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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에 

관한 연구  
-한국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제7장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의 9개 

조항을 통해서 행정적, 민사적 그리고 형사적인 측면에서 위법행위

에 대한 법률책임을 규정하여 독점금지의 기본적인 법집행체계를 

세우고 있다. 중국 반독점법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현재 유일하게 

작동되는 제도가 벌관(罰款)과 위법소득몰수(違法所得沒收)라는 행

정적 금전제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경쟁법상 금전적 제재

제도 중에서도 특히 행정적인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먼저 중국 

반독점법상 행정적 금전제재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30년 넘은 한국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를 바탕으로 중국 반독점법상 벌관 및 위

법소득몰수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기하려 한다. 

 먼저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문제점으로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행정적인 금전제재에 관한 부

과기준이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산정기준

이 결여되어 있으며, 비록 법에서는 규정되고 있지만 명확한 시행절

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진신고 제도가 실제로 사문화되고 

있는 동시에 사업자가 그러한 처분에 불복할 때 사실상 실효적인 

불복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경우에는 경쟁발전모델을 정부주도형으로부터 민간주도형

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경쟁법이 제정되어 경쟁적인 경제질서의 마

련에 기여하였고, 30년 동안의 법집행역사에서 세계로 주목받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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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취득하였으며, 경쟁법의 집행기구로 공정거

래위원회도 선진화된 경쟁당국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유교 및 

공동체적인 국민정서가 높은 한국은 일본 및 서구 경쟁법을 도입하

면서 관념과 제도간의 충돌을 해결해왔는데 이와 같은 점에서 중국 

반독점법의 향후 집행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독점규제법은 제정된 때부터 행정적 과징금제도, 민사적 무과

실의 손해배상책임제도, 형사처벌로서 벌금제도를 법집행수단으로 

두고 있다. 현행법에서 과징금은 각 행위마다 부과한도를 다르게 규

정하고 있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제정된“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독일이나 EU의 기준보다 더 상세한 4단계를 거쳐 과

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4단계의 산정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소들 계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공정위의 재량권을 적절히 보장해주는 규정들은 비례의 원칙 및 법

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타당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불복제도의 측면에서 한국 독점규제법은 우선 사전적

으로 피심인이 집행기구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집행기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

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고하여 모두 대법

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의 특징을 바탕으로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 하였다. 즉 형사상 벌금제도를 도입하고 금전적 제재를 병과하도

록 개정하고, 벌관 및 위법소득몰수제도에 관하여 벌관의 최소부과

액기준을 폐지하고, 벌관의 정액제 도입하며, 기업결합에 대한 이행

강제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리고 벌관의 산정기준을 세부화하게 개

정하고 명확한 벌관의 부과절차를 제정하며, 위법소득 몰수제도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효율적인 불복제도의 측면에서 

반독점위원회에 재결권 도입, 불복소송의 전속관할권 도입, 이의신

청 전치규정의 폐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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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중국 반독점법, 행정적 금전제재, 과징금, 벌관, 

부당이득.

학번: 2010-2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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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I.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현황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쟁법 위반에 대한 중요한 제재수단으로서 

금전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고, 법집행 측면에서 경쟁법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의 액수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이하“중국 반독점법”이라 한다)」1)도 

역시 행정적인 벌관(罰款)2)과 위법소득몰수(違法所得沒收) 라는 금

전적 제재를 도입하고 있다. 금전적 제재에 관한 동법의 규정과 집

행체계는 선진 외국의 법체계와 집행경험 등을 수용하는 동시에 중

국의 특유한 경제, 정치 및 사회적 여건이 고려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제정 및 집행경험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1)「中華人民共和國反壟斷法」은 2007년 8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주석영(中華人民共和國主席

令) 제68호에 의하여 반포되어,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반독점법의 원문은“반농단법(反壟斷法)”으로 되고 있다. 여

기서“농단(壟斷)”이라 함은 독점을 포함한“경쟁제한 행위”전체를 통칭하는 개

념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동법은 한국의 강학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

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개념과 중국의 특징적 개념인 행정독점을 포함하여 “독점

행위”로 표현한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동법의 명칭에 대하여“중국 반독점법”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왔으며 동법의 영어표현은“Anti-Monopoly Law”로 되

고 있기에 이하에서는‘중국 반농단법’을 반독점법으로 지칭한다.

2) 벌관은 행정처벌의 수단이고, 벌금(罚金)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수단의 일종이

다. 행정법상 벌관은 행정처벌(行政处罚)적인 벌관과 행정집행(行政执行)적인 벌관

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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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은 크게 행정적 제재(불이

익) 혹은 형사적 제재와 같은 공적집행수단과 법위반행위의 사법상 

무효화나 부작위의무의 부과 내지 손해배상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사적 집행수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수단이 경제적 

이익에 연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금전적 제재와 비금전적 

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 반독점법은 제7장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의 9개 조항을 통

해서 행정적, 민사적 그리고 형사적인 측면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법

률책임을 규정하여 독점금지의 기본적인 법집행체계를 세우고 있다. 

과거부터 중국은 행정적인 법집행을 중시하는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비록 그러한 상황은 현재의 입법체계 하에서 일정부분 완화되

었지만, 법집행에 있어서 행정집행은 여전히 주요한 모델이 되고 있

으며, 이는 반독점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행

정적 제재수단은 반독점법의 제재체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벌관과 위법소득의 몰수는 행정제재체계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최고인민법원(The Supreme People's Court)에서 

공포한「독점행위에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에서 법률적용의 문제에 

관한 규정(关于审理因垄断行为引发的民事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
的规定)」3), 중국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 lopment and Re 

form Commission, NDRC)에서 제정한「반가격독점행정집행절차규

정(反价格垄断行政执法程序规定)」4), 중국 공상행정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Industry and Commerce, SAIC)이 제정한「 

공상행정관리기구가 독점협의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사건 조사처

리절차규정(工商行政管理机关查处垄断协议、滥用市场支配地位案件

3) 최고인민법원,「독점행위에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에서 법률적용의 문제에 관한 

규정(关于审理因垄断行为引发的民事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2012년 1

월 30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539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2012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4) 동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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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序规定)」,「공상행정관리기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금지에 관

한 규정(工商行政管理机关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规定)」,「공

상행정관리기구 독점협의5)행위금지에 관한 규정(工商行政管理机关
禁止垄断协议行为的规定)」,「공상행정관리기구 행정독점행위에 관

한 규정(工商行政管理机关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的规
定)」등 세부규정은 그러한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6)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는 산동성의 두 제약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반독점법을 적용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은“중국 반독점법상 최초 대형금전벌 건”으로

서 중국의 반독점법상 제재체계의 실효성을 확인시키는 사례로 평

가 받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각각 문제되는 산동위방순통의

약회사(山东潍坊顺通医药有限公司)와 위방시 화신의약무역회사(潍
坊市华新医药贸易有限公司)에 대하여 위법소득을 87.7만 위안(元), 

5.26만 위안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벌관을 각각 600만 위안과 10만 

위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있었다.7)

 
 II.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문제점

 그러나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에 관한 규정들의 특징을 논

의하는 것보다, 현재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체계가 직면되

고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반독점법

상 금전적 제재에 관한 문제점은 실체적 및 절차적인 측면으로 구

분할 수 있고, 실체적인 측면을 금전적 제재체계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행정적 제재체계에 관한 규정상의 문제점으로 구성하

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금전적 제재의 부과기관인 집행기구

5) 이하 중국 반독점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독점협의”이라 한다.

6) 하위규정에서 행정적 제재와 관련된 내용은 제3장 제2절 II. 2.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7)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반독점집행기구의 결정을 받은 구체적인 사건들은 제3장 

제2절 II. 3.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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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규정, 금전적 제재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어 금전적 제재의 불복이란 측면에서 불복의 수단 및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상의 미비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금전적 제재체계의 측면에서 민사적, 행정

적 제재수단 간의 관계가 적절히 조화되지 못하는 점, 즉 한편으로

는 위법행위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적인 

손해배상제도를 두는 동시에 행정적으로 위법소득을 전부 몰수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이중처벌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반독점법상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위반행위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둘째, 행정적 금전제재체계의 측면에서 위법소득 몰수제도를 규정

하고 있는 반면 위법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벌관에 관하여 독점협의(壟斷協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의 1~10%의 벌관을 부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과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가 문제된다. 

 셋째, 벌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

한 위임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있는 동시에 사업자의“직전사업

년도의 매출액”등 벌관과 위법소득의 산정기준으로 되는 요소들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집행기구의 재량을 제한

할 수 없는 동시에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넷째, 절차적인 측면에서 부과기관에 관하여 반독점법의 제정 및 

시행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물가폭등 등 사회문제로 물가

안정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있기에 반독점법을 적용해야하는 사

건에서도 항상 가격법 등을 적용하여 벌관을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부과절차에 관하여 법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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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부과기관에서 전문성을 갖추거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과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 없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동시에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가

능성이 있다.

 다섯째, 부과기관의 금전적 제재결정에 대한 사업자의 불복의 측면

에서 결정을 내린 부과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되고 있기 때

문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체계 하에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비록 1심은 중급인

민법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집행기구가 정부부처내의 지위를 감안할 

때 실효적인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I. 연구의 필요성 

  1. 중국의 연구현황 

 중국에서는 위에서 제기했던“산동성 두 제약회사 건”등과 같이 

거액의 벌관 및 위법소득이 몰수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면서 대중

과 학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주요한 원인으로는 비록 법집

행기구가 반독점법을 원용하여 거액의 벌관부과와 위법소득물수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근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것이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반

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에 관한 규정들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현실적

으로  중국 경쟁법연구가 심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에 관한 서적과 논문들

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반독점법의 금지행위에 대한 연구가 중심으

로 되고 있는 반면 반독점법의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현재까지 중국 반독점법상 제재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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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출판된 단행본으로는 단지 2006년에 중국방정출판사(中国
方正出版社)에서 출판된 李国海교수의「반독점법시행체계연구(反垄
断法实施机制研究)」뿐이고, 논문으로서도 王晓晔, 时建中, 王先林, 

李国海 등 일부 학자의 논문에서만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형식에 그

치고 있다. 그리고 외국서적이나 논문을 번역하거나 소개하는 형식

으로는 李国海교수가 伍特ᆞ威尔斯의“欧洲共同体竞争法中的罚款处
罚”(经济法论丛, 第5卷）; 郑鹏程와 敖璐의“欧共体竞争法罚款制度

的特点及对中国的启示”(重庆大学学报, 第14卷第3期)등이 있다. 이

처럼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에 관한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을 찾

을 수 없을 정도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

 한국과 중국은 법률역사와 법률문화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근대의 법사상을 모두 일본에서 계수하는 동시에 대륙법계로서 독

일중심의 법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등 서구선진국가에서 제조업 등 

산업을 아시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먼저 그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제조업을 선도로 신흥공업국가로 발전하는 동시에 

서구의 법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먼저 

겪어 왔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오고 

있다. 

 한국의 경쟁발전모델을 정부주도형으로부터 민간주도형으로 바꾸

는 과정에서 경쟁법의 작용을 부인할 수 없고, 30년을 넘을 법의 

집행역사에서 세계로 주목받을 많은 성과를 취득하는 동시에 경쟁

법의 집행기구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선진화된 경쟁당국으로 위상을 

높이었다. 유교 및 공동체적인 국민정서가 높은 한국은 일본 및 서

구 경쟁법을 도입하면서 관념과 제도간의 충동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 등 많은 측면에서 중국 반독점법 향후 집행에 주는 시사점이 많

다고 할 수 있다.

 금전적 제재가 경쟁법의 주된 제재수단으로서 한국은 법의 제정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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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터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민사, 행정, 형사적인 금전제재수

단을 조화적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30년을 넘은 집행과정에서 그 주

된 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징금제도를 법, 시행령, 공정위고시 등으로 

상세하고 체계적인 산정 및 부과기준을 구성하고 있다. 

  II.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그러므로 이 논문은 주로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우선, 중국국내의 

문헌을 검토와 동시에 경쟁법의 일반 이론 및 중국 반독점법의 집

행현황 즉 집행기구에서 내린 결정들을 정리 검토하는 것을 기초로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 특히 행정적 금전제재의 문제점을 지

적하고, 둘째로, 위에서 제기하는 중국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연혁을 정리하면서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단계와 부합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현행 독점

규제법의 체계 및 대법원의 판례검토를 기초로 집행경험을 살펴본

다. 마지막 한국 독점규제법의 선진적인 법체계 및 집행경험을 수용

하여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 특히 행정적 금전제재의 개선방

안을 제안한다.

  2. 연구의 범위

 통상적으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경제적인 이

익과 관계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금전적인 제재수단 및 비금전적

인 제재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금전적인 제재수단은 민사

적인 손해배상제도와 행정적인 제재금제도 및 형사적인 벌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반독점법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현재 

유일하게 작동되는 제도가 행정적인 금전제재 즉 벌관과 위법소득

몰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경쟁법상 금전적 제재제도 중에

서도 특히 행정적인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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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구성

 이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제도를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우선 중국법제의 시대적 배경, 중국 반독점법의 제재체

계를 간단히 소개하고, 중국 반독점법의 적용대상 즉 반독점법상 금

지되는 행위유형 및 책임주체를 설명한다. 제2절에서는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체계를 설명한다. 즉 현행 반독점법의 규정을 분석하

는 것을 통하여 동 법상 금전적 재재의 유형 즉 민사, 행정, 형사적 

금전재재를 각기 설명하며, 서로간의 관계를 정리한다. 제3절에서는 

현재 제재체계에서 중요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작용되고 있는 행정

적 금전제재 수단으로서의 벌관 및 위법소득 몰수제도에 대하여 설

명한다. 중국 반독점법상 벌관 및 위법소득 몰수제도를 중심으로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의 규정과 하부규정을 정리하고, 반독점법이 발

효되는 이래 반독점법집행기구의 실무를 반독점법의 금지행위의 유

형별로 소개한다. 제4절에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인 금전제

재의 부과기관에 대해 검토하고, 부과기관의 부과명령에 불복되는 

경우 반독점법상 불복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중

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에 관한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즉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책임의 주체

와 적용범위, 법률책임규정의 탄력성 등 면에서 특징이 보이고 있

다. 그리고 동법상의 문제점을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이 

결여되는 문제, 행정적인 금전제재에 관한 부과기준이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산정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문

제, 마지막으로 중국 현행법상 금전적 제재를 부과 받은 사업자가 

그러한 처분에 불복할 때 사실상 실효적인 불복제도가 마련되어 있

지 않다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은 한국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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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은 독점규제법상 금전적 제재에 관하여 먼저 법위반행위에 대

한 제재의 체계를 그 중에서도 금전적 제재에 관한 규정을 주로 검

토하고, 동 법상 금지된 행위유형을 열거하며, 제2절에서는 독점규

제법상 과징금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위하여 동 법상 과징금

의 개념과 성격 및 당해제도의 목적을 살펴보면서, 독점규제법상 과

징금제도를 도입하는 연혁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상세하게 검토한다. 즉 동 법상 위반행위가 발

생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는 자가 누구인지, 그러한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를 통하

여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4단계 즉 산정기준, 1차 조정 과징금, 2차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으로 설정하고 있기에 매 단계에서 고려하여

야 할 요인들을 상세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과징금을 감면하는 측면

에서 한국 독점규제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

한다. 제4절에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먼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금전적 제재의 부과기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금전적 제재를 

부과받기 전 피심인의 방어권 및 제재를 받은 후의 이의신청과 행

정소송제도를 검토한다. 그리고 제5절에서는 금전적 제재의 체계, 

행정적 금전제재제도 및 절차적인 측면에서 한국 독점규제법상 금

전적 제재제도의 특징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위의 제2장에서 제기하는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

재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의 특징

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체계, 벌관 

및 위법소득몰수제도에 관한 규정 및 세부기준 및 불복제도의 측면

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부분으로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

고,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제도 즉 벌관 및 위법소득몰수제도

의 운영 및 입법에서 존재되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본 논문에서 여러 원인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 즉 향후 연구의 과

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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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제재에 

대한 검토

제1절 개관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래 경제체제의 전환과 동시에 법률제도

의 설립에서 거대한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를 보장ᆞ추진해주는 일련의 법률체계가 형성되었다. 중국은 민법, 

상법, 경제법의 영역에서 각각 회사법, 계약법, 물권법 및 2007년에 

반독점법을 제정·반포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3대 기본원칙8) 

즉 계약자유, 소유권보호 및 경쟁의 자유를 명확히 하였다.9)

 중국은 개혁개방이전 엄격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왔기에 경

쟁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독점을 규제하는 법규 자체도 존

재할 수 없었다. 가령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된 후에도 1992년 이전

에는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단지 제한적으로만 시장경쟁을 허

용하였고, 사실상 이 때에도 지금과 같은 의미의 경쟁체제가 아니었

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경쟁의 필요성이 크게 논의되지 않았고10) 

8) 규범적 관점에서 시장경제는 재산권보장, 사적 자치, 그리고 경쟁의 3 대요소가 

제대로 작동될 경우에 발전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경쟁은 사장경제가 제대로 작

동하기 위한 질서적 틀을 제공해줌과 동시에 정치민주주의에 상응하는 경제민주주

의의 행심원리이다. 이봉의,“질서정책적 과제로서의 경쟁-과거와 미래”, 경쟁법

연구 제23권, 2011.5, 196면.

9) 王晓晔,“经济体制改革与我国反垄断法”, 东方法学, 2009년 제3기, 74면.

10)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학자의 견해가 주도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도 있다. 그 

대표로서 金名俊,“竞争不适用于社会主义经济”, 学术月刊, 1979년 제7기에서 사

회주의 공유제를 기초로 하는 상품경제에서 경쟁을 도입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3대해(三大害)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사회생산을 무정부상태로 이끌어 국민경제

의 불실을 초래한다. 둘째, 당조직, 당간부 및 사회대중의 사상을 부패(腐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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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사회주의경쟁의 발전과 보호에 관한 임시규정」(1980),

「광고관리조례」(1982),「가격관리조례」(1987)등 일부 규정에서

만 경쟁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 찾을 수밖에 없다. 사회기초가 빈약

하고 경쟁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배경에서 20여년의 노력을 통하여 

마침 2008년부터 시행되는 반독점법은 중국 경쟁문화발전의 중요

한 징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반독점법의 반포는 중국경쟁입법의 종

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1)

 I. 반독점법의 제재체계

 경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쟁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해 

놓고 이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쟁 그 자체는 무한히 변모·

발전해 나가도록 놓아두고, 소극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현상들만 

찾아내어 이를 배제함으로써 경쟁의 발전적 잠재력을 유지 또는 보

호해 나가려는 것이다.12) 그러므로 각국의 경쟁법의 주된 임무로는 

경쟁제한행위들을 포착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억지

효과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제재수단들을 정비하며, 구체적인 제재의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중국법도 그 예외가 아니다.

 중국 반독점법은 총 8장 57개 조문으로 구성되고 있다. 동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독점협의13), 제3장 시장지배지위의 남용, 제4장 

사업자집중, 제5장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 혹은 배제(이하

“행정독점”이라 한다), 제6장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 제7장 법위

반행위의 책임(法律責任), 제8장 부칙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되어 사회풍기에 해롭다. 셋째, 국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사회주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11) 王晓晔,“反垄断法有效实施的几个因素”,中国经贸导刊, 2008년 제24기, 35면.

12) 권오승,「경제법」(제9판), 2011, 127면.

13) 독점협의(壟斷協議)는 중국반독점법 제13조에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협의, 결정 혹은 기타 협동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한국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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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제7장은 법위반행위의 책임에 대한 규정으로서, 그 주된 제재수

단으로는 행정적인 금전제재 즉 벌관 및 위법소득 몰수제도를 규정

하고 있다. 

 반독점법 제7장에서 반독점법 위반행위의 책임을 상세하게 규정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독점법상 위반행위 유형별로 독점협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업자집중행위, 행정독점행위, 법집행기구 조

사방해행위, 반독점집행기구 소속 공무원 위반행위 등의 책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을 다시 민사적, 행정적 및 형

사적 책임으로 구분하면, 그에 상응하는 민사적인 규제수단으로는 

단지 반독점법 제50조 즉 사업자가 독점행위를 실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행정

적인 규제수단을 정리하면 위법행위의 정지명령, 벌관 및 위법소득 

몰수제도 및 사업자집중의 경우 주식의 처분 등 시정조치 등이고, 

형사적인 규정은 단지 반독점집행기구의 심사 및 조사에 방해하는 

경우 및 반독점집행기구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부과하고 있다. 

 반독점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지 법에서 명

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업자

집중 및 행정적독점 등 실체규범에 관한 규정에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측면에서 반독점법상의 책임 및 제재수단의 정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절에서는 먼저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대상으로 되는 금지행위,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체계 및 해당 제재를 부과하는 기구, 그리고 부과기

관의 결정에 불복에 대한 반독점법상의 규정을 살펴본다.

 

 II. 반독점법의 제재대상

  

  1. 금지행위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독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정적 독점, 사업자집중 등으로 규



- 13 -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독점협의(부당한 공동행위) 

 반독점법상 독점협의라 함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 결

정 혹은 기타 협동행위를 말한다. 반독점법 제13조에서는 서로 경

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독점협의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

우로는 ①상품 가격의 고정 또는 변경; ②상품 생산수량 혹은 판매

수량의 제한; ③판매 시장 혹은 원재료 구매시장의 분할; ④신기술, 

신규설비 구입 제한 혹은 신기술, 신제품 개발 제한; ⑤연합하여 거

래를 거절(抵制)하는 행위; ⑥반독점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공동

행위 등이다. 그리고 제14조에서는 사업자와 그 거래 상대방에 있

는 주체와의 독점협의를 금지하고 있다. 즉 ①제3자에 대한 전매상

품의 가격 고정；②제3자에 대한 전매상품의 최저가격 제한；③국

무원 반독점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독점협의 등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체결된 독점협의가 아래의 경우에 부합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하는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

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들은 ①기술개선 혹은 신상품 연구개발을 

위한 경우; ②상품의 품질향상, 원가절감, 효율증진을 위한 경우, 삼

품의 규격이나 표준을 통일하기 위한 경우, 전문화된 분업(分工)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 ③중소사업자의 경영효율 향상 혹은 중소사업

자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경우; ④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재난구호 

등 사회공공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경우, ⑤불경기로 인한 판매량 급

감(急減) 혹은 현저한 재고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⑥법률과 국

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등이다.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반독점법상“시장지배적 지위”라 함은 사업자가 관련시장 내에서 

상품의 가격, 수량 혹은 기타 거래조건을 통제할 수 있거나, 다른 

사업자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지위를 말한다(법 제17조 제2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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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각호의 요소

를 고려해야 한다(법 제18조). 즉 ①그 사업자의 관련시장 시장점

유율 및 관련시장의 경쟁상황; ②그 사업자의 판매시장 혹은 원자재 

판매시장에 대한 통제능력; ③그 사업자의 경제력과 기술조건; ④거

래시 다른 사업자가 그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⑤다른 사업자의 관

련시장 진입 난의도; ⑥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되는 기타 요소 등이다.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입증부담을 감경하고 사업자의 예

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반독점법에서는 사업자의 시장지배

적 지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즉 ①1개 사업자

의 관련시장 점유율이 1/2에 달한 경우; ②2개 사업자의 관련시장 

점유율이 2/3에 달한 경우; ③3개 사업자의 관련시장 점유율이 3/4

에 달한 경우이다. 그러나 그 중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10에 미

달하는 경우, 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시장지

배적 지위에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법 제19조).

 사업자의 사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당해 행위가 남용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동법 제17조에서는 시장지배적 지

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러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즉 ①불공정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불공정하게 저

가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②정당한 이유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

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③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상대방과의 거

래를 거절하는 행위; ④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상대방에게 그와만 거

래를 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가 지정한 사업자만 거래하도록 제한하

는 행위; ⑤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을 끼워팔거나 혹은 기타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여 거래하는 행위; ⑥정당한 이유없이 조건이 동

일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상 차별대우하는 행위; 

⑦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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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 등이다.

    (3) 사업자집중(经营者集中)14)

 동법에서는 사업자집중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

20조에서는 사업자집중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즉 ①사업자 합병; 

②사업자가 주식 혹은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에 대

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③사업자가 계약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결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등이다. 

 사업자집중을 심사할 때 집행기구가 주로 고려하는 요소들은 ①사

업자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관련시장 점유율 및 시장에 대한 영

향력; ②관련시장의 시장집중도; ③당해 사업자집중이 사장진입, 기

술증진에 미치는 영향; ④사업자집중이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⑤사업자집중이 국민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⑥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로서 반독점집행기구가 반드시 고

려하여 판단하는 요소 등이다.  

    (4)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경쟁의 배제 또는 제한행위

 행정기관과 법률 및 법규에 의하여 공공사무를 관리할 기능을 부

여받은 조직은 행정권을 남용하여 단위15) 혹은 개인으로 하여금 지

정한 사업자로 제공한 상품을 경영, 구매,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혹은 변형되는 방법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2조)

 그 구체적인 행위유형으로는 행정기관 혹은 법률 및 법규에 의하

여 공공사무를 관리할 기능을 부여받은 조직은 행정권을 남용하여 

지역 간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16); 차별적인 자격

요건·평가심사기준의 설정 혹은 위법한 정보공시 등의 방식으로 

14) 이하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을“사업자집중”이라 한다.

15) 단위(單位)는 중국에서 사업자 혹은 행정기관을 개괄하여 칭하는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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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外地)사업자가 본지(本地)에서 입찰활동에 참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본지 사업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취하는 등의 방식으

로 외지 사업자가 본지에서 투자 혹은 하위조직을 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한 

독점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

기관은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포

함하는 규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4조~제37조). 

  2. 적용주체

 반독점법 제2조에서 중국 국경내의 경제활동으로서의 독점행위가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제3조에서는 독점행위를 사

업자의 독점협의,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경쟁을 배

제·제한하는 효과 혹은 그런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집중행위가 포

함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동

법의 적용대상자로서는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법 제12조에서는 생산과 경영 혹은 용

역을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반독점법은 독점협의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업자

집중 및 행정독점을 그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자연인은 사

실상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기타조직”은 어떠한 조직을 염두고 법 규정을 제

정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된다. 

16) 반독점법 제33조: ①외지상품에 대하여 차별적인(岐視) 요금항목을 설정하거

나 실행하는 것 및 차별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②외지상품에 대하여 본지 유

사상품과 상의한 기준요구, 검사기준을 규정하거나 중복검사·인증 등 차별적인 기

술조치를 취함으로써 외지상품의 본지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③위지상품에 한

해서만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하여 외지삼품의 본지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④

관문을 설치하는 등 기타수단으로 외지상품의 진입 혹은 본지상품의 유출을 방해

하는 경우; ⑤지역간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가타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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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반독점법 제7장 위반행위의 책임에 대한 규정에서 각자 위반

행위를 행한 사업자와 항업협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행정적 독점에 대하여 주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상위기관에 위임하

고 있기에 사실상 주책임자에 대한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를 부과

할 수 없다. 제52조에서는 반독점법집행기관의 조사를 방해하는 개

인에게 부과하는 행정적인 벌관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집행기구

의 조사를 방해하는 책임17)으로서 자연인은 독점행위로 인하여 행

정적인 금전적 제재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그리고 반독점법 제16조에서는“항업협회”18)가 동 사업영역에서 

사업자간의 독점협의를 조작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항업협회

도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항업협회가 처벌을 부담

할 수 없는 경우 항업협회의 회원이 당해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해

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종합하면 중국 반독

점법상 법위반행위에 대한 주된 제재대상자로서 단지 법인과 항업

협회로 규정하고 있다.

17) 王晓晔교수는 반독점법 제7장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①

사업자가 독점행위를 행하는 책임, ②사업자가 반독점집행기구의 법 집행행위를 방

해할 때의 책임, ③반독점법의 집행에서 반독점법집행기구의 공무원의 위법행위의 

책임이다. 여기서 ②와 ③은 반독점법의 정상한 집행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자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반독점법상의 책임은 위에서 언급

하는 사업자가 독점행위를 시행할 때의 책임을 의미한다. 王晓晔,「中华人民共和国
反垄断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08, 234면.

18) 중국에서 항업협회(行业协会)개념의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반독점법 제

11조에서는 단지“항업협회는 해당 사업분야의 자율을 강화하고 소속 사업자로 하

여금 법에 따라 경쟁하도록 인도하며, 시장경쟁질서를 보호하여야 한다.”라는 직

책만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항업협회는 민정부문(民政部門)에서 

등기한 사회법인 이다. 비록 법에서는 항업협회를 군중조직(群众性组织)의 설질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항업협회를 살펴보면, 항업협회의 책임자는 모두 

정부관계부처에서 퇴직한 관리들이 그 직을 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의 항

업협회를 반정부성질로 인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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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체계
  

 I. 금전적 제재의 유형

  1. 일반 이론

 경제법에 있어서 금지행위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바로 

법위반행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여기서 금전적 제재는 법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경제상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가하거나 소극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등 그 개념이 모호한 측면은 있으나, 적어도 경쟁법

상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벌금 또는 손해배상

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금전적 제재에 해당됨에는 의문이 없을 것

이다.19) 

  금전적 제재의 성격을 기준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행정적인 제

재금 및 형사적인 벌금이 있을 수 있다. 금전적 제재는 법위반행위

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박탈하는 형식으로서, 그중 민사적인 손

해배상은 이미 발생하는 사적인 손해가 어느 주체에 의해 부담되는

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지위가 평등하고, 행정적인 제재금

은 발생되는 손해가 전 사회적인 경우 혹은 도덕적인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행정권이 개입하

며, 형사적인 벌금제도는 당연히 도덕적인 비난이 가능한 위법행위

에 부과되는 형사벌로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2. 중국 반독점법상의 금전적 제재의 유형

 반독점법상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모두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7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46조는 독점협의의 

책임,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자진신고제도를 규정하는 동시에 

19) 이봉의,“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의 체계적 조망”, 법적 제재 방식의 새로운 

지평(서울대 법학연구소 학술회의 발표문), 2012.3.16.,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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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업협회가 해당행위를 행한 경우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47조

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책임을 규정하고, 주로 당해 행위의 행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48조는 사업자집중의 법률책임 

및 행정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49조는 행정벌관을 산정할 때 반

드시 고려해야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다. 제50조에서는 

독점행위의 민사책임 즉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51조는 행정적 독점행위의 책임을 규정하는 동시

에 다른 법에서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규정을 우선 적용하

는 단서를 두고 있다. 제52조는 집행기구의 조사를 방해하는 책임

에 대한 규정으로서 방해행위의 구체적인 형식과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제53조는 반독점집행기구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4조에서는 반독점집행기구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책임 즉 반독점집행기구 공무원의 법위반행위의 

책임 및 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가 동 법을 위반하여 독점협의를 체

결 및 시행하고, 예외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반독점집행기구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직전사업년

도 매출액의 1%이상 10%20)이하의 벌관21)을 처한다. 그리고 독점

협의를 이루기는 하였으나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

하의 벌관을 과할 수 있고, 항업협회가 동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사

업자로 하여금 독점협의를 하게한 경우, 반독점집행기구는 50만 위

안 이하의 벌관을 처할 수 있고,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는 사회단체등기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유럽규칙 제1/2003호 제23조 제2항에서 EC조약 제101조와 제102조에 위반

하는 행위 등 실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전년도 세계 총매출액의 10% 범위 내에

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법례를 참조하였다.

21) 중국에서 벌금(罚款)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게 

금전지불의무를 강제하는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형벌의 일종으로 되는 벌금(罚金)

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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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동 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는 반독점집행기구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의 1%이상 10%이하의 벌관 

처할 수 있다(제47조).

 그리고 법 제48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동 법을 위반하여 사업자집

중을 실행한 경우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는 사업자집중 시행의 정

지; 일정한 기한 내에 주식 혹은 자산의 처분; 일정한 기한 내에 영

업양도 및 기타 사업자집중이전의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50만 위안 이하의 벌관을 과할 수 있다.22)

 동법 제7장 제51조에서는 위의 법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시정을 명하고, 직접책임을 부담하는 개인과 기타 직

접 관련된 인원(人員)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반독점집행

기구는 단지 관련 상급기관에 법에 따른 처리를 건의할 수 있는 권

리만 부여하고 있다. 즉 행정적 독점행위에 대한 제재는 반독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제기되는 

제재의 규정을 민사, 행정, 형사적인 수단으로 구분하고, 서로간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한다. 

  

 II. 금전적 제재간의 관계

  1. 일반 이론

 이론적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제도와 행정적인 제재금제도 간의 

22) 가격독점행위는 반독점법이 적용되는 가격관련독점행위(카르텔, 시장지배적 지

위남용행위) 및 행정독점행위(가격부문)와 가격법이 적용되는 가격 독점행위(가격

담합, 부당연매 등 8개 행위)로 구분된다. 여기서 일부내용이 중복(예를 들면 가격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양법에 모두 규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상호 보완적

인 작용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복 적용문제는 향후 반독점법과 가

격법의 개정을 통하여 해소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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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계선은 손해가 사익적인지 아니면 공익적인지가 그 근거로 되고, 

형사적인 벌금제도와 행정제재제도는 도덕적인 비난가능성의 정도

가 그 기준으로 된다. 그러나 경쟁법의 범위에서 경제적 제재의 관

점에는 사업자가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

게 된다.23)그러면 경쟁법상 손해배상은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손해

를 전보하는 기능을 담당하나,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은 중첩되

는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사

업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을 갖춘 행정적 금전제재 외

에 법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손해까지 

배상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부당이득 박탈의 한계를 초과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하여 과징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는 공정위

가 그 사업자에게 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

가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24) 즉 

사업자에게 미치는 금전적 부담은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

추어 그 법적 형식이 어떠하든 총합으로서의 금액이 다과라는 관점

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는 위

반사업자가 얻은 부당이득과 비례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부당

이득 환수로서의 과징금부과에 의한 행정적 집행과 금전적 피해 배

상으로서의 사적 집행이 병행될 경우에는 과잉억제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조정장치가 필요하다.25)

 과징금을 아무리 높게 부과하더라도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

23) 이봉의,“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의 체계적 조망”, 법적 제재 방식의 새로운 

지평(서울대 법학연구소 학술회의 발표문), 2012.3.16., 69면.

24) 그러나 과징금 환급 제도에 대하여 과징금과 손해배상이 그 입법취지나 성격

이 전혀 다른 것임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오창수,“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 변호사 제27집, 1997, 61면. 

25) 홍대식,“카르텔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과 과징금과의 관계”, 경제법판례연구 

제5판, 2009.2, 263~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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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업자가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미 부당이득이 고려되어 

확정된 과징금액은 그와 연결되어 조정하여야 한다. 즉 사소를 통하

여 사업자에게 가급적 부당이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후 사

업자가 부담할 과징금의 산정에 손해배상액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할 것이다.26) 같은 취지로 제재금과 벌금이 

금전적 제재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대체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양자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27) 

  2.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간의 관계

    (1) 손해배상과 행정적인 금전제재의 관계

 반독점법상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적인 금전제재간의 관계

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비록「행정처벌사건에서 공상행정관리기구

의 위법소득 인증방법」28)제9조에서는 위법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가 법률, 법규 혹은 지방정부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지불하

는 경우 해당 부분을 위법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만,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위법소득과의 관계에 대한 아무

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중국 행정처벌법29)에 의

26) 이봉의,“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의 체계적 조망”, 법적 제재 방식의 새로운 

지평(서울대 법학연구소 학술회의 발표문), 2012.3.16., 69면.

27) EU 경쟁법상 제재금은 EU집행위원회에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행정제재의 성

격을 가지고, 형사벌적인 성격은 기자고 있지 않고 형벌과 병과되고 있지도 않는

다.(규칙 1/2003 제23조 제5항.)

28)「工商行政管理机关行政处罚案件违法所得认定办法」2008년 11월 21일,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37호로 반포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9)「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行政处罚法)」은 1996년 3월 17일 제8기 전국인

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주석령 제63호로 반포되고, 1996년 10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53조에서는 법에 의하여 반드시 소각해야하는 물품 외에

는 법에 따라 몰수된 위법재산은 국가규정에 따라 공개경매 혹은 규정에 따라 처

리한다. 벌관과 몰수된 위법소득 혹은 위법재산의 경매에서 취득한 경제적 이익(款

项)은 반드시 국고에 납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행정처벌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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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위법소득은 국고로 납부하기에 더 이상 위반행위로 인하여 침

해받은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수단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정한「가격위법행위의 행정처벌규

정」30)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동 규정의 제4조부터 제13조에서 

규정된“위법소득”은「가격법」31)제41조에서 규정한 소비자 혹은 

가타 사업자가 더 지불된 가격에 속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사업

자로 하여금 이를 반환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 가격을 더 지불된 

소비자 혹은 가타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공고(公告)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

비자 혹은 기타 사업자가 더 지불한 가격을 반환하는 것을 거절하

거나, 지정된 기한에 소비자 혹은 기타 사업자가 더 지불한 가격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격관할부문에서 이를 몰수하고, 소비

자 혹은 기타 사업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법에 따라 

민사칙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법소득을 몰수된 후 사

업자는 다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시장경제활동 

중 지역봉쇄행위의 금지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32)의 제25조에서

는 지방인민정부 혹은 기타 소속된 부문에서 그 행정권을 남용하여 

의하여 벌관과 위법소득 국고에 납부되고, 실제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받은 자

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30)「가격위법행위의 행정처벌규정(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은 1999.7.10.국

무원의 批准하에 1999.8.1.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 의하여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6.2. 21.「国务院关于修改〈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的决定」을 근거로 제

1차 개정을 가졌고, 2008.1.13.「国务院关于修改〈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的

决定」을 근거로 제2차 개정을 가졌으며, 2010.12.4. 국무원령 제585호「国务院

关于修改〈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的决定」를 근거로 제3차 개정을 가졌다.

31)「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1998년 5

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2)「시장경제활동 중 지역봉쇄행위의 금지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国务院关于禁止

在市场经济活动中实行地区封锁的规定)」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03호로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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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봉쇄를 시행하여 얻은 이익 혹은 기타 부당한 수익은 해당 기

업,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할 수 없는 

부분은 상급인민정부 재정부문에서 몰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언제나 제한된 부분과 행위에만 적용될 뿐 

반독점법상 행정적인 금전제재와 민사적인 손해배상간의 관계를 명

확하게 규정하는 통일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은 찾을 수 없다.　

    (2) 벌금과 행정적 제재금의 관계

 반독점법상 행정적인 규제수단을 정리하면 위법행위의 정지명령, 

벌관 및 위법소득 몰수제도 및 사업자집중의 경우 주식의 처분 등 

시정조치 등이 있다. 형사적인 규정은 단지 반독점집행기구의 심사 

및 조사에 방해하는 경우 및 반독점집행기구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부과하고 있다. 금전적 제재의 측면에서 행정적인 벌관 및 위법소득 

몰수와 벌금을 중첩하여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법적

인 측면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기에 

본 논문의 주제에 맞추어 반독점법상 벌금과 벌관의 관계를 논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제3절 반독점법상 벌관과 위법소득몰수
 

 I. 중국 행정법상의 금전적 제재

 행정처벌법 제8조에서 행정처벌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즉 구체

적으로 경고, 벌관(罚款), 위법소득(不法所得) 및 위법재산의 몰수, 

생산과 영업의 정지명령, 허가 및 자격증의 취소와 박탈, 행정구속

(拘留), 법률 혹은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행정처벌 등이다. 여

기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중국 행정법상의 금전적 처벌로서 벌관

과 위법소득의 몰수를 서로 독립적인 두개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행정법상의 금전적 제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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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벌관(罚款)

    (1) 서론

 벌관은 행정기구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개인 혹은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처벌이다.33) 이러한 처벌은 인민법원의 판결

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지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

면「치안관리처벌법」34)을 위반한 행위는 경찰소(公安局)에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벌관을 부과할 수 있다. 

    (2) 벌관에 관한 행정법상의 규정

 중국 행정법상 벌관에 관한 규정을 모두 열거할 수 없지만, 벌관의 

산정방법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특정한 행위에 관하

여 일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벌관을 처하는 것과 특정한 위법행위에

서 발생한 위법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법소득을 기초로 일정

한 승수를 정하여 벌관의 금액을 획정하는 것이다. 

 두 유형에 관한 전형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첫째,「치안관리

처벌법」제24조에서는 문화 혹은 체육 등 대형활동의 질서를 교란

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 혹은 200 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하고; 정

도가 심각한 경우 5일 이하의 행정구속(拘留)을 처함과 아울러 

500 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35) 

33) 이는 유럽 경쟁법상 제재금과 같이 절차적인 및 실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부과될 수 있다(규제1/2003 제23조).

34)「治安管理处罚法」은 2005년 8월 28일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35) 국가품질검증총국(国家质检总局)에서 제정한「결함차량리콜관리규정」(缺陷汽

车产品召回管理规定)에서 동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000 위안 부터 최고

를 3000 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电信조例」에는 

제17조 및 제72조에 5만 이상 50만 위안 이하 혹은 100만 위안 이하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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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종자법」36)제59조에서는“저질 혹은 가짜 종자를 생산, 판

매하여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관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가격법」제39조에서

는 사업자는 정부지도가격ᆞ정부제정가격 및 법정된 가격제한조치

ᆞ긴급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

함과 아울러 위법소득 5배 이하의 벌관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37)제23조 공용기업이나 기타 

독점지위를 가지는 기업이 당해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해당 위법행위를 정지시키고 정도

에 따라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할 수 있다. 

피지정된 사업자가 품질이 저하하고 가격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거

나 비용을 滥收하는 경우에는 감독검사부문에서 해당 위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위법상황을 고려하여 위법소득의 100%이상 300 

% 이하의 범위에서 벌관을 부과할 수 있다.

    (3) 벌관의 산정기준

 중국 행정법규에서「생산안전사고보고와 조사처리조례 벌관처벌임

시규정」38)은 벌관에 관하여 제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제11조부터 제18조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

고의 영향을 기준으로 10만 위안부터 500만 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할 수 있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동시에 일정한 행위에 대

하여는 전년 년 수익총액(上一年年收入总额)의 30%~80%의 범위

에서 벌관을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동시에 두고 있다.

36)「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的决定」, 동법

은 2004년 8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

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반포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있다. 

37) 1993.9.2.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1993.9.2.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0호로 공포되었다.

38)「〈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罚款处罚暂行规定」는 국가안전생산감독

관리총국령 제13호로 반포하여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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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동 규정 제4조에서는 처음으로 전년 수익총액의 의미에 관

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가가 소유하는 생산경영기구

(国有生产经营单位)인 경우, 동기구의 상급주관부문에서 인정하는 

전년 년 수익총액으로, 비국가소유의 기업인 경우에는 재무 혹은 세

무부문에서 획정한 전년 수익총액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규정에서는 벌관의 수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세부

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 위법소득몰수(没收违法所得)

    (1) 서론

 위법소득이란 당사자가 위법행위에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

다. 만일 당해행위가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

는 경제적인 이익은 당연히 위법소득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하여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과 위법소득을 구분되는 기준을 마

련되고 있다. 즉 합법적인 재산은 벌관의 대상으로 될 수 있지만 위

법소득몰수의 대상으로는 될 수 없다. 그러기에 위법소득을 산정기

준이 해당 경제적 이익의 취득수단의 위법성 여부로 되고 피해자에

게 해당이익을 반환하는 이론상의 기초로 된다.

 위법소득의 몰수는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행할 수 있고, 사법기관도 형사사건에서 법에 따라 위법소득의 몰수 

혹은 반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위법소득의 산정기준

 개혁개방초기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및 정부에서 제정한 법규에서는 위법소득에 대한 산정기준은 물론

이고 위법소득의 정의에 대한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

면 1993년 7월 2일에 통과하는「등기상표로 사칭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보충규정(关于惩治假冒注册商标犯罪的补充规定)」와「품질

저하상품의 생산 혹은 판매에 관한 범죄에 대한 규정(关于惩治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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产、销售伪劣商品犯罪的决定)」등에서는 위법소득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 후 중국 최고검찰청에서 제정한「등기상표로 사칭하는 범죄에 

대한 입안기준에 관한 규정(关于假冒注册商标犯罪立案标准的规
定)」제2조에서 위법소득을“판매수익(销售收入)”이라고 규정하였

다. 그리고 1995년 최고인민법원은「품질저하상품의 생산 혹은 판

매에 관한 범죄사건에서 위법소득의 인정에 관한 답변(关于审理生

产、销售伪劣产品形式案件如何认定“违法所得数额”的批复中)」에

서 위법소득을“획득한 이익액(获利的数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식품위생법(食品卫生法)」39)는 위법소득을 두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생상자의 자격이 위법하는 경우

와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혹은 금지된 식품을 생산ᆞ경영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식품위생행정처벌방법(食品卫生行政处罚办法)」 

40) 제7조에서 위법소득을 두 유형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업

수익(营业收入)으로 규정하였으며, 여기서 해당행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국가기술감독국(國家技術監督局)에서 제정하는 

「기술감독행정사건에서 위법소득 및 비법수입의 계산에 관한 의견

(技术监督行政案件中“违法所得”、“非法收人”计算的意见)」에서

는 명확하게 위법소득의 계산방법을 규정하였다. 즉 원칙적으로는 

위법소득을 순수익액(가격-비용)으로 규정하고, 특정한 행위41)에서

39) 동법은 1995년 10월 30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

品安全法)」의 제정으로 동법은 폐지되었다.

40) 1997년 3월 15일, 위생부령 제49호.

41) ①행정상대인의 고의적인 위법행위；②생산, 판매, 수입된 상품의 품질이 악질

적인 경우즉 생명, 건강, 재산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국가주요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 ③법률, 법규, 규장에서 명문으로 해당상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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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법소득을 영업수익액의 전부로 인정한다. 

 종합하면 위법소득에 관하여 법률과 행정법규는 통일적인 관점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는 위법소득에 관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의 인식

차이가 있는 동시에 각 위법행위의 행위유형와 동기가 서로 다르다

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남개대학 국제경제법연구

소(南开大学国际经济法研究所)와 중공중앙당학 편집부(中共中央党
校「中国党政干部论坛」编辑部)함께 진행하는 설문조사결과 상업행

위에서의 뇌물(贿赂)문제에 관하여 조사대상의 90. 6%는 거대한 

벌관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집행기구 혹은 법집행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생각이 있다는 조서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벌관의 성질과 부과기준에 대하여 더 신중한 규정이 필요하다.

 II. 반독점법상 행정적 금전제재

  1. 법 제정 전의 행정적 금전제재 

 중국 반독점법이 제정하기 이전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을 

각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각 단행법 규정들

의 억지력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반부정당경

쟁법」42)에는 경쟁제한 행위에 단지 5만 이상 20만 위안이하의 벌

관,「전신조례」의 제17조 및 제72조에서 5만 위안 이상 50만 위

안 이하 혹은 100만 위안 이하로 벌관 및 위법소득을 몰수 할 수 

있다. 아래에서 그러한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반독점법이 시행하기 이전「가격법」에 의하여 사업자의 경쟁법상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

39조에서 사업자는 정부지도가격ᆞ정부제정가격 및 법정된 가격제

한조치ᆞ긴급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위법소득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관을 부과할 수 

42) 동법은 1993.9.2.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되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0호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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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벌관을 과

할 수 있고, 위법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격위법행위의 행정처벌규정」제4조에서는 사업자가 동 법 제14

조에서 열거하는 행위가 일정한 경우43)에 해당하면 시정조치를 명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소득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관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경

고하는 동시에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관을 과할 수 있

다. 위법의 정도가 심한 경우 사업을 정지하고 시정조치를 명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반부정당경쟁법」제23조에 의하면 공용기업이나 기타 독점지위를 

가지는 기업이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

상행정관리기관은 위법행위를 정지시키고, 정황에 따라 5만 위안 이

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할 수 있고, 피지정된 사업자가 

품질이 저하하고 가격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비용을 남수(滥
收)하는 경우에는 감독부문은 위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위법정

도를 고려하여 위법소득의 100%이상 300%이하의 범위에서 벌관

을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에서는 입찰한 사업자에서 입찰담합하여 

입찰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입찰자와 발주자(招标者)서로 담

합하여 경쟁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배제하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된다. 감독검사부문(监督检查部门)은 위법정도를 고려하여 1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관을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43) ①상호협의를 통하여 시장가격을 조정하여 기타사업자 혹은 소비자의 합법권

익을 침해하는 경우; ②법에 따라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생선 등 신선상품, 계절

적인 상품, 창고상품 외에,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는 목적으로 원

가이하로 판매하여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국가이익 혹은 기타사업자의 합

법적인 이익을 손해하는 경우；③유사한 상품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등한 

거래조건을 가진 기타사업자를 상대로 가격차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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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독점법상 벌관 및 위법소득의 부과기준 

    (1) 부과기준

 반독점법상 독점행위의 책임 중 금전적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

보면 벌관은 두 가지 유형 즉 ①독점협의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44)의 1%~10%에 상당한 벌

관, ②독점협의가 실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결합하는 경우45), 

사업자단체가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

하는 것이다. 각 금지행위에 벌관 및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경우 반

독점법 제46~48조의 규정 외에 부과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반독점

집행기구는 법위반행위의 성격과 정도 및 지속된 시간 등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46)고 규정할 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반독점

법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하는「독점협의행위금지에 관한 공상행정

관리기구의 규정」,「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금지에 관한 공상행정

관리기구의 규정」;「행정독점에 관한 공상행정관리기구의 규정(工

商行政管理机关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的规定)」47) 및 

44) 대조로 EU에서는 기본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자의 다른 경제주체 특히 

소비자의 후생에 어떤 중대한 침해를 하였는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하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상품의 범위 즉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

품과의 간접적 영향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Jones/Sufrin, EC Competition law(3.ed.), Oxford (2008), p.1228.

45) 반독점법 제48조에서는 사업자가 동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집중을 실시

한 경우에는 반독점법집행기구는 50만 위안 이하의 벌관을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일부 한국 문헌에서는“50만 위안 이하의 벌관”을 이행강제금으로 이해 

및 번역하고 있다. 박제현,「알기쉬운 중국경쟁법」, 공정거래위원회, 2011, 79면. 

그러나 해당 벌관은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업자집중으로 인한 영향을 해소되

는 경우에도 반독점법집행기국은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적인 성질로 50만 원 이하

의 벌관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46) 법 제49조:“반독점집행기구가 이 법에서 제46조, 제47조, 제48조에 규정한 

벌관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때에는 법위반행위의 성격과 정도 및 지속된 시간 

등 요소를 거려하여야 한다.”

47) 2010년 12월 31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53호로 반포되고, 2011년 2

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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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제정하는「가격위법행위의 행정처벌규정」

즉 독점협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및 행정독점행위의 규제에 

관하여 행정적 금전제재로서 벌관에 관하여 더 세부적인 규정을 두

지 않는 동시에 위법소득에 관해서도 단지 원칙적인 정만 두고 있

다.48) 

 여기서 위법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비록 국가행정관리총국에서는 

반독점법상 위법소득에 관하여 세부기준을 두고 있지 않지만, 2008

년에서 제정하는「공상행정관리기구가 행정처벌사건에서 위법소득

의 인증방법」에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다루는 행정처벌사건에

서 위법소득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한 규정들을 살

펴보면: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위법소득”을 산정하는 기

본원칙은 당사자가 법을 위반하여 생산, 판매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 얻은 모든 수익에서 합리적인 지출을 공제한 액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소득을 위법행위

에서 취득한 모든 수익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단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다루는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그 한계

이다.

    (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49)

    가. 반독점법상의 규정

 반독점법이 제정하기 이전 비록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중국 법에 

48) 규칙 제1/2003 제23조 제3항은 위원회가 제재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위

반행위의 중대성(gravity)과 기간(duration)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기간이 제재금의 기본액을 산정하는 2대 요소가 된다. 위원

회는 제재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1998년 1월 14일 제정되고 2006년 9월1일 개정

된「제재금 산정방식에 관한 기준」(Guidelines on the method of setting fines 

imposed pursuant to Article 23(2)(a) of Regulation No 1/2003;[2006]O.J. 

C210/02. )를 운용하고 있다.

49) 중국반독점법에서는 관대제도(寬大制度)로 칭하고 있다. 본문의 용어의 통일성

과 이해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모두 자진신고 감면제도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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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그와 유사하게「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

(구)」제15조에서는「행정처벌법」제27조50)에서 열거한 경우에 해

당하는 사업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감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독점법이 제정된 후 경쟁법상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하

였다. 즉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반독점집행

기구에 독점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함과 아울러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반독점집행기구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대

한 처벌을 일정하게 감면할 수 있게 되었다. 반독점법상 제2장 독점

협의에서 각각 제13조와 제14조 수평적 합의와 최고·최저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반독점법상 수평적 

공동행위뿐만 아니라 재판매가격 즉 수직적인 공동행위도 자진신고 

자 감면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되고 있다.

    나. 반독점집행기구의 규정

 먼저 반독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중요한 증거”란 공상행정관리

기구더러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51) 혹은 공상행정관리기구 및 가격

주관부문이 독점협의를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증거자료

를 의미한다.52)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점협의에 참여하는 사업자, 관

50)「행정처벌법」제27조 제1항: 당시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

정처벌을 법에 따라 감면해야 한다. ①자발적으로 위법행위의 위해효과를 소멸 혹

은 감소하는 경우; ②타인의 협박으로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③행정기관의 위법행

위 적발에 협조하여 공을 이룬 경우; ④다른 행정처벌을 감면해야 할 경우(其他依

法从轻或者减轻行政处罚的). 제2항: 위법행위의 정도가 협소하고 즉시 시정하여 위

해후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면한다.

51)「독점협의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관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사건처리절차규

정(工商行政管理机关查处垄断协议、滥用市场支配地位案件程序规定)」제20조제3항

전단. 동 규정은 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42호로 반포되어 2009년 7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있다.

52)「반가격독점행정집법절차규정」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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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상품의 범위, 협의의 내용 및 방식, 협의의 구체적인 실시정황 등

이 포함될 수 있다53)는 정의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반독점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요건 및 감면될 수 있는 부분과 

정도에 관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제정하는「반가격독점행정

집행절차규정」54)제14조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정부가격관할부문

에 가격독점합의에 관하여 보고하고, 그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격주관부문은 그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제14조 제2

항에 의하면 1순위로 자발적으로 가격독점합의에 관하여 보고하고 

그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전부 면제할 

수 있고, 2순위로 가격독점합의에 관하여 보고하고 그에 관한 중요

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50%내지 50%이상의 처벌을 

면제할 수 있으며, 기타 자발적으로 가격독점협의에 관하여 보고하

고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50%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정한「독점협의행위금지에 관

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규정」제12조에서는 단지 일 선위 자진신고

자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전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외의 사업

자는 제공되는 증거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처벌의 감경을 임의로 결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5)

53)「독점협의행위금지에 관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규정(工商行政管理机关禁止垄
断协议行为的规定)」제11조 제3항 후단. 동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53

조로 반포되고 2011년 2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54)「반가격독점행정집법절차규정」(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제8호), 동 규정은 

2011년 2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55) 미국「2004 독점금지 형사제재 강화 및 개혁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ACPERA)」에서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협조를 조건으로 손해배상한도액을 피해액의 3배에

서 1배로 축소하고 연대채무성도 부정함으로써 감면제도 이용에 대한 유인을 강화

하는 것과 같이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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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자의 순위에 관하여「독점협의행위금지에 관한 공상행정

관리기관의 규정」제11조 제2항에서는 자발적으로 집행기구에 보고

하는 시간, 제공하는 증거의 중요성, 독점협의의 체결 및 시행된 정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3. 반독점법상 벌관과 위법소득몰수에 관한 실무

 비록 반독점법이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

만, 현실적으로 반독점집행기구는 반독점법과 다른 관련법의 적용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가격감독검사경황통계분석」에 의하면 

중국 전국에서 가격위반행위는 총 4.7만 건 처리되고, 소비자손해 

4.3억 위안 반환되면서, 위법소득 10.8억 위안, 벌관 1.3억 위안을 

부과하였다. 그러한 사건 중에서 의약가격, 교육비, 부정당가격행위

가 각각 15304건, 11035건, 6613건으로 처리된 사건에서 32.3%, 

23.3%, 1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56) 이하에서는 반독점법이 

제정된 후 동 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반독점집행기구의 

실무를 간단히 살펴본다.57)

    (1) 독점협의 관련 사건 

 가. 독점협의 즉 부당한 공동행위가 처음 중국 반독점법상 문제된 

사건은 광서장족자치구 33개 쌀국수(米粉) 제조업체의 가격담합 

건58)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11일 1일부터 2010년 1월 中旬까

지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남녕시(南寧市) 및 류주시(柳州市)의 33개 

쌀국수(米粉) 제조업체가 회의 및 협의 등 형식을 통하여 가격 인

56)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싸이트,“2010年价格监督检查情况统计分析”, 최종방문시

간: 2012.03.22., http://jjs.ndrc.gov.cn/gzdt/t20110223_396359.htm. 

57) 여기서 소개되는 사건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싸이트에서 정리된 보도자료 

이다. 중국 반독점집행기구로서 상무부는 관련된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만, 

국가발전개경위원회 및 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충분한 자료공개를 하지 않았고, 설

사 공개된 행정처벌에도 벌관과 위법소득의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58) 人民网,“广西33家米粉厂串通涨价违反法律受罚”,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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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합의(串通涨价)한 후 2010년 1월 1일 부터 순차적으로 500g

당 0.2 위안 씩 출고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문제되었다. 국가발전개

혁위원회, 광서자치구 물가국(物價局)과 남녕시 및 류주시 정부의 

관련부처의 조사 끝에 당해행위가 가격법, 반독점법, 가격위반행위

행정처벌규정 등에 규정한 가격담합에 의한 부당한 가격행위로 판

단하어 벌관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합의를 

조작한 자 즉 남녕시 선일각(鲜一阁)식품공장, 유주시형제(柳州市兄

弟) 및 영재두 쌀국수생산공장에 대해서 각각 10만 위안, 18개 동

참업체에 대해서는 참가행위의 경·중에 따라 각각 3~8만 위안의 

벌관을 부과하였고, 가격 주관 부문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12개사에 대해서

는 단지 경고처분만 부과되고 벌관을 면제하였고, 담합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가격을 같이 높인 사업자에게는 가격감독검찰의견서를 송

달하면서 가격자율을 요구하였다.

 나. 사업자단체가 주도한 담합행위로는 하남성(河南省) 냉장선도유

지협회(冷藏保鲜协会)의 마늘 냉장비용기준 담합 건59)이다. 당해 

사건에서 2010년 3월 16일 하남성 중모현(中牟县) 냉장선도유지협

회는 협회문서로 모든 현(縣)의 마늘냉장비용징수기준(大蒜冷藏收

费标准)을 톤(t)당 260~320 위안으로 통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

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가격을 인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회

회원으로서의 우대조건을 박탈하는 한편, 중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

다. 하남성 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중모현 냉장선도유지협회 가격위

법인정의 청시(关于对中牟县冷藏保鲜协会价格违法认定的请示)”보

고에 대한 답변(批复)을 받은 중모현 발전개혁위원회는 즉시 심리

위원회를 소집하여, 「벌관자유재량절차제도(罚款自由裁量阶次制

度)」를 근거로, 2010년 7월 1일 당해행위를 가격담합행위로 인정

하여 동 협회에 8만 위안의 벌관을 부과하였다.

59) 중국 2009.7부터 2010.5까지 마늘 가격은 1600위안/t으로 부터 8000위안/

t，그리고 최고 10500위안/t의 고가로 폭등했다. 郑州日报,“涉嫌串通大蒜冷藏价

格, 中牟冷藏保鲜协会被罚8万”, 20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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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자단체가 주도한 담합사건인 동시에 법집행기구가 위반행

위를 사전에 담합을 억제하는 사건으로는 하북성 싱대(邢臺)시 이

사회사 가격담합 건60)이다. 2009년 4월 싱대시의 우성 등 7개이사

회사가 회의를 두 번 조직하여 이사서비스 비용의 증가폭 및 증기

시간 등 내용에 관한 합의를 달성하고, 항업협의이란 형식으로 다른 

회사에 그런 내용에 동첨하는 것을 유인ᆞ강요하였고 그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를 보복ᆞ배제하였다. 싱대시 물가국은 신고를 받은 후 

조사를 거쳐 7개 이사회사의 위 행위를 가격담합 및 시장가격조정

행위로 인정하여, 7개 회사가 제정하는 협의 중에 가격 증가에 관련

되는 조항의 집행을 정지하는 동시에 원 시장자유경쟁으로부터 형

성하는 가격으로 회복하는 것을 명하였다. 그 후 물가국은 서비스사

업 경고회를 소집하여 위에서 제시된 행위 및 유사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벌관 및 위법소득 

몰수 등 처분을 과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성실

경영을 강조하였다. 

 라. 2009년 10월 17일 길림 옥수수센터도매시장유한회사(吉林玉

米中心批发市场有限公司)등 여러 회사가 중국의 16개성 109개 녹

두 중개상을 길림성 조남시(兆南市)의 금탑(金塔)호텔에서 회의를 

소집하여“제1회 전국 녹두시장 생산, 판매시황(产销行情)연구회”

를 개최한 후, 상호 결탁하여 녹두제품 생산량의 대폭감소에 따른 

가격인상정보를 날조ᆞ유포하는 방식61)으로 전국 녹두가격의 상승

을 야기하였다는 것이 길림성(吉林省) 옥수수도매회사의 녹두가격 

60)국가발전개혁위원회사이트,“河北省邢台市物价局及时制止搬家公司涨价案”, 

2009.08.26. 최종방문일: 2012.03.23, http://www.sdpc.gov.cn/jggl/scjg/t200 

90826_298252. htm.

61) 동 회사가 회의참가기업에 배포한 회의개요(会议纪要) 및“2009년 산지녹두

재배상황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녹두의 주요 생산지역의 생산양이 

동기대비 64.05%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중국양식연감(中国粮食年检)발

표한 통계수치(중국의 녹두 생산양 14.9%감소)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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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건62)이다. 당해 사건에서 길림성 및 내몽골자치구는 단지 당

해행위가 가격법 및“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담합

을 주도하는 옥수수도매회사에 대하여 당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

고한도인 100만 위안의 벌관을 부과하고, 담합에 협조한 3기업에 

대해서 30~50만 위안의 벌관을 부과하면서, 회의에 참가하고 가격

담합에 참여한 109개 중개상에 대해서는 단지 경고처분만을 부과하

였다.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관련 사건

 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관한 사건으로서는 산동

성 두 약품기업 독점협의 건63)이다. 산동성의 두 약품기업 즉 산동

위방순통의약유한회사(山东潍坊顺通医药有限公司)와 위방시 화신의

약무역회사(潍坊市华新医药贸易有限公司)는 각기“복방레세르핀(复
方利血平)”의 원재료(药盐酸异丙嗪)를 독점하기 위하여 두 원재료 

공급사와“상품대리판매협의서(产品代理销售协议书)”를 체결하여 

독자적인 판매지위를 확보하는 즉시 판매가격을 200 위안/kg으로부

터 300~1350위안/kg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위가 문제되었다. “중

국 반독점법상 최초의 금전적 제재”로 불리우고 있는 사건으로 중

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반독점법 및 가격법 등을 적용하여 각각 

두 약품기업이 각기 체결하는 판매협의서의 해제를 명하는 동시에 

산동순통사와 위방신화사에 대하여 각기 위법소득을 37.7만 위안, 

5.26만 위안을 인정하고, 이를 몰수하는 동시에 각기 벌관 650만, 

10만 위안을 부과하였다.

    나. 중국 전신, 연통6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건65) 

62) 新华网,“吉林玉米批发公司等操纵绿豆价格被罚100万”, 2010.07.01.

63) 발전개혁위원회 싸이트에서“两医药公司垄断复方利血平原料药受到严厉处罚”, 

최종방문시간: 2012.03.22.,http://jjs.ndrc.gov.cn/gzdt/t20111115_444599.htm.

64) 발전개혁위원회 부국장의 말에 의하면 전신과 연통 두 기업은 시장점유율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新华网,“发改委称电信联通承诺提高网速进一步降上网
费”,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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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건은 중국 반독점법상 첫 번째로 동의명령제를 적용하는 사

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점국 부국장의 인터

뷰내용에 의하면 전신, 연통은 각자의 인터넷망을 독자적으로 운영

하여 서로 융합해야하는 국가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유사한 

사업자에 서로 다른 가격기준을 요구하는 차별행위가 조사의 대상

으로 된다. 2011년 4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11월 9

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인터넷 연결문제에 대하여 중국 전신 및 

중국 연통에 대하여 반독점조사를 개시하였다. 2011년 12월 2일, 

두 기업은 해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승낙하면서 반전개혁위원회의 

조사중지를 신청하였다. 2012년 2월, 북경电信는 첫 단계 가정인터

넷 속도제고작업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북경전신 

가정인터넷의 속도는 모두 2M이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2012년 2월부터 북경연통은 모든 인터넷에서 무료제속작업(無

料提速作業)을 시작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3) 기타

    가. 현대차집단 중국유한회사의“끼워팔기”등에 대한 건 

 중국자동차유통협회(中国汽车流通协会)는 중국의 기아자동차가 자

동차를 공급하면서 2008년 1월부터 중개상에 대하여 인기차종에 

비인기차종을 끼워 팔거나, 재고차량의 강제인수 등을 통하여 과다

한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2008년 10월 14일 상무부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상무부 내의“기

전과기산업사”(机电科技产业司)는 자동차거래정책(汽车贸易政策) 

및 관련규정을 근거로 기아자동차에 대해 해결방안제시를 요구하면

서 자동차수입허가증 발급업무를 일시 중지하였다.66)

65) 新华网,“发改委称电信联通承诺提高网速进一步降上网费”, http://news.hsw.cn 

2012.03.16.

66) 비록 상무부가 상대적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거래관련법규를 적용

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향후에는 경쟁당국이 반독점법이나 반부정당경쟁법을 

적용하여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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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문 보도내용:

 중국경영신문(2010.6.6.)에 의하면 중국라면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캉스프라면(康师傅方便面)67)은 경쟁업체 즉 통일(统一)와 

백상(白象)을 배제하기 위하여 푸만두워(福满多)라면을 저가로 덤

핑판매하고 있고, 많은 중개상 및 유통업자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

는 계약을 두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경재업체인 백상이 부당염매협

의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제기하였지만 결과는 어떠한지 공개되

고 있지 않았다.68)

    (4) 소결

 위에서 열거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69), 비록 위 사건들은 모두 반

독점법이 제정·시행된 후에 적발되는 사건이었지만 전적으로 반독

점법을 적용하어 처리되는 사건은 미미하고, 가격법 혹은 반부정당

경쟁법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법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거대한 벌

관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액수를 계산하는 기준을 개시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후 반독점법의 조항을 적용되어 위법소득의 몰

수 및 벌관의 액수의 계산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독점

협의 및 그에 따른 실행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행위의 정지

를 명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이로 인한 위법소득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및 벌관을 부과하는데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

할 판단기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70)

67) ACNielsen이 2009년 12월 조사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캉스프라면은 중국시

장에서 라면판매량의 41.7%, 매출액의 54.6%를 각각 점유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를 구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캉스푸(康师傅) 중국시장에서의 매출액은 

23.07억 달러였고, 이윤액은 2.53억 달러 이였다.

68)“康师傅低价倾销, 白象很恼火”, 2010.05.20., 17:42:45, http://www.28.co 

m/cy/zc/n-5 20508.html.

69) 상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업결합사건에 벌관을 부과하는 사건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 행정독점사건에는 금전적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실무에서 행정적

인 벌관을 부과하는 사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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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반독점법상 부과기관 및 불복제도

 I. 제재의 부과기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복잡한 경제적 사안을 직면하고 있는 경쟁법 

집행기관으로서는 반드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부의 압력이 없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되 공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

도록 조직과 절차를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각 경쟁당

국이 모두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조직과 절차에 관한 이해는 법

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정치환경, 행정문화, 개인

의 리더십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71) 

 여기서 경쟁당국이 경쟁법상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기관인 역할

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다른 제재부과기관과 구별되는 특수

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 반독점법상 집행기구는“두 단계 

및 세 개집행기구(双层次、三合一)”72)로 되고 있다. 아래에서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부과기관의 조직

 중국에서 반독점법을 제정하기 전에서는 단지 독점행위를 분산된 

법률·법규, 예를 들어「가격법」, 「반부정당경쟁법」, 「대외무역

법」,「전신조례」등에 규정을 두어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해

당 법률을 집행하던 기구들도 각자의 권리 범위에서 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가격법」은 가격주관부문 즉 국가발전

개혁위원회,「대외무역법」은 상무부,「반부정당경쟁법」은 공상관

리총국을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기구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반독점

70) 김도현,「중국반독점법」, 법문사, 2009, 168면. 

71) 권오승·이봉의 외,「독점규제법」, 법문사, 2010, 311면.

72) 王先林主编,《中国反垄断实施热点问题研究》, 法律出版社, 2011,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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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하기 전에 중국의 각 행정기구는 각자의 직권범위에서 독

점행위에 대한 규제를 담당해오고 있었다. 

 어떠한 법의 제정도 그 역사와 현 상태를 무시할 수 없다. 국무원

법제처와 다른 부처 간 공동협상 끝에 반독점법상 반독점집행기구

의 설정에 관하여 중국의 현 상태 즉 관계부처가 각자의 직권에 한

하여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현실을 존중하는 동시에 향후 법집행기

구의 조정을 염두고 법을 구체적인 세 기구로 구분하여 법의 집행

을 담당하는 동시에 법집행의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독점위

원회를 설립하였다. 결과적으로 반독점법상 관련기구는 반독점위원

회와 반독점집행기구로 이원화되었다. 

 

    (1) 반독점위원회

 반독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국무원은 반독점활동을 조직, 조율하는 

기관으로서의 반독점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국

무원 반독점위원회의 조직과 업무규칙은 국무원에서 정한다고 규정

하는 위임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무원에서 제정하고 발표

한「국무원반독점위원회의 주요직책과 구성인원에 관한 통지」73)에 

의하면 반독점위원회는 주임(主任) 1명, 부주임 4명, 위원 14명으

로 구성하고 있고, 주임은 국무원 부총리가 겸임하고, 부주임（副主

任）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원장, 상무부 부장, 국가공상행정관리

총국 국장 및 국무원 부비서장(副秘书长)이 각각 겸임하고 있으며, 

위원은 관련부처74)들의 부부장, 부주임, 부국장, 부주석이 겸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밖에 반독점위원회의 비서장 한명을 상무부 부부장

이 겸임하되 반독점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는 상무부에게 위임하고 

있다.

73)「国务院办公厅关于国务院反垄断委员会主要职责和组成人员的通知」는 국무원반

공청 (国务院办公厅[2008]140号) 제104호로 2008년 7월 28일에 반포되었다.

74) 반독점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관련부처들로는 발전개발위원회, 공업정보

화부, 감찰부, 재정부, 교통운송부, 상무부, 국자위, 공상총국, 지적재산권국, 법제사

무실, 은행감동회, 증권감독회, 보험감독회, 전력감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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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독점집행기관

 반독점법의 집행체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현재 중국의 반독점법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단일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는다. 동 법 제10조를 살펴보면“국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반독점집행의 직책을 일부 기구(이하“반독점집행기

구”라 한다)에 부여하여 동 법의 규정에 따라 반독점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반독점법은 국무

원 산하 3개 행정기관에 법집행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즉 국가발

전개혁위원회(NDRC)는 가격독점행위를, 상무부(MOFCOM)는 기

업결합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서는 가격독점행위를 제외

한 독점협의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각각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가격감독검사사

(價格監督檢査司 )”를 2008년 7월 15일에 신설하여 그 하부 조직

으로 7개 처75)를 두고 상무부는 2008년 7월 11일에“반독점국(反

壟斷局)”을 신설하여 그 하부조직으로 6개 처76)를 두고 있으며, 

국가공상총국도 2008년 7월 11일에“반독점과 반부정당경쟁집법국

(反壟斷与反不正當競爭法局)”을 신설하여 하부조직으로 5개 처77)

를 두고 있다.

 

75) 처(處)는 한국의 과(課)에 해당하고 인원규모는 5명정도 두고 있다. 구체적으

로는 종합처(综合处)，법제공작처(法制工作处)，감독지도처(监督指导处)，가격검

사처(价格检查处)，수비검사처(收费检查处)，시장가격감독처(市场价格监管处)，반

가격독점처(反价格垄断处)등이다. 

76) 즉, 사무실(办公室), 경쟁정책처（竞争政策处）, 상담처（商谈处）, 법률처（法

律处）, 경제처（经济处）, 감찰집법처（监察执法处）등이다.

77) 즉 종합처(综合处)，반독점집법처(反垄断执法处)， 반독점법률지도처(反垄断
法律指导处)，반부정당경쟁처(反不正当竞争处)，안건독사협조처(案件督查协调处)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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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원칙적으로 반독점법의 집행은 중앙정부의 권리에 속하나 법

에서 국무원의 반독점집행기구는 업무의 수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省, 自治区, 直辖市) 인민정부78)의 상응기구에 해당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제2항). 법집행의 권

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의 해당부처는 보고의무 즉 독점행위에 대

한 결정을 내린 후 10개 근무일 내로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 부과기관의 권한

 반독점위원회는 구체적인 독점행위 규제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위원회의 전체회의(전체회의), 주임회의(주임회의) 및 특별주체회를 

통하여79) 반독점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즉 ①경쟁정책의 

검토, 제정; ②시장의 전반적 경쟁상황에 대한 조사, 평가보고 발표; 

③반독점지침의 제정·공포; ④반독점집행업부의 조율; ⑤국무원이 

정하는 기타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무원반독점위원회의 직책을 법에서는“반독점사업을 조직, 조율, 

지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관하여 학계에는 관점을 달

리하고 있다. 즉 국무원반독점위원회는 상위기구로서 반독점사업의 

방향에 대한 조직, 협조, 지도를 하는 것뿐이지 구체적인 반독점사

건에는 참여하지 않다는 견해80)와 국무원반독점위원회는 반독점사

업의 방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모두 참여한다는 것이

다.81) 후자관점은 반독점사업의 통일성, 공정성, 권위성의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고, 국무원의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하는 주된 원인에 부

합된다고 생각한다.

78) 법집행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성(省)급인민정부는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79) 반독점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집행규칙은「国务院反垄断委员会工作规则」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80) 王晓晔,「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08, 62면.

81) 曹康泰, 张穹,「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解读」, 中国法制出版社, 2007, 185면.



- 45 -

 한편,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반독점집행기구는 독점행위

에 대한 조사의 권한을 법 제38조에서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39조에서는 반독점집행기구의 구체적인 조사권한을 ①

피조사 사업자의 영업장소 혹은 기타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것; ②피조사 사업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 단위 혹은 

개인에게 문의하고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 ③피조사 

사업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 단위 혹은 개인의 중서, 협의, 회

계장부, 업무상 메일, 전산자료 등의 열람 및 복사; ④관련 증거물의 

봉인 및 압수; ⑤사업자의 은행통장 조회 등이다.82) 그러나 반독점

집행기구의 조사 대상으로 되는 사업자가 반독점집행가구가 인가하

는 기한 내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행위의 결과를 철거한다

는 승낙을 받으면 반독점집행기구는 조사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법 제45조 제1항).

 그리고 반독점집행기구가 부과기관으로서 금전적 제재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서 법 제44조에서 반독점집행기구는 독점행위에 대

한 조사결과 독점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른 결정과 아울러 

사회에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I. 불복제도

  1. 법의 규정

 반독점법 제53조에서 법 제28조 혹은 제29조를 근거로 행한 반독

점집행기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우선 법에 따라 이의신청83)

82) 제39조 제2항: 전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반독점집행기구의 주책

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반독점법상의 원문은“행정복의(行政复议)”으로 되고 있다. 한대원 외 14인 

공저,「현대중국법개론」, 박영사, 2002, 169면에서는 중국의“행정복의”를“행

정심판의”으로도 번역하고 있다. 한국 독점규제법상의 이의신청제도와 유사하기에 

이하 이의신청으로 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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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조 제2항에서는 반독점집행기구가 

행한 전항외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

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집

중행위에 대한 반독점집행기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이의신

청을 제기하는 것을 행정소송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사업자집중행위에 대한 반독점법집행기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내린 기관에84)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해당기관에

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인민법원85)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행위에 대한 반독점집행기국의 결정

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의미로 선택할 수 

있으나, 그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행정심판법」 제16조 제2항.)

 사업자집중의 행위에 대한 반독점집행기구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이의신청을 전치하는 규정은 사업자집중사건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입법자의 태도를 나타낸다.86) 즉 반독점법상 사업자집중에 관련하

는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학과 경제학지식의 요구가 높

84)「행정심판법(行政复议法)」은 1999년 4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

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주석령 제16호로 반포되어 1999년 10월 1일부

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 제14조에 의하면 국무원부문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인

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결정을 내린 국무원부분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85) 현재 중국 인민법원의 체계는 기층인민법원(基层人民法院), 중급(中級)인민법

원, 고급(高级)인민법원 및 최고(最高)인민법원 4급으로 구성되고 있다.「행정소송

법」제6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2심종심(二审终审)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독점법

에 관련된 사건을 인민법원 내 지식재산권정(知识产权庭)에서 다루고 있고 지식재

산권법정 중급인민법원이상의 법원에만 설치되고 있다. 「행정소송법」제14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르면 반독점집행기구가 내린 구체적인 행정해위에 관련된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서 그 1심을 다루고 있다.

86) 曹康泰, 张穹,「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解读」, 中国法制出版社, 2007,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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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국경제상황 및 경쟁정책, 산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동시에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2. 준용규정

 그러나 반독점법상 단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있는 반면, 구체적인 이의신청 및 행정소

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자격, 적용되는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

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독점법상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절차법87)의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88)

제5절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의 특징과 문제점

 I. 특징

 위에서 중국 반독점법상의 현행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반독점법상 책임제도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책임의 주체와 적용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 제7장 법률

책임에서는 독점행위의 각 유형과 관련되는 동시에, 항업협회, 기업

단체 및 자연인을 모두 책임주체로 규정되며, 중국에서 발생한 독점

행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쟁질서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떠한 행위

에도 모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7) 중국의 행정법상「행정처벌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을 합쳐서 행정

절차법이라 한다.「행정소송법(行政诉讼法)」은 1989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88) 중국의 행정법상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한 내용을 소개하는 문헌은 

한대원 외 14인 공저,「현대중국법개론」, 박영사, 2002, 169~189면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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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책임주체에 관한 규정이 체계적이고 명확하다. 법 제7장에서

는 독점행위자, 반독점집행기구의 법집행을 방해하는자 및 반독점집

행기구의 위법행위의 책임으로 체계화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반

독점법규제상 책임주체의 광의개념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협의

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독점법의 책임주체는 단지 독점행위자로 

한한다. 

 셋째, 반독점법상의 책임제도는 강제성, 억제 및 예방성을 강조하

고 있다. 그 제재수단으로는 주로 행정적인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

다. 빈번하게 적용하는 행정적인 제재수단은 독점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와 예방효과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그러므로 경쟁을 보호

하고 적당한 억제와 예방효과를 추구하는 동시에 적절한 행정책임

의 설정도 행정법률의 기본원칙인 비례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넷째, 반독점법률책임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더욱 탄력적이

고 이성적이다. 반독점법상 처벌기준에 대한 법조문을 살펴보면 행

정벌관의 액수를 고정적인 모델로 규정하지 않고 일정한 구간을 설

정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계량분석을 부과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반독점법상 책임제도는 종합적인 규제체계를 채택하고 있

다. 즉 행정책임을 규정하는 동시에 민사책임, 형사책임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다양한 법률책임을 동법에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II. 문제점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반독점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의 내재적인 요구를 충족하고 중국 경제체제개혁 30년 성과의 중요

한 징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체제전환이 아직 완비하지 못하

고, 반독점법이 제정 및 시행의 초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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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반독점법상의 단일장절 즉 제7장에서 집중적으로 법위반행위

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단지 원칙적으로 독점협

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사업자집중행위의 책임을 규정하는 반

면 각 독점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은 해당 위법행위와 적당한 대응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에 독점행위에 관련된 책임주체간의 이익형평을 침해하고 있다. 그

리고 각종 제재수단 간 서로 중첩 혹은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 특히 벌관 및 위법소

득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금전적 제재수단 간의 관계 불명

    (1) 금전적 제재간의 병과여부 불명

 가. 반독점법상 행정적인 제재수단을 독점협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지, 위법소득의 몰수, 벌관 및 

사업자집중사건에서 정지명령, 주식, 재산의 처분명령, 필요한 기타

조치 및 벌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독점법상 제재수단은 지나

치게 행정적인 벌관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현 

단계에 있어서 독점행위를 주로 행하고 있는 주체가 국유기업인 현

실을 감안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민사책임과 행정책임간의 명확한 계선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반독점법 제46조, 제47조에서 행정적인 벌관 및 위법소득 몰수제도

를 규정하고, 제50조에서는 독점행위를 행한 사업자의 민사책임 즉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독점행위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위법소득의 대부분은 민사책임 즉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2중 처벌의 우려

가 있다. 



- 50 -

 다. 행정책임과 형사책임간의 관계가 잠재적인 문제가 된다. 비록 

현재 반독점법상 독점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

만, 법의 개정에서 형사책임을 도입하는 경우 반드시 직면하는 문제

이다. 형사책임은 주로 자유형과 벌금으로 구성하고 있다. 현행 중

국 형법을 살펴보아도 제2편의 제3장에서“사회주의경제질서침해범

죄”를 규정하고 있다. 책임주체에 관하여 현행 형법에서 법인의 범

죄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양벌제가 채택하고 있다. 반독점법상 

행정적인 처벌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만일 독

점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사업자의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2) 금지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결여

 반독점법상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이 상당히 부족하다. 현행 반독점

법 제7장의 규정에서는 단지 반독점집행기구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

위와 반독점집행기구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독점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아무

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는다. 경쟁법의 발전이 앞선 서구입법례를 

살펴봐도 경성카르텔에 관한 형사책임은 모두 갖추고 있다. 중국의

「형법」89)에서는 단지 입찰담합(串通投标)90)의 형사책임을 규정

할 뿐 다른 독점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형사책임의 결여는 반독점법의 집행에서 억제력과 강제성을 상당히 

약화하고, 형사책임에서 탈출하는 것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성

화하는 중요한 유인으로 되고 있기에 형사책임의 결여상태를 해결

하는 것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89)「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은 1979년 7월1일 제5기 전국인

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은 1999.12.25， 

2001.8.31，2001.12.29， 2002.12.28， 2005.2.28， 2006.6.29， 2009.2.28,  

2011.2.25. 등 8차의 개정을 거쳤다. 동법은 총 2편과 부칙으로 452개 조문으로 

구성되고 있다. 제2편 분칙(分则)은 또 10개 장절로 구성되고 있다.

90)「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23조에서 입창담합죄(串通投

标罪)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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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반독점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도입하는 경우 벌

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현행 형법 제2편 제3장의 사회주의경제질

서침해범죄에 관한 법 규정에서 벌금의 기준을“판매액수의 50%이

상 혹은 2배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독점법 제7

장에서 행정적인 벌관의 기준을 1%~10%로 규정하는 것을 감안하

면 형사책임에서 벌금의 최저기준을 10%로 정할 것인가가 문제된

다.  

 
  2. 제한된 법률책임 주체 

 반독점법 제7장에서는 법률책임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규정

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독점행위를 행하는 책임, 사업자가 반독점

집행기구의 법 집행행위를 방해하는 책임, 반독점집행기구의 위법행

위책임이다. 첫 번째 유형에서 독점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책임의 주

체로 되고, 사업자가 반독점집행기구의 법 집행행위를 방해하는 경

우의 사업자 및 자연인은 모두 그 책임주체로 될 수 있으며, 3번째 

유형에서는 단지 반독점집행기구 및 그 공무원이 책임주체로 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유형 1에서 행정벌관과 위법소득의 몰

수는 단지 사업자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행한 사

업자의 주요책임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을 과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않

는 것이다.91) 

  
 3. 벌관 및 위법소득의 산정기준의 결여

    (1) 원칙적인 행정벌관의 규정

 반독점행정책임의 규정은 중국 전통적인“원칙적 입법(宜粗不宜

细)”의 입법사상의 영향을 받아 반독점법률책임을 단지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업자집중 및 행정독점으로 구분하여 원칙적

인 규정만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 위반자에게 현저한 억제효

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동법의 행정책임의 규정상“합리적 원

칙”이 결여하고 있다.92)

91) 时建中,「反垄断法-法典释评与学理探源」, 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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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독점법상 제재수단에서 빈번하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의 산정기준

이 명확하지 않는다. 법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에서는“반독점집

행기구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의 1%이상 10%이하의 벌관을 부과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벌관액과 법위반행위의 관련성 

측면에서 행정벌관을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최종 벌관의 액수에 대

한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는“직전사업연도”및“매출액”이란 규정

이 문제된다. 즉“직전사업연도”이란 규정은 당해행위의 기간을 충

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벌관을 산

정하는 기준으로 되는“매출액”에 관하여 관련상품의 매출액 혹은 

사업자의 모든 매출액을 그 기준으로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

리고 당해“매출액”을 국내매출액, 전세계매출액 혹은 관련시장매

출액으로 산정하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행정벌관의 상한액에 관한 규정에는 과다 및 과소문제가 공

존하고 있다. 즉 행정벌관의 부과기준은 행정법상 합리성원칙에 부

합하지 않는다. 첫째, 벌관의 부과기준이 과다하다는 징표로 되는 

법 제46조 및 제47조에서는 벌관의 최저기준을 직전사업년도 매출

액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매출액”을 전 세계시장의 매출

액으로 상정하는 경우, 이는 거대한 액수가 될 수밖에 없다. 독점행

위가 적발되어 반독점집행기구로부터 최저기준을 적용되어 벌관을 

부과 받을 경우에도 사업자는 당해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될 

우려가 크다. 그러나 법 제46조 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48조 즉 

독점협의가 시행하지 않는 경우93), 항업협회의 법위반행위 및 사업

92) 黄勇, “中国反垄断法下的救济措施”, 「反垄断立法认定问题」（王晓晔主编）,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7, 149면.

93) 예를 들어 두 사업자가 독점협의를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A의 직전사업년도 매

출액이 1억 위안 사업자B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을 2억으로 상정되는 경우,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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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집중행위에 대하여“50만 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할 수 있다”

는 규정은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업자의 경제력, 그리고 세

계경제일체화를 고려하여 대규모사업자에 대한 억제와 제재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법 제49조에서 벌관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되어

야 할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위법행위의 성격과 정도, 지속

된 시간 등”이다. 여기서 비록 원칙적으로 벌관을 산정할 때 고려

되어야 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소

들을 계량화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2) 위법소득의 산정기준 결여 

 반독점법 제7장에서 제46조 제1항과 제47조에서는 단지“위법소

득을 몰수하다”라고 규정할 뿐 위법소득의 산정기준에 대한 아무

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고, 위법소득과 벌관의 관계, 위법소득과 

민사적인 손해배상간의 관계 및 위법소득의 몰수 후의 처분에 대하

여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전적으로 집행기구의 재량에 맞기에 되

어 권리의 남용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애하고 있다.

    (3)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명확성 및 경제유인 부족  

 경성카르텔에 대한 제재수준이 높아지고 해당행위의 은폐성이 강

화되는 원인으로 세계적으로 위반사업자의 자수가 카르텔을 규제하

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율적

인 집행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으로 우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

도가 적절하여 감면에 대한 법위반사업자에게 적당한 유인으로 되

어야 한다. 그러나 반독점법에서는 단지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구체

적인 적용에서 세부기준이 부족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남고 있다. 

협의가 단 하루라도 시행되면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사업자A, B에게 각각 

행정벌관을 최소로 100만 위안과 200만 위안을 부과 되어야 하고, 만일 독점협의

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지 최고로 벌관 50만 위안밖에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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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반독점법에서 규정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신청주체를 단

지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94) 그러므로 개인과 항업협회는 해당제

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비록 현행 반독점법상 독

점행위를 행한 사업자의 주요책임자의 법률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적용될 필요가 없지만, 세계 경쟁입법

의 추세에 맞추어 자연인의 책임을 규정하는 입법론상의 관점도 있

다.95) 그리하여 자연인이 자진신고 할 수 있는 제도를 설립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현행 반독점법 제46조에서 항업협회

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중국에서 항업협회는 독점협의를 체

결 및 시행보장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항업협회를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적용할 수 있게끔 규정하는 것이 

해당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둘째,「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사건처리절차규정」제20조 제2항에서는 독점협의의“조직자”는 동

조 제1항을 즉 독점협의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를 자진신고제도에 배제하는 것은 

해당사업자가 독점협의의 주된 사업자가 처벌에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 규정의 취지로 짐작할 수 있으나, 제2항에서 규정된

“조직자”란 용어로 인하여 당해규정의 명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독점협의를 조직하는 사업자

는 모두 해당산업에서 국유기업이거나 주도적인 사업자이다. 당해 

사업자를 배반하여 자진신고하는 독점협의에 참가한 작은 사업자에 

만 기대하는 것이 동 제동의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94) 미국 경쟁법에서는 법인 면제제도(Corporate Leniency Policy)와 개인 면제

제도(Len iency Policy for Individuals)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US DOJ, 

Corporate Leniency Policy(August 10, 1993); US DOJ, Leni ency Policy 

For Individuals(August 10, 1994).

95) 邵建东,“我国反垄断法应当设置刑事制裁制度”, 南京大学学报, 2004/04, 14

면; 王健,“反垄断法私人执行的优越性及其实现-兼论中国反垄断法引入私人执行制度

的必要性和立法建议”, 法律科学, 2007/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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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해당제도의 예견가능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다. 

즉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구로서“독점협의와 관련된”,“중요한 

증거”,“감면할 수 있다”등은 법의 명확성과 예견가능성이 부족하

기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

된다. 특히“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은 반독점집행기구에 너무 넓

은 재량권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96) 

 그리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로부터 감경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비록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제정한 규

정에서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만,97) 이러한 규정들은 단지 행정

적인 처벌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른 책임에 대한 감

경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환언하면 자진신고한 당사자가 취득할 

수 있는 감면의 범위는 행정처벌뿐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책임 혹은 

형사책임도 포함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면제도와 민사책임에서 손

해배상제도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합을 구성하어야 감면제도의 취지

를 살리는 동시에 법위반행위에서 손해받은 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4. 부과기관의 과다한 재량권

 중국 반독점법상 제일 큰 문제가 법집행기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을 두지 못하는 것이다.98) 위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반독점법 제

9조와 제10조의 의하여 국무원은 반독점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동시에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구가 반독점

법의 집행을 담당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국무원반독점위원회 및 

국무원산하의 3개 기구로 2원적인 법집행체계를 구성하고 있다.99)

96) 郑鹏程, 敖璐,“欧共体竞争法罚款制度的特点及对中国的启示”, 重庆大学学报, 

제14권 제3기, 2008, 88면.

97)「반가격독점행정집행절차규정」제14조,「독점협의행위금지에 관한 공상행정관

리기관의 규정」제12조.

98) 王晓晔,“反垄断法有效实施的几个因素”, 中国经贸导刊 제24기, 200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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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독점위원회의 실효성 결여 

 지금의 반독점위원회는 국무원 산하의 행정부분의 장관들로 구성

하는 연석제(联席制)기구이다. 국무원의 규정에 의하면 반독점위원

회의 구체적인 업무를 상무부에게 위임하고 있다.100) 여기서 연석

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반독점위원회의 구성위원들은 반독점법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 부문의 장관이 당연히 위원으로 

임명되기에 본 기관(本部門)의 직책에 몰두하는 반면 반독점위원회

에서의 직책을 소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반독점위원회의 구체

적인 직책을 위임받은 상무부는 국무원 조직 중에서 부급(部级)의 

부문으로 다른 반독점집행기구와 동일한 지위에 처하고 있기에 반

독점위원회가 부담하고 있는 직책을 효율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독점위원회의 구체적인 직책 중

에서 현 단계 중국반독점법의 집행에서 급선무로서 반독점지침의 

제정 및 발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반독점법의 실행이 3년을 넘은 지

금까지 반독점법의 집행을 총괄하여 지도하는 기구로서 국무원반독

점위원회에서 제정 및 발표된 지침을 단 하나밖에 반포되지 못하고 

있다.101) 다른 경쟁법의 집행이 선행하고 있는 서구국가의 법체계

를 살펴보아도 독점규제법은 단지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규정만 들

99) 이와 같은 집행기관의 구성방식에 대하여 반독점법의 통일적인 법집행이 곤란

하다는 점, 각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법위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의 많은 비판

이 있고, 기존의 행정기관에서 독립된 별도의 집행기관을 창설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였으나(王晓晔,「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08, 72면;

时建中,「反垄断法-法典释评与学理探源」,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8, 113면.), 

국무원은 반독점법의 집행권한을 기존의 행정기관에 분재하는 방식을 택했다. 

100)「국무원반독점위원회의 주요직책과 구성인원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

国务院反垄断委员会主要职责和组成人员的通知)」제3조.

101)「국무원 반독점위원회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지침(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相

关市场界定的指南)」, 200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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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법의 집행은 모두 수만은 지침으로 제도를 구체화·세부화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무원반독점위원회의 기능을 재빨리 

작동되는 것이 국무원이 직면해야할 과제이다. 

    (2) 반독점집행기구의 과다한 재량권102)  

 첫째, 반독점법의 집행기구들은 모두 중국정부체계 중의 실력기구

이다. 이러한 기구들은 반독점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동시에 산업정

책, 토지정책, 화폐정책 및 일련의 인허가기능103)을 담당하고 있기

에 사업자의 입장에서 반독점집행기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인허가취소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이

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문

제된다.

 둘째, 반독점법의 집행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및 국가공상

관리총국 3기구로 나누어 구체적인 법의 적용을 담당하고 있다. 국

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공상관리총국은 또 각각 가격법과 반부정

당경쟁법의 집행기구이다. 그러나 당해 기구들은 반독점법이 제정ᆞ

시행되는 것을 불문하고 반독점법집행의 4년의 실무를 살펴보면 국

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격법, 국가공상관리총국은 반부정당경쟁법을  

혼동하여 적용하거나 우선 적용하여 독점행위를 처벌하는 경향이 

선명하다.

102) 경제행정의 영역에서 행정부는 광범위한 재량 내지는 판단의 여지를 부여 받

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이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526면.

103) 예를 들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비준한 국무원기구개혁방안 및「국무원기구의 설치에 관한 통지」(국무원 [20 

08]11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동 통지에 의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5항 직

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중 제3항에서는 재정정책, 화폐정책, 토지정책의 제정에 

참여하고, 제5항에서는 중대건설항목 및 생산력분포의 계획을 담당하고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중대건설항목의 심사, 인가 등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종

합적인 산업정책의 제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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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현재 반독점집행기구 즉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격독점행위

를, 상무부는 기업결합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는 가격독점행

위를 제외한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각각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구간의 책임법위가 중첩되는 가능

성이 있다. 즉, 비록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책임범위를 가격이란 기준으로 구분하여 일견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격이란 경제학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경

쟁법의 특성상 절대적인 시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경제 

분석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에 양 집행기구의 책임범위가 모호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법집행기구의 이익을 위하여 벌관의 부과권을 

쟁탈하거나 책임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104)

 넷째, 반독점법의 57개 조문으로는 경쟁법의 모든 내용을 상세하

게 규정하기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개별문제에 대한 세부

기준의 규정의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반독점위원회가 반독점

법의 세부지침을 제정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지만 동 위원회의 조

직성격의 제한을 받아 동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기에 반

독점집행기구는 각각 해당 직책범위에서 법의 적용을 위하여 세부

기준의 제정을 각자 진행하기에 반독점법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

적인 이해가 문제될 것이고, 행정적인 금전제재에서 벌관과 위법소

득의 몰수제도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에서 획일적이고 체계적인 규정

을 기대하기 어렵다.105)

104) 郑鹏程, 敖璐,“欧共体竞争法罚款制度的特点及对中国的启示”, 重庆大学学报,

제14권 제3기, 88면.

105) 예를 들면 자진신고감면제도에서 공상행정관리총국의「독점협의행위금지에 

관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규정」제12조에서는 일 선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전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반가격독점행정

집법절차규정」제14조에서는 일 선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단지 전부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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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지금 국유기업106)독점 및 행정독점 즉 전신, 전력107), 우

정(邮政), 철도, 석유등 산업에서 국유기업의 독점현상을 현저하게 

해소하여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소원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산

업에서 독점지위를 누리는 국유대기업들인 모두 상위 감독기구108)

를 두고 있다. 중국 반독점법초안에서는“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점행위에 대하여 법률 혹은 법규에서 다른 관련부문 혹은 감독기

관의 조사처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 해당규정을 우선 적용한

다.”는 규정을 두어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2007년의 반독점법은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였

다.109) 그리고 지금 가격독점행위를 주로 다루고 있는 국가발전개

혁위원회는 정부에서 경제발전과 경제개혁의 정책 등110)을 제정하

고 운영하는 기구로서 순수한 경쟁당국의 기능도 기대하기가 어렵

다는 점을 유심되어야 한다.

106) 전국 공업영역에서 국유자산총액은 53886.5억 위안이다. 전력공업을 예로 

들면 국유자산은 그중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史际春, 肖竹,“反公用事业垄断若

干问题研究”,「经济全球化下竞争法的新发展」（王晓晔主编）,社会科学出版社, 

2005, 15면.

107) 1995년 5월 20일「법제일보」의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중국 공용기업 및 대

규모국유기업의 실력을 설명하려 한다.“1995년 중국 호남성 홍강시 세무기관이 

당지 전력회사가 연체된 세무를 은행으로 통하여 전력회사의 통장에서 20만 위안

을 공제했다. 그러나 5시간이 지난 후 홍강시 세무기관의 빌딩의 전력이 25시간이

나 단절되었다.”王晓晔,「竞争法研究」, 中国法制出版社，1999，18면. 

108) 예를 들면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국자위, 지적재산권국, 은행감동회, 증권감

독회, 보험감독회, 전력감동회등이다.

109)王晓晔,“反垄断法有效实施的几个因素”, 中国经贸导刊, 2008년 제24기, 35

면.

110)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싸이트,“2010年价格监督检查情况统计分析”, 최종방문

일: 2012.03.22. http://jjs.ndrc.gov.cn/gzdt/t20110223_396359.htm. 동 분석에 

의하면 중국 가격감독기구의 목표를“경제성장을 보장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며, 

물가유지를 보장한다(保增长, 调结构, 稳物价)”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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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면 중국반독점법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관건은 법집행기구에 있고, 법집행기구의 효율성을 중국정치체제 및 

경제체제개혁의 심도가 그 관건으로 된다. 이는 정부와 입법자가 경

쟁정책을 추진하는 결심에 걸려있기에 반독점법의 시행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시금돌(试金石)이 된다.111)

  5. 불복제기의 실익 결여

 중국의 입법과정에서 항상 행정기관의 권리에 대한 구속이 중요한 

과제로 된다. 권위적인 정부에서 복무(服務)적 정부로 전환하는 과

정에서 권리에 대한 구속과 행정이념의 전환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112) 반독점법 제53조에 의하면 동 법 제28조 혹은 제29조를 

근거로 행한 반독점집행기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먼저 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에는 다시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는 반독점집행기구가 행한 전항 외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제1항의 규

정에 따르면 사업자집중행위에 대한 반독점집행기구의 결정에 대하

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행정소송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행위에 대한 반독점집행기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

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의미로 선택할 수 있으나 먼저 행정소

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위의 규정을 살펴보면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독점법은 단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만 두

고 이의신청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자격, 적용되는 범위 및 절

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독점법상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111)王晓晔,“反垄断法有效实施的几个因素”, 中国经贸导刊, 2008년 제24기, 35

면.

112)王健,“反垄断法私人执行的优越性及其实现-兼论中国反垄断法引入私人执行制度

的必要性和立法建议”, 法律科学, 2007/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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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독점법행정집행의 전문성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법상의 구체기

간에 대한 규정도 반독점법의 신속성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첫째, 반독점법상 이의신청기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에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반독점법집행기구은 국무원

산하의 3부문과 법에 위임받은 성급(省級)인민정부로 구성하고 있

다. 그러므로 행정심판법 제14조에 의하면 반독점집행기구의 구체

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전담하는 기구는 해당결정을 

내린 기구이다. 당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

우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동시에 국무원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 국무원의 최종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행정심판법」제5조, 「행정소송법」제12조). 즉 국무원의 최종

재결을 신청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기간에 관한 반독점법의 규정을 두

고 있지 않기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동 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은 157일, 행정소송의 

제1심과 제2심의 기간을 합치면 5개월 및 해당기간에서 사건의 처

리를 중지할 수도 있기에 사업자가 불복하는 기간에서 발생하는 비

용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된다. 그리고 사업자집중사건에서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규정은 수시로 변화되는 

시장에서 사업자의 시장기회를 놓이게 마련이다. 

 셋째, 중국「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처벌결정의 

합법성(合法性)만이 법원의 심사 대상으로 될 수 있지만 해당결정

의 합리성(合理性)을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행정소송법」제5조). 

그 뜻인 즉 예를 들어 독점협의에 대한 반독점집행기구의 결정에서 

부과되는 벌관이 1%-10%범위에 속하면 법원은 그 범위에서의 합

리성을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위반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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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 독점규제법상 과징금 

제도에 대한 검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독점규제법”)113)의 30

년은 한국 시장경제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하였다. 독점규제법의 제정

과 집행은 한국의 경제체질을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하여 왔다.114) 시장경제체제가 많은 장점을 가지는 동시

에 제대로 작동되는 전제로 많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요

인으로 법률에 의하여 금지 혹은 규제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당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절히 규정하

며, 시장에 감시꾼인 동시에 제재를 부과 및 집행하는 기구가 요구

되고, 제재를 부과받은 사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의미있는 불복제도

를 보장해주어야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제1절 개관

 I. 독점규제법상 제재체계

 1980년 독점규제법 제정된 때부터 행정적 집행수단으로 시정명령

과 시정권고, 그리고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었고, 민사적 집행수단으

로서는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한하여 사업자들 간에 그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장치를 마련

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금지된 경쟁제한행위를 일종의 범죄로 파악

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제로 한 형사처벌이라는 형사적 집

행수단을 두고 있었다. 이들 공적 집행수단은 그 후 꾸준히 강화되

113) 법률 제11406호, 2012.3.21, 일부개정, 시행 2012.6.22.

114) 권오승 편,「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 2011, 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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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115)

효과적인 법집행이란 관점에서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효과가 가장 

크고 집행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수단은 바로 금전적 제재이라고 

할 수 있다.116)한국 독점규제법상 금전적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

보면: 먼저 행정적인 제재로서 과징금은 법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이행강제금은 제17조

의3, 과태료는 제69조의2에 규정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제56

조, 형사적인 벌금은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에 규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민사, 행정 및 형사적인 금전 제재를 병과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징금부과에 관한 법률규정과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법률, 

시행령, 공정위 고시로 체계적인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세부기준에서 

산정기준부터 부과과징금까지의 일련의 과징금산정단계를 규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으로 평가받고117) 있다. 그러나 세부기준

을 살펴보면 과징금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공정위에게 폭넓은 재량

을 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에 일정한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단지 공정위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독점규제법의 전문적

이고 탄력적인 적용을 통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118) 그러나 독점규제법은 공정위에 폭넓은 재량을 인

정하고 있는 반면, 그 한계를 적절히 정하지 못함으로써119) 많은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다.

 

115) 이봉의,“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 경쟁법연구 제10권, 2004, 5면.

116) 이봉의,“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 경쟁법연구 제10권, 2004, 20면.

117) 홍대식,“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서울대

학교 법학 제52권 제2호, 2011, 197면.

118) 한국법제연구원,「공정거래법 집행의 선진화」, 워크샵, 2007.7, 76면.

119) 이봉의,“공정거래법상 재량의 원인과 그 한계”, 경성법학 제12호, 2003. 

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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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독점규제법상 제재대상

  1. 금지행위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금(fine)을 부과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

거규정을 두고 있는 EU의 입법례와 달리 한국 독점규제법은 과징

금 부과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를 유형별로 개별적인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을 두는 입법례를 취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은 독점규제법

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를 제외한 거의 무든 실체적인 위반

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징금의 상한도 법위

반행위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법 제3조의2 제1항), 경

제력 집중 억제 규정 위반행위 즉 지주회사, 일반지주회사의 자회

사, 일반지주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일정한 행위제한 위반행위

(법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5항),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위반행위(제8조의3), 상호출자의 금지규정 위반행위(법 제

9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규정 위반행위(법 제10의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위반행위(제11조)가 과징

금 부과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

반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인정이나 적용제외 규정이 적지 않고 또한 

규정 내용도 비교적 자주 변경되어 부과대상 행위의 범위자체가 일

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로 하는 것은 

다분히 정책적인 고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20)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가격협

정, 거래조건협정, 공급제한협정, 시장분할협정, 설비제한협정,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 제한협정, 새로운 회사 등의 설립, 다른 사

업자의 사업활동 제한의 8가지 행위유형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행위

120) 홍대식,“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6.8, 151면. 독점규제법상 경제력 집중에 관한 규정의 연혁은 권오승 편

저,「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 2011, 135면 이하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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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

이 되는데, 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법 제19

조 제5항에 의하여 그러한 합의가 법률상 추정되면 과징금 부과대

상으로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근거규정은 법 제22

조, 법 시행령 제9조이다.121)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26조)는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사업자 

수의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

매가격유지행위의 교사·방조로 나뉘는데, 모든 행위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행위주체인 사업자단체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에 참가한 사

업자 역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다(법 제28조). 다만 부당한 공

번호 대 상 의결일 조치유형 과징금규모
1  4개 정유사 2007.04.12 과징금 및 고발 52,686
2  9개 폴리프로필렌 제조 판매사업자들 2007.06.05 과징금 및 고발 54,998
3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 판매사업자 2007.06.05 과징금 및 고발 49,521
4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701공구～706공구) 건 2007.07.25 과징금 및 고발 22,114
5   3개 설탕 제조, 판매 업체들 2007.08.20 과징금 및 고발 51,133
6   10개 손해보험사 2007.09.12 과징금 40,706
7  6개 저밀도폴리에틸렌 제조판매 사업자 2008.03.05 과징금 및 고발 54,175
8   7개 비엠더블유 자동차 딜러 2008.12.15 과징금 14,259
9    5개 음료 제조․판매사업자 2009.11.09 과징금 및 고발 26,327
10  7개 LPG 공급회사 2010.04.23 과징금 668,954

121) 2007년 이후 과징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10개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위

의 사례를 정리하면:(단위: 백만원)

김상택 외,“우리나라의 주요 카르텔 사례연구 2007-2010년 사례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22권, 2010.11,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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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위의 금지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의 행위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보완하는 성

격의 제도이므로, 사업자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경

우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는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된다.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별표

1]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인력의 지원으로 규정한다. 불공

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규정은 법 제24조의2, 법 시행

령 제9조이다. 법 제24조의2에서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대

하여는 과징금 부과 최고한도를 평균 매출액의 2%로 규정하고 있

는 반면에,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 최고한도를 평균 

매출액의 5%로 규정하여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무겁게 제재하

고 있다. 부당지원행위의 외연은 실제 적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거래의 형태도 확

대되는 셈이다.122)

  2. 부과대상자

 당해행위가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부과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독점

규제법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자로서의“사업자”또는“사업자단

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

하는 이상 부과대상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즉 위반행위의 효과가 

귀속될 수 있는 한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자 또는 사

업자단체가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반행위자를 사업

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는 점 및 위반행위의 효과가 귀속된

다는 점으로 특정할 수 있다.

12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도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31조의2,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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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데(법 제2조 제1호 전단)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사업자의 

법적 형태나 자금조달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뿐만 아니라 

자연인도 포함된다.123) 사업자의 피용자는 사업자와 함께 형사처벌

로서의 벌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과징금은 피용자가 아닌 사

업자에게만 부과된다.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

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

하고(법 제2조 제4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열거한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사업자단체는 그와 구별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의 피용자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 자격으로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는 사업자의 이

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

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다.(법 제2조 제1호 후단) 그러므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외형

상 그 단체를 구성하거나 사업자의 피용자가 참가한 경우에도 과징

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당해 사업자가 될 것이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위반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한 그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복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자가 복수인 경우가 대

부분이므로 각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가담 정도와 위반행위의 중대

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124)

123) 독점규제법상 사업자개념의 개정경위에 관한 상세하게 내용은 정해방,“공정

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규정의 변천과 해석방향”, 경쟁법연구 제22권, 2010. 

11, 99면 이하를 참조할 수 있다.

124) 홍대식,“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6.8,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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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자(교사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실

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가능하게 한 자(방조자)에 대하여도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독점규제법에는 형법과 같은 

교사범, 방조범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실체적 

규정의 구성요건이 정범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를 위반행위의 주체

로 상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

를 행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행위 등(법 제19조 제1항, 법 제23조 제1

항 후단,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을 법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규정형식을 볼 때, 사업자의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자에 상응하

는 행위 유형만 있는 반면에 사업자단체의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자

뿐만 아니라 방조자에 상응하는 행위유형도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사

업자단체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제2절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의 기본내용

 중국 반독점법 제7장에서는 법위반행위의 법률책임을 3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독점행위를 행하는 법률

책임, 사업자가 반독점집행기구의 법 집행행위를 방해하는 법률책

임, 반독점집행기구 위법행위의 법률책임이다. 그러나 중국의 법률

전통, 입법기술 및 경쟁법의 특성 등 종합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반

독점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관하여 단지 원칙적으로 

3개 조항만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서 2원적인 집행구조, 그리고 구

체적인 집행기구로서의 세기구가 모두 세부규정을 단독으로 제정·

집행하고 있기에 금전적 제재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있지 못

하는 동시에 기본제도의 근거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되

고 있다. 따리서 아래에서는 한국 독점규제법상 금전적 제재체계, 

그리고 그 중심으로 되고 있는 과징금제도의 개념, 성격, 제도적 목

적을 비롯한 독점규제법상 연혁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 독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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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상 과징금제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한국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법상의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제재 수단으로는 과태료, 벌금·과료(형법 제69조 등), 과징

금125), 이행강제금(독점규제법 제17조의3) 및 가산금(지방세법 제27

조 제1항)·가산세(소득세법 제158조) 등이 있다.126)그러나 100개가 

훨씬 넘는 숫자의 행정규제법 분야에서 과징금조항을 두고 있지만 

아직은 독점규제법에 의한 부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127)      

 I.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개념

 과징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현행 독점규제법에서는 규정한바가 없

다. 과징금제도는 종래 행정법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로 담보하는 제

도로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하는 데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

나,128) 그 적정한 개념에 있어서는 학자마다 그 견해를 다르게 정

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법 학자들은“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

거나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는 금전적인 제재” 

125) 2009년 5월 1일 현재 108개 법률에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강문수,「행

정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9.12, 135면.

126) 정준현,“행정상 금전제재와 그 실효성 확보방안”, 법조 통권577호, 2004. 

10, 131면.

127) 2008년 중앙부서들만의 세외수입 내역 중에서 금전적 제재는 대략 2.4조 원

이었다. 상위 3개 기관들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이고, 그 

액수는 약 3,071억 원에 이르렀다. 김일중 외,“규제위반에 대한 행정부의 금전적 

제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 2010.3, 147~149면.

128) 박영도·박수헌,「과징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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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상

의 제재”129),“국가가 그 사법권 또는 행정권에 의거하여 국민에

게 부과하고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전부담으로서 주세이외의 

것”130)등으로 포괄적으로 정의 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관

계법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금으로서, 주로 경제행정법상 의무에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불법적 이익을 전적으로 

박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131) 

 결국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위반자

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익을 흡수

하여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일종의 금전적 행정제재금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징금을 과하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132)

 

 II. 과징금의 성격

 민사, 행정 및 형사적인 법 집행수단은 일차적으로 모두 서로 다른 

법집행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법의 집행의 시각으로 보면 이는 

최종적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제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한 

129) 정병덕,“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법적성격과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경영법

률 제15집 제5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 각주5, 각주6에서 재인용.

130) 박영도·박수헌,「과징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3, 

각주 24에서 재인용.

131) 김동희,「행정법Ⅱ(제9판)」, 박영사, 2003, 567면.

132) 박영도·김호정,「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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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다. 그러므로 법 집행수단의 일차적인 목적에서 보면 과징

금제도는 법에서 도입되는 초기부터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

득의 환수라는 요소를 갖는다는 점에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다

른 공적 집행수단과는 구별되는 독자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133)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과징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

다. 그 주된 이유는 원래의 과징금이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

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인데 반하여, 

과징금제도를 규정한 일부 법령에서는 이를 변형하여 위반행위자체

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단속성 

마땅히 정지되어야 할 사업을 당해 사업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

려하여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을 박탈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과징금의 법적 

성격은 과징금제도를 규정한 입법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밖

에 없다.

 현행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상의 논의로는

“부당이득 환수하는 것이다”는 부당이득환수설과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의 일종이라는 행정제재설, 그리고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절충설로 3분화하고 있다. 아래

에서 그러한 학설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절충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와 연결하여 소개하면서 그러한 관점에 대하여 제기되는 새로

운 학설상의 동향을 간단히 정리한다.

  1. 부당이득환수설 

 이 견해는 과징금의 부과는 법위반행위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

을 환수하는 차원에서“부당이득 박탈설”이라고도 한다. 즉 이 견

해는 과징금 부과대상은 독점규제법위반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의 

133) 박정훈,“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서울대학교법학 제41권 제4호, 

2001,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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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전제로 하여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의 부과여부나 과징금의 부과액에 대하여 공정위는 

재량권을 갖지 못한다고 본다.134) 따라서 이 견해는 부당이득이 발

생하지 아니하는 독점규제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

금의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과징금의 산정방법 역시 

부당이득의 액수에 의하여 제한되며, 공정위는 사업자 등이 독점규

제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을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2. 행정제재설135) 

 이 견해는 과징금의 부과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익박탈이라고 주

장한다. 즉 독점규제법상의 과징금은 독점규제법위반으로 인한 경제

적 이득의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

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의 부과여부나 과

징금의 부과액은 공정위의 재량136)에 맞기고 있다고 본다. 이 견해

는 부당이득 환수설은 독점규제법위반에 대한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징금의 법적 성격도 발전하는 행정작용과 더불어 변

경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부당이득의 발생이 전제되지 아니한 독점규제법

위반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과징금의 

134) 일본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인 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공정취인위원회가 반

드시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여야 하고 그 액수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므

로 과징금 부과에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이득환수설이 통설이라고 한다. 

홍대식,“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공정거래와 법치(권오승 편), 법문사, 2004, 

1054면 각주4에서 재인용.

135) 황보윤,“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독점규제법강의Ⅱ(권오승 편), 

법문사, 2000.11, 579~580면.

136) 과징금의 부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으

로 김원준,“과징금제도의 활성화방안”, 공정거래 제3호, 1999.4, 262면 이하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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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점이 있고, 나아가 과징금의 산정방법 

역시 부당이득의 액수에 구한됨이 없이 독점규제법위반에 대한 제

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위

반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 등으로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견해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벌이란 법위반행위에 대한 규제

라는 의미를 넘어서 국가의 행정권에 기하여 부여하는 법익의 박탈

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그의 법익으

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137)고 한다.

  3. 절충설

 이 문제에 관한 통설로서 독점규제법상의 과징금의 법적 성격은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과 행정 제재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

는 견해이다. 과징금의 부과여부와 과징금액의 결정에 공정위가 재

량을 가지게 한 것은 행정제재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와 함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138)139)

137) 박해식,“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적 

성격”, 경쟁법연구 제8권, 2002, 241면.

138) 권오승,「경제법」(제9판), 법문사, 2011, 268면; 정호열,「경제법」(제3판), 

박영사, 2010, 517면; 과징금의 성격을 고정할 실익이 크게 없다는 점에서 부당이

득의 환수와 행정제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동규,“독

점규제법상의 과징금제도 운용(1)”, 경영법무, 1995.3, 61면.

139) EU 경쟁법도 제재금의 성격을  제재적 성격과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아울

러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EU 제재금 고시가 제정되기 전 집행위원회는 

제재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결과 사업자가 취득한 이익이나 재정적 혜택을 고

려한다는 입장을 취하여(European Commission, Twentieth-first Report on 

Competition Policy, 1991, at para.139.)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

으로 보여 졌으나, 실무적으로는 제재금 액수를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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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대법원의 태도는 

전적으로 절충설을 지지하고 있는 동시에 시대별 및 행위별로 부당

이득 환수와 행정적 제재 두 성격 중에서 더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법원은 구 독점규제법(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과징금 부과는 비록 제재

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다.140)

 반면에 구 독점규제법(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24조의2 소정의 부당지원

행위를 한 지원주체에 대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

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기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

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41) 

 그리고 대법원은 법 제22조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

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다가142) 사업자가 다른 사

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Geradin, Damien & Henry, David, " The EC fining 

policy for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 An empirical review of the 

Commission decisional practice and the Community courts' judgements", 

univercity of Amsterdam, 2005.2., 5.)

140)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6206 판결【시정명령등취소】[공2001.4.1. 

(127), 656].

14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처분취

소】[공2004.5.15.(202), 803];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4.11.15. (214), 1833].
142)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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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공동으로 이른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

원회가 부과되는 과징금은 부당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

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

금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다고 

판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성격에 관한 태도

를 바꾸었다.143) 

 그리고 하도급법상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44)

  4. 행위별로 재검토

 위에서 제기되는 두 성격을 모두 가지는 학설에 대하여 그러한 태

도는 자칫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

을 과도하게 확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업

자가 법위반행위로 누린 부당이득조차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거나 

이미 손해배상으로 줄어든 부당이득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

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과징금이 과소 또는 과대하게 부과될 수 

있게 된다145)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법령을 위반하

는 행위의 경우 이를 제재하는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사업자가 그로

부터 일정한 경제상 이익을 얻은 경우도 있고, 법위반행위 직후 이

를 중단함으로써 아직까지 아무런 경제상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또

는 처음부터 경제상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146)

2004.12.1. (215), 1957].

14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

분 취소청구】[공보불게재]; 대법원 2008.8.11. 선고 2007두4919 판결【시정조

치등취소】[공보불게재].

144)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43 판결【시정명령등취소】[공2010상, 

339].

145) 이봉의,“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과 법치국가원리”, 경쟁법연구 제24권, 

20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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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현행 독점규제법상 법위반행위는 각 유형에 따라 그 성

격이 제각기이고 과징금 산정방식 역시 천차만별이어서 그 성격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환수 또는 행정제재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각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개별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는 견해도 있다.147)

 종합하면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는 단

순히 이론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헌법적 쟁점과 

관련되어 있다. 즉 과징금 제도는 그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첫째, 

형사적 쟁점으로서 형벌 규정과 관련하여 이중처벌금지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둘째, 민사적 쟁점으로서 사적 손해배상과 관련하

여 이중배상 혹은 중복적 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쟁점으로서 과징금이 부당이득환수의 성격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국고로 환수

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48)

 III. 독점규제법상 과징금 제도의 연혁

  1. 서론

 일본의 독점금지법상 과징금제도를 본받아 1980년 12월 31일 법

률 제3220호로 독점규제법을 제정하면서 법위반행위 중 불법한 이

득을 취득한 것이 명백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대

146) 이봉의,“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과 법치국가원리”, 경쟁법연구 제24권, 

2011.11, 9면.

147) 권오승 외,「과징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정위용역보고서, 2003.11, 15 

~17면; 이호영,「독점규제법」, 홍문사, 2011, 469면; 김철호,“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위법상 판단기준 및 그 제재로서의 과징금”, 경제법판례연구 제6권, 20 

10, 158면.

148) 감남우,“현행 과징금 제도의 주요 쟁점과 그 해결방안”, 경제법연구 제10

권 제2호,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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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만 실행기간에 얻은 가격차익수입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

록 하는 내용의 과징금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당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규제법 규정에 의한 손

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배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

였다.149) 즉 제정 당시에는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액 산정에서 

위원회의 재량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6.12.31. 독점규제법

이 제1차 개정으로부터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확장되고 공정위의 재

량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의 도입 및 개

정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에서는 행위유형별로 과징

금제도의 도입 및 개정연혁을 살펴보도록 한다.

  2. 행위유형별로 연혁

    (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1980년 12월 31일 독점규제법150)이 제정되면서 법위반행위 중 

불법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 명백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에 대해서만 실행가간에 얻은 가격차익수입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징금제도를 규정하였다. 당시 규정을 구

체적으로 보면 제6조에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인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당시는 단지 

인하명령을 한 날로부터 당해 명령에 따라 실재로 가격을 인하한 

날까지의 실행기간 내에서 가격인상의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구법 

제6조 제2항)을 과징금으로 납부되고,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구법 

제6조 제5항).

 그리고 1994년 12월 22일, 제4차 법 개정에서는 비가격남용행위

149) 이는 독일 (구)경쟁제한방지법상 초과매출환수제도와 유사하다. 이봉의,“공

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과 법치국가원리”, 경쟁법연구 제24권, 2011.11, 15면.

150) 법률 제3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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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 규정

을 신설(구법 제6조 제3항)하였는데, 공정위의 부과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가격남용행위와 달리 비가격남용행위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부

과여부의 재량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1996년에 들어와서 제5차 법 개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

격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가격차익수입에서 매출액의 

3% 범위내로 변경하면서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하여도 재량규정으로 

변경하였다. 즉 종전에는 가격 인상의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을 기준

으로 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었던 가격남용행위에 대하여도 매출액

의 3%를(또는 10억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게 되

어 재량행사의 여지가 발생하게 되었고, 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손

해배상액의 반환규정이 삭제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규정은 현행법으로 유지되어 왔다. 

 위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법의 제정 당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과징금의 부과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부과기준은 집행기

구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동시에 손해배상액 반환제도를 

두고 있기에 전형적인 부당이득환수적인 법집행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의 개정에 따라 점점 과징금의 부과 여부 그리고 부과기

준으로서의 수입액을 매출액으로 전환하면서 집행기구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 반환제도까지 완전히 폐지하여 

행정적 제재의 성격이 점점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관하여 비록 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금지와 달리 법 제정초기에서는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과징금 부과근거를 법의 제1차 개정에서 즉시 추가되면서 

부과의 기준에도 집행기구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부과상한액도 처

음 실행기간의 매출액에 1%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

까지, 정액제의 상한도 20억까지 꾸준히 상향조정하여 EU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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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도의 제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서 가격카르텔, 

수량조절카르텔, 거래조건카르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

하는 시장분할 등에 대해서는 제정당시부터의 독점규제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1986년 개정 독점규제법은 여기에“영업의 주요 부

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즉 관리회사를 설립하는 행위유형을 추가하였다(제7호). 그리고“다

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이라는 추상적

이고 포괄적인 행위유형을 추가하였다(제8호).

 과징금에 관하여 1980년 제정당시의 독점규제법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카르텔에 대한 제재방법으로서“당해 행위의 중지, 등록의 취

소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등을 명하는 시정명령만을 규정

(구법 제14조)하였으나, 1986년 12월 독점규제법151) 제1차 개정

에서는 위반기간에 있어서의“실행기간의 매출액에 1%를 곱한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추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되

었다.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31호로 제4차 개정되는 독점규제법

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과징금의 법적 상한이 종전의 

1%에서 5%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으나, 과징금 부과 상한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종전과 같이 실행기간의 매출액 방식을 유지하였다

(구법 제22조 제1항). 그 개정이유로서는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매출액의 1%를 상한으로 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

서는 담합행위에서 얻은 이익이 크다는 판단을 하게할 수 있고, 현

실적으로도 대형업체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상당한 

파급영향이 큰 공동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로 강화하였다.

151) 시행 1986.12.31. 법률 제39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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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12월 30일에 독점규제법은152)제22조를 전문 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

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매출액이 없

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다. 이로부터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되

는 매출액은 실행기간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으로 개

정되는 동시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카르텔 결성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므로, 

카르텔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억지수

단이다. 당시 OECD는 카르텔로 인한 폐해규모를 관련 매출액의 

15%에서 20%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OECD 및 WTO는 독점규

제법상 과징금 부과한도인 기존 관련매출액의 5%로는 카르텔을 억

지하기에 부족하다는 권고를 하였다.153) 이러한 배경에서 공정거래

위원회는 2004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여 카르텔에 가담

한 사업자가 받게 될 위험부담을 높여 카르텔에 대한 억지력을 제

고하였다.  

 그리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1996년에 도입되면서 부당한 공동

행위의 적발을 용이하게 하며 자진신고자의 정보를 보장하는 등의 

제도들로 당해 제도의 활성화를 보장해주었다.154)

152) 시행 1997.4.1. 법률 제5235호.

153)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2010, 568면.

154) 1996년 12월 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의 감면제도는 장기간 은폐되어 있던 카르텔을 적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봉의,“질서정책적 과제로서의 경쟁-과거와 미래”, 경쟁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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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업결합 

 1996년 12월 30일, 제5차 법 개정155)에서 형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징금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1999년 2

월 5일, 법의 일부개정156)을 통하여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이행강

제금제도를 도입하여 과징금제도를 대체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157)

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일

정한 금액158)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159)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는 매 1일당 2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160) 그리고 그간 

제23권, 2011.5, 200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관한 독점규제법의 연혁은 아래 

III. 2.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기에 여기에서 생략한다.

155) 시행 1997.4.1. 법률 제5235호. 

156) 시행 1999.4.1. 법률 제5813호.

157) 제3항에서“누구든지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8) 즉 ①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

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② 제7조(기업

결합의 제한)제1항 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③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4호의 기

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금액.

159) 권재열,“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소고”, 사법행정, 2001, 22 

~23쪽, 과징금이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서 이행강제금이 도입되었다

고 한다. 

160)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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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6의 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제17조의2에

서 제17조의3으로 이동되고, 2007년8월 3일 법 개정을 통하여 제

17조의3(이행강제금)에서 제7조 제3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이행강

제금의 부과대상에서 배제되었다. 

    (4) 경제력 집중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독점규제법상 구체적인 수단으로 규정되

고 있는 것이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및 지주회

사의 설립 및 행위제한 등이 있다. 1990.1.3. 법률 제4198호 제2

차 개정에서는 과징금제도를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간

의 상호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입되었다. 그

리고 1992.12.9. 법률 제4513호로 제3차 개정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에 속하는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제한제도가 도입되는 동시에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제도가 규정되었다. 그리고 1999.2.5. 제

7차 법 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 설립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그 행

위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에 위반하는 사업

자에 대하여 순자산액을 초과한 부채액이나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

산액 등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

다.

 그러나 2012년까지 독점규제법은 거의 매년마다 개정을 가져오는 

것과 같이 경제력 집중에 관한 규정은 매번 법의 개정대상으로 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각자 제도가 도입되는 시간을 열거하

고 있지만 동 제도들은 폐지 및 재도입, 그리고 해당제도요건의 완

화 혹은 엄격화의 조정 등을 영향하는 있는 요인에는 정치적, 사회

적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로서 그 어떠한 일관성과 추세를 말하기

가 어렵다.161) 

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61) 대규모집단 규제의 일관성 상실에 관하여 이봉의,“질서정책적 과제로서의 

경쟁-과거와 미래”, 경쟁법연구 제23권, 2011.5, 204~205면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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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공정거래행위

 현행 법률에 8가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규정되어 있고 법시행

령 별표에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

한 28개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1년 독점규제법이 첫 시행될 당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체계

는 현재와는 달리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유형을 당시 경제기획원장

관이 지정·고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 당시 불공정거래행

위의 금지는 현재와는 상이한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제정 

당시 독점규제법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지정·고시한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6가지 행위유형을 열거

하고,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이 제정한“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가 정하고 있었다.

 1990년의 제2차 법 개정은 종전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고

시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한하여 규제할 수 있었으나, 법에 포괄

적으로 열거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되면 모두 규제대상이 

되도록 변경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

리고 1992년 12월 9일, 법률 제4513호, 제3차 개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액 기준이 도입되어 3000만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162)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31호 제4차 개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상한은“위반행위 실행기간의 매출액 2% 

범위 이내”로 개정되었다. 즉 제4차 독점규제법 개정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법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서 종전의 3천

만원이하의 과징금에서 매출액의 2% 이내로 변경하여 위반행위와 

의 관련성을 높이였다. 

162) 시행 1993.4.1. 법률 제4513호, 제2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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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996년 12월 30일, 일부개정163)을 통하여 제24조의2에 

관한 전문개정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

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

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999년 12월 28일, 제8차 법 개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164)에 대

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기한다는 미명하

에 과징금의 한도액을 매출액의 5% 범위로 상향조정하였다. 즉 제

8차 독점규제법 개정 종전에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가 낮아 부당지원 내용 및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매출

액의 2% 범위 안에서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안에

서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한도를 높였다.

 2004년 12월 31일, 일부개정165)에서는 단지 제24조의2의 용어 

통일의 취지에서 개정을 가졌고, 실질적인 내용에서 과징금부과기준

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그러한 규정은 현행법으로 계속 

적용되고 있다. 

163) 시행 1997.4.1. 법률 제5235호.

164) 법제정 초기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대상이 상품 및 용역거래에 한정되어 있어 

지원효과가 훨씬 더 크고 직접적인 자산 및 자금을 통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

서는 그 규율을 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당하

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

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

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추가하여 이를 

규제토록 하였다.(제5차 독점규제법개정(법률 제5235호, 1996. 12. 30))

165) 시행 2005.4.1, 법률 제7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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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한국 독점규제법 집행의 30여년의  

역사 중에서 주된 업적으로 뽑힐 수 있다. 독점규제법의 제3차 개정

에서 정액제인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실행기간의 매출액 2%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매출액의 2%로 개정하면서, 매출액

이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을 부과하는 규정,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 부당한 지원행위

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기한다는 미

명하에 과징금의 한도액을 매출액의 5% 범위로 상향조정하는 것으

로 정리할 수 있다. 

    (6)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990년 1월 13일, 독점규제법 제2차 개정166)에서 과징금제도를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이에 참가한 구성사업자

에 한하여 위반행위 실행기간의 매출액의 1%범위 이내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167) 

 그리고 1996년 12월 30일, 제5차 법 개정168)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 원의 범위 안에

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

였고, 공정위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166) 시행 1990.4.1, 법률 제4198호.

167) 제2항에서는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고 규정하였다.

168) 시행 1997.4.1, 법률 제5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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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21일, 일부개정169)에서 사업자단체가 금지행위를 행

할 때의 과징금부과에 관한 기준을 그대로 두면서, 사업자단체의 금

지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을 제1호와 제2

호 내지 제4호로 구분하여 과징금부과 기준을 규정하였다. 즉 공정

위는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원래 5%

로부터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도 원래 5억 

원의 기준으로부터 2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개정하

였다. 

 그리고 동 법의 개정에서 제28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정위는 제

2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동시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관하여 1990년에는 단지 참가한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규정하였지만, 1996년에 사업자단체에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근거를 신설하면서 사업자단체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와 다른 행위로 구분하면서 금지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기분을 비례의 원칙 그리고 동일한 행위에 같은 제재를 

부과하는 원칙에 부합되게끔 법이 개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비록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가 경쟁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다를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징

금부과 조항이 없어 제재수단이 미흡하였으므로 1994.12.23. 법의 

169) 시행 2012.6.22, 법률 제11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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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170)에서 매출액의 2% 이내로 과징금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법 제31조의2에서 공정위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

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

위가 있는 날부터 그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

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규정하였다.171) 

 그러나 1996년 12월 30일, 일부개정172)에서는 제31조의2 공정

위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매출액이 없

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세규정하여 매출액이 없는 경우 과징금부과의 근

거 및 기준을 두었고, 그 후 관련법규정에 관한 개정을 가지지 못하

고 있다.

    (8)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1994년 12월 23일, 독점규제법

의 일부개정으로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제32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그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73) 

 1996년 12월 30일, 일부개정에서 제34조의2에 관한 전문개정을 

가졌다. 동법은 제32조 즉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규정에 위

170) 시행 1994.12.23, 법률 제4831호.

171) 그리고 제2항과 제3항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72) 시행 1997.4.1, 법률 제5235호. 

173)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제3항은 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

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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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

억 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부과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면, 사업자의 경우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과징금 부과기준의 세부화 

 과징금 부과기준의 세부화에 관하여 절차상의 내용과 산정기준으

로 구분하여 각각 1996년의 개정과 2004년 과징금 고시의 개정으

로 실현되었다. 먼저 1996.12.30.법률 제5235호로 제5차 법 개정

에서 두드러진 것은 바로 과징금 관련하여 이전까지 과징금은 대체

로 부당이득환수적인 성격을 위주로 하면서 행정 제재적 성격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이 대폭 완화

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174)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에 관한 절차상의 규정을 세부화 하였다. 법체계상“제10장

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란을 신설하여 과징금의 부과 및 징

수에 관한 규정을 대폭 정비하였고,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

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매출액을 사업자의 직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으로 하고,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

우이거나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편 

과징금 체납시 연 6%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환급조항을 모두 삭제하였다.

174) 홍대식,“독점규제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6.8, 56면. 이에 대하여 사실상 과징금에 관하여 행정적 제재성격으

로의 전환이 이루어 졌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박해식,“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2,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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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의 부과기준175)에 관하여 1999.2.5. 제7차 개정법의 중요

한 진전은 제55조의3 제3항에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위임근거 규정을 둔 

점이다. 그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과징

금의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하였다. 2004년과 2005년 

각각 법률 제7315호와 대통령령 제18768호를 통하여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정액제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 정액제 상한을 10억 원에서 20억으로 상향조정하였

고, 2004 과징금고시의 개정으로 통하여 한국에서는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여,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과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도입

하였다.176) 그리고 2004년 개정된 시행령은 특히 종전의 법 시행

령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법체계상 상위에 있는 법률과의 내용적 관

련성이 부족하고, 각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도 합리적이지 못하

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과징금부과 기준의 모형을 규정하였다.177)

  4. 소결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에 관한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과

징금부과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재량권을 배제하고, 손해배상액에 상

당하는 과징금 환수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에 대하여 실행기준에 가격인상의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으로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법정화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과징금부과여부

에 관하여 공정위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부당이득의 발생과 관련이 

없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도 과징금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게 되며, 

과징금의 한도액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75) 현행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내용은 아래 같은 章 제3절에

서 상세하게 소개한다. 

176) 이봉의,“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과 법치국가원리”, 경쟁법연구 제24권, 

2011.11, 20면.

177) 이호영,「독점규제법」, 홍문사, 2011, 4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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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에 관하여 부과상한과 그 밖의 기본적인 

참작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외의 사항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

며, 독점규제법 시행령은 상한 및 참작사항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그 외의 사항은 공정위의 고시에 위임하는 형태의 다층적인 법률구

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층적인 법률구조를 종합적으로 해석

할 때, 완결된 형태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178)

고 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의 목적인 경쟁촉진은 원칙적으로 문제된 

경쟁제한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금지하는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도 

있으나, 과징금부과는 경쟁제한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예방적 효

과가 크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179) 

제3절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산정 기준

 무릇 경제적 제재를 비롯한 모든 법적 제재는 궁극적으로 법위반

에 대한 일반예방효과를 갖는다.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도 마찬가

지이다. 그러나 벌금보다 재산권침해의 소지가 훨씬 큰 과징금의 경

우 그것을 단지 법위반행위의 억지라는 다분히 정책적이고 기능적

인 이유만으로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180)그러므로 독점규제

법상 법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먼저 과징금의 부과여부를 판단

하고, 당해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명확한 과징금 산정기준

의 근거로 구체적인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현행법상 과징금의 부과여부 및 그 과징금을 산정하는 구

체적인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178) 김성훈,“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 산정시 관련 상품의 범위에 관한 

검토”, 경제법판례연구 제6권, 2010.1, 172면.

179) 이봉의,“독점규제법의 실효적 집행”, 경제법연구 제10권, 2004, 7면.

180) 이봉의,“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의 체계적 조망”, 법적 제재 방식의 새로

운 지평(서울대 법학연구소 학술회의 발표문), 2012.3.16.,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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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과징금의 부과여부

 과징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하는데 우선 당해행위가 법위반행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행위가 과징금의 부과대상으로 되

는지를 판단하며, 그러한 행위를 행한 자 외에 다른 책임자가 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을 정하는 법적인 근거는 과징금 부과

의 일반적 기준으로 되는 법 제55조의3 제1항을 들 수 있다. 법 제

55조의3 제1항에 정한 의무적 참작사유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참작하어야 하는 사유로 될 수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공정위는 과징

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

하는 경우,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위반행위에 의하

여 부당이득이 발생할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위

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고시에서 과징금의 부과여부에 관한 일반원칙을 아래와 같

이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의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

징금을 부과한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①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

위의 경우; ②가격․물량 외의 거래조건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경쟁질

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거나 다수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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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위반행위에 의하여 위반사

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얻

게 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원칙을 규정하는 동시에 과징금고시 

III.2.에서 행위유형별로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Ⅲ.2.가~마.)을 

규정하면서 동 규정이 일반원칙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Ⅲ.1.다.). 그러나 III.2.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

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원칙상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Ⅲ.1.

라.). 그리고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181) 3

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

외한다)를 받고 벌점의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행위의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자

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규제법상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결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182)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특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 행위가 속하는 행위유형의 특성과 

규제의 목적과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 등의 가능

한 규제수단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설정하

는 문제이다.183)

181)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

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182) 이원우,「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519면.

183) 환언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관하여 그 대전제로 되는 것은 바로 법치

주의 하에서 법률상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이봉의,“공정거래법상 재량의 원인과 그 한계”, 경성법학 제12호, 2003.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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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과징금의 산정 기준

 현행 독점규제법, 시행령 및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제공

하기 위한 과징금고시에 의하면 과징금의 산정과정은 위반행위 유

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이하“산정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단계와 이를 조정하는 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184) 이 중 

산정기준의 조정단계는 결정된 산정기준을 대상으로 객관적 행위요

소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를 고려한 1차 조정과 행위자요소 등

에 의한 가중, 감경사유를 고려한 2차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결

정하는 과정 등이다. 이는 EU의 산정 기준보다 더 세밀한 4단계의 

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1.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 기준

 과징금액을 산정하는 첫 단계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산정기준이 최종적인 부과과징금액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185) 관련매

출액186)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일정한 부과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독점규제법 시행령은 각 위

반행위의 유형별로 산정기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다.

184)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제18

호, 2007, 147면.

185) 예외적으로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기준과 위반액 

기준, 지원금액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186) 일정한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한 이득이나 손실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그에 

합당한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서 환수하거나 일정한 억제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자만, 이를 사안별로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

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개발된 것이 관련 매출액이라고 한다. 

김성훈,“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 산정시 관련 상품의 범위에 관한 검

토”, 경제법판례연구 제6권, 2010.1,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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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경우에는 관련매

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매출액에 그 중

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 이

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

우에는 관련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

매출액에 그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

는 2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으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

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으로, 부당지원행위

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가격유지행위의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관련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매

출액에 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으로, 그리고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법

을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원금액에 그 중대성

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기준을 정한

다.(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별표2]) 여기서 보다 싶히 산정기준을 

산정하는 경우 관련매출액, 중대성 및 부과비율 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87) 아래에서 그러한 요인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1) 관련매출액188)

 관련매출액의 개념은 과징금의 법적 상한액을 정하는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정의되고 있다. 즉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

187) 기본과징금의 2대 산정요소가 바로“관련매출액”과“부과기준율”이다. 홍

대식,“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경제법판례연구 제7

권, 2011.8, 53면.

188) 한국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1999.3.31. 법시행령[별표2]가 신설

된 때부터 관련매출액 제도가 적용되어 왔고, 그 외 행위는 이른바 역진체감법이 

적용되다가 2004.4.1.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매출액 제도가 도입되었다. 김성훈,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 산정시 관련 상품의 범위에 관한 검토”, 경제

법판례연구 제6권, 2010.1,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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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반기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상품(혹은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의 [별표2]에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

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

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

행위의 개시 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을 사업자

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

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기에 관련매출액을 구성하는 3대 산정요소로서 관련상품의 범

위, 위반행위의 기간 및 매출액이라 할 수 있다.189)

    가. 관련상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과징금고시190)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

하기 위한 관련상품의 범위에 관하여 법 시행령의 규정에 준하여 

“①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 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

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②위 기준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

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91)

189) 홍대식,“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경제법판례연

구 제7권, 2011.8., 54면.

190) 구 고시에서“관련상품의 범위를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용역의 용도 

및 대체가 능성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191) 과징금고시 II.5.나. 그러나 위 고시가 말하는“관련상품”의 범위를 구체적으

로 획정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아서 재판상 많이 다투어졌다. 대표적인 판결례로

는 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10387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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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정위는 실무적으로 행위유형별 관련매출액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2004. 10.“과징금 부과시 관련매출액의 산정 및 위반행

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이하“내부운영지침”이

라 한다)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공정

위 내부 자료로서 아무런 법규적 효력이 없고 다만 해석에 관한 하

나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 줄뿐이다.192) 동 지침에 따르면 부당

한 공동행위에서 관련상품은 원칙적으로 참가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으로 인정하고, 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거래분야에

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

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 또 위반행위가 특정 범위(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거

래방식 등)에 국한되어 발생되고, 위반행위의 영향도 특정 범위 내

에만 한정된 경우에는 관련상품은 그 특정 범위 내의 상품으로 획

정할 수 있지만, 위반행위가 특정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도, 

위반행위의 영향이 당해 상품의 전체에 미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상품은 특정 범위 내에서 거래한 상품이 아니라, 위반행위로 영

두2586판결;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19584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두12712판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두17035 판결을 참조할 

수 있다. 이호영,「독점규제법」, 홍문사, 2011, 223~225면.

192) 내부 운영지침에서는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장을 두여 상세한 규

정을 하고 있다. 비록 이 지침은 공정위 사무처의 내부준칙으로서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매출액의 산정방법이 공정위의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공정위 사무처

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에 포함되는 과징금 

세부산출내역자료를 작성할 때 이 지침에 정한 내용이 일차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작용하고 그 자료는 공정위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그 금액을 구체

적으로 산정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참조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홍대식,“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경제법판례연구 

제7권, 2011.8.,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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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 상품전체로 획정할 수 있다.193)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

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194)즉 

시행령[별표2]가 규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

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간접”이 어느 범위까지 확정

될 것 있는지가 문제된다.195) 직접 혹은 간접요건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영향”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문제될 수 있다. “영향”의 

의미를 평가하는데 지도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의 취

지와 법적 성질이다. 그러므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위반행위

로 인하여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196) 

 위에서 언급된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에 의하여“관련성”의 의미

를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으로 해석하면서 보충적으로 다

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피해와의 관련성도 포함시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

193) 실무경험으로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보고, 특정한 품목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면 그 품목에 대한 모든 매출액을 관련매

출액으로 인정하고 있다.9개 렉서스 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

정위 2008.12.15. 의결 제2008-324호); 7개 영화배급·상영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공정위2008.6.10. 의결 제2008-168호); 5개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2008.5.27. 의결 제

2008-153호). 

194) 홍대식,“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경제법판례연

구 제7권, 2011.8., 57면.

195) 여기서의 관련상품과 관련시장 획정시 관련상품과의 개념상 차이에 관하여 

김성훈,“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 산정시 관련 상품의 범위에 관한 검

토”, 경제법판례연구 제6권, 2010.1., 180면 이하에서 상세하게 논술하고 있다.

196) 김성훈,“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검토”, 경쟁법연구 제20권, 

2009.11, 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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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은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

더라도 관련상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197)

    나. 위반기간

 관련매출액을 확정하는데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되는 위반

행위의 기간을 확정하기 위하여 먼저 위반행위의 시기와 종기를 확

정하여야 한다. 과징금 고시(과징금 고시 II.6.)에 의하면“위반기

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원칙적으

로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를 산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기(始期)

 위반행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공동행

위를 할 것을 합의할 날로 인정한다.198) 다만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한 합의추정 등과 같이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그러나 실행을 개

시한 후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는 과징금 고시의 규정

이 있다(과징금 고시 IV.1.다(1).(다).).

 공정위는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의 실행개

시일은 개별 사업자의 실행개시일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각 실행행

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가격을 경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

197) 홍대식,“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경제법판례연

구 제7권, 2011.8., 57면.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

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물적 범위에 대하여“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매

출액”으로 정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없다(일본 사적독점금지법 제7조의2).

198) 서울고법 2004.11.24. 선고 2003누90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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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

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를 의미한다는 법원의 판례199) 견해를 받아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다만 실행을 개시한 후에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행

위의 개시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경쟁제한

성을 위법성판단 단계와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중복해서 판단할 것

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다.200)

    2) 위반행위의 종기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①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

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

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

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

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

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

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공동행위의 종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합의에 참가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것”을 공동행위의 종료기준으로 판시하고 있다.201) 즉 대법원은 

199) 대법원 2002.5.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대법원 2003.5.27. 선고 2002

두4648 판결.

200) 이봉의 외,「공정거래 관련 주요 판례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

서, 2006,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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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의 종료에 관하여 합의의 종료 외에 합의실행의 종료도 동

시에 요하는 관점인 반면, 실무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있어서 공

동행위의 중단과 관련하여 담합관련회사에 일방적으로 합의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서 가격인하까지는 요구하지 아니하

고 있다.

    다. 매출액

 독점규제법상“매출액”에 관한 분명하게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202) 독점규제법상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 관련하여 법 제6조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고만 규

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9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

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

할 뿐 그 정의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두고 있지 않았다. 단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과 관련한 법제4조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시행

령 제4조에서“연간 매출액와 또는 구매액이란 해당 사업자가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기업결합과 관련한 시행령 제12조 

제3항은“매출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

다.203)

201)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202) 1995.4.1.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던 구 시행령 제34조는 고시에 의하면

“매출액”을 품질불량, 파손 등으로 대기의 일부가 공정될 경우 그 공제액, 반품

이 있는 경우 반품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판매 후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금액 

등을 매출액에서 제외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203) 여기서 시행령 제4조에서“이하 같다”란 표현은 시행령 제9조 즉 과징금산

정시의 매출액에 대한 해석에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두21058 판결에서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으로 되는 매출액

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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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행령 [별표2]의 비고에서 매출액은“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

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였기에 매출액 산

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회계자료상에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으로 기재

하는지도 중요한 참고사항이다. 204)

    (2)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을 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대별하면 첫째, 법정된 일정비율을 정하는 방식, 둘째,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부과기준율을 정하는 방식, 셋째, 

부과기준율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경쟁당국이 그 범위 내에서 재량

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05)

 한국에서는 산정기준을 법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하고 있

다. 즉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중대한 위반행위”,“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 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그리고 세부기준 IV. 1.에 따르면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

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206)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207) 이러한 규정들은 경제적 이득의 

204) 황태희,“부당한 공동행위와 기본과징금의 산정”, 경제법판례연구 제6권, 

2010, 204면.

205) 홍대식,“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제18

호, 2007, 154면.

206) 과징금고시 II.10.에서는“부당이득”을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

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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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의 요소를 부과기준율로 반영하는 평가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인 대리변수를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될 수 있다는 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는 행위책임의 개별화를 

위하여 적절한 요소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208) 

 그런데 EU의 산정 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평적 카르텔 중 가

격협정이나 생산량협정 혹은 시장분할과 같은 행위는 경성공동행위

(hardcore cartel)로서 일반적으로 당연위법행위(per se illegal)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

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행위 중에서 어떠

한 행위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또는“중대한 위반행위”로 

3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카르텔 이외에 다른 다양한 행위유형에도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한

데 이들의 행위유형을 모두 3분하여 매우 중대하거나, 중대하거나 

혹은 약하게 중대한 행위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전적으로 공정거

래위원회의 재량판단에 의하게 될 것이다.209)

    (3) 부과비율

 과징금고시에 의하면 각 행위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부관기준율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2.3%이상 3.0%이하(8억 원 이상 10억 원 

207) 따라서 중대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정위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다. 황태희,“부당한 공동행위와 기본과징금의 산정”, 경제법판례연구 제6권, 

2010, 212면. 그러나 중대성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공정위의 재량이라고 하고 있

지만, 실제로는 법원에 의하여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즉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

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법령 및 지침에 비추어 엄격하게 심

사하고 있다. 이호영,「독점규제법의 이론과 실무」, 홍문사, 2006, 464면. 예를 

들면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208) 홍대식,“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경제법판례연

구 제7권, 2011.8, 65면.

209) 심재한,“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 문제”, 경쟁법연구 제21권, 

2010.5, 3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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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210)), 1.5%이상 2.3%미만(4억 원 이상 8억 원 미만), 0.3%

이상 1.5%미만(5천만 원 이상 4억 원 미만); 경제력집중 억제는 

10%, 8%, 5%; 부당한 공동행위는 7.0%이상 10.0%이하(15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 3.0%이상 7.0%미만(8억 원 이상 15억 원 미

만), 0.5%이상 3.0%미만(1천만 원 이상 8억 원 미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사업자단체는 70%, 40%, 10%; 참가사업자는 3.0%이

상 5.0%이하(4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1.5%이상 3.0%미만(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0.1%이상 1.5%미만(5백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는 80%(3억원이상 5억원이

하), 50%(1억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20%(5백만 원 이상 1

억5천만 원 미만), 나머지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1.6%이상 2.0%이하(4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0.8%이상 1.6%미

만(2억원이상 4억원미만), 0.1%이상 0.8%미만(5백만원이상 2억원

미만)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 고시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가행위 또

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에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

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관련시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감안

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시 IV. 1. 바.)고 규정하고 

있다.

 부과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가 초과하여 얻는 이윤이 관련매출액의 몇% 정도로 추정되는지, 또

한 그와 같이 추정된 과징금액이 공정위가 과거 유사한 행위에 부

과한 과징금액에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

는지를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211) 

210)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211) 권오승·이원우,「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법문사, 2007.10, 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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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1차 조정에서 과징금의 산정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위반

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

면: 

    (1) 위반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의 산정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기

간이 1년 이내인 경우(단기 위반행위)는 산정기준을 유지한고, 위반기

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중기 위반행위)에는 산정기

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며, 위반기간이 3년을 초

과하는 경우(장기 위반행위)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시 IV.2.가.).

    (2)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

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212)에는 4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한다. 

즉 ①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20% 이내; ②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40% 이내; ③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

고 벌점 누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50%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가

중한다(고시 IV.2.나.).

 과징금 고시에서“당해 사건”이라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

다. 한 사건에 중복적인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는 없으므로“독점규

제법상 동일한 유형의 행위위반”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 타당하

212) 과징금고시 IV.2.나.(2)에서는 Ⅲ. 1. 마. 및 Ⅳ. 2. 나.(1)에서 과거 시정조

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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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과거에 범한 독점규제법상 동일한 유형의 

행위위반 횟수를 과징금 산정의 조정요소로서 판단한다면 이는 행

위요소가 아니라 행위자요소로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위반행위의 

횟수는 행위자에 대한 2차 조정과징금의 가중요소로서 판단하는 것

이 분류상 적절한다는 관점이 있다. 213)

    (3) 1차 조정과징금 부과기준으로서의 경고214)

 경고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벌점기준을 규정한 과징금 

고시 II. 13.에서는 경고 중에서“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벌점 산

정시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고 중에서 과태

료가 부과되는 절차규정 위반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된다. 따라서 ①독점규제법 등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

나, ②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1항.) 경고조치가 내려진다.215)

 즉 과징금 고시 III.1.라.에 의하면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과징금 고시 IV. 2. 

나. (1)에 따르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20%까지 가중, 7점 이상이

면 40%까지 가중, 9점 이상이면 50%까지 가중하는 것으로 규정하

213) 심재한,“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 문제”, 경쟁법연구 제21권, 

2010.5, 307면.

214)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에게 경고를 부과하는 행위의 기준은「공정거래위원

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50조에 규정되어 있다.

215) 공정거래법에는 과징금이나 시정조치와 관련된 근거는 있으나 경고조치와 관

련된 규정은 없다. 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가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

하지는 않더라도 벌점산정의 기준이 되어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

률유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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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은 고시 II. 13.「시정조치 유형

별 벌점기준」2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벌

점에 따른 가중치의 계산에 있어 불과 2점에서 4점 차이에 따라 가

중치가 달라지기에 경고에 의한 벌점인 0.5점의 가치가 적지 않다. 

그리고 세부기준 IV. 2. 나. (2)에 따르면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것은 제외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217)

  3.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1)(2)에

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

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

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고시 IV. 

3.가.).

    (1) 가중사유 및 비율(고시 IV. 3.나.) 

 과징금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사유로는: ①다수의 사업자가 관

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 100분의 30 이

내;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

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③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216) 과징금고시 II. 13:

217) 현실적으로 행정청의 경고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경우 사업자는 무효나 취소

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없이 소극적으로 경고를 받아들일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러한 경고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의 액수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게 되는 규정은 

합리적이라 할 수는 없는 평기도 있다. 심재한,“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 문제”, 경쟁법연구 제21권, 2010.5, 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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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218) 즉 (가)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 (나)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
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위의 두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조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로 가중할 수 

있다. ④위반사업자의 이사219)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

(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

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 100분의 10 이내; ⑤위반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 100분의 20 이내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가중비율이 

높은 가중사유를 적용한다. ⑥기타 위 ①내지 ④의 사항에 준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각각 가중한다.

    (2) 감경 사유 및 비율

 과징금 고시에서 열거한 감경사유로는: 가. 사업자들 간에 공동행위

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담합의 경우로서 입찰

이 무효가 된 경우(다만, 당해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당해 담합

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입찰

이 무효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업자단체가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50 이내

로 감경할 수 있다. 

218)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

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219)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0621 판결에서는 과징금고시에 규정된 

“이사”는 상법상의 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자만을 의미한다고 판

단하고 있다. 심재한,“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 문제”, 경쟁법연구 제

21권, 2010.5, 3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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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하였거나 기만 또

는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참여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만, 

입찰담합에 있어서 탈락한 것을 이유로 산정기준이 100분의 30 이상 

감액된 참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조사협력 등, ①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및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

내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

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100분의 15 이내로 감면

한다.

 라.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마.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즉 ①위반행위로 인한 가

격상승폭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이

내; ②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이상 인하하거나 위반행

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100분의20에

서 100분의 3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220) 다만, 법 제19조를 위반

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는 제외한다.  

220) 다만,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후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경율을 조

정할 수 있으며, 법 제19조 위반행위의 경우 단순한 합의파기는 자진시정으로 인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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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즉 ①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

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100분의 10 

이내; ②통상의 업무 수행 중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

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로 감경한다. 라. 법에 위반하

는 내용의 계약이나 관행을 실제로는 이행하지 못한 경우(다만, 부당

한 공동행위는 제외한다), 100분의 10 이내로 감면한다. 

 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즉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

에 관한 규정」IV.에 의한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

우에는 아래의 비율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A:100분의 10 이내, AA: 100분의 15 이내, AAA: 100분의 20 이

내; 그러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V.1.다. 및 V.2.나.

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기타 위 가.내지 사.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

분의 10 이내로 감면한다. 자. 위 가내지 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

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3.나.(가중사유 및 비율)중 (3)의 과징금 가

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에 가중·감면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된 구 과징금고

시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현행 과징금고시에서 그러한 사유들을 더

욱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집행의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

 (1)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정에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

자의 현실적 부담능력221),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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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55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222)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조정된 산정기

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

함한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

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00분의 50 이내에

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 [별표 2]

의 2.라.(1)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①내지 ②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즉 

①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 사업

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 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

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

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②수요

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③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

221) 만약 법위반사업자의 최근 재정상태에 비추어 납부가 부담스러운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독점규제법 제55조의4에서 규정하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견해가 있다. 정병덕,“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5집 제5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 491면.

222) 과징금 고시II.10에서 부당이득의 정의조항을 두고 있다. 과징금 고시에서 부

당이득을 과징금부과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동시에 부과과징금

의 산정과정에서만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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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④그 밖에 

2차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

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①내지 ③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50%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심의일 현재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심의

일 기준 전년도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

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고시 IV. 4.다.).

 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

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

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

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

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3)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2차 조정과징금 중 가

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고시 IV. 4.라.)

223) (타)일부개정 2011.5.19 법률 제106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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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

할 수 있다. (5)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

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

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

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6)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

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

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

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

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여기서 공정위가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하는데 과도한 재량권을 행

사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 문제된다. 즉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부과하

는 과징금은 산정기준에 1차, 2차 조정을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여

러 사정을 감안하여 그 금액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또다시 감액224)하여 산정된다. 복잡한 경제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 일정한 조정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고 하더라도, 법집행 과정에서 참작사유의 적용이 일관성 없이 이루

어진다면 법위반 사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과징금을 예측하는 것

이 불가능해지며, 법체계상으로도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과징금 고

시에서 일정한 부과기준을 설정한 의미를 상실시킬 것이다. 더욱이 

그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집행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

가 상존하며, 과징금부과에 대한 내부 및 외부통제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다.225)

224) 과징금 고시 IV. 4.가.(1)에 의하면 5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다.

225) 정병덕,“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법적성격과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경영법

률 제15집 제5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 4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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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특별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1)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사업자단체는 한편으로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

쟁을 제한하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은 제정 시

부터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독점규제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수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ᆞ활동제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

매가격유지행위 교사ᆞ방조 등의 행위는 금지되고, 법 제28조로 과

징금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60%는 부당한 공동행

위이고, 그 다음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ᆞ활동제한이 21%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226) 그리고 독점규제법 제정 이래 2008년까지 

독점규제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된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로서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823건)가 제19조 제1항이 적용된 부당

한 공동행위 시정건수(664건)보다 많음을 볼 수 있다.227)228)

226) 공정거래위원회,「2008년도 통계연보」, 64면.

227) 공정위의 실무에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법 제19조 제1항의 적

용보다 선호하는 이유를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행위에 참여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이를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로 구성하여 사업자단체의 기관에 의한 결의나 결

정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지시나 통자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다수 사업자간의 

합의를 입증하는 것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한상곤,“사

업자단체의 규제, 경제법의 제문제(재판자료 제87집), 법원도서관, 2000, 464면 

각주 33에서 재인용.

228) 실제사례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세차협회 전북지회가 발족과 동시에 구

성사업자들의 모임을 갖고 차종별로 세차요금을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세차협정요

금표를 제작하여 이를 따르도록 한 행위(한국세차협회 전북지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19 94.4.19. 의결제 94-95); 서울특별시 전세버스운송

사업조합이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버스요금을 결

정하여 준수하기로 하고, 요금준수방안은‘경영개선분과위원회’에서 별도 모색하

기로한 후, 동 위원회에서 작성한 요금조견표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고, 이후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전세버스요금조견표를 매 연도마다 각각 결정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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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29) 단체의 의사결정은 

구성사업자 전체 총회로 결정되거나 이사회모임에서 결정되는 것이 

그 주된 형식이다. 그러나 단체의 의사결정이라는 껍데기를 벗기고 

보면 경쟁사업자 상호간의 회합과 의사의 연락 및 공동행위의 실행

이라는 카르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230) 카르텔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가격협정은 경쟁사업자들이 이미 회원총회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카르텔의 실행을 

위해 사업자단체의 이름으로 협정요금표나 요금조견표를 제시한다

고 하여도 그 행위는 이미 합의한 카르텔을 단순히 확인하는 작업

에 지나지 않는다. 구성사업자의 이익과 괴리된 사업자단체 자체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카르텔을 사업자단체가 주도하였

다고 하더라도 카르텔의 형성을 통해 얻는 이익은 사업자단체 자체

의 이익이 아닌 구성사업자의 이익이 된다.

 

    (2)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독점규제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제31조의2에서는 관련매출액의 2% 내지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과징금고시 III. 2. 라. (1)을 보면 “재

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는 ①다수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행위(“서울특별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1999.12.10. 의결 제99-253호) 등에 대하여 법 제

2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다.

229) 이봉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관련 심결정리 및 분석｣, 공
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7, 117면.

230) 심재한,“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 문제”, 경쟁법연구 제21권, 

2010.5, 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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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과징금을 부

과한다고 규정하여 한정적인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

다. 여기서 토론할 가치가 있는 문제로는 수직·수평적인 거래제한 

행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수직적 거래제한의 유형 중

에서 비가격적 거래제한은 상표내 경쟁(intra brand-Wettbewerb)

은 제한하더라도 상표간경쟁(interbrand-Wettbewerb)의 증대효과

가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행위가 되지만, 수직적 가격제한

행위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경쟁제한성이 큰 행위로서 금지된다. 

 그리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판매업자의 주도하에 행해지게 되는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판매업자나 제조업자의 카르텔을 조장 

내지 유지시키려는 목적에 의해 행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평적 담합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231) 따라서 이러한 은

폐된 수평적 가격협정의 경우에는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

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이러한 적극적인 심결례는 보이고 있지 

않다. 행위가 분명하는 수평적 카르텔을 형성한 행위에 부합되는 제

재를 부과한다.

    (3) 국제계약 체결행위

 독점규제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을 규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국제계약에 해

당하는 행위유형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과

징금 고시에 의하면 국제계약을 체결행위를 행한 주체를 기준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국제

231) 권오승,「경제법」, 법문사, 2011, 3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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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사업자가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0.1%내지 

2.0% 이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5백만 원 

내지 5억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시 

IV.1.라.(1).(가)(나).)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인 경우 사업자단체의 연

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10%내지 60%범위 내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단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

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

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여기서 사업자단체의 연

간예산액이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

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국제계약체결제한 규정의 입법배경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 기술보유자(특허권자, 저작권자, 

상표권자 등)로부터 열세의 지위에 있는 국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된다. 그런데 외국의 사업자와 불공평한 기술도입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그 사업자(단체)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시킨다면 

이는 입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부당한 공동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어떠한 유형의 법위반행위일지라도 만약 

그 법위반행위자가 국내사업자라면 독점규제법의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의 사업자라면 역외적용의 원리에 따라 법적용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현행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규정은 과징금 부과규정 이

전에 실체법 규정 자체의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232)

232) 심재한,“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 문제”, 경쟁법연구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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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진신고 감면제도

 아직도 감면제도를“밀고자”또는“배신자”를 우대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없지 않다. 이러한 시각은 경쟁자 간에도 서로 돕

고 사는 상도의라고 여겨온 유교적 전통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

된다.

 

 최근 카르텔 자진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이를 통해 합성수지, 설탕 

등 장기간 지속되어온 산업분야의 대형 카르텔 사건들의 전모가 속

속 밝혀지면서 감면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33)

  (1) 제도의 의미

 감면제도의 가장 큰 효용은 카르텔에 참가하고 있거나 카르텔 행

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카르텔 형성과 

유지를 방지함으로써 카르텔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 있

다.234)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입증곤란을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은 1996년 개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

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

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2조의2.) 부당한 공

동행위는 그 성질상 사업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그 수법이 더욱 교

묘하고 은밀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협조가 긴요하

2010.5, 313면.

233) 오행록,“Leniency 제도 집행성과와 향후 과제”, 경쟁법연구 제16권, 

2007.11, 91면.

234) 오행록,“Leniency 제도 집행성과와 향후 과제”, 경쟁법연구 제16권, 

2007.11,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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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취지에서 독점규제법은 내부자의 협조를 유인함으로써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진신고자 등

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 및 시정

조치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자

진신고자 등에 대한 면책제도에 따른 신고 또는 증거제공으로 부당

한 공동행위를 적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235)

  (2) 현행규정(감면요건 및 효과)236)

    가. 조사 시작 이전의 자진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237)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

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가 전부 면제된

다. ①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

공한 최초로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

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

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하였을 것; ③부당한 공동행위와 

235) 공정거래위원회,“리니언시 제도 시행 11년, 그 성과와 과제”, 2009.1에서

의 통계수자에 의하면 08년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카르텔 사건에서 자진신고제도

를 적용한 사건을 75%에 달하였다. 
236) 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제도,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및 증거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영 제35

조 제4항), 이에 따라「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

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제도 운영고시”이라 한다)」(개정 2012.1.3.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1-11호)가 운영되고 있다.

237) 조사개시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1이사의 

사업자에게 구두,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요구, 사실관계 확인, 출석요

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때를 말함(감면제도 운영고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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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

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④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

였을 것; ⑤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

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

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나. 조사가 시작한 후의 조사협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를 협조한 자로서 공정위가 부

당한 공도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

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고, 위①, ③, ④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과징금

은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그러나 강요자에 대

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와 동일

하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제5호.)

    다. 두 번째 이후의 자진신고자 혹은 조사협조자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

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의 자는 위③, ④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강요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

우 과징금은 50% 감경하고, 시정조치는 감경할 수 있다.(시행령 제

35조 제1항 제3호, 제5호.)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21조 제2항에서는‘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동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위원회의 조사

를 받는 사업자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공동행위의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세 번째 이후의 조

사협조자에 대하여 20% 이내의 임의적 감경을 할 수 있음을 명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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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가가면제도238)

 그 밖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강요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는

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 제5호.)

 동 고시 제16조에서는 당해 공동행위에서는 과징금의 감경 비율을 

원칙적으로는 20%로 하되,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

보다 크고 2배미만의 경우에는 30%를 추가로 감경하고,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4배 이상인 경우는 전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감면제도는 특정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전략적 선택을 

잘못하여 최초 신고자 또는 최초 협조자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한 

참가사업자가 다른 공동행위 사건에서 전략을 수정하여 자진신고를 

선택하게 유도함으로써 공동행위 적발효과를 특정한 공동행위 사건

에서 다른 공동행위 사건까지 확장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38) 그러나 추가감면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EU는 카르텔 참

가자는 보통 여러 카르텔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카르텔이 경쟁당국에 포착되면 이후의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카르텔에 대

한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A카르텔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이 B카르텔과 관

련된 협조행위로 인해 감면되는 제도이므로 평등대우원칙 위반 등 법적 문제 및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 등을 그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Jonathan Faull and 

Ali Nikpay, The EC Law of Competition,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at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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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굴삭기제조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

정위가 원고가 조사에 협조하기 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던 서류들을 

“가격”에 대한 언급이나 원고가 가격 관련 공동행위에 참여하였

다는 언급이 전혀 없어서 이들만으로는 이들 사이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가격합의가 성립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

어 단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단서에 관한 기초자료에 불과한데 반하

여, 원고가 제출한 각 가격인상 시점별로 일시, 장소, 주체, 객체 등

에 관한 상세한 진술과 각 가격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내용이 

명기된 자료로서 위 기초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최초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39) 

또한 대법원은 기타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구 법 시행령상‘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라 함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의미하므로 문서를 

비롯한 진술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구두 진술을 통해 조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으므

로 구 법 시행령상 증거의 제출순서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

는 이상 이들에 대해서도 기타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서 과징금 

등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40)

  (3) 감면의 절차

    가. 감면 신청

 감면을 위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은 2인 이상

의 공동신청은 인정하지 않고 단독 신청만 인정하고 있다(감면제도 

운영고시 제9조 제4항.)241). 감면신청자는 공동행위의 개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 고시 제7조 제1항). 

239)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두12699 판결.

240)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두12699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2920 판결.

241) 그러나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 동항 제3호 가.목 단

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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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

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15일242) 이내 보정을 전제로 공동행위의 개요 등만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동 고시 제8조 제1항 제3항). 또한 서면

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감면신

청을 할 수 있는데,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구술

에 의해 질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동 고시 제8조의2 제1항, 제2항)

    나. 지위확인의 절차 및 효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이내의 신청인

이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이에 서

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고시 제11조 제1항.) 선순위 

신청인의 감면신청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후순위 신청인이 그 순위를 승계한다.(고시 제9조 제3

항)

 지위확인은 ①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

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

조하지 않는 경우, ②제출된 자료가 허위인 경우, ③위원회의 최종 

판단 전까지 당해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④다른 사업자에

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

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시 제12조 제1항)

    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감면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징금고시 IV.3.다.(3)에서 정하고 

있는‘조사협력자에 대한 20% 감경’조항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242) 동 고시 제11조 제1항. 해당 기간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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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면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당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시까지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시 

제21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신고 포상금제도’와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제도로서 운영된다. 

즉, 제3자가 포상금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정위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최초의 신고자 또는 협조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형사고발여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공정위는 감면제도 운영

고시에 의한 지위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71조(고발) 제

2항에 해당하거나 동 제3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고발 요

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시 제20조). 그러나 운

영고시에서는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확보한 경우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제기될 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

은 두지 않았다.

    라. 비밀보장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①자진신고자 등이 해당 정

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또는 ②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 제보내

용 등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243) 또는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등을 심사보고서

에 가면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에 첨부되는 관련 증거자

료에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결과정에서도 피심인 별로 심사보고

서와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분리심리 등의 방법을 통해 자진

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244).

243) 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5조 제2항, 고시 제19조 제1항.

244) 시행령 제35조 제3항; 고시 제19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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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자진신고자 제도의 남용에 대한 법적 통제245)

 자진신고자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에는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

13조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자 등 지위 확인이 취소될 수 있을 뿐, 

독점규제법은 허위 자료 제출자에 대한 특별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진신고자 등이 공정위에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

을 경쟁적으로 자진신고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무작정 신고를 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까지 일단 모두 신고하는 경

우가 종종 있다. 물론 자진신고한 사항 중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되지 않은 부분은 공정위의 엄밀한 사실조사와 검증을 통해 배제되

어야 할 것이지만, 피심인들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위로부터 

부당하게 과징금을 부과 받고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소송

을 통해 비로소 구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면신청 남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점

규제법상 허위 또는 일부 내지 전부가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

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내지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규정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경우 

EU 규칙1/2003 제23조 제1항에 따라 EU집행위원회의 정보요구권

에 대해 올바르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

에 대해서는 총매출액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절 독점규제법상 과징금부과의 절차

 I. 제재의 부과기관

245) 윤성운, 송준현,“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무운용상 제문

제”, 경쟁법연구 제22권, 2009.11, 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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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법의 실효적 집행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법례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국 고유한 집행체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246)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반독점법의 제일 큰 문제를 

법집행기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

고 있다.247)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감시꾼으로서 시장지배

적 지위의 남용을 막고 카르텔을 규제하는 등 경쟁당국의 전통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에 독특한 경제력 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큰 기여를 하여왔고 적지 

않은 비판과 동시에 1981년 설립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한

국 사회에서의 위상을 수확하였다.248)

 

  1. 공정거래위원회의 연혁 

 오늘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한다)는 업무의 법위

를 비롯한 조직 및 인적구성의 측면에서 결코 작지 않은 조직이

다.249) 우선 공정위는 행정부 내에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다

(제35조 제1항). 하지만 그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인정

받고 있다. 즉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일반적인 행정이나 정책업무

에서 감독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246) 이봉의,“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 경쟁법연구 제10권, 2004, 24면.

247) 王晓晔, “反垄断法有效实施的几个因素”, 中国经贸导刊, 2008년 제24기, 35면.
248)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의 위상강화에 관하여 이봉의, “공정거래법

의 실효적 집행”, 경쟁법연구 제10권, 2004, 4면 이하; 권오승 편, 「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 2011, 546면 참조. 1981년부터 2009년까지 독점규제법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내린 조치는 모두 12,448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시정명령은 

5,088건(40.8%)이었고, 시정권고는 891건, 경고 등은 4,926건이었으며, 과징금 

부과는 1,543건(12.4%)이었다.(공정거래위원회,「2009년도 통계연보」, 6면 참

조). 영국의 경쟁법 전문지인 GCR (Global Competi tion Review)은 매년 각국

의 경쟁당국을 평가해서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 공정위는 2007년 이후 세

계 7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249) 정원은 500여명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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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 밖에도 법에 정한 면

직사유 외 위원들의 임기 동안에 임의로 면직될 수 없다(제43조). 

    

 간단한 연혁을 살펴보면 1980년 법제정 당시의 공정위는 경제기

획원 소속의 심의·의결기관에 불과하였고 결정 및 처분권한은 경

제기획원 장관에게 있었다.250) 그리고 1990년 독점규제법상 유일

한 전부개정으로 공정위는 독자적인 처분권한을 구비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무총리산하가 아닌 경제기획원장

관의 소속으로 여전히 남겨둠으로써 경쟁정책을 경제정책의 병렬적 

요소의 하나로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251) 

 그 후 1994년 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위는 드디어 경제기획원장관 

소속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

다. 종래 경제기획원장관 소속의 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인 중앙행정기관으로 1995년 재출발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개정

법에서는“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하에 공정위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정위 업무의 

독립성을 명시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체제가 기본적으로 유

지되어왔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공정위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공정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252) 위원회와 보

250)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과 조직에 관하여 구법 제26조 내지 제29조 참

조할 수 있다.

251) 권오승 편,「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 2011, 29면.

252)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독점규제법 이외

에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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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조직으로서의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위의 위원들이 모여 사건을 심의하는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

의 두 종류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제37조의2). 법 제정 초기에

는 사건 심의를 위한 회의는 단지 전원회의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

나 사건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모든 사건을 전원회의가 담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행정 효율성 등 원인으로 1996년 법 개정

을 통하여 소회의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러한 구조를 미국식의 행

정법판사제도의 취지를 한국식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253) 

 전원회의의 소관사항은 비교적 사안이 중요하여 위원 전원의 심의

가 필요한 사항인데, 법에서 ①공정위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②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③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

도록 결정한 사항, ④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⑤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37조의3 제1항). 기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 소관사항

으로 되고 있다.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하는 반면,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 제42조). 즉 

소회의에서 다수결이 아닌 전원출석, 전원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3인

은 위원 중 2인 위원의 찬성으로 위원회 전체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254)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8호. 이하 ‘절차규칙’으로 한다)에 상세한 규

정을 두고 있다.

253) 1996.11.9. 국회에 제출된 제어부제안문(의안번호 150310). 권오승·이봉

의 외,「독점규제법」, 법문사, 2010, 315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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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독점규제법 제47조에서는 공정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는 규정이고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직을 

두고 있다. 2008.3.7.자 조직개편으로 사무처 소속으로 5국255), 3

관256), 1대변인을 두고 있으며, 5개의 지방사무소를 추가로 두고 

있다. 사무처는 일반 행정업무와 정책업무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지

시를 받아 사건을 조사하고 심판절차에서 원고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조직 내에서 소추자의 역할을 수행한다.257) 

  3.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공정위는 독점규제법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으며(법 제35조), 중

앙행정기관으로서 많은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의 독점규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제정하고, 동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동 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한

편,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나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권을 행사하고 있다. 즉 공정위는 행정기관으로서 행정권 이외

에 법원과 비슷하게 당사자들 간의 분쟁에 개입하여 사법절차와 유

사한 절차를 거쳐 심판을 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준사법권258)을 갖고 있는 동시에 

254) 권오승·이봉의 외,「독점규제법」, 법문사, 2010, 315면.

255) 경쟁정책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협력국.

256) 부위원장 밑에 감사담당관, 심판관리관,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장정관을 두고 

있다.

257)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사무처를 중

심으로 독임제와 유사하게 운영이 되어 왔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이 일반 부

처의 장관-차관-기획관리실장-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처럼 위원장-부위원장

-사무처장-국장으로 이어지는 결재라인을 통해 독임제 조직과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위원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권오

승,“한국 독점규제법의 개선”,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2호, 2000,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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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준입법권도 구비한다.259) 그러므로 아래에서 과징금제도

를 중심으로 과징금의 부과기관 그리고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제정

하는 관점에서 부과기관의 역할을 살펴본다.

    (1) 준사법기관260)

 독점규제법은 중앙행정기관 공정위에 의한 공적 집행에 의존하는 

집행절차를 갖고 있다. 공정위의 법 집행절차는 행정절차이지만 여

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

호). 이는 독점규제법이 행정절차법이 입법목적과 같이 행정의 투명

성과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자세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공정위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처분의 경우에

는 대심적 구조에 의한 심리 등을 내용으로 한 더 엄격히 절차규정

을 두고 있고 처분의 이유가 기재된 의결서 또는 결정서에 의하도

록 하고 있어, 그 절차가 준사법적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

된다.261)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권한은 일반 행정기관의 처분

권에 비해 재량의 법위가 넓고 분쟁해결의 성격이 강하며 오히려 

법원의 권한과 유사한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이를 위한 절차도 법

258) 원래 미국에서“준사법적(quasi-judicial)”이라는 용어는 법을 적용하여 법

적 효과를 발생하는 국가의 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박정훈,“공정거래법

의 공적 집행-행정법적 체계정립과 분석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와 법치(권오승 

편), 법문사, 2004, 1005면.

259)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적 

기능, 사법적 기능 및 정책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260)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나 동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사법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권오승,“공정거래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거래와 법치(권오승 편), 법문사, 2004, 991면.

261) 홍대식,“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서울대

학교 법학 제52권 제2호, 2011,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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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재판절차와 유사하다. 

    (2) 준입법기관

 법령에 정한 요건 규정과 효과규정에서 그 포섭범위와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정

위가 다루는 업무의 성격이 대단히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가변성이 

강하다. 독점규제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즉 법규사항

을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독점규제

법에서 법규사항을 공정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법규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정한 경우도 있다. 나아가 법

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

시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정하기도 하고, 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대통

령령에서 법에 정한 내용을 공정위의 고시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직접위임하기도 한다.262) 이러한 규범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행정규칙형식의 고시, 예규, 훈령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에 일정한 한계 내에서 처분여부와 처분 종류, 

내용 및 정도를 경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으나, 처분

이 기본적으로 제재적 성격을 내포한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그 재량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보다 분명하고 일관된 기준을 

필요로 한다. 특히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과징금 부과와 관

련해서는「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63)가 제정, 운용

되고 있다. 과징금 고시가 현재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2004.4.1. 개정 때였다. 그 전에는 비록 법 제53조의3의 위임에 의

한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근거규정이 있기는 하였지만, 법 

26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그 예가 된다(대통령 제4조 

제4항). 홍대식,“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서울

대학교 법학 제52권 제2호, 2011, 176면.

263) 개정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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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명확한 부과기준이 설치되지 않는 상태였다. 따라서 공정

위고시에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던 

체계는 문제가 있었다.264) 이에 대하여 2004.4.1.과징금 고시 개정

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개정과 연계되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적어도 법, 시행령, 고시로 이어지는 법령의 체계상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 비교적 잘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과징금 고시의 규범적 가치

도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265)

 심사기준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징금 고시의 규범적 성격이 무엇이

든 관계없이 과징금 고시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과징금 기준으

로 정한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그에 따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징

금 고시를 심사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적용한 결과

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원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심사한다. 또한 이를 적용한 결과가 

오히려 재량권의 행사 한계를 넘는 것이라면 과징금 고시에 정한 

바와 다른 해석을 함으로써 사실상 구체적 규범통제에까지 나아간

다고 불 수 있다.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법규명령을 제정할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

는 경우에만 법률에서 위임한 법규사항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와 같은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

정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

한 대통령령의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공정위가 제정하는 행정입

법의 형식은 행정규칙일 수밖에 없다. 다만 법령의 근거가 있는 행

264) 홍대식,“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6.8, 65~66면.

265) 홍대식,“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 공정거래와 법치(권오승 편), 법문사, 

2004, 1062면. 과징금 제도의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에 관하여 이순미, 

“과징금 제도개정에 관하여”, 경쟁저널 제111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4, 43

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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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칙은 보통 고시의 형식을 취한다. 법률의 위임은 없으나 대통령

령의 위임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에 

공정위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의 형식은 고시, 예규 또는 훈령이다. 

여기서 고시, 예규, 훈령의 형식은 대통령령인「사무관리규정」제7

조, 행정안전부령인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것이다. 법령의 위임

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침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행정규칙도 

있다. 지침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분류된 문서의 유형에는 

없는 용어로서, 훈령, 예규 또는 고시와 구별되는 별도의 문서 형식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무상 훈령, 예규 또는 고시 등을 구별 없

이 통칭하여 지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문서의 형식

이 지침인 경우와는 구별된다.266)

  4. 소결

 첫 출발은 경제기획원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에 불과하였고 처분권

도 없는 심의·의결기관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 독립된 정부기

관이 된 이후, 특히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그 위상이 크게 제고

되었고 지금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모범 경쟁당국으로 발전하였

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역할을 수

행해 왔다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정권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

고, 그 영향에 의해 역할이 강화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하여 진정

한 의미의 독립규제기관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도 있다.267) 그리고 대통령령 하에서 업무수행의 독립성이나 위원

의 신분보장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유교문화권에서 합의

제라는 생소한 조직형태가 제대로 정착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

다.268)

266) 홍대식,“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서울대

학교 법학 제52권 제2호, 2011, 177면.

267) 서성아,“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위원회

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5권 제2호, 2011, 242면.

268) 권오승 편,「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 2011, 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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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 납부의 통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위가 정하는 수

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등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61조의2).

  2.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법위반행위를 행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을 한 경우에는 당해 회

사의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미 공정위로

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

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가 연대

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

하여 설립되는 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

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가 연대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269)

269) 법 제55조의3 제2항, 법 제55조의5 제1항, 제2항. 이와 관련하여 법위반행

위를 행한 회사에 대하여 아직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회사가 

분할된 경우에 추후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

러한 문제에 관한 대법원은 분할하는 회사에서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두17035, 

16339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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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액이 매출액의 1%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사업 여건의 악

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공정위에 신청하여 납부가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법 제55조의4 제1

항,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63조.)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

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납부는 각 분할된 납

부기한 간의 가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최과할 수 없다.(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3항)

  3. 가산금 및 환급가산금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공
정위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270)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안에 과징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제55조의6).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도 당해 행위의 종료일

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

과처분이 전부 혹은 일부271)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72) 

270)「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율 고시」(공정위 고시 제2009-56호)에 의하

면 현재 1일 100,000분의 29(연 10.585%)로 정하고 있다.

271) 서울고법 2007.4.19. 선고 2006누26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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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불복제도

  1. 피심인의 방어권

 독점규제법 및 사건절차규칙에서는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먼저 독점규

제법상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조치들로서 ①공정위는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

자에게 통지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고(법 제49조 제3항) ②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기 전에도 당사자에게 의결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

도 적극적으로 공정위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

를 제출할 수 있고(법 제52조 제1항, 제2항), ③당사자나 이해관계

인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공정

위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52조의2). 

 사건절차규정에 의하면 ①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

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

료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2주의 기간 내에 문서

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사전 

송부할 경우 이로 인하여 각 회의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기일에 배포

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건절차규칙 제29조 제10항 내지 제12항). 

그리고 심판관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를 함께 송부하는데, 특히 첨부자료와 관련하여 사실인정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영업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번호, 기타 공

272) 법 제49조 제4항. 해당 조항은 2001년 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 규정된 것으

로서 법 위반은 인정되나 과징금 산정상의 하자 등으로 공정위의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장기간의 재판 진행 중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 판결을 반영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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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상 피심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해당되는 자료를 송부하지 않거나 일부를 삭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송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심인은 심사관

이 공개하지 아니한 첨부자료를 특정하여 공정위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주심위원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여 열람·복사의 허용여부를 결정한다(법 제29조의2). 

③회의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후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피심인에게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33조 제1항). ④피심인은 회

의에 출석하여 심사보고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

고,273) 상대방의 진술의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의 허

락을 얻어 직접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고,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사건절차규칙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⑤의

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용,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피심인에게 최

후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사건절차규칙 제41조 제1항, 제43조).

 독점규제법상 문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53조의3 제1항). 따라서 우편·교부 또는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송달할 수 있는데(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

우에는 만나는 장소에서도 가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

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심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또는 국외에 주소를 

273)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당시에 사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의견진술의 기회가 

없었던 혐의에 대하여 위원들 간 합의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

금을 부과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대법원은 

2001.5.8. 선고 2000두10212 판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주)포스틸에게 부과되는 3,268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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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동 대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만일 국

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

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3조의3 제2항 및 제3항).

  2. 이의신청274) 

번호 대 상 의결일 재결일  재결내용
1 4개신용카드사업자 2002.05.17 2007.01.04 과징금 재산정
2 7개시멘트제조사 2003.09.08 2008.06.16 과징금 재산정
3 7개 철근제조사업자  2003.10.20 2009.01.08 과징금 직권취소
4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분양  2004.07.31 2009.06.29 과징금 재산정 및직권취소
5 굴삭기 및 휠로다 제조 3개 사업자  2005.06.24 2009.01.08 과징금 재산정 및직권취소

6 지게차제조 3개 사업자 2005.06.24 
2006.01.05 일부 인용 

2008.05.02 과징금 직권취소
7 12개 신용카드업자 2005.08.18 2008.11.24 과징금 재산정
8 2개 시내전화 사업자  2005.08.18 2009.08.07 과징금 재산정
9 빙과제조 4개 사업자 2007.08.02 2009.01.14 과징금 재산정

10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 
 

2007.08.30
2008.02.28 이의신청 기각

2009.01.20 과징금 직권취소

274) 분석의 대상이 된 사례는 2007.1.~2010.4. 동안 발생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해당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의결서는 총 149개이다. 

이중 재심과정을 통해 이의신청자의 의견 일부를 인용하거나 과징금을 재산정 또

는 일부 직권취소한 사례와 총 과징금 규모 100억 이상인 사례를 열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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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53조 제1항)275) 이의신청제도는 강학상 특별행정심판으

로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 본다. 행정

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

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그

래서 독점규제법에서 특례를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

판법이 적용되지 않고 독점규제법이 적용된다. 

    (1) 이의신청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은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종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위의“처분”이다. 따라서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납

2009.03.25  과징금 재산정

11 10개 신용카드 VAN사  2008.03.05 2008.03.05 과징금 면제

12 7개 신용카드사업자 과징금 2008.03.05 
2009.05.06 직권취소 
2009.06.16 과징금 재산정

13 대한주택공사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2008.09.24 2010.04.13 과징금 재산정
14 민간 및 관급수요처 발주 엘리베이터구매 2008.09.25 2010.04.13 과징금 재산정
15 13개 생명보험사 2008.10.27 2010.03.30 과징금 직권취소

김상택 외,“우리나라의 주요 카르텔 사례연구 2007-2010년 사례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22권, 2010.11, 245~246면.

275) 30일의 이의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에 대하여서

는 부적법 각하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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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절차규정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청구의 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행정법관계의 

신속한 안정을 기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에 심판청구기간을 불

변기간으로 보고 있다. 이는 독점규제법상 이의신청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 기간이 도과한 경우는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할 한다.276)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재결청으로 되고 재결

청과는 별도의 제3의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권을 행

사하도록 하여 처분청, 재결청, 심의기관을 분리함으로써 행정심판

의 자기통제적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음에 반하여, 독점규제법

상의 이의신청제도는 원 처분기관인 공정위가 다시 이의신청사건을 

재결하고 심리·의결까지 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심판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277)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

한 합의제 행정기관이 공정위가 준사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의결한 

처분에 대하여 제3의 일반 행정기관이 다시 심사하여 당부를 판단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적인 배려라고 이

해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실무상 이의신청

이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형식적인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위원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276) 법 제53조 제2항.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77) 일반 행정심판은“객관적 자기통제적 기능”을 지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의신청제도는“반성적 재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건호,「공정거래법 해설과 판례」, 일진사, 2011, 4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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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 심사관으로 지정된 심판관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

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이의신청사건은 전원회의 소관사항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

하재결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 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재결기간 연장 결정, 집행정지 결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의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의만으로 결

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의를 하여야 한다(사건

절차규칙 제69조).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3. 행정소송

 공정위의 처분 혹은 이의신청 재결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278)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

54조 제1항). 종래에는 이의신청 전치주의를 규정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으나 1999년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 전치주의를 폐지하였다. 

 

    (1) 볼복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279) 그러나 공정위

의 심사불개시처분, 무혐의처분280), 경고처분281), 고발의결282), 입

278)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79) 서울고법 2006.10.12.선고 2005누27668. 

280) 대법원 2000.1.4. 선고 98두5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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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참가제한요청283) 등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처분’인지 여부

에 대하여 법원은 모두 해정소송의 대상처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

시하고 있다.

 여기서 독점규제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

2항에서 집행정지 대상을‘처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

리‘시정조치명령’으로 한정하고 있기에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84) 이에 대하

여서는 법조문상 명백하게 시정조치명령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징금 납부로 인한 손해는 금전적 손해로서 사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서는 집

행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으나, 과징금 규모에 비추어 

과징금 납부로 인한 손해가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 회사의 

존폐와도 관련 있는 경우는 그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평

가될 수도 있고, 집행정지 사유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의 경우를 행정

소송의 경우와 특별히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집행정지가 가능하

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285)

    

    (2) 절차규정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모든 송무관련 

업무는 처분 등과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수행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경우에는 제1항의 소송수

행자를 공정위 소속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당해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81) 서울고법 2002.12.3. 선고 2002누43 판결.

282) 대법원 1995.5.12. 선고 94누13794 판결.

283) 대법원 2000.2.11. 선고 98두5941 판결. 

284) 고건호,「공정거래법 해설과 판례」, 일진사, 2011, 494면.

285) 고건호,「공정거래법 해설과 판례」, 일진사, 2011, 4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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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행정소송이 3심제인제 반하여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는 2심

제로 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가 준사법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준사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는 2심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독점규제법은 

전국적 경제 현상과 연결되어 다수의 사업자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질서법이므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 재판부의 신속하고 일

관성 있는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고등법원을 1심 

관할로 하면서 특별법(현재는 특별 제6부, 제7부)을 두어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제5절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의 특징

 한국의 과징금제도를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보면 일정한 공통점

은 물론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과징금 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제도로부터 연유하는 것이고, 과징금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

음으로 도입하게 된 계기도 일본법에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

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86)또한 한국 과징금 제도의 발전방

향도 부당이득환수라는 기능으로부터 출발하여 제재기능으로 확대 

경향이 있다. 위에서의 논증을 바탕으로 한국 독점규제법상 금전적 

제재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독점규제법이 1980년 제정된 때부터 행정적 집행수단으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었고, 민사적 집행수단으로서는 무과실의 손해

배상책임을 정하고, 처음부터 금지된 경쟁제한행위를 일종의 범죄로 

파악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제로 한 형사처벌이라는 형사적 

286) 다만 일본에서는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부터 출발한 반면 한국은 물가

안정의 측면에서 가격인하명령의 불응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과징금이 부과되기 시

작하였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심재한,“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와 관련된 

제 문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 문제”, 경쟁법연구 제21권, 2010.5,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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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수단을 두고 있었다. 이들 공적 집행수단은 병과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후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둘째, 과징금제도의 성격과 관련되어“부당이득환수”과“행정제

재”를 겸유하고 있다는 것이 현행 학계상의 다수설인 동시에 실무

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부당이득”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가 매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287) 그러므로 법의 투명성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부당이득”개념을 과징금 산정기준

에 고려되고 있는 동시에 단지 과징금산정의 일 요소로서의 규정되

고 있어 산정기준의 명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88)

 셋째, 독점규제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위반행위의 억지

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위반행

위로 인한 부당이득만큼을 모두 환수할 수 있는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289) 현행 법률이 정하는 과징금은 각 행위마다 부

과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상한액에 관하여 법의 개정마다 꾸

준히 상향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

하여 매출액의 3%, 정액으로는 10억 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10%, 정액으로는 2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

정은 비례의 원칙, 적절규제의 원칙 및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정

서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법제를 

살펴보아도 EU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전 세

287)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11, 374면.

288) 과징금고시 IV.4.가.에서는“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

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

55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조정된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89) 이봉의,“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과 법치국가원리”, 경쟁법연구 제24권, 

20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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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관련매출액의 10%로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

국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가 활성화되지 못하

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규정되는 부과상한액을 위

법성 기준간의 관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독점규제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사실상 거의 모든 거래관

계에 미치면서도 행정기관인 공정위가 주된 집행권한을 갖고 법규

범의 유형에서 유래되거나 법규범이 직접 부여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재량의 관리 또는 통제는 중요한 과제이다. 한

국 공정위의 고시로 제정된“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독일이나 

EU의 기준보다 더 많은 단계를 거치고 상세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

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즉 비례원칙과 효율성 행정을 감안하여 

한국 과징금 고시에서는 총 4단계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4단계의 산정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소의 계량화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공정위의 재량권을 적절히 제한하

여 비례의 원칙 및 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의 타당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리고 독점규제법의 집행 30년의 역사와 비하여 자진신고자의 감

면제도의 도입과 실제운영은 단지 그 반이다. 한국 독점규제법상 부

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사업

자에 대한 감면제도 이외에 개인에 대한 감면제도를 별도로 규정하

고 있지 않고 있다.290) 이러한 제도적 차이가 실제 감면제도의 운

영상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절차적인 측면에서 먼저 집행기구로서의 공정위가 갖는 특

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독점규제법의 전반적인 운용은 

일차적으로 공정위에 맡겨져 있으며, 이 점에서 법무부(DOJ)와 연

방거래위원회(FTC)로 권한이 이분되어 있는 미국과 구별되며, 경

쟁법의 집행권한이 유럽집행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는 유럽과 유사하

290) 권오승·이봉의 외,「독점규제법」, 법문사, 2010,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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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공정위는 법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 셔먼법이나 클레이턴법 위

반에 대하여 법무부나 FTC가 직접 금지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법원

에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치는 것과 대조되고, 유럽의 경

우 위원회가 직접 금지명령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

다.291) 

 그리고 불복제도의 측면에서 한국 독점규제법은 우선 사전적으로 

피심인이 집행기구의 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

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집행기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

우 이의신청제도 및 행정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제기해야 되는 것은 서울고등법원을 행정소송의 전담법원으로 지정

하고 상고되면 모두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법권

과 행정권간의 균형을 보장하여 행정권에 대한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다.  

291) 이봉의,“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 경쟁법연구 제10권, 2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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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 

제도의 개선방안

 집행율과 준수율이 낮으면 규제의 정당성은 유지되기 어렵다. 예측

가능성도 저하되며, 부패와 행정권한 남용의 고리가 되기도 쉽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규제를 만들고 집행을 철저하게 하

는 것이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292) 위에서 한국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기초로 이장

에서는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 특히 행정적 금전제재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출한다.

 제1절 금전적 제재체계의 보완
  
 I. 금전적 제재의 병과

 경쟁법상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능을 주된 기능으

로 한다는 점에서 공적집행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의를 갖고 있지

만, 간접적으로는 법위반행위의 억제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정

집행을 보완하는 의미도 갖는다. 그러나 중국 반독점법상 행정적인 

벌관 및 위법소득 몰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규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제정하는 반독점법사법해

석에서도 손해배상과 벌관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한국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 과징금 및 벌금은 모두 제각기의 기

능을 담당하고 있기에 각자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서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비록 이러한 규정은 과잉규제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현행 중국에서 법위반행위가 남행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독

점행위에 대한 민원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292) 이원우,「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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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반독점법상 위법소득몰수제도를 폐지하고 위반행

위의 형사책임을 도입하는 것을 기초로 형사적인 벌금제도를 도입

하면서, 민사, 행정 및 형사적 금전제재를 산정하는 경우 서로 고려

하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정안

은 아래의 각 관련 부분에서 제기하기로 한다.

 II. 형사적 벌금제도의 도입

 현재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체계는 행정적인 벌관 및 위법소

득 몰수제도를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반독점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

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 독점규제법은 법 제정 당시부터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며, 현행 독점규제법 제66조 내

지 제68조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규

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형사적 재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경우에도 단지 제한된 행위유형에서만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기에, 

중국 반독점법은 형사책임을 단번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사회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위에

만 형사책임을 제한 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 반독점법상 제7장에서 제52조의1을 신설하여 동법

상의 위반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을 도입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

52조의1은 모두 2개 항으로 구성하되, 제1항에서는 독점협의 및 시

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형사책임을 즉“동법 제13조, 제14조, 제

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

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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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래 반독점법 제52조의 내용을 제52조의2로 개정하고, 제

52조의3을 신설하여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1와 제52조의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또는 개인도 해당 조문을 근거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으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 책임주체의 확대

 

 반독점법상 금전적 재재의 부과대상자로는 단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로 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행위가 주책임자의 의사에 따른 

경우 모든 책임을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주책임자

로 하여금 책임에서 도피되는 우려를 초래하고, 위반행위의 억제기

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반독점법 제7장에서는 금

전적 재제를 부과대상자를 사업자 내지 사업자단체에 한정하는 것

이 아니라, 위반행위를 행한 사업자의 주책임자에도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제재의 억제력을 다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주책임자에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사업활동을 위축하는 가능성이 초래하기에, 법의 예측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주책임자에게 제재

를 부과하는 경우 반드시 주책임자가 자기의 행위가 법위반행위임

을 예측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정이 명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개정안으로 먼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중에서 가격

행위 와 경성 카르텔의 경우에만 주책임자에게 행정적 금전제재 즉 

벌관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실체법에

서 법위반행위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쌍벌제의 주체로서 사

업자의 주책임자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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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행정적 금전제재체계의 정비
 

 반독점법의 규제체계를 구체화하는 규정들로는 국무원의 행정법규, 

국무원반독점위원회의 반독점지침 및 반독점집행기구의 부문규장 

세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무원의 행정법규와 반독점

위원회의 반독점지침은 각각 한건밖에 없고, 집행기구의 부문규장의 

내용도 단지 법의 규정만 반복하여, 법을 하석하고 구체화하는 기능

을 적절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제에 맞추어 반독점

법이 현실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법위반행위의 행정적 제재수단 즉 

벌관 및 위법소득 몰수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

이 제기한다.

 I. 벌관 한도액의 세부화 

 앞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한국 독점규제법상 각 위반행위에 대

하여 각자 다른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독점

법상 단지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직선사업연도 매출액의 1~10%이

하의 벌관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유럽

연합의 입법례를 참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위반행위의 위

법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한국 독점규제법과 같

은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제 과징금을 규정하지 않았다. 위에서 제기

되는 문제점을 반독점법상 각행위유형의 위법성을 기준으로 벌관의 

부과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제기한다.

    

  1. 벌관의 최소부과액기준을 폐지

 중국 반독점법의 제46조 및 제47조를 개정하여 동 조문에서 최소부

과액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 즉 개정안으로 제46조 제1항을 동

법을 위반하여 독점협의를 체결하거나 실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에 대하여 반독점위원회가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벌관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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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법을 위반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당

해 사업자에 대하여 반독점위원회가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벌관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2. 벌관의 정액제 도입

 비록 현행 반독점법에서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벌관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어떤 기준으로 벌관을 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및 제47조에서 단서로 해당 매출액이 없는 혹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벌관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그리고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반독점법에서는 소속 사업자로 하여

금 독점협의를 하게하는 경우, 사업자단체에 50만 위안 이하의 벌

관을 부과할 수 있지만, 제재의 억제기능을 고려하여 그러한 벌관의 

범위를 500만 위안 이하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자단체

가 사업자로 하여금 독점협의를 하게하는 경우, 500만 위안 이하의 

범위에서 벌관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

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들을 법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위의 벌관 규정

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3.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한국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에 관한 규제연혁을 살펴보아도 처음 

과징금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효적인 기업결합규제를 달성하기 위하

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 반독점법상 법위반한 사업

자집중 즉 기업결합에 대하여 50만 위안이하의 벌관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사례

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반독점법상 제48조에서 벌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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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삭제하고 제48조의1을 신설하여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한다. 즉 

법 제4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48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규

정한 기간 내에 그를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일

정한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 제3항 즉 특정한 금액

이 없는 혹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는 1

일당 10만 위안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II. 벌관의 산정기준 세부화

  
  1. 위임조항의 신설

 현행 중국 반독점법상 벌관의 산정에 관하여 법 제49조에서“위법

행위의 성질과 정도, 지속된 시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관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 법령

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다만 법 제9조 반독점위원회

의 엄무규정에서 반독점지침의 제정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제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55조를 신설하여 벌관을 

부과하는 세부기준에 관하여 반독점위원회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

할 필요가 있다. 

  2. 벌관의 산정요소의 구체화

 중국 반독점법에서 벌관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의 1~10%이하의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직전

사업연도”및“매출액”은 벌관을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법 제49조에서“위법행위의 성질, 정도 및 지속된 시

간 등 요소”들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산정해야한다는 규정에 의하

여“위법행위의 성질”,“정도”,“지속된 시간”이 중요한 요인으

로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먼저“직전사업연도”이란 표현을 법위반행위와의 관련성

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한국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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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관련매출액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것

과 같이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현행 반독점법상 벌관의 산정을 구체

화하려는 규정들은 단지 법 규정의 반복으로 산정기준을 구체화하

는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정확한 범위 및 계량화기

준에 관하여 법이나 세부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기에 위에서 제

기하고 있는 위임조항을 근거로 반독점위원회가“벌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야하며 먼저 그러한 요소들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벌관의 산정기준

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3. 산정기준의 단계화

 벌관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EU법보다 더욱 세밀한 과징금부과기준

을 두고 있는 한국 과징금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4단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참조하여“벌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지침”을 아래

와 같이 규정한다.

    (1) 벌관기본액

 벌관액을 산정하는 첫 단계로서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벌관

을 산정하는 것이다. 기본벌관액은 원칙적으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

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일정한 부과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산정기준을 산정하는 경우 관련매출액, 중대성 및 

부과비율 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중대한 위반행위”,“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

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293) 이 경우 위반행위 

293)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이상 10.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3.0%이상 7.0%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이상 3.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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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

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정한다.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하고, 위반기간이 1

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그리고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4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내; 과거 3년

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이내;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위

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에는 100분의 50 이내로 가산한다.

 중국 반독점법상 경고를 받은 당사자는 다른 법정제재의 경우와는 

달리 아무런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294) 경고로 인하여 아무런 

294)“길림성(吉林省) 옥수수도매회사의 녹두가격 담합 건”에서 가격담합에 참

여한 109개 중개상에 경고처벌을 내렸지만 아무련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동행되지 

않았다. 新华网,“吉林玉米批发公司等操纵绿豆价格被罚100万”,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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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변동이 없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독

점규제법상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경고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생

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벌점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에 이러한 규정을 도입하는 필요가 있다.

    (3)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일반원칙으로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

게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

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

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

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가. 가중사유

 ①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

한 경우: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

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③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즉 A.위반행위의 조사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

우; B.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C.A와B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④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

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

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 ⑤위반사

업자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

와 동일한 유형(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다만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가중비율이 높은 가중사유를 적용한다); ⑥기타 위 ① 내지 ⑤의 사

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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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경사유

 ①사업자들 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

우, 입찰담합의 경우로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다만, 당해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당해 담합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시정조치가 있

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업

자단체가 제13조 혹은 제14조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

지 아니한 경우; ②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단

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

여하였거나 기만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참여한 경우; ④정

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

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⑥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관행을 실제

로는 이행하지 못한 경우(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는 제외한다) ⑦기

타 위 ①내지⑥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경한다. 

    (4) 부과벌관액의 결정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

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00분의 20 이내에

서 감액하여 부과벌관액으로 정할 수 있다. 비록 한국법에서 50%

의 재량권을 공정위에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재량권을 제한하는 의

미에서 20~30%로 제한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5)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의 관계

 여기서 반독점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제46

조의2에서 규정하는 신고자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결정된 부과벌관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여기서 자진신고자

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집행기구로 하여금 반드시 감

경 또는 면제하게끔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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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2장에서 제기되는 중국 반독점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첫째, 우선 급히 개정해야할 내용은 

자진신고 감면의 명확성의 제고 및 활성화하는 취지로 각 집행기구

가 제정하는 세부규정에서“감면할 수 있다”는 문구를“감면한

다”로 개정한다. 둘째, 현행 법집행기구의 세부규정에서 공동행위

를 주도한 사업자를 자진신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

하고, 위법행위의 주도 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신고하는 것을 유도하

는 취지로 추가감면제도를 도입한다.295) 셋째, 감면의 범위를 명확

하는 취지에서 1순위는 100%, 2순위는 50%, 3순위는 25%로 규

정하고, 그 후의 자진신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자간의 경쟁

을 촉진하는 것이다. 

 III. 위법소득 몰수제도의 폐지

 현행 중국 반독점법상 위법소득에 관하여 단지 이를 몰수한다고 

만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미 제기하는 것과 같이 위법소득이란 법

위반행위에서 얻은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수익을 말하고 있는

지, 순 수익인지 아니면 위반행위로 인하여 더 얻은 수익인지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어느 기준이 더욱 적절한지를 불문

하고, 몰수된 불법소득을 어떻게 처분하는 것 즉 손해배상과의 관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이익을 행정수단으로 몰

수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문제될 수 있다. 한국 독점규제법상 과징

금제도의 발전연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행정적 제재의 성격이 

꾸준히 강화되고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맞추어 중국 반독점법상 위법소

득 몰수제도를 폐지하고 위법소득의 규모를 벌관의 산정요소로 되

고 실제적인 위법소득은 사소의 활성화를 통하여 실손자에게 배상

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295) 한국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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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벌관 부과기관의 재량권 제한

 금전적 제재의 부과기관으로서 반독점법상 3개 집행기구를 두고 

있다. 본 논문 제2장 중국부분에서 이미 제기되는 것과 같이 두 가

지 측면에서 중국 부과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

안을 제출한다. 즉 우선, 부과기관과 국유기업 및 국유기업을 규제

내지 육성하고 있는 정부부처간의 관계에서 한국 공정위처럼 국무

총리에 직속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여 다른 부처와의 협력은 물

론, 서로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아무런 향을 받지 않

고 경쟁당국의 직책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야 한다. 

여기서 구체적인 제안을 제기할 수 없지만 반독점위원회에게 실질

적인 법집행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한편 부과기관과 부과대상 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공상관리총

국과 사업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규제대상인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위에서 제기하는“벌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지침”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을 기초로 반독점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가격법 등 다른 차원의 법을 혼동하여 적용하는 것을 억제하

여야 한다. 

 제4절 벌관의 부과절차를 제정

 현행 반독점법상 벌관의 부과절차에 관한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

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집행기구는 단지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법 개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난점을 고려하여 한국 

독점규제법상 독자적인 장절로 과징금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는 입

법례를 참조하여 위에서 제기되었던“벌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지침”에 행정벌관의 부과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도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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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벌관의 부과대상의 확정

 ①집행기구가 동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

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벌관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 ②

집행기구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

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

를 일정한 경우에296)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벌관을 부과ᆞ징

수할 수 있다. ③집행기구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신회사

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

위로 보고 벌관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 

 II. 벌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가능

 

 ①집행기구는 일정한 사유297)로 인하여 벌관을 부과 받은 자가 벌관

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

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벌관 납부의무자가 ①의 규

정에 의한 벌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벌관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집행기구에 신청하

여야 한다. ③집행기구는 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벌관 납부의무자가 일정한 경우298)에는 그 납부기

296) 가. 분할되는 회사;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다.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297) 가.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다. 벌관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라.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

298) 가. 분할납부 결정된 벌관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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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④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의한 벌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독점위원회가 정한다.

 III. 벌관의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

 ①집행기구는 벌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벌관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반독점법집행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집행기구는 

벌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벌관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안에 벌관 및 ①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집행기구는 벌관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집행기구는 체납된 벌관의 징수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에 대하여 벌관을 체납

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벌관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독점위원회가 정한다.

 

 IV. 벌관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 절차 

 

 집행기구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부과

되는 벌관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벌관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반독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집행기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강제

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벌관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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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결손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①집행기구는 벌관의 납부의

무자에게 일정한 사유299)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위의 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

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

야 한다. ③①의 라. 혹은 마.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

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집

행기구는 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①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절 효율적인 불복제도

 현행 중국 반독점법상 단지 집행기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

의신청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의신

청 혹은 행정소송의 관할 기관 및 심사기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행정법상의 규정을 준용하

고 있다. 경쟁법상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불복제도를 도입하는 차원

에서 한국 독점규제법상 불복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법의 개정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I. 반독점위원회에 재결권 도입

 
 중국 반독점법상 이의신청의 관할기관은 결정을 내린 반독점집행

299) 가.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

우; 나. 벌관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라.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

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마. 체

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

인된 경우; 바.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반독점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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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이다. 그러나 현행 반독점집행기구들은 모두 전적으로 독임제행

정부처로서 준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한 반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

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관들의 결정을 자기절로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의심된다. 그러므로 집행기구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

하는 경우에는 반독점위원회에 제기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정안으로 반독점법상 제53조를 개정하여 제1항:“이 법에 의

한 집행기구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반독점위원회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그리고 제2항을“집행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한다. 

 그러한 개정의 이유로는 첫째 관할기관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원결

정과의 이해관계에서 독립할 수 있기에 불복을 전문적이고 객관적

으로 판단할 수 있고, 둘째 반독점위원회와 집행기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법에서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하는 취지 즉 이

후 반독점위원회로 하여금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목포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하는 장점들이 있다.  

 II. 불복소송의 전속관할권 도입

 중국의 행정소송은 2심종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반독점집행

기구의 영향력 및 반독점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 반독점집

행기구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건의 전담

법원을 북경고급인민법원 혹은 사업자가 있는 성(省)의 고급인민법

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에게 북경고급인민법원 혹은 성

의 고급인민법원에서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게끔 규정하는 것

은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위한 동시에 지방과 중앙부처간의 이익교

량으로 더욱 객관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에 있다. 즉 개정

안으로 제5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이 법에 의한 집행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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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반독점위원회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제2항에는“제1항의 기

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그리고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

여 제3항에서“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집행기구 소재

지를 관할하는 북경고급인민법원 혹은 사업자가 있는 성을 관할하는 

고급인민법원에서 전속관할로 한다.”

 III. 이의신청 전치규정의 폐지

 중국 반독점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전치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은 전문성 및 신속성을 염두고 제정된 조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상무

부의 결정을 스스로 이의신청에 통하여 번복되는 사례는 하나도 찾

을 수 없고,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이의신청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의문이 된다. 그러므로 한국 독점규제법의 경

험을 빌어 이의신청 전치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러므로 구체적인 개정안으로 반독점법 제53조의3을 신설하여 제1항

에서“사업자는 이의신청 혹은 불복의 소송을 임의로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은 “단지 불복의 소를 제기한 후에 다시 이의신청

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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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I. 요약

 

 과거부터 중국은 행정적인 법집행을 중시하는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비록 그러한 상황은 현재의 입법체계 하에서 일정부분 완화되

었지만, 반독점법집행은 행정집행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다.

 중국 반독점법은 총 8장 57개 조문으로 구성되고 있다. 법 제7장

에서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의 9개 조항을 통해서 행정적, 민사적 

그리고 형사적인 측면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여 독점

금지의 기본적인 법집행체계를 세우고 있다. 제재가 경제적 이익과

의 관계를 기준으로 민사, 행정 및 형사 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민

사적인 규제수단으로는 반독점법 제50조에 따라 즉 사업자가 독점

행위를 실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

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행정적인 제재수단으로는 벌관의 부과 및 위

법소득의 몰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적인 규정은 단지 반독

점집행기구의 심사 및 조사에 방해하는 경우 및 반독점집행기구 공

무원의 위법행위에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독점행위에 관련된 민사분

쟁사건에서 법률적용의 문제에 관한 규정」,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서 제정한「반가격독점행정집행절차규정」, 공상행정관리국이 제정

한「공상행정관리기구가 독점협의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사건 조

사처리절차규정」,「공상행정관리기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금지

에 관한 규정」,「공상행정관리기구 독점협의행위금지에 관한 규

정」,「공상행정관리기구 행정독점행위에 관한 규정」등 세부규정은 

민사적인 및 행정적인 금전적 제재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 4년째에 불과한 중국 반독점법상 금전제재 체제는 아

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금전적 제재체계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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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행정적 제재수단 간의 관계가 적절히 조화되지 못하는 점, 

그리고 현행 반독점법상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위반행위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둘째로 행정적 금전제재체계의 측면에서 벌

관과 위법소득몰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례원칙에 따를 집행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법위반행위의 억지력이 부족하다. 셋째, 

절차적인 측면에서 부과절차에 관하여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동

시에 부과기관에서 전문성을 갖추거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넷째, 부과기관의 금전적 제재결정에 대한 사업자의 불복의 

측면에서 이의신청을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체계 하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법에서 행정소송에서 집행

기구가 정부부처내의 지위를 감안할 때 실효적인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중국 반독점법이 제정·시행된 후, 한편으로 반독점법을 적

용되어 처리되는 사건은 미미하고, 가격법 및 반부정당경쟁법을 동

시에 적용하여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위반행위

로 인정되는 경우, 동행위에서 발생하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거액

의 벌관을 부과함에 있어서 액수를 계산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국 독점규제법 30년을 넘은 법집행경험은 중국의 입법 및 집행

에서 중요한 참고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독

점규제법상 금전적 제재체계, 그리고 그 중심으로 되고 있는 과징금

제도의 개념, 성격, 제도적 목적을 비롯한 독점규제법상 연혁에 대

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를 체계적으로 살

펴보았다. 

 일본의 독점금지법상 과징금제도를 본받아 1980년 12월 31일 법

률 제3220호로 독점규제법을 제정하면서 법위반행위 중 불법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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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취득한 것이 명백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대

해서만 실행기간에 얻은 가격차익수입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

록 하는 내용의 과징금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1986.12.31. 독

점규제법이 제1차 개정으로부터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확장되고 공

정위의 재량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현행 독점규제법, 시행령 및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제공

하기 위한 과징금고시에 의하면 과징금의 산정과정은 위반행위 유

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이하“산정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단계와 이를 조정하는 단계 즉 1차 및 2차조정과 최종부과단계를 

포함하여 크게 4단계로 나누고 있다. 또한 형사적 제재로 벌금을 부

과할 수 있다. 공정위가 검찰에 피심인을 고발할 경우 재판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다.

 그리고 불복제도의 측면에서 한국 독점규제법은 우선 사전적으로 

피심인이 집행기구의 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

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집행기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

우 이의신청제도 및 행정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으로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상고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권과 행정권간의 균형을 보장하여 행정법 집행에 경제를 가하

는 한편, 피심인의 권리보장에도 기여한다. 

 본 논문에서 한국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를 모델로 위에서 제기

되는 중국 반독점법상의 금전적 제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기하였다. 즉 금전적 제재의 체계적 측면에서 먼저 민사상 손해배

상제도의 도입과 행정 금전제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규

정을 제정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금전제재제도를 도입하

는 동시에 그리고 행정적인 것과 형사적인 금전제재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행정적 금전제재에 

관하여 억지력의 측면에서 부과의 상·하한 액을 적절히 조정하고, 



- 166 -

예견가능성의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벌관의 산정기준을 도

입하는 동시에 위법소득몰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

고 셋째, 절차적인 측면에서 부과기관으로서의 중국 국무원의 3기구

의 재량을 제한하는 취지에서 벌관의 부과 및 징수의 절차를 명시

하도록 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효율적인 불복제도의 측면

에서 이의신청의 측면에서 중국 반독점위원회의 재결권을 부여하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전속관할권을 도입하면서 이의신청전치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II. 향후과제

 

경쟁법상 금전적 제재에 관한 연구는 시장상황과 경쟁법의 연구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위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중국 현행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 특히 행정적 금전제재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하고,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이 3년 넘은 기간에서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사건이 별로 없는 동시에 반독점법을 적용하여 행정적 금전제재를 

명한 경우에도 집행기구의 제재결정서 및 관련 자료의 공개되고 있

지 않고 있다. 

 제한된 연구자료 및 연구시간으로 인하여 이 논문은 중국 반독점

법상 금전적 제재 특히 행정적 금전제재의 상하한 액의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없었고, 둘째로 현행 부과기관의 벌관의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단지 한국 독점규제법상의 규정을 

기초로 4단계의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취지로 개선방안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준이 중국 시장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 행위별로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지 못하였

다. 그리고 벌관을 감경할 수 있는 자진신고제도에 관하여 비록 

「독점협의행위금지에 관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규정」에서 자진신

고자의 순위를 주동적으로 집행기구에 보고하는 시간, 제공되는 증

거의 중요성, 독점협의의 체결 및 시행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인정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순위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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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검토하지 못하였다. 셋째로는 반독점법상 불복제도로서 

반독점위원회에게 재결권을 부여하고 전속관할제도를 도입하는 개

정안은 현행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지 않는 

반독점위원회의 조직 등 면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가

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 반독점법 집행기구에서 공개되는 자료를 기초

로 중국의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을 기초로 반독점법상 

금전적 제재 특히 현행 반독점법에서 주로 의존하고 있는 벌관제도

의 성격 및 부과 및 산정의 기준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집

중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효과적인 불복제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중국의 특수한 정치체계에서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168 -

[참고문헌]

1. 한국문헌

<단행본>

고건호, 「공정거래법 해설과 판례」, 일진사, 2011.

고학수·허성욱, 「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30선」, 2011.

______, 「공정거래백서」, 2011.

______,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2010.

______, 「2010년도 통계연보」, 2011.

______, 「2009년도 통계연보」, 2010.

______, 「2008년도 통계연보」, 2009.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11.

______, 「시장경제와 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______ 편저, 「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 2011.

______·이봉의 외, 「독점규제법」, 법문사, 2010.

______·이원우,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법문사, 2007.10.

김도현, 「중국반독점법」, 법문사, 2009.

박제현, 「알기쉬운 중국경쟁법」, 집행기구, 2011.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이호영, 「독점규제법」, 홍문사, 2011.

조성국, 「독점규제법 집행론」, 경인문화사, 2010.

조홍식,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제2판), 박영사, 2010.

한국법제연구원, 「공정거래법 집행의 선진화」, 워크샵, 2007.7

<용역보고서>

강문수, 「행정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

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9.12.



- 169 -

권오승 외,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정위용역보고서, 

2003.11. 

박영도·김호정, 「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법제

연구원, 2002.7.

박영도·박수헌, 「과징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

원, 1993.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반독점법에 대한 연구」, 법제처 용역보고

서, 2009.

법제처, 「일본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2007.

오영군·전희권,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6.12.

이봉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관련 심결정리 및 

분석｣, 집행기구 연구용역보고서, 2007.

______ 외, ｢공정거래 관련 주요 판례 연구｣, 집행기구 연구용역보

고서, 2006.

이인권,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의 틀과 대안모색」, 한

국경쟁연구원, 2006.

조동제ᆞ문준조,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법제변각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정세훈, 「미국 경쟁당국의 사건처리절차와 제도에 관한 연구」, 집

행기구 용역보고서, 1999.

최종원·김현종,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의 발전방

안」, 정책보고서94-25, 한국개발연구원, 1994.

홍대식·윤미경,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액 규모의 특

정에 관한 연구」, 공정위용역보고서, 2006.12.

<논문>

강구철, “과징금제도에 관한 약간의 고찰”, 고시연구, 1997.10.

감남우, “현행 과징금 제도의 주요 쟁점과 그 해결방안”, 경제법

연구 제10권 제2호.

권남훈, “자진신고자 감면(leniency) 제도의 경제분석”, 산업조직



- 170 -

연구 제18집 제4호, 2010.12.

권오승, “독점규제법은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다”, 경쟁법연구 제23

권, 2011.5.

______,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법의 집행시스템”,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4호, 2010.12.

______, “집행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거래와 법치(권오승 

편), 법문사, 2004.

______, “한국 독점규제법의 개선”,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2

호, 2000.

김나영, 김영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과와 그 결정요인들”, 

산업조직연구 제18집 제4호, 2010.12.

김동훈ᆞ윤상윤,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제33권 제3호, 2009.

김두진, “집행기구의 제재 내용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

구 제21권, 2010.5.

김상택 외, “우리나라의 주요 카르텔 사례연구 2007-2010년 사

례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22권, 2010.11.

김석호,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에 관한 제문제”, 공정경쟁, 

2001.

김성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검토”, 경쟁법연구 제

20권, 2009.11.

______,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 산정시 관련 상품의 범

위에 관한 검토”, 경제법판례연구 제6권, 2010.1.

김일중 외, “규제위반에 대한 행정부의 금전적 제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대학교 법

학 제51권 제1호, 2010.3.

김원준, “과징금제도의 활성화방안”, 공정거래 제3호, 1999.4.

김철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위법상 판단기준 및 그 제재로서

의 과징금”, 경제법판례연구 제6권, 2010.

______,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의 단일성과 개수”, 경제법판례연

구 제7권, 2011.



- 171 -

김하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위헌 여부”, 헌법재

판소결정해설집 제2권, 헌법재판소, 2004.

김현수, 남재현,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주요 쟁점과 효과 

분석”, 응용경제 제12권 제2호, 2010.9.

______, “부당공동행위의 적발유인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중

심으로-”, 경영법률, 2009.4.

김현종,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의 국제 비교”, 공정경쟁 제2

호, 1995.5.

김호정, “새로운 행정제재수단에 관한 연구-과징금 제도를 중심으

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김홍대, “과징금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법조, 통권 제555호, 

2002.12.

박영도, “주요 국가의 과징금제도의 법리와 실제”, 공정경쟁 제76

호, 한국공정거래협회, 2001.12.

박영동,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소고 -집행기구가 고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소 문제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21권, 

2010.5.

박익수,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경

제법판례연구 제6권, 2010.1.

박정훈,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서울대학교법학 제41

권 제4호, 2001.

______,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행정법적 체계정립과 분석을 중

심으로”, 공정거래와 법치(권오승 편), 법문사, 2004.

박해식,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의 법적 성격”, 경쟁법연구 제8권, 2002. 

______,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에 관한 연

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______, “과징금의 법적 성격”, 공정거래법강의Ⅱ(권오승 편), 법

문사, 2000.

배영길,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3권 제2호, 한

국비교공법학회, 2003.3.



- 172 -

서성아,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집행

기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5권 제2호, 2011.

서정, “독점규제법 집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

사 학위논문, 1998.2.

심재한, “경쟁법상 부당이득환수”, 경쟁법연구 제24권, 2011.11.

______,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 문제”, 경쟁법연구 

제21권, 2010.5.

신동권,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부과 문제”, 경쟁저널 제115호, 

2005.3.

신영수, “경쟁법의 사적 집행 활성화: 전제와 현실 그리고 과제”, 

법학논고 제36집(경북대학교 법학연구), 2011.6. 

오창수,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제도”, 변호사 제27집, 1997.

오행록, “Leniency 제도 집행성과와 향후 과제”, 경쟁법연구 제

16권, 2007.11.

유진희, “공정거래제도 30년의 운영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경쟁

법연구 제23권, 2011.5. 

윤성운, 송준현,“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무운용

상 제문제”, 경쟁법연구 제22권, 2009.11.

윤세리, “미국 독점금지법상의 사소제도”, 경쟁법연구 제9권, 

2003.4.

______, “공정거래법 운용상의 문제점”,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2001.

이동규,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의 운용(1)”, 경영법무, 

1995.3.

이병주, “시장개혁과 집행기구의 역할”, 산업조직연구 제12집 제

1호, 2004.

이봉의,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제도의 체계적 조망”, 법적 제재 방

식의 새로운 지평(서울대 법학연구소 학술회의 발표문), 

2012.3.16.

______,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과 법치국가원리”, 경쟁법연구 

제24권, 2011.11.



- 173 -

______, “질서정책적 과제로서의 경쟁-과거와 미래”, 경쟁법연구 

제23권, 2011.5.

______,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재검토”, 경쟁법연구 

제20권, 2009.11.

______,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경쟁제한행위의 위법성”, 경제법판

례연구 제1권, 2004.7.

______,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 경쟁법연구 제10권, 2004.

______, “공정거래법상 재량의 원인과 그 한계”, 경성법학 제12

호, 2003.12.

______, “공정거래법 집행체제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327

권, 2003.

______,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및 과징금에 관한 고찰”, 공정경

쟁, 2001.12.

이선희, “입찰담합에 있어서 들러리 참여자 등의 과징금 산정 기

준”, 경제법판례연구 제7권, 2011.8. 

이순미, “과징금 제도개정에 관하여”, 경쟁저널 제111호, 한국공

정경쟁연합회, 2004.

이호영,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기간의 시기”, 경제법판레연구 

제1권, 2004.

이황, “회사분활과 과징금납부책임의 승계 가능성”, 경제법판례연

구 제6권, 2010.

____ 외, “미국 증거개시절차로부터 카르텔 자진신고자 보호의 필

요성과 방안(1)”, 경쟁법연구 제20권, 2009.11.

____ 외, “미국 증거개시절차로부터 카르텔 자진신고자 보호의 필

요성과 방안 (2)”, 경쟁법연구 제22권, 2010.11.

임영철, “집행기구의 사건처리정차”, 권오승 편, 자유경쟁과 공정

거래, 법문사, 2002.

장재군, “공정거래 사건절차규칙의 개정 시행”, 경쟁저널 제112

로, 2004.12.

전삼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법적 문제”, 상사판례연구 제21

집 제3권, 2008.9.



- 174 -

정병덕,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법적성격과 부과기준에 관한 연

구”, 경영법률 제15집 제5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

정준현, “행정상 금전제재와 그 실효성 확보방안”, 법조 통권577

호, 2004.10.

정중원, “카르텔 감면제도의 개선과 운용 활성화”, 경쟁법연구 제

12권, 2005.8.

정해방,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규정의 변천과 해석방

향”, 경쟁법연구 제22권, 2010.11.

정홍식,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과 형사처벌의 근거 그리고 

그에 따른 실무적 고찰”, 국제거래법연구(제15집 제1호), 

2006.

차성민,“독점규제법의 적용범위”, 경쟁법판례연구 제1권, 2004.7.

최기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정

경쟁, 2001.

최수희, “공행행위의 수와 기본합의의 의미에 대한 소고”, 경제법

판례연구 제6권, 2010.1.

최승원,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행정법연구 제17호, 

행정법 이론·실무학회, 2007.

한상곤, “사업자단체의 규제, 경제법의 제문제(재판자료 제87집), 

법원도서관, 2000.

허성욱,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서울대학교법학 

제49권 제4호, 2008.

______, “권리남용금지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의 고찰”, 법조, 

2005.12.

허찬무, 신영호,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위반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소고”, 공정경쟁, 1999.5.

홍대식,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경

제법판례연구 제7권, 2011.8.

______,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집행기구의 역할과 과제”, 서

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2호, 2011.

______, “카르텔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과 과징금과의 관계”, 경제



- 175 -

법판례연구 제5판, 2009.2.

______,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행정법

연구 제18호, 2007.

______, “카르텔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이론과 실제”, 비교사법 

제14권 3호(하), 통권38호, 2007.

______,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06.8.

______, 최수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기구의 사건처

리절차에 관한 검토”, 한국경쟁법학회편, 경쟁법연구 제13

권, 법문사, 2006.5

______,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EU, 독일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한국 경쟁법학회 편) 

제14권, 2006. 

______,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 공정거래와 법치(권오승 

편), 법문사, 2004.

______,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과제”, 공정경쟁 

제98호, 2003.

홍명수, “독점규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

토”, 경제법론II, 경인문화사, 2011.

______,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경제

법론I, 경인문화사, 2009.

황보윤, “집행기구의 사건처리절차”, 공정거래법강의Ⅱ(권오승 

편), 법문사, 2000.11.

황태희, “부당한 공동행위와 기본과징금의 산정”, 경제법판례연구 

제6권, 2010.

______,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법적검토-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인권

과 정의 통권 374호, 2007.10.

______, “현행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경쟁법연구 제16권, 2007.11.



- 176 -

2. 중국문헌

<단행본>

曹康泰,张穹,《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解读》,中国法制出版社，
2007.10。

单飞跃, 卢代富等, 《需要国家干预-经济法视域的解读》，法律出版社，
2005。

董洪日, 《社会主义市场经济概论》，山东大学出版社，2003。
江平, 《中国经济法学史研究》，人民法院出版社，2002。
李国海, 《反垄断法实施机制研究》， 中国方正出版社，2006。
皮纯协 主编, 《行政处罚法释义》，中国书籍出版社，1996。
商务部条法司 编（尚明 主编）,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理解与适

用》，法律出版社，2007。
时建中,《反垄断法-法典释评与学理探源》，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8。
王晓晔,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详解》，知识产权出版社，2008。
王先林 主编,《中国反垄断实施热点问题研究》, 法律出版社, 2011。
吴振国,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解读》, 人民法院出版社，2007。

<논문>

冯堃, “论反垄断法中的宽恕制度”, 法制与社会, 2011/20。
郭文清, “行政处罚中违法所得的界定”, 科学之友, 2011/01。
黄勇, “反垄断法实施的文化维度论纲—以竞争文化、诉讼文化与权利文

化为中心”, 江西社会科学 2008/07。
李昌麒, 吴文龙, “论自然垄断行业的政策与法律调控”, 经济法论丛, 第

4卷，1999。
李国海,  “反垄断法实施维度论析”, 法治研究, 2007/05。
______, “论反垄断法中的慎刑原则—兼论我国反垄断立法的非刑事化”, 

法商研究, 2006/01。
______, “论反垄断法制裁手段及其范围”, 中南大学学报, 2005/02。
李俊峰, “反垄断从宽处理制度及其中国化”, 现代法学, 2008/03。
______, “私人实施反垄断法问题研究”, 华东政法大学, 2007/11。 



- 177 -

娄丙录, “论反垄断法之宽恕制度”, 政法论坛, 2009/03。
刘金妫, “论反垄断法宽恕制度的适用条件”, 天水行政学院学报, 2008 

/05。
邱本, “在变革中发展深化的中国经济法学”, 政法论坛, 2005年第6期。
邵建东, “我国反垄断法应当设置刑事制裁制度”,南京大学学报,2004/0

4。
时建中, “我国《反垄断法》的特色制度、亮点制度及重大不足”, 法学家, 

2008/01。
盛杰民, “反垄断法承诺制度的执行难题与激励”, 清华法学, 2009/02。
王晓晔, “关于我国反垄断执法机构的几个问题”, 东岳论丛, 2007/01。
王先林, “论我国反垄断立法中的调查处理程序制度”,中国工商管理研究, 

2006/07。
______, “我国垄断案件调查程序法律规则的理解和适用”,中国工商管理

研究, 2008/04。
王燕, “论核心卡特尔中的宽恕制度及我国《反垄断法》对其规制和完善”, 

行政与法, 2009/07。
王健, “反垄断法私人执行的优越性及其实现-兼论中国反垄断法引入私

人执行制度的必要性和立法建议”, 法律科学, 2007/04。
武合讲, “销售数额和违法所得的计算方法”, 北京农业, 2009年 6月中

旬刊。
伍特ㆍ威尔斯著, 李国海译, “欧洲共同体竞争法中的罚款处罚”, 经济法

论丛（漆多俊主编)(第5卷）, 中国方正出版社, 2001。
武叶帆, “反垄断法执行机构诉讼地位研究”, 法制与社会, 2007/03。
席月明, “中国经济法基础理论的变革与创新”, 经济法论坛, 2011/00。
许英, “浅析我国反垄断法实施机制及其完善”,中国工商管理研究, 2008 

/06。
玄玉宝,“简论美国反托拉斯法私人实施及我国取向”,研究生法律, 

2008/05。
周小明,“论经济民主与反垄断法—兼评我国反垄断执法机构的设置”,经

济与法制, 2010/04。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课题组, “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法律体系的



- 178 -

理论思考和对策建议”，法学研究, 1993/06。
郑鹏程, 敖璐, “欧共体竞争法罚款制度的特点及对中国的启示”，重庆

大学学报, 第14卷第3期。

3. 영미문헌

<단행본>

Commission Notice on immunity from fines and reduction of fines in 

cartel cases;[2002] O.J. C45/03.

Guidelines on the method of setting fines imposed pursuant to 

Article 23(2)(a) of Regulation No 1/2003;[2006]O.J. 

C210/02.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on the Modernisation of 

the rules implementing Arts 81 and 82 of the Treathy. 

COM(1999) 101 final.

______, White Paper on the Modernisation of the rules 

implementing Arts 81 and 82 of the Treaty. 

COM(1999)101 final.

Jonathan Faull, Ali Nikpay, The EC Law of Competition,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Kerse, C. S, & Kahn, N, EC Antitrust Procedure(5th Ed), 

Sweet& Maxwell, 2005.

Reynolds, M., "EC Competition Policy on Fines", European 

Business Law Review, 1992.

Wilmer, Cutler, Pickering, Hale and Dorr, "The EC 

Commission Issue New Guidelines for the setting of 

Fines in Antitrust Cases", Antitrust and EC 

Competition Briefing Series, 2006.7.

<논문>

Becker, Gary S,.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 



- 179 -

roach", 76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69, 1968.

Bruce M. owen, Su. Sun, and Wentong Zheng, “China's compe 

tition policy reforms: The antimonopoly law and beyond”, 

Stanford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SIEPR discu 

ssion paper No. 0632, March 2007.

Baker, Donald I. Revisitiong History-What Have We Learned 

About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That We Would Recom 

mend to Others?,16 Loy. Comsumer L. Rev. 379(2004).

Gneey, Uri & Rustichini, Aldo, "A Fine is a Pric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29, No.1 2000. 1.

Joshua, J. & Camesasca, Peter D., "EC fining policy against 

cartels after the lysine rulings: the subtle secrets of 

X", The European Antitrust Review 2004, Global 

Competition Review, 2004.

Katherine Holmes·Steophen Sayer, "Enforcement of Compe 

tition Law in the UK", 경쟁법연구 제10권, 2004.3.

Landes, William, "Optimal Sanctions for Antitrust Violations", 

50 University Chicago Law Review 652, 1983.

Philip Elman,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Federal Trade Commi 

ssion", The Georgetown Law Journal, Vol. 59, Mar, 1971, 

No.4, p.781.

Polinsky, A.M. & Shavell. S,, "The Optimal Use of Finer and 

Imprisonment"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4, 1984.

______, "Should Liability Be Based on the Harm to the Victim 

or the Gain to the injurer", The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994.

Richardson, R., "Gudiance Without Guidance-A European Re 

volution in fining Policy? The Commission's New 

Guidelines on Fines", 20 E.C.L.R. 361,1999.

Stragier, Joos, "Fining Policy: New Guddelines", EU Cartel 

Law Enforcement: Practice and Policy, Concert Noble, 



- 180 -

Brussels, Belgium, 2006.10.

Velijanovski, Cento, "Penalties for Price Fixers: An analysis 

of Fines Imposed on 39Cartels by the EU Commi 

ssion", E.C.L.R., Issue9, 2006.

Wils, Wounter P.J., "Does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Arti 

cles 81 and 82 EC require not only fines on under 

takings but also individual penalties, in particular impri 

sonment?",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EC Compe 

tition Law and Policy Workshop at the European Uni 

versity Institute, 2001.9.



- 181 -

[Abstract]

On the Administrative Fine 

System of the Chinese 

Anti-monopoly Law

Cui, DongXu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imperative to adjust kinds of social relations in order 

to keep the society well-ordered, which depends on not only 

establishing systematic rules to regulate rights and 

obligations but also constructing the sound liability system to 

accomplish the law enforcement. Under the rule-of-law 

conditions, the free and fair competition, the antitrust laws 

pursue, is the prerequisite for the market-oriented economy 

development and the foundation for enhancing the national 

economic power. Therefore, the modern market-oriented 

economies try to protect the said competition through 

enacting and implementing the antitrust laws, and China is no 

exception.

  China has enacted the Antimonopoly Law in 2007 and 

taken effect in 2008. Even though the Antimonopo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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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s the liability regulation in the Chapter 7, there are 

still many issues about it, such as the ambiguity of the civil 

liability and administrative liability, the lack of the criminal 

liability and so on. Especially, as the most important and the 

only workable guarantee measure of the Antimonopoly Law, 

the Administrative Fine and Illegal Income Confiscation 

System is still lack of well-defined imposition standards, 

which leads to the ineffective enforcement of the 

Antimonopoly Law. So it is necessary to consummate the 

Administrative Liability System and list the imposition 

standards specifically.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ts supporting rules are a 

good model for China to learn. In Korea, competition law has 

been enforced for more than 30 years, so korea has built up 

relatively sound institutions and accumulated lots of 

experiences. As for the fine system, Korean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KFTC) has enacted 

the guidelines on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which have 

established the discretionary standards applicable to all types 

of administrative fines.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the 

administrative fines is characterized by the notion of the 

basic administrative fine, which, in distinction with that of 

the statutory limit of the administrative fine, is used to 

determine and adjust administrative fines.

  In conclusion, it is essential to improve Chinese 

Antimonopoly Administrative Fine System through learnig 

from the institutions and experiences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especially the guidelines on impo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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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fines. Therefore, there are some specific 

measure to improve it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supposed 

to introduce the monetory penalty system on the criminal 

sanction to impose the administrative and criminal financial 

sanctions at the same time. Secondly, it is suggested to 

repeal the illegal income confiscation system and the 

minimum criteria fine standards but to introduce the 

enforcement fine system for merger cases. Thirdly and most 

importantly, it is hoped to enact the guildlines on imposing 

the administrative fines reasonably. Lastly, it is important to 

empower the competition authorities the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rights in terms of effective appeal system, 

and introduce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appeal 

proceedings. Based on the above measures, Chinese 

Antimonopoly Administrative Fine System can be improved 

further, which will accomplish the enforcement of Chinese 

Antimonopoly Law well and keep the market competitive.

keywords : Competition Law, Chinese Anti-Monopoly Law,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dministrative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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