관할 시･군･구의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Ⅳ.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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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보충성), 광범위한 자료 제출 등 영업활동 및 사생활 침해 수준
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며(제한성), 질문검사권이 일종의 보복 또는 처벌수단화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등(방법의 정당성)의 제한이 이루어지게 된다.103)
②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제한도 있다.
즉 재조사는 다음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만 재조사가 허용된다.
<표 6>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정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2개 이상의 과세기관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3. 심사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의 이유를 인정하여 그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경우
4.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을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5. 각종 과세 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
6.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당초
세무조사에서 해당 자료에 대해 조세범칙조사위원회가 조세범칙혐의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는 제외

2) 조세범칙조사에서의 영장주의 등
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 중 범칙혐의를 발견한 상황이나, 처음부터 범칙혐의를 발견해두
고 이루어지게 되는 조세범칙조사의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수사와 유사한
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야 한다.104) 즉 조세범칙조사에서는 영장주의에 따라서 심문･압수･수색 등이 행하여져야
한다.105) 특히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강제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의 참여인들의 참여가 반드시 요구된다.
다만,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강제조사에서는 도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의 문제가 있을 상
황에 대한 예외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영장
발부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발
부받도록 하고 있다.106)
② 일반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행위의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조세범칙조사

103) 소순무, 앞의 책, 76면.
104) 고성춘, 앞의 책, 526면.
105)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제9조.
106)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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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자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 끝나면 되는 사안을 조세범칙
조사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절차
법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무분별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또는 전환이 이어진다면 결
국 세무조사 모두의 법적 성격이 단순한 행정조사가 아닌 강제조사로 바뀌어야 하고, 근본
적으로는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는 전제마저도 위반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제
도 전반의 체계가 붕괴되는 문제점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에서는 조세범칙사건 전반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주요 조세범칙사건이라 할 수 있는 조세
포탈사건의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
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조세범칙조사의 시작에서부터 처분의 결정에 이르
기까지 심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갖추고 있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구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

근거

기본 역할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3조 등
1.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또는 일반 세무조사의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등에
대한 내부적 통제
2.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처분 결정 내용 심의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
범칙조사의 실시

심의 내용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4. 조세범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1.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2. 세부 구성 내용
- 위원장: 지방국세청장
-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위원회의 구성 등

-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
3. 위촉위원 임기: 2년
4. 위촉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직무
수행에 지장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운영 등

1. 위원회 회의 운영: 5명 지정 위원으로 구성･운영(3명 이상 위촉위원이
당연히 포함되도록 구성)
2. 회의 통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 통지
3. 의결: 구성원 2/3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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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기구 마련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는 2010년 국세기본법
에 도입된 납세자보호관(보호담당관 포함)제와 2014년 같은 법에 도입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이
다. 특히 전자는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것까지 법으로 규정해두
었다는 점에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입법 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이나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역할 및 기능이 합리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표 8>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 역할
구분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미만)인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는 제외)
기간의 연장

2.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담당
사무
및
역할

4.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5.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6.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에 대한
지도･감독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 납세자(중소규모납세자 제외)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5.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심의 요구 안건
6.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심의 요청 안건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14명 이내의 위원
-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
- 납세자보호담당관

특이
사항

1. 납세자보호관은 반드시 개방형
직위로 운영 (독립성 확보 차원)
2. 임기: 2년

- 세무서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지방국세청장이 8명 이내 위촉)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
- 납세자보호담당관
- 지방국세청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국세청장이 10명 이내 위촉)
3. 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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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세무조사와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는 법적으로 동일하
게 행정조사에 해당되는 성격을 갖추고 있지만,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는 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인에 대한 보호가 법률 안에서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
히 세무조사 중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간접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납세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국세기본법 등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세무조사제도에서도 역시 과세관청이라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침해당할 수 있는 납세
자의 기본권에 대해서 그 보호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는 법제상 그보다 더 미흡한 수준에 놓
여 있는 것이다.
<그림 6> 세무조사제도에서 나타나는 조사유형별 접근

납세자보호위원회

일반
세무
조사

･ (법적 성격) 일반 행정조사
･ (납세자 보호) 국세기본법
상의 납세자보호조항으로
특별히 보호

･ 일반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보호

납세자보호관(보호담당관)
납세자
보호 기관 ･ 국세청 개방직 공무원
･ 납세자 보호(세무조사 전반)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방지

세무
조사

범칙
조사

･ (법적 성격) 강제조사
･ (납세자 보호) 형사법(조세
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
차법)에 따라 보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조세범칙처분 수준 결정
･ 조세범칙조사 실시/전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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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의 개선방안
1. 개선방안에서의 주요 초점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에서의 개선방안에서의 주요 초점은 현재 간접강제력을 갖추고
있는 조사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피조사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부분을 방지하고, 피조
사인의 방어권을 확보해줄 수 있는 제도적 반영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 따
라서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세부 요소들을 살펴보는 내용에 있어서는 다
음과 같은 사항들에 초점을 두어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① 우선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의 법적 성격에 기초하여 볼 때, 조사제도가 법제를 통
해서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의 조사가 법적 성격이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강제력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이와 유사하게 세무조사 역시 그러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한 것이다.
② 독점규제법에서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인이 주장할 수 있는 방어권에 관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조사의 법적 성격,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임의
조사에 불과하다는 성격만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법상의
조사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간접적인 강제수단에서 형사처벌인 벌칙까지 동원될 수 있는
행정조사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세무조사제도와 유사하게 법률 내에 피조사인의 방
어권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③ 이외에도 독점규제법에서는 조사제도와 관련하여 명확한 내용을 법률 이하 법규명령
(시행령)에 담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절
차 규정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중 법령 이상 단위로 이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출하여보고자 한다.
④ 간접강제력이 있는 현 상황에서 조사 과정에서 자료 등을 ‘영치’ 하게 되는 경우에 임
의 제출되어 확보된 자료가 형사절차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영치’ 제도를 통제할 수 있는 개선 방
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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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의 법적 성격과 실제에서 나타나는 괴리
(1)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의 법적 성격
우선 독점규제법상의 조사를 임의조사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
회가 강제조사권이나 형사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
고, “그 본질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107) 이
러한 점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도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
인은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이 가진 이른바 강제수사권
이 없으므로 참고인 조사 등을 함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하고 있다.108)

(2) 법적 성격과 괴리가 있는 현행 법률상의 문제점
독점규제법상의 조사는 임의조사에 해당하지만,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를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 임의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109) 특히 독점규제법상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 제66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독점규제법상의 조사 전체가 강제조사화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
는 상황에 해당된다.110)
또한 현행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사제도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사절차의
진행과 일체의 권한을 보유한 것이 전혀 없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대
표적인 사항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는
경우들을 규정한 독점규제법 제71조이다. 해당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7) 강수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행사와 형사절차상 원칙과의 관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7호,
검찰청, 2012, 7면.
108) 헌법재판소 2005. 5.27. 선고 2004헌마800 결정.
109) 강수진, 앞의 논문, 21면.
110) 강수진, 위의 논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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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독점규제법 제71조
독점규제법 제71조
독점규제법 제71조(고발)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
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
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독점규제법 제71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독점규제법상의 벌칙조항에
해당되는 제66조 및 제67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이다(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사항 존재).

(3) 개선방안의 전제로서의 설정 방향
독점규제법상의 조사는 형식상으로 임의의 행정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규제기관의 권한이 인정되는 방향을 선택하되, 그 실질 내용 측면에서 정부기관인 공정거
래위원회가 피조사인에 대해서 위하력(威嚇力)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점은 세무조사 중 일반 세무조사제도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행정조사의 성격임에도 불구하
고, 국세기본법을 통해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관들을 설치해두고 있기 때
문이다. 즉 법제 형식상의 내용과 법적 성격에 따른 부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구
조로 기관의 권한은 제한하되, 실제 세무조사가 갖추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에서도 간접적 강제수단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법적 성격
이 행정조사인 이상, 일반 세무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법률 내에 피조사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못
한다면,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전과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본권을 포기하고 공권력에
순응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을 강요”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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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참고해볼만한 내용으로는 전술한 일본 독점규제법상의 행정조사의 경우
이다. 일본 독점규제법 제47조에서는 행정조사가 범칙사건의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한 수단
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검찰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압수하는 것으로 절차를 구성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경
우에는 독점규제법상의 범칙조사(강제조사) 범위를 규정해두고, 공정취인위원회 내에 범
칙조사조직과 일반 행정조사 조직을 엄격하게 분리해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를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측면
도 일부 있지만, 법적 성격과 법제 형식 측면에서 행정조사가 가지는 제한점과 피조사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법률 내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다.

3. 공정거래법상의 조사제도의 법제상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1) 피조사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 조항 마련 등
1) 조사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률 조항 마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도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피
조사인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의 임의조사
이기 때문에 조사방해 등에 대해서 간접강제수단(과태료 등)부터 형사처벌수단(폭행 등이
수반되는 경우)까지 법률 내에 반영되어 있는 이상, 단순하게 임의조사로서의 행정조사라
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
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년 2월부터 미란다원칙에 준하여 조사 시 고지를 하고 있지만, ① 해당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 ② 조사공문상의 ‘적시된’ 조사가 아닌 경우에만 ‘거부할 권리’를 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335, 2014.12.29. 제출)”에서 제50조 제4항 개정
안에 공문서 제시 및 기재 내용을 보완하여 접근하고자 하고 있다.

111) 강수진, 앞의 논문,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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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독점규제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의 정부 제출 개정안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개정안(의안번호 13335호, 정부제출, 2014.12.29.)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③ (현행과 동일)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공문서를 관
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조사근거와 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업체
4. 조사방법
5.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등의 제재내용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⑤~⑨ (현행과 동일)
⑩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그림 7> 공정위 피조사업체의 권리고지제도(소위 ‘미란다 원칙’)의 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소식-경쟁정책”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211&news_div_c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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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의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인 Hoeschst
v. Commission case에서 경쟁당국의 조사 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
정하고 있다.112) 특히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생활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못하도
록 보장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착수 전에 전문가가 도착할 때까지 합리적인 대기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113)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사법상의 원
칙에 따라 ‘형사상’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주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행정조사이면서도 간접적인 강제수단(과태료 부과 등)을 활용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제도의 경우를 참고해보면 더욱 이와 같은 내용들이 법령 이상
에 반영되어야 할 여지가 넓어지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
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무조사는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의조사 성격의 행정조사인 일반 세무조사와 강제조사인 범칙조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이다. 따라서 임의조사인 일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의 실질적인 특성상 조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114)
이와 같은 내용을 법률상 조항으로 명시해두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① 우선 현장 조사 과정에서의 피조사인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게 될 여지가 현저하게 적어지
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피조사인의 기본권 등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
가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의 조사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조사인이 전문
가의 조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② 특히 이는 후술하고 있는
피조사자의 진술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문제에 관한 논란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방
안 중 하나에 해당된다. ③ 해당 조항을 법률에 규정해두는 것만으로도 구체적인 보호 규정
의 도입이 논의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제도에서도 법률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검토해 볼 때,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관 및 보호담당관제도의 법률 내
반영을 이끈 내용의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피조사자의 진술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문제
현행 일반 세무조사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조사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근로기준
법 제13조 및 동법 제116조) 등에서는 조사 시 진술거부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
112) Hoechst v. Commission, joined cases 46/87 and 227/88 (21 September 1989).
113) 황태희(2007), 앞의 논문, 250~251면. 대기시간은 최소 45분의 시간은 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Meyer/Kuhn 2004, 880: 황태희(2007), 앞의 논문, 251면 각주 40에서 재인용).
114) 물론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국세기본법 내에 명시적으로 신설된 것은 199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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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 세무조사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역시 임의의 행정조사
이기 때문에 법적 성격 구분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접근
도 가능하다. 즉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
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상”에서만 적
용되기 때문에 “행정조사”에서의 진술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행정
조사 시 진술거부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적
으로 “형사상”이라는 개념과 범주로 이어지기 어려운 체계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달리 보아야 할 필요성
이 있는 부분이 있다. ①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법적 성격 분류와는 달리, 현실적
으로 일반 행정조사 단계의 과정과 형사처벌인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단계의 조사 과정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는 물리적인 방해로 인하여 발생하
게 되는 아주 제한적으로 뚜렷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사제도
상의 문제점이다. ② 물론 피조사인 당사자들은 고발 이후에 검찰의 조사 단계로 진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종료된 이후의 고발이 결정된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을 깊숙하게
살펴보면, 면밀한 전문가라서 이러한 내용이 검찰 고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상당한 수
준으로 예측하면서, 그런 까닭에 과태료 처분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까지 모두 종료된 상태일 것을 피조사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된다. ③ 마지막으로 “형사상”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어 피조사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다른 형사상 조사 단계에서 진술거부를 할 수 있는 경
우와 다르게 취급되어진다는 점이 발생하게 된다.115)
결국 해결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단계의 시작부터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까지 조사 실무상에서 운영해오고 있고, 독점규제법 제50조 제4항의 개정법률안에서 일부
반영되고 있는 “피조사인의 권리고지제도”를 피조사인의 권익 보호의 목적에 맞게 보완하
는 것이 된다.

115) 예를 들어 독점규제법 개정법률안 제50조 제4항 제6호에 따르게 되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중 개정법률안만
으로는 형사상의 이유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조사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라 볼 수 있는지 어려운
해석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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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절차규칙 조항의 법령 반영 필요
현재 독점규제법에서 제10장 제49조, 제50조~제50조의3, 제51조에 이르기까지 5개 조
항과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제60조까지에 이르는 8개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
도 내용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외하고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두고 있는 것은 “공정
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이라는 행정규칙이다. 행
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116)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
는 경우(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로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재산제
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다. 해당 규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규명령의 성질 또는 효력을 가
지는 행정규칙으로 보았다.117)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역시
법규명령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규칙의 내용들 중 조사 관련 사항들이 법령 이상으
로 이관되어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7월에 마
련된 독점규제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처리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
이기 위해 고시에서의 일부 주요 내용들을 법률로 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1> 독점규제법 개정안에 따라 법제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규칙 내용 등
구분

피심인 방어권

사건처리절차

달라지는 주요 내용

비고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권 및 진술권 명시

신설

피심인에 심의절차 개시사실 고지

신설

피심인에 심사보고서 교부 의무

고시를 법제화

피심인의 의견제출권, 의견진술권, 열람복사요구권

고시를 법제화

피심인･이해관계인의 의결 후 열람복사요구권

신설

신고사건 조사권 발동근거 마련

신설

처분시효 기준인 조사개시일을 시행령에 위임

고시를 법제화

심사관･조사공무원의 법적 지위 및 의무 명시

고시를 법제화

위원회가 심의절차를 개시함을 명시

신설

심의준비절차, 증거조사, 궐석심의 근거 마련

고시를 법제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4. 7.17. 보도자료.

116) 박균성, 행정법강의(제9판), 박영사, 2012, 180면 이하.
117)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5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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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에서 조사제도와 관련된 조항들은 규칙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절 조사 및 심사절차”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제10조에서 제20조의2에 이르기까
지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의 내용들 중에는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해두어야 할 내용들
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 반영 사항과는 별도로 추가적
으로 필요하며, 해당 조항 내용들 중에서 법령 이상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해두어야 할 부분
들에 대해서 추출해보고자 한다.
<표 12> 사건처리절차규정 중 법령 이상 반영이 필요한 부분
구분
제10조의2
(조사개시일)

법령 이상에서 반영이 필요한 내용
조사개시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문 내용
- 신고접수일, 최초 현장조사일 또는 최초 자료제출 요청일 등

제11조
(심사절차의 개시)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15일 이내 피조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제11조의2
(법위반 횟수 판단)

의결서 기준으로 횟수 판단하며, 위반행위의 동질성에 기초하여 법위반 횟수를
판단한다는 내용

제15조
(진술조서)
제16조
(보고･제출명령서)
제17조
(영치조서의 작성･교부)

진술조서 작성 근거 내용과 진술서 기재 내용에 대한 서명･날인
보고･자료 제출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서식 기재 내용
영치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기재사항에 관한 내용, 반환 및 가환부에 관한 내용

<표 12>에서 기술하는 내용들이 법령 내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
정거래위원회 규칙에서는 심사절차 개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심사착수보고
가 있고, 그 이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서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
용은 세무조사에서 조사 시작 전 10일 이내 서면 통지를 하도록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반영해두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법령 이상에서 반영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② 법위
반 횟수 판단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정 참작 사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횟수 판단과 관련해서 판정을 하게 되는 기준 등은 피조사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
고,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칙에 따라 법령 이상에서 반영하
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③ 진술조서, 보고･제출명령서 등은 조사과정에서의 기록이 투명
하게 이루어지고, 피조사인이 그 핵심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④ 영치는 피조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명확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로 세무조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영치의 남용
문제에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을 두고 있다.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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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치와 증거능력 문제 등
형사소송법상으로 인정되는 영치(領置)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압수하는 것”이다.119) 독점규제법
에서의 조사가 임의조사이고, 독점규제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와 물건을 영
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점에 기초하여 볼 때, 임의적인 제출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단순한 임의조사라고
보기 힘든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치의 경우에도 그 법령 이상에서 내용을 보완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도가 ‘임의조사’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점의 기초에는 해
당 피조사인의 동의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된다면, 영치로 확보하게 된
자료 또는 물건 등은 결국 ‘동의의 임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영치를 위하여 사본을 제출하면서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는 경우
에는 방대한 분량의 문서와 자료들을 기계적으로 날인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작성자가 임의 제출을 하였다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사가 입증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120)
한편,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도에서 영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
에 결국 영치와 관련된 처분성 인정과 이의신청 가능 여부가 어느 정도 영치에 따른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우선 독점규제법상의 이의신청은 공정거
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121) 우선 첫 번째는 영치 자체를 처
분으로 보고, 영치 자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독점규
제법 제50조 제3항에서 영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69조의2에
서 자료 제출 거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기초한
1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장부･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장부 등”이라 한다)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
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19) 형사소송법 제108조.
120) 同旨: 강수진, 앞의 논문, 20면.
121) 독점규제법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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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두 번째는 영치 자체는 처분으로 보지 않지만, 영치된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해
서 피조사인이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거부하거나, 일정 기한 이상(예시: 이의신청 기한 30
일) 가부 여부를 표시하지 않을 때,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는 방안이다. 다만, 행정법상의
고유 법리로 파악해보자면, 피조사인의 동의에 따라서 자료 또는 물건 등을 영치하는 것이
처분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서 영치물 반환 청구에 대해 거부 또
는 부작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응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는 방향이 오히려 법
리상으로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다만, 위와 같은 해석적 접근에 대해서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치 관련 조항을
법령 이상에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예시
로는 다음과 같다.
<표 13> 영치 관련 조항의 신설(예시)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00조(예시)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00조(영치) ①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
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영치한 자료나 물건 등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제출자가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
을 확인하는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를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여야 한다. 영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영치물의 내역
3. 영치일자
4.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5.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반환 청구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④ 영치한 자료나 물건이 더 이상 영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
환하여야 한다.
⑤ 영치물은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반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
⑥ 영치물을 반환 청구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부작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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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앞에서와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의 검토를 통해서 도출이 가능한 개선과제와 방안들은
① 피조사인의 방어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현장조사 및 출석조사 등에 대하여 직접
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EU
사법재판소에서 인정하고 있는 피조사인의 권리 내용,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및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참조한 것이다. ② 추가적으로 현재 사건처리절차규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내용들 중 피조사인의 기본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법령에 규정
되어 있지 않아 명확성과 법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
완을 검토하였다. 특히 조사 및 심사와 관련하여 3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진행과정을
통지하는 현행 내용은 피조사인에게 형식적인 의미만 있을 뿐, 실제로 조사 및 심사기간
장기화에 따라 피조사인의 권익이 보호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가 고발로 이어져 형사사건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따라 고소, 고발에 따
른 형사사건 수사와 같이 3개월 내에 심의 회부 또는 고발 등을 확정하여 조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영치 관련 내용은 조서 작성에서부터 상세한 내용이 모두 규칙
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영치물 반환과 관련해서는 규칙 내에서도 상세하지 못한 까닭에
영치물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환부
를 위한 명확한 기간을 법령 이상에서 규정해둘 필요성까지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 14>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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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개선과제 정리
부문

주요 개선방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독점규제법 내 법률 조항으로 신설

피조사인

① 피조사인이 조사를 받을 시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방어권에 대한 ② 형사상 진술거부권에 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제도적 보완

형사처벌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법률상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피조사인에게 부여

참고 사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유럽사법재판소 Hoescht
Case 판결(Hoescht v.
Commission)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중 아래 내용을 독점규제법 시행령 이상에
서 규정하며, 추가적 내용 보완 필요
- 법형식상 ‘규칙은
’ 법규명령에 해당되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법규명
령인 시행령 이상에 규정되어야 명확성과 법체계성을 고루 갖
추게 됨
① 조사 진행 규정 보완
현행 사건절차규칙
개선과제
조사개시일(제10조의2)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장 제4절

및 심사절차의 개시(제11조)
- 조사개시일
[인지조사]
･ 현장조사: 최초 현장조사일

규칙 내용 중
법령 이상
반영 필요

･ 자료조사 : 최초 자료제출
요청일
[신고조사]

조사개시 및 심사절차 개시와
관련된 기준을 법령 이상에서
규정
･ 조사개시 및 심사절차 개시
기준일을 법령 이상에서 규정

- 심사절차 개시

･ 조사 및 심사개시일 산정 관
련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
여 피조사인 기본권 보장

미국의 경우
- FTC 소환장제도
(FTC Act Section 9)

･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심
사착수보고,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 가능(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으로 제한)

- 심사개시 3개월 이후 심의
단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

EU의 경우
- 조사공문서 작성, 제시제도
(EU Council Regulation
No 1/2003, Art. 20. 3. 등)

･ 신고조사: 신고접수일

[인지조사]
･ 현장조사: 현장조사완료일
･ 자료조사: 자료제출완료일
[신고조사]
･ 신고조사: 신고접수일

･ 조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피조사인의 권익 침해 방지
･ (참고) 고소고발의 형사수사
의 경우, 3개월 이내 기소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

- 조사 진행과정에 대한 통지
･ 심사착수보고 후 3개월
이후 진행과정 통지
법위반 횟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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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횟수는 과징금 산정

부문

주요 개선방안

참고 사항

(제11조의2)
- 의결서 기준 판단
- 위반행위 동질성 인정 시
의결서와 관계없이 1회로
판단

시에 고려사항이 되는 만큼
피심인 등의 권익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므로, 법령 이상
에서 규정할 필요

진술조서(제15조)
- 진술조서 기재사항
･ 진술자 성명, 진술일시, 진
술장소 및 내용 등을 기재
- 진술자의 증감/변경 청구
･ 진술자의 기재 내용 확인
및 내용 변경 청구 기재
진술자의 서명 및 날인
- 영치조서
･ (영치조서내역) 사건명, 영
치물 내역, 소유자 또는 제출
자 성명 등

출석요구서, 보고제출명령서,
감정위촉 등과 같이 피조사인
의 권익과 관련하여 중요한
진술조서 주요 내용은 법령에
서 규정할 필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 진술조서의 경우, 피조사인
의 조사내용 확인 등에 관
한 내용이므로 기본권과
직접적 연관이 있음

･ (영치물 반환/가환부 등)
영치물의 즉시 반환 사유
및 가환부청구 등
독점규제법 시행령 이상에서 영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
정하여 영치로 인한 피조사인과 위원회 간 마찰을 최소화
영치에 관한

- 영치의 경우, 재산권 등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
령에 다음 내용 추가 필요

주요 내용에 ･ 조사 목적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영치
관한 법령 보완
･ 영치 조서 기재 내역 열거
･ 자료 등 영치 시, 사본 영치 관련 사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장부･서류 보관의 금지)
EU의 경우
- EU 집행위원회에서 조사
기간 중 자료 봉인 가능
(72시간 내)

･ 영치물 환부 청구에 대해 이의신청 적용 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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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는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 성격은 임의조사인 일반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간접강제력과 벌칙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탓에 사실상 강
제조사에 따른 부담과 유사한 정도를 피조사인에게 주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현황과 관련 법령 및 규칙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
국, EU, 일본에서의 경쟁당국이 펼치는 조사와 근거 법령 등의 특징에 대해서 검토해보았
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세무조사
제도의 법적 성격과 부담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세무조사제도 내용과의 비교도 수
행하였다.
특히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부분에 초점
을 두어 작성, 제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규칙 내용의 법령 이상 단계로의 전환은 물
론, 흠결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조사제도의 보완사항들을 추출하여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
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도 자체가 완전하게 변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변화로 피조사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을 다른 여타
행정조사제도 이상으로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로
피조사인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방어권에 대한 명시화, 법령 이상 수준에서 규정하
여야 할 규칙 조항들의 내용, 자료 또는 물건의 영치의 통제를 위한 법령 명시화 문안에
초점을 두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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