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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시

장경제질서의 유지 및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

이다. 공정거래법은 개별 거래에서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

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법과 차이가 있으나, 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개

별 사인 간의 거래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며,

각종 규제를 통해 사적 자치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민사법과 공통점을 갖

는다.

사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금지청구권은 대표적인 민사적 구제수단이

다. 사인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전

보받을 수 있으며,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장래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

다. 다만 현행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

해의 대립이 있으며,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

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공정거래법에 있어서는 민사적 구제수단이 법위반행위를

억제하여 법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법집행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사인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보

다는 ‘시장경제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을 활용할 때에는 일반 불법행위에서와는 달리 집행적

관점에서의 해석과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인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구제 수단만이

아닌 사적 집행 수단으로도 기능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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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정거래법과 민사법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을 민사법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사인의 손해배상제도ㆍ금지청구제도라는 민사적 구제수단

이 사적 집행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그 안에 내포된 민사법적 원리와 제

도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혹은 어떻게 변형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

로 밝히는 것이다. 필자가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여러 쟁

점들을 다룬 것은 앞으로 공정거래법과 민법의 경계에 대해 연구되어야

할 쟁점들이 많다는 점을 알림과 동시에 연구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이었

다. 본 논문의 연구가 공정거래법상 민사적 구제수단에 대한 이해와 발

전에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공정거래, 독점규제, 사적 집행, 민사적 구제, 손해배상, 금지청구

학 번 : 2015-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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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은 시장경제질서의 유지 및 이를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법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제3조의2), 기업결합행위(제7조), 부당공동행위(제19조), 불공정

거래행위(제23조) 등을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사적 경제주체 사이의 거래

관계에 개입하고자 한다. 즉, 민사법과 마찬가지로 개별 사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점에서 공

정거래법은 경제법이면서도 민사법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러나 공정거

래법의 목적은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정당하게 규율하려는 것이 아

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민

법과 차이점이 있다. 또한 시장경제 하에서 사적 경제주체의 활동은 사

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 지배된다. 공정거래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자

등이 경제의 일정한 부분을 지배하여 사적 자치를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민법의 전제조건인 사적 자치를 보호하는 울타리

가 된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사인의 거래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ㆍ조정

한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과 민법의 연관성은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에

있어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만든다.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의 공적 집행(public enforcement)과 사인의 손해배상청구 및

사인의 금지청구라는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래 사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금지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구제

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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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인은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공정거래법 제56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금지청구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

이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에서는 민사적 구제수단이 법위반행위를 억

제하여 법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집행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사인의 권리관계 다툼보다는 시장경

제질서 형성과 유지에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사인의 손해

배상제도, 금지청구제도에 민법상의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 그 의미나 기

능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 이는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에 있어 보호법익, 손해, 위법성 등에 반영된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공정거래법과 민사법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

을 바탕으로 하여,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을 민사법적으로 고찰해보고

자 한다. 즉, 사인의 손해배상제도ㆍ금지청구제도라는 민사적 구제수단이

사적 집행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그 안에 내포된 민사법적 원리와 제도들

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혹은 어떻게 변용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의 내용 및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6장으로 구성되며,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각 장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공정거래법의 규제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상 규제 체계는 규제 대상에 따라 독점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

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이라는

하나의 법제로 규제되어 왔으나, 비교법적으로 독점과 불공정거래는 각

각 별개의 법제에 의해 규제하여 왔다. 본 장에서는 독점 규제와 불공정

거래 규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경쟁제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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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제2장), 기업결합행위(제3장), 부당한 공동

행위(제4장)] 및 불공정거래행위(제5장)로 나누어 각각의 행위유형과 위

법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일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인의 손해배상청구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이지만, 공정거래법에서는 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

적 집행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제1절에서는 과연 사적 집행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유독 공정거래법에서 사적 집행 개념이 등장하게

된 이유 및 사적 집행의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해볼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사적 집행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자 사

적 집행의 대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

에서 사적 집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제2절에서는 공

정거래법 목적과 이것이 사적 집행에 갖는 실천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

다. 다만, 미국ㆍ유럽연합ㆍ독일 등지에서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를

경쟁법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불공정거래법으로 하는 별도

의 법제를 두고 있으며, 양자의 목적도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에 따라 본 절에서는 공정거래법을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로 나누어 그 목적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제3절에

서는 검토된 법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공정거래법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공정거래법의 보호법익 논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부, 손해의 범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피해의 범위

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본 절에서는 공정거래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사인을 거래상대방, 경쟁자, 소비자라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 사적 집행 수단 중 하나인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먼저 제1절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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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공정거래법 제56조)의 입법 취지, 공

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관

계,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가 갖는 사적 집행 수단으로써의 의의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바, 그

의의와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각 구성요건을 고의 또는 과실, 손해,

인과관계, 위법성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되 사적 집행으로서의 특수성

이 드러나는 손해 요건, 위법성 요건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볼 것이다. 손

해 요건과 관련해서는 행위유형별로 구체적 손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

고, 공정거래법 제57조의 손해액 인정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위법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위법성의

표지인 ‘부당성’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성요건인

‘위법성’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해볼 것이다. 제3절에

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으로서 손해전가 항변의 문제 및 과징금과 손

해배상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사적 집행 수단 중 다른 하나인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1절에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에 대해 개관해볼

것이다. 금지청구제도는 사전적으로 법위반행위를 억제ㆍ예방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적 집행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

에는 아직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일본과 독일의 예를 참고하여 금지청구와 사적 집행과의 관계를 고찰해

볼 것이다. 제2절에서는 현행법상 금지청구제도의 인정 가부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현행 민법 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금지청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는 견해가 대립한다. 따라서 각 견해의 타당성 여부 및 이와 관련된 판

례를 살펴볼 것이다. 제3절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논

의에 대해 본다. 공정거래법에 명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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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년 이상 지속되어온 것으로, 아직까지도 찬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도입 여부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시 금지청구권자는 누

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법위반행위까지가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금

지청구 인용 시 금지명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그 구체적 도입 방

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금지청구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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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정거래법의 규제 체계

제 1 절 독점의 규제와 불공정거래의 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독점규제’와 ‘공

정거래’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정거래법에서 독점을 규제하는 것은 그것이 시장경제질서를 해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

나 어떤 시장이 소수의 사업자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장구조 자체가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

으며, 독점사업자들이 그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자

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다면 자유로운 경

쟁이 저해될 것이다.1) 결국 독점을 규제한다는 것은 독점시장이 형성되

는 것을 막거나, 독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불공정한 거래도 규율한다. 본래 개별 거래의 공정

성은 민사법에서 당사자들 간에 다투어져야 할 영역으로써, 행정적 규제

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개별적 거래관계가 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건전한 거래질

서는 건전한 경쟁질서의 전제로써, 시장에서의 독점의 형성을 사전에 방

지하도록 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비록 일반거래분야에 속하는 행위로

서 경쟁질서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행위일지라도, 적어도 거래

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2) 즉, 공정거래법에서는 당사자 간 이해관

1) 권오승 외 7인, 「독점규제법」(제5판), 법문사, 2017, 5면.

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상대방이 경쟁자 또는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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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조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보 차원에서 사법

적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거래법은 공법적 성격

과 사법적 성격을 모두 갖는다고 볼 수 있다.3)

통상 독점규제에 관한 법은 ‘경쟁법(competition law)’이라고 불린다.

경쟁법은 시장 기능, 특히 그 핵심 요소인 경쟁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면서 경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한다.4) 한편

공정거래를 규율하는 법은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 또는

‘불공정거래법(unfair trade law)’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개별적 경쟁자가

참여하는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말한

다.5)

대다수의 국가에서 경쟁법과 불공정경쟁법/불공정거래법은 별개의 법

제로 발전하여 왔다. 미국의 경우 1890년 제정된 셔먼법(Sherman Act)

을 필두로 하여 클레이튼법(Clayton Act), 로빈슨패트만법(Robinson–

Patman Act) 등의 연방 반독점법(경쟁법)에서 독점화행위, 담합, 기업결

합과 같은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불공정경쟁행위는 1914년

제정된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조6) 외에

는 다수의 연방과 주의 제정법, 각종 행정규칙, 연방과 주 법원의 판례법

에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행태 자체가 아니라, 널리 거래질서에 미

칠 수 있는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

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공법은 권력적ㆍ공익적ㆍ국가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사법은 사인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하여는 주체설, 성질설, 이익설 등의 

학설이 있으나 여러 기준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김남진⋅김연태, 「행정법I」(제20판), 법문사, 2016, 80면 이하;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5판), 박영사, 2018, 8~9면 등]. 공정거래법은 사인간의 거래관계에 개입한다는 점

에서 사법적 성격을 갖는 한편, 시장경제질서 보호,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법적 성격을 갖는다.

4) 홍대식, “사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상

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8, 345면.

5) 홍대식(註 4), 216면.

6) 15 U.S.C. §45 (a)(1)

  “상거래에 있어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또는 불공정하거

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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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7) 유럽연합의 경우 EU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TFEU”라 한다) 제101조

에서 부당공동행위를, 제102조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있

으며, 기업결합에 관한 명령(Regulation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8)에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기업결합에 대한 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EU 차

원의 불공정경쟁법제는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

해서는 각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경

우 경쟁제한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7년 제정된 경쟁제한방지법

(Gesetz gegen d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에 의하여 규제되나,

불공정거래행위는 1909년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9)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이 경쟁법 및 불공정

경쟁법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사적독점금

지법(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의 체계와 같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제2장), 기업결합(제3장), 부

당한 공동행위(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제5장)를 각 금지하고 있는데, 이

를 독점규제 영역과 불공정거래 규제 영역으로 재편해보면 시장지배적지

위 남용,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독

점 규제영역에, 불공정거래행위 중 나머지 유형은 불공정거래 규제 영역

7) 이호영, “경쟁법과 불공정경쟁행위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33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355~356면.

8) Regulation은 통상 “명령”으로 번역되는데, TFEU 제288조[249/189 EC]에 의하면 명령

(regulation)은 모든 회원국 내에서 직접 적용된다. 즉, EU명령은 국내적 수용조치 없

이 곧바로 국내법체계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본다. 김대순·김민서, 「EU법론」(제2판), 

삼영사, 2015, 158~160면. 

9)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지식재산권법의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우리나라의 「부정경쟁

방지법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80호, 2018. 4. 17. 일부개정)과

는 달리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에 대해 규제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부정경쟁방지법 제

4조 제10호에서 규제되는 ‘경쟁자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동조 제11호에서 규

제되는 ‘시장참가자의 이익을 규율하기 위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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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0)

미국, 유럽연합, 독일 등지에서 독점과 불공정거래를 별개의 법제에 의

해 규제하는 것은 양자가 법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규제의 목적,

이념, 집행 방식 등에 있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독점규제는 통상 경쟁제한적 합의, 독점행위, 기업결합 등을 핵심적 규

제대상으로 삼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경제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

유로운 경쟁의 보호를 이념으로 한다. 독점규제의 집행은 경쟁당국(미국

의 연방거래위원회, 독일의 연방카르텔청 등)에 의한 공법적 규제를 중

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반하여 불공정거래의 규제는 그 대상이 되

는 불공정경쟁행위의 범위가 각국의 법제에 따라 상이하며, 그 이념 역

시 당초에는 경쟁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소

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질서의 보호로까지 발전되어 왔다.11) 또한

불공정거래 규제의 집행은 대체로 손해배상과 금지청구와 같은 사법적인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12)

이와 같은 독점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의 차이점은 ‘사적 집행’을 바라

보는 관점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미국,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서는 하나의 공정거래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모두 규율하고 있

는바,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경쟁제한행위(독점)

와 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한 뒤, 각각의 행위유형과 위법성에 대해 간략

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0) 정호열, 「경제법」(제5전정판), 박영사, 2016, 128면.

11) 이호영(註 7), 345~347면.

12) 박윤석, “실질적인 부정경쟁행위와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

행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4, 53면.



- 10 -

제 2 절 경쟁제한행위

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1. 규제의 의의 및 행위유형

시장지배적사업자13)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의사를 제한

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기존의 경쟁사업

자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거래를 하기 쉽다. 이러한 거래는 경쟁사업자들

의 활동을 위축시켜 자원배분을 왜곡하며,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의 권

익을 침해하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독과점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공정거래법은 제3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을 통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독점가격

을 설정하거나 공급물량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착취남용(exploitative abuse)’이라고 하며,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자신의 독점력 행

사가 더욱 용이하도록 시장구조를 바꿔서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남용(exclusionary abuse)’이라고 한다.14)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①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13)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

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

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4) 권오승·서정,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제3판), 법문사, 2018, 142면; 김두진, “시장

지배적지위의 남용”, 비교사법 제14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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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1호) ②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2

호) ③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3호) ④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호) ⑤부당하게 경쟁사업

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5호 전단) ⑥부당하게 소비자의 이

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5호 후단)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ㆍ②ㆍ⑥의 행위는 착취남용으로, ③ㆍ④ㆍ⑤의 행위는 배제남용으로 분

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5) 이러한 구분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일반을

규제하는 EU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 법과 일본법도 같은 태도를 취

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착취남용을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배제남용만 독

점화로 규제한다.16)

2. 위법성

공정거래법 제3조의2 각호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부당하게”라는 문구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은 이러한 ‘부

당성’에 의해 판단된다. 여기서의 부당성의 의미에 대하여 경쟁제한성만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17)와 경쟁제한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을 포

괄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18)가 대립하는데, 어느 견해이든 ‘경쟁제한성’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있어 위법성의 표지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

다.19)

15) 권오승·서정(註 14), 142면.

16) 권오승·서정(註 14), 142면. 한편 미국이 배제남용만을 규제하는 이유는 착취남용을 

규제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에 따라 경쟁상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반

면 착취남용을 규제하면 신규진입의 인센티브가 감소할 수 있고, 시장지배력의 합법

적인 행사와 불법적인 행사 사이에 명확한 한계설정이 어렵고, 착취남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경쟁당국이나 법원이 가격규제자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7) 임영철, 「공정거래법: 해설과 논점」(개정판), 법문사, 2008, 35~36면.

18) 권오승, 「경제법」(제12판), 법문사, 2015, 310면.

19) 이황,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 사법 제1권 제5호, 사법발전재단, 2008, 

245~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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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배제남용행위의 경우 경쟁제한성을 위법성의 표지로 보는데 문

제가 없으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이윤 추구행위인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행위 등 착취남용행위는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

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제한성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

기 곤란하다.20) 결국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의 위법성은 서로 다르다고 보

아야 한다. 배제남용을 규제하는 것은 독과점시장 하에서의 경쟁을 촉진

하기 위함이나, 착취남용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독점력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이

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21) 따라서 배제남용에서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성’으로 볼 수 있으나, 착취남용에서의 위법성은 ‘거래상대방 및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된 사실이나 저해될 우려’로 볼 수 있다.22)

착취남용 배제남용

규범목적
독과점적 착취로부터

거래상대방 및 소비자 보호

독과점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소비자와의

관계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침 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침

[표 1]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의 차이

판례 역시 배제남용행위 중 하나인 거래거절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성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하였으나,23) 착취남용행위 중 하나인 소비

20) 이재구,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제3판), 지식과감성, 2017, 84면.

21) 이봉의, “독점규제법상 착취남용에 대한 손해배상명령”, 경쟁법연구 제30권, 한국경쟁

법학회, 2014, 98면.

22) 이영대·최경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 

경쟁법연구 27권, 한국경쟁법학회, 2013, 79면.

23)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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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의 의도나 목적

이 독점적 이익의 과도한 실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해 시장에서 소비자 이익의 저해의 효과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4) 이

러한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의 위법성의 차이는 이후 살펴볼 사적 집행에

있어 사적 집행의 인정 이유, 구제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제3장의 관련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기업결합

1. 규제의 의의 및 행위유형

기업결합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및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실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독과

점 상태가 형성되거나 진입장벽이 구축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

고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되는 등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25) 이에 공정거래법에서는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

수, 회사신설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7조 제1항).

을 가지고 거래거절을 한 모든 경우 또는 그 거래거절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

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ㆍ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

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

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래거절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2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

25)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판 공정거래백서, 2018,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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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기업결합의 위법성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시장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경쟁관계의 성립을 제한한다는 점, 즉

경쟁제한성에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의 판단 요

소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쟁의 실질

적 제한’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제2조 제8

의2호),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26) 보다 구체적으로

는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시장구조가 비경쟁적으로 변화하여 결합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형성․유지․강화되고 경쟁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활동이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27) 따라서 어떤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결합이 없을 경우의 시장

상황과 그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나타날 시장상황을 비교하여, 그 기업결

합이 당해 시장에서 유효경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28)

다만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으

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

는 경우나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비록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지고 있

더라도 그것이 효율성 증대나 도산기업의 구제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실

현하기 위하여 기업결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제7조 제2항).29)

26)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호, 2019. 2. 27. 개정) Ⅱ.6.

27) 신현윤, 「경제법」(제7판), 법문사, 2017, 177면.

28) 권오승(註 18), 203면.

29) 신현윤(註 27),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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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당한 공동행위

1. 규제의 의의 및 행위유형

부당공동행위란 사업자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

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

으로(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실무상 ‘담합’ 또는 ‘카르텔(cartel)’이라

고 불린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단독행위를 규제하는 것임에 반

하여, 부당공동행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의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부당공동행위는 시장의 본질적 요소인 경쟁상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

는 행위이다. 공동사업자들은 독점이윤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나의 독점

적 사업자처럼 행동함으로써, 가격상승과 품질저하ㆍ공급감소 등을 일으

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궁극적으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30)

이처럼 부당공동행위는 참여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소멸시

킴으로써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직접적이고 명백하므로, 각 국의

경쟁법 및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공동행위를 가장 핵심적인 규

제대상으로 삼고 있다.31)

부당공동행위는 사업자들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성립한다. 여기서의 합의는 민법상 유효한 계

약을 위한 의사의 합치(청약과 승낙)와는 다른 개념으로, 당사자들 사이

에 의사가 일치되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까지 포함한다.32) 합의의 대

상이 되는 행위유형으로는 가격담합(제1호), 거래조건담합(제2호), 공급

량제한(제3호), 시장분할(제4호), 설비제한(제5호), 상품의 종류나 규격

제한(제6호), 영업 수행․관리행위(제7호), 입찰담합(제8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

30) 권오승(註 18), 268~269면; 서정,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권오승 편저 독점규제법 

30년, 2011, 271~272면.

31) 권오승 외 7인(註 1), 161면.

32) 권오승 외 7인(註 1), 163면; 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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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제9호)33)가 있다.

2. 위법성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

는바, 부당공동행위의 위법성의 표지 역시 경쟁제한성에 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들의 시

장점유율의 합계가 20%에 미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당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34)

한편 공동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그 공동행위의 내용이나 성격

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는 그 공동행위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경쟁의 제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동행위와 그렇

지 않은 공동행위로 구별될 수 있다. 전자는 경성(硬性)공동행위(hard

core cartel)라고 불리며 가격제한, 산출량 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이

이에 해당하고, 행위 자체가 직접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상승․산

출량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분석이 없더라도 시장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통하여 위법한 공동행위로 판단된다.35) 후자는 연

성(軟性)공동행위(soft core cartel)라 불리며 공동생산, 공동연구․개발,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등의 합의가 이에 해당한다. 연성공동행위는 경쟁

33)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개정) Ⅳ.9.에 의

하면 “가.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

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

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

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나.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34)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개정) Ⅴ.2.나.(3).

35)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개정) Ⅴ.1.가.



- 17 -

제한적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성공동행위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당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적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비교형

량하여 판단된다.36)

제 3 절 불공정거래행위

Ⅰ. 규제의 의의 및 행위유형

공정거래법은 제5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23조 제1

항). 본래 일반거래분야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공정거래법의 규제영역

이 아니나,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는 특정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

라 관련산업,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법의 규제대상이 된다.37)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부당거래거절(제1호), 경

쟁자배제행위(제2호), 부당고객유인 또는 거래강제(제3호), 거래상 지위

남용(제4호), 구속조건부 거래(제5호), 부당한 자금ㆍ자산ㆍ인력의 지원

(제7호), 이외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제8호)38)의 7가

36)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개정) Ⅴ.1.나.

37) 권오승 외 7인(註 1), 215면.

38) 동 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고시, 예규 등에서도 정

하고 있는 바가 없다 이에 판례는 “제8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7호와 달리 기본적 행

위유형이나 이를 가늠할 대강의 기준조차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수범자인 사업

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통상의 사업활동 중에 행하여지는 어떤 행위가 위 제8

호에서 규정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지되

는지 여부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

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제8호는 행위

의 작용 내지 효과 등이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규제하도록 한 수권규정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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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

표1의2]에서는 이를 다시 9개 유형의 28개 행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사업자들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

정과, 거래에 있어서의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

한 규정들로 다원화되어 있다.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경쟁 자체

뿐만 아니라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경쟁자를 보호하거나 소비자 이익까지

도 보호하는 규정으로 파악하게 된다.39)

Ⅱ. 위법성

불공정거래행위는 각 행위유형에 공통되는 요건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

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저해성과 동일시하는 견해와 공정거래저해성과 공

정경쟁저해성을 구별하면서 전자가 후자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으나40)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저해성을 경쟁제

한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과 거래조건의 불공정성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41) 이 때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

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염려가 있음을 의미하며,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는 용역

의 가격과 질 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

쟁을 저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고,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

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

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42)

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에 위 제8호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

형 또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이상, 문제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

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여 이를 위 제8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율하여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39) 이재구(註 20), 373면.

40) 권오승 외 7인(註 1), 225~226면.

41)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41호, 2015.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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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공정거래저해성을 다원적으로 파악하는 견해 및 공정거래위원

회의 심사지침에 따라 행위유형별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을 분류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43)

Ⅲ. 행위유형의 중복 문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과

겹치는 것이 많다. 특히 경쟁제한성을 위법성의 표지로 삼고 있는 행위

유형들(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끼워팔

기)의 경우가 그러하다. 일례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자기와 거래하는 상

대방 사업자에게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

42) 이재구(註 20), 372면.

43) 홍명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경희법

학 제50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50면.

경쟁제한성

- 거래거절(공동의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집단적 차별)

- 경쟁사업자 배제(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 구속조건부 거래(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거래

상대방 제한)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 부당한 고객유인

- 거래강제(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 사업활동 방해(기술의 부당이용 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 거래상 지위의 남용(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등)

경쟁제한성+불공정성 - 거래강제(끼워팔기)

경쟁제한성+경제력집중
- 차별적 취급(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부당지원행위

[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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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거래를 중단한다면,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의 남용행위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제3조

의2 제1항 제3호)임과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인 구속조건부 거래(제23조

제1항 제5호) 또는 거래거절(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44)

위와 같은 행위유형의 중첩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야 할

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

다.

①일반법ㆍ특별법 관계설(다수설)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조의2가 제23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한

다.45) 그 근거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서의 수범자는 시장지배

적사업자로 제한되는 반면,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3조의2의 행위주체의 범위가 더 좁고, ㉡시장지배적남

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더 중하며, ㉢시장지배

적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의무는 더 높은 수준의 의무이

고, ㉣양자를 중복하여 거듭 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가 아닐 뿐 아

니라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제시한다.46)

②선택적용설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47) 그 근거로 ㉠양자가 동일한

공정거래법에서 규율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규정을

중복해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중처벌의 결

과를 빚어내는 것이며, ㉡양자의 관계를 배타적인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44) 상세한 것은 배현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5, 138~142면 참조.

45) 권오승(註 18), 310면; 정완, 「경쟁법연구」, 법원사, 2010, 61면; 이기수‧유진희, 「경제

법」(제8판), 세창출판사, 2009, 214면.

46) 강우찬,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44권, 법원도서관, 2007, 33면.

47) 정호열(註 10), 374~375면; 조성국,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19권, 한국경쟁법학회, 2009, 3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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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하는 것은 현재의 경쟁법 운용의 실상과 큰 차이가 있고, ⅲ)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에도 일반조항과 개별규정은 경합적 그리고 선택

적 관계에 있음을 근거로 제시한다.

③중첩적용설은 양자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48) 즉, ㉠양자는

연혁적 발전 근거가 다르며,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업이 경쟁관계에서 보

이는 일반적 행태를 규정하는 기업행태 규제에 속하는 반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독점 규제의 성격을 가지므로 양자는 경쟁정책상 기능

이 상이하고, ㉡양자는 위법성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이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파악할 수 없고, ㉢양자를 일반법-특별법 관계로 해석

할 경우, 행위주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면 언제나 법 제3조의2를 적용

해야 하나 공정위 실무는 그렇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

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제3조의2와 법 제23조의 관계를

배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49)

판례는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와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요건이 상이하므로 전

자의 주장에 후자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여 특별법 관계로 보지 않는 듯한 판시를 한 바 있지만,50) 「불공정거

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1호, 2015. 12. 31. 개정)

Ⅱ.3에서는 “이 지침에서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가 법 제3조의2(시장지

배적지위의 남용금지)위반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3조의2를 우선적으

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여 특별법설을 따르고 있다.

48) 이현종,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권오승 편저 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 2011, 324

면; 이호영, 「독점규제법」(제5판), 홍문사, 2015, 51~52면; 양명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의 사업활동방해행위”, 경쟁법연구 제24권, 한국경쟁법학회, 2011, 182~183면.

49) 강우찬(註 46), 34~37면.

50) 대법원 2009. 9. 24. 선고 89다카29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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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위유형의 중복 문제가 이후 살펴볼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청구권 경합의 쟁점을 발생시킨다는 견해가 있다.51) 예컨대 동일한 거래

거절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도 해당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할 경우, ①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일반법ㆍ특별

법 관계에 있다고 보면 각 금지규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게 될 것이나, ②양자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관계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한

다.52)

권리의 경합이란 하나의 사실관계가 여러 개의 다른 법규가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여 여러 개의 서로 독립된 권리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

다.53) 예를 들어 하나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무과실책임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권리경합이 인정된다. 반면 하

나의 사실관계의 위법성을 근거지우는 규범이 여럿이어도 그 법률효과가

하나의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권리경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록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ㆍ부당공동행위ㆍ불공정거래행위가 각 공

정거래법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긴 하나, 손해

배상청구권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체

에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복수의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손

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상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청구권 경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하나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여러 개의 금지규범을 모두 위반하

여 여러 개의 위법성의 근거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사적 집행 문제에 있어서는 양자의 관계를 따질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

다.

51) 배현정(註 44), 146·150면. 

52) 배현정(註 44), 150면.

53) 곽윤직ㆍ김재형, 「민법총칙」(제9판), 박영사, 2018,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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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정거래법의 기본 철학과 사적 집행

제 1 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개관

Ⅰ. 사적 집행의 의의

1. 법집행, 공적 집행, 사적 집행

법집행(law enforcement)이란 미국 법경제학과 경쟁법 분야에서 논의

되기 시작하여 법학 전 분야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개념으로, 우리에

게는 다소 낯선 개념이다.54) 법집행이란 사전(辭典)적으로는 법위반행위

를 적발하여(detection) 처벌(punishment)하는 것을 말하며,55) 실질적으

로는 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위반행위자를 적발하고, 법위반행위를 사

전(事前)적으로 예방(prevention)하거나 사후(事後)적으로 제재(sanction)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법원이 금지명령(injunction)

을 발령하거나, 행정청에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위반행위를 ‘제재’하는 방법으로는 법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거나,

법위반행위자에게 과징금․과태료 등의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법위

반행위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집행의 방법들을 다시 집행주체별로 나누어보면, 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 ①행정기관은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할 수 있

고, ②검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③사인은 금지청구, 손해배상청

구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①․②는 공적 집행(public enforcement)이

라고 불리며, ③은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으로 불린다.56)

54) 김차동, “민사적 구제수단의 행정·형사적 구제수단에 대한 비교우위”, 법학논총 제31

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448, 458면.

55) LAW ENFORCEMENT, Black’s Law Dictionary(10th e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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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적 집행’, ‘사적 집행’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통상 ㉠집행 주체를 기준으로 구별할 경우의 사적 집행은

‘사인(私人)에 의한 집행(enforcement by private person)’이라고 하며,

㉡집행 방식을 기준으로 구별할 경우의 사적 집행은 ‘사법적(私法的) 집

행(enforcement through civil law)’이라고 한다.57)

다만, 엄밀히 말하면 ‘사인에 의한 집행’이라는 개념은 정확하지 않다.

사인의 금지청구ㆍ손해배상청구는 사인의 청구에 의해 절차가 개시될

뿐, 결국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민사집행에 있어 집행주체는 집행관(민

사집행법 제2조), 집행법원(민사집행법 제3조, 제78조 등), 수소(受訴)법

원(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61조)이며, 사인은 단지 법원을 판단주체로

하는 절차의 당사자로써 참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집행 주체’를 기

준으로 하여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을 구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집행절차가 누구에 의해 개시되고 진행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즉, 사적 집행이란 사인에 의해 이루어진 집행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 이루어진 집행이나, 그 과정에서 사인이 집행을 개시하고

종결시키는 등으로 절차의 주도권을 가진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58)

한편 위와 같이 집행 절차를 기준으로 분류한 사적 집행과 사법적 집

행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사인에 의한 집행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

해 개시된 집행도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사법적 집행으로

분류될 수 있다.

56) 강명수, “공정거래법 위반과 사적 집행 –손해배상청구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 제19

권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2면; 이선희,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권오승 편저 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 2011, 584면; 홍대식,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에 관한 국내 동향과 쟁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논집 제145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9, 2면; 이봉의, “특집: 경쟁법 집행의 개선;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 경쟁법연

구 10권, 한국경쟁법학회, 2004, 2면 등.

57) 신영수, “경쟁법의 사적 집행 활성화-전제와 현실, 그리고 과제”, 법학논고 제3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172~174면.  

58) 김두진, 「공정거래법 집행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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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집행에 대해 미국은 ㉠ 기준에 의해 ‘사인에 의한 집행’의 의미

로, 유럽연합에서는 ㉡ 기준에 의해 ‘사법적 메커니즘에 의한 집행’의 뜻

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59)

㉠과 ㉡ 기준의 차이점은 후에 살펴볼 “국가후견소송(父權訴訟,

parens patriae action)60)”에서 발생한다. 공법인 또는 정부가 사인을 대

신해 후견적으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국가후견소송의 경우, ㉠

기준에 의하면 공적 집행이지만 ㉡ 기준에 의하면 사적 집행이 된다. 이

와 관련해서는 집행 절차가 최초로 정부에 의해 개시되고 공익적 견지에

서 행해지므로 공적 집행이라는 견해와61), 형식적으로도 사적 집행에 해

당하며, 사인이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

송이라는 점과 그 금전적인 구제가 사인을 향하여 있다는 점 등에 비추

59) 미국에서는 반독점법의 집행을 정부집행(government enforcement)과 사인의 소송

(private antitrust action)으로 나누어 공적 집행에는 민사적 집행(금지청구)·형사적 집

행·행정적 집행이 모두 포함되고, 사적 집행은 사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금지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 유럽연합에서는 운영메커니즘의 법적 성격에 따라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과 공적집행(public enforcement)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운

영메커니즘과 집행기구 간의 공·사에 따른 용어의 분기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며 사적 

집행을 사인에 의한 집행으로, 공적 집행을 정부나 법원에 의한 집행을 의미하는 개

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신영수(註 57), 173면].

60) parens patriae action은 영미법상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국가후견소송’ 혹은 ‘부

권소송’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문지, “미국의 반트러스트 국가후견소송”, 경영법률 제

10집, 한국경영법률학회, 1999; 김윤정,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부권소

송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7 등. 본 논문

에서는 ‘국가후견소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61) 박형준,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02, 33면.

사법적 집행 공법적 집행

●사인에 의한 집행

●공법인에 의한 집행

●정부에 의한 집행

●공법인에 의한 집행

●정부에 의한 집행

[표 3] 집행 방식과 집행 주체에 따른 집행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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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적 집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62)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국가후견소송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바, 위

와 같이 엄격하게 구별 기준을 묻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에

서는 ‘사인에 의한 집행 = 사법적 집행 = 사인의 손해배상청구’로, ‘공

법인 또는 정부에 의한 집행 = 공법적 집행 =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

재 + 검찰의 형사처벌’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

을 구분함에 있어 ㉠과 ㉡ 어느 기준에 의하더라도 교착이 발생하지 않

으며, 학계에서도 사적 집행을 ‘집행을 추진하는 주체가 사인, 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권화되고 법원의 사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집행’63)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각건대 국가후견소송이 비록 민사적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의 방식으

로 이루어지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

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전체의 이익 및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인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국가후견소송은 연혁적으로 공적 집행의 억

지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대두된 것으로 여겨지는바, 공적 집행에 가깝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사적 집행은 집행 주체에 따라 ‘사인에 의

해 개시되고 사인이 절차의 주도권을 가진 집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2. 공정거래법의 집행 체계

공정거래법은 실체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법위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공정거래법 제3조의2), 부당공동행위를 금지하는(공정거

62) 최웅재, “경쟁법상 사적 집행에 관한 연구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4, 46~47면.

63) 홍대식(註 5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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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법 제19조) 등으로 수범자에게 직접적인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집행의 방법으로써 ①공정거래위

원회의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②검찰의 형사처벌, ③사인

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적 집행

과 사적 집행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공적 집행의 방법

(1) 형사처벌

공정거래법 제66조, 제67조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자에

게는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제70조의 양벌규정에 의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처벌은 집행 제도 중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므로 무분별하게 부

과되지 않도록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71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

발권 제도를 규정하여 과도한 형사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일반 형사범죄와는 달리 행위 자체에

의해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의 효과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 전속고발권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는 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위반사항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

고 있는 우리의 현행 공정거래법을 고려할 때, 기업의 거래행위를 위축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64)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가 전속적 고발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 제2항에서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

64) 홍명수, “건설산업에서 입찰담합규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35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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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동조 제3항에서는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

실이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65)

(2) 행정제재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하의 「정부

조직법」(법률 제15624호, 2018. 6. 8. 개정) 제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으로서, 법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규제기관이다.66)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제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시정조치에는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이 있다. 경고란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

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

정하는 등의 경우에 취하는 조치이다[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호, 2017. 4. 14. 일부

개정) 제50조 제1항]. 시정권고란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

우에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

를 것을 권고하는 것이며(공정거래법 제51조), 시정명령이란 법 위반 사

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당해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65) 다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8-108호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중

대ㆍ명백한 공동행위(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담

합)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

록 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개정안 제130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

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24조 제1항 제8호 중 제39조 제1항 제1호, 제

3호, 제4호 및 제8호를 위반한 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6) 권오승‧이민호, “경쟁질서와 사법상의 법률관계”, 비교사법 제14권 1호, 한국비교사법

학회, 2007,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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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것이다(공정거래법 제5조, 제16조, 제21조, 제27조, 제31조).

한편 과징금이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경제

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

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을 말한

다.67)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공정

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6조),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위반행위(공정

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규정

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5항

까지, 제9조, 제17조 제1항),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행위(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제17조 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공정거래법 제19조, 제2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또는 보복조치

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제23조의3, 제24조

의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8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공정거래법 제

29조, 제31조의2)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을 위반

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

하여 매 1일당 일정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공정거래법 제17조의3), 법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등을 하였는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공정거래법 제50조의4) 시정조치의 실

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67) 박균성(註 3), 409면;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

바51‧64‧65‧85, 2001헌바2(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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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적 집행의 방법

공정거래법상 사적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는 ①법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사인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손해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반행위자를 상대로 법원에

위반행위의 중지, 방해배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

구’와 ②법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인이 사후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손해배상청구’ 가 있

다.68) 한편 손해배상청구는 다시 ⓐ공정거래법 제56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학

자에 따라서는 양자를 별도로 분류하기도 한다.69)

경쟁법 분야에서 사적 집행 방법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으로써,

현행 미국의 반독점법에서는 ①사인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의

배제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70) ②3배 배상

68) 이선희, “한국 경쟁법의 사적 집행제도의 개요와 향후 발전방향”, 경쟁법연구 제2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4, 279면. 한편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적 집행의 방법에 ③공정거

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거래의 상대방이 해당 거래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효력에서 벗

어나도록 하는 ‘사법상 무효 주장’을 포함하기도 한다 [김두진, “독점규제법에 의한 손

해배상의 사소의 활성화”, 비교사법 제11권 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331~332면; 

권오승‧이민호(註 66), 79~80면 등]. 그러나 사법상 무효 주장의 주된 기능은 거래상

대방의 권리구제이며, 법위반행위의 억지‧제재라는 집행적 기능은 다른 집행수단에 비

하여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공동합의의 효력(공정거래법 

제19조 제4항)을 제외하고는 법위반행위의 일반적 효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

며, 일반적 효력 규정을 입법하려는 논의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본 논문에

서는 사적 집행 수단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로 한정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69) 곽상현,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금지청구제도 –미국의 판례 및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법조 제56권 제4호, 법조협회, 2007, 82면; 김두진(註 58), 44면.

70) 15 U.S.C. §26 사인의 금지청구

   “개인, 회사, 단체를 비롯한 누구든지 이 장의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

을 포함하여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고 금지명령

을 발하도록 신청할 권한이 있으며, 동일한 조건과 원칙에 의하여 손해를 유발할 염

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이 형평법원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절차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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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하여 사인에게 손해액의 3배 및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

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71) ③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대표당사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그 판결의 효력을 제외신고

(opt-out)를 하지 않은 동종 피해자 전체에 미치도록 하였다.72)

위 ①사인의 금지청구는 법위반행위를 멈추어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막도록 하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방법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는 단순히 위반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경쟁질서에 영향

을 주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피해를 함께 발생시킨다. 이러

한 법위반행위의 특성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후에 피해자 자신의 손해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손해배상보다는, 사전에 당해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금지청구가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명문으로 사인의 금지청구권

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여부 및

현행법 하에서 사인의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

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위 ②ㆍ③ 요소는 사인의 손해배상이 전보적 기능을 넘어 법위반

행위를 제재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위

요소들은 사인에게 민사소송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법위반행위자

에게는 법위반에 대한 기대비용이 높아지게 하여, 법위반행위의 억지 효

과를 달성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부터 손해

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3배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 필요성이 주목받게 되면서

칙에 의하여 부주의하게 인정된 금지명령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증금이 제

공됨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위험이 급박함을 증명한 경우

에 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71) 15 U.S.C. §15 (a) 손해배상액; 지연손해금 

   “이 조의 제b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반독점법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분쟁액과 상관없이 피고가 거주하거나 발견되거

나 또는 대리인이 있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합리적인 변

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및 그가 부담한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72)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23. Class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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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18년 부당공동행위(제19조ㆍ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금지되는 보

복조치(제23조의3)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배 이내를

배상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73) 집단소송제도에 대

해서는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어74) 지속적인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민사적 구제수단과 사적 집행

사인의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는 본질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침

해를 구제받기 위해 사용하는 민사적 ‘구제수단(remedies)’75)에 해당한

다.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별 거래관계에서의 당사자 보호가 아닌, 공동체

적․제도적 관점에 따른 법목적 달성의 수단(집행수단)으로써 바라보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독특한 시각이다.

공정거래법이 왜 사적 집행이라는 독특한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과 민법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정

거래법과 민법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상호 관련된다.: ①공정거래

법은 민법이 전제하였던 ‘시장’ 자체에 개입하는 법이다. ②공정거래법과

민법은 동일하게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개입하나, 그 개입의 목적 및 위

법성의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다. ③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시장경제질서

는 민법의 기본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사적

자치의 한계가 된다.

73) 공정거래법 (법률 제15784호, 2018. 9. 18. 개정)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제23조의3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

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

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4) 가장 최근 제출된 의안으로 전해철의원 등 13인(의안번호 2008306, 제안일 2017. 8. 

1.)의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이 있다.

75) 구제수단이란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 수단, 절차를 의미한다. 

Douglas Laycock, Modern American Remedies(4th ed.), Aspen Publishers Inc., 201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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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민법, 특히 계약법은

계약자유를 대원칙으로 한다. 이는 개인의 지위의 대등성과 입장의 호환

성을 전제로 각 개인의 사적인 생활관계의 형성을 그들의 자유로운 결정

에 맡겨 놓으면 각자의 이익을 최대로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전

체의 이익도 가장 잘 조화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고에 기초하고 있

다.76) 그 결과 계약은, 별 다른 의사 하자 없이 체결된 이상, 자동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계약의 정당성 보장 기능이라고 할 수 있

다.77) 불법적인 수단, 예를 들어 사기나 강박 등이 개입된 경우에만 그러

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실

제 현실에서 각 개인은 대등하다는 민법의 전제는 충족되기 어렵다. 예

를 들어 원래 100원이던 k제품을 독점생산자인 A가 200원으로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할 때, 소비자 B는 200원이라도 k를 구매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A와 B 간의 구매계약은

민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A와 B는

평등한 지위에 있다는 민법의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다. A는 독점적 지

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k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B에게 k

가 필요한 이상 B는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A가 제시한 조건에

응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정의롭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이 등장한 것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평등한 개인이라는 민법의 전제

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거래 외부적

요소인 독점, 담합 등을 규제한다. 민법처럼 개별적 거래의 내부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전제가 되었던 ‘시장’의 경제질서를 형

성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76) 신현윤(註 27), 18면.

77) 지원림, “계약정의에 관한 연구 –계약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9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10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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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경제질서는 수많은 사법적인 거래관계에 의해 실현된다.78) 본

래 개별적인 거래관계는 각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고 조정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민법의 영역으로서,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개별적

거래관계가 시장경제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이 개입한다. 즉, 공정거래법은 시장 전체의 질서

를 형성하기 위해 개별적 거래관계에 개입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과 민법은 모두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개입한다

는 공통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개입의 목적은 차이가 있다. 민법은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정당하게 규율하려는 것을, 공정거래법은 국

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고자 하는 것을 각각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의 차이점은 위법성 판단기준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민법

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당사자 간’의 정의 실현에 목적을 두므로,

당사자 간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 전

체적인 관점’에서의 정당성 확보에 주목하므로, 해당 거래관계가 경쟁업

자, 후속 시장참가자 등 시장 전체의 경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다.79)

시장경제는 무엇을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줄

여야 할 것인지의 결정을 시장참가자에게 맡긴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각각 생산․투자․분배․소비에 있어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든 결정을 내린다. 시장참가자들은 사적 자치의 원

칙에 따라 누구와(상대방 선택의 자유),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내용의 자

유),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할 것인지(체결의 자유)를 자유롭게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들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조정된다. 즉,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다면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수요와 공급은 균

78) 권오승(註 18), 19면.

79) 권오승(註 18), 19면; 김상중, “민사법에 의한 경쟁법규의 관철”, 재산법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재산법학회, 2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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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점을 찾고, 가격의 자유로운 흐름에 따라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

어지면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시장경제질서의

메커니즘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즉, 사적 자치의 원칙은 자

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작동하고 지탱해주는 법률적 기초가 된다.80)

그런데 산업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전하여 대기업이 형성되고, 독과점․

담합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가격은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의 균형

점이 아니라, 독점자의 자의에 따라 결정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점자 개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

대방 선택의 자유와 계약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

는 그 범위에서는 (형식적)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민법과 공정거래법의 관련성은 민사법의 원리와 제도들을

공정거래법에 적용함에 있어 그 의미나 기능을 달리하도록 한다. 즉, 공

정거래법은 사인 간의 거래관계에 개입하기 위해 민법상의 기본적인 제

도나 규범들을 이용하고 있으나, 그러한 제도나 규범들은 민법에서와는

달리 시장에서의 영향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민사적 구제수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공정거래법에서 독특

하게 민사적 구제수단에 ‘사적 집행’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민사적 구

제수단을 개인적 차원의 권리구제수단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경제질서

유지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사인의 손해배상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

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 등과 같이 법위반행위자에게 금전적 불이익

을 부과하여 법위반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으로써 도입되었으며, 사인의

금지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같이 법위반행위자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원상회복시키도록 하는 수단으로써 도입되려 하

고 있다. 결국, 공정거래법에 있어 금지청구제도와 손해배상제도는 민사

법상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 있어서는 다른 관점의 목적과

80) 신현윤(註 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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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기능의 차이는 전통적인 민사

법원칙과 공정거래법 간에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최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3배 배상제도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가 입은

실손해에 대한 보전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구제 부당이득을 부여한다

는 점에서 전통적인 민법 도그마틱인 ‘실손해 배상주의’81)에 어긋난다.82)

그러나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인에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

여하고, 가해자에게 법위반행위에 대한 기대비용을 높여 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지’한다는 집행적 고려에서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에 있어 사인의 손해배상제도

와 금지청구제도는 민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민사법적 제도이면서도 민

사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지점을 갖게 된다. 때문에 공정거래법

에서는 민사적 구제수단을 ‘사적 집행’으로 명명하여 민사법과 괴리를 둠

으로써, 민사법 원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정거래법적 고려를 보여

주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

Ⅱ. 사적 집행의 등장 배경

공정거래법에서 ‘사적 집행’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것은 경쟁법을 선

진적으로 집행해 오던 미국에서 사용되다가 전수된 것이므로,83) 사적 집

행 개념을 탐구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사적 집행 시스템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적 집행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미국이

81) 이러한 점은 ‘입은 손해는 전보되어야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면 

그가 있었을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는 ‘손해배상법의 의미’로

부터 도출되는 손익상계에서 잘 드러난다.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제9권」, 박영

사, 1995, 580면 (지원림 집필부분).

82) 신영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공정거래법 -제도도입의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0, 436면.

83) 강명수(註 56), 8면; 신영수(註 57),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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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법학자들을

비롯한 정치사회학자들은 모두 미국이 규제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지

고 있다고 이야기한다.84) 첫 번째로, 미국은 사전적(ex ante) 규제보다

사후적(ex post) 규제에 의존한다.85) 즉, 미국의 규제시스템은 수범자에

게 상세한 행위규범을 만들어놓고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면 그 ‘결과’에 대해 규제하려고 한

다.86) 두 번째로, 미국은 규제를 단일의 행정주체가 아닌 다양한 집행 주

체들에게 맡기려 한다.87) 미국에서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사인, 비정부

단체 등도 규제의 주체로써 활용한다. 이는 미국이 연방법보다는 주법에

더욱 의존하고, 작은 정부․분권화된 정부를 선호하였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후적․분산적인 규제를 선호하는 관점은

결국 정부기관에 의한 행정규제 대신에 보통법에 근거한 사인의 소송을

통한 규제에 의존하는 결과로 이끌었다.88)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미국의 수많은 실정법들에서는 법위반행위에 대

한 사인의 소송에 관한 규정들을 마련하였고, 연방 차원의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 시스템이 더디게 발전함에 따라 사적 소송은 더욱 활발해졌

다.89) 현재 미국의 많은 실정법에서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

구,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한 조문을 직접적으로 “집행”이라고 명칭하고

있으며,90) 항소법원 판결에서는 사인을 “Private Attorney General”이라

고 부르기까지 하였다.91)

84) J. Maria Glover, The Structural Role of Private Enforcement Mechanisms in Public 
Law, 53 Wm. & Mary L. Rev., 1137, 1145 (2012).

85) Robert A. Kagan, Adversarial Legalism: The American Way of Law, 16 (2001).

86) Samuel Issacharoff, “Regulating After the Fact”, 56 DePaul L. Rev., 377 (2007).

87) J. Maria Glover(註 84), 1137, 1146.

88) J. Maria Glover(註 84), 1146~1147.

89) Stephen B. Burbank, Sean Farhang, Herbert M. Kritzer, “Private Enforcement”, 17 

Lewis & Clark L. Rev., 637 (2013). 

90) Colo. Rev. Stat. Ann. § 6-4-114 “Enforcement—civil damages”(West), N.D. Cent. 

Code Ann. § 51-33-13 “Private enforcement”(West).

91) Associated Industries v. Ickes, 134 F.2d 694, 704 (2d Cir.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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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집행이란 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집행권한이 있는 집행주

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들은 공

정거래법에 민사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인 사인은 민사소송

의 일방 당사자로서만 관념될 뿐이고 특별히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은 인

정되지 않았다.92) 그런데 미국에서는 1890년 셔먼법(Sherman Act) 제정

당시부터 연방 정부뿐 아니라 사인에게도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맡겨

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93) 즉, 단순히 사인의 권리구제과정에서 부수적

으로 법위반행위가 억지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 당시부

터 사인에게 집행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법위반행위를 억제하는 주요 수

단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태도는 앞서 살펴본 규제에

대한 미국의 두 가지 관점과 연관된다.

미국의 실정법 중에는 이러한 민사적 구제수단에 대한 ‘집행적 관점’을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몇 가지 제도들이 있다. 먼저, 환경법 상의 시

민소송(Citizen Suit) 제도가 있다. 시민소송제도는 1970년의 대기청정법

(Clean Air Act) 제304조(a)(1)94)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거의 모든 환

경규제법률에 규정되어 있다.95) 시민소송은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누구

나(any person)”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92) 주진열, “카르텔 손해액 추정을 위한 계량경제분석의 규범적 통제”, 연세법학연구 제

22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373면.

93) 주진열(註 92), 373면.

94) 42 U.S.C. §7604 시민소송

   “(a)(1) 누구든지 (b)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A)방출 표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B)그러한 표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행정관 또는 국가가 발행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시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5) 독성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20, 15 U.S.C. §2619(a)(1988)]; 멸종위

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 §11(g), 16 U.S.C. §1540(g)(1) (1988)]; 광산표면

규제 및 매립법[Surface Mining Control and Reclamation Act of 1977 § 520, 30 

U.S.C. § 1270(a) (1988)]; 해양 보호와 연구 및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 §105(g), 33 U.S.C. §1415(g)(1) (1988)]; 원

양항구법[Deepwater Port Act §16, 33 U.S.C. §1515(a) (1988)]; 식수안전법[Safe 

Drinking Water Act §1449, 42 U.S.C. §300j-8(a) (1982 & Supp. V 1987)]; 소음규제법

[Noise Control Act §12, 42 U.S.C. §4911(a)(1982)]; 자원보전복구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7002, 42 U.S.C. § 6972(a) (1982 & Supp. V 1987)];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304, 42 U.S.C. §7604(a) (1982)],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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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지어 법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사실상

손해만 입은 경우에도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자신이 입은 손

해를 전보받는 ‘피해자(victim)’로써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집행 주

체(private attorneys general)’로써 행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96)

이보다 더욱 직접적인 제도로써 1986년 도입된 부정청구법(The False

Claim Act)상의 Qui Tam 소송이 있다. Qui Tam 소송이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국왕 또는 그의 대리인을 대신한 자의 자격으로 행하는 소송이라

는 뜻으로, 국가가 행하여야 할 소송을 일반사인이 수행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국가에 미치도록 하는 소송을 말한다.97)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일명 “신고자(relator)”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자신의 권리침해가 아닌 국

가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한 경우 배상액은 국고에 귀

속된다.98) 이러한 유형의 소송은 국가 등이 행하여야 할 업무를 사인이

대신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사인의 권리구제와 관계가 없는 완전한 사적

집행 형태의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위 두 제도들과는 달리, 미국의 반독점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손

해배상제도는 이후 살펴볼 개념인 ‘반독점 손해(antitrust injury)’99)를 입

은 자만이 원고적격을 가지며, 원고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전보 받으려

는 사적 동기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위 두 제도들과

비교할 때에는 집행적 성격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독점법

상 민사적 구제수단 역시 소송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법위반행위 억지라

는 집행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적 집행’으로 개념 지을 수

있을 것이다.

96) Michael S. Greve, “The Privat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 65 Tul. L. Rev., 

339~340 (1990).

97) QUI TAM ACTION, Black's Law Dictionary(10th ed.), 2014; 31 U.S.C. § 3730(b)(1). 

98) 다만 사인의 인센티브 고취를 위하여 승소한 경우 약 15~25% 내의 승소포상금을 

받는다. 31 U.S.C. § 3730(d)(1).

99) 제4장 제2절 Ⅳ.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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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적 집행의 기능과 필요성

1. 사적 집행의 기능: 보상과 억지

가. 문제의 소재

법집행은 복수(retribution), 보상(compensation), 억지(deterrence), 교

화(rehabilitation), 무력화(incapacitation)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100) 그

중에서도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은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법위반

행위의 억지와 관련이 깊다.

보상 기능은 사적 집행 수단이 본래 민사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기

인한다. 민사법에서 사인의 손해배상제도ㆍ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피해

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기능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 때 보상이란 손해의 전보로써, 손

해야기사건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바로 그 상태의 회복 내지는 가해자

에 의한 배상의무를 야기하는 손해사건이 없었다면 현재 존재하였을 상

태로 정확히 그 만큼만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을 말한

다.101) 손해전보는 불법행위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하도록 하여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은 불법행위법과는 달리 사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

로 하는 법이 아니다.102) 공정거래법은 경쟁질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

는 법으로써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부수적 또는 반사적으로 사인

의 이익을 보호할 뿐이므로, 공정거래법의 법집행은 보상보다는 법위반

행위의 억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집행

100) 김차동(註 54), 448면.

101)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54~55면 (박동진 집필부

분).

102) 본 장 제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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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에 의존하고 있는바, 행정적 제재와 같

은 공적 제재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①

이것이 어떠한 측면에서 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②본래

민사적 구제수단임을 강조하여 보상 기능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공정

거래법의 목적과 사적 집행수단임을 강조하여 억지 기능을 강조할 것인

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나. 사적 집행의 억지 기능

억지란 법위반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사적 집행수단

중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법위반행위의 중지․예방 등을 명하여 더 이

상 법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적

억지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또 다른 사적 집행수단인 사인의 손해배상제

도는 법위반행위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억지하

는 수단이 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대부분 영리추구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써 발현되므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특히 효과적인 억지

수단이 될 수 있다.10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경쟁제한행위의

감행에 앞서 비용과 이익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 금전적 제재는 사업자

의 한계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법위반행위를 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더욱 불이익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여 결국에는 사업자가 법위반행

위의 감행을 스스로 단념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104)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억지효과를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법경제학

적 관점에서 최적억지이론(optimal deterrence theory)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적억지이론이란 개인이나 기업을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최우선적

103) RM Feinberg, “The Enforcement and Effects of European Competition Policy: 

Results of a Survey of Legal Opinion”, 23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76 

(1985).

104) 신영수(註 57),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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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가정하고, ‘법위반행위의 억지를 위해

서는 법위반자가 법위반행위로 얻을 수 있는 한계기대이익(marginal

expected benefit)보다 법위반행위로 인해 지불해야 할 한계기대비용

(marginal expected cost, 적발확률 × 제재 수준)이 더 크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론이다.105) 한계기대이익과 한계기대비용은 아래와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 위반행위자의 한계기대이익 = (적발가능성106) × 적발되어 처벌된 후

남은 이익) +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 × 법위반행위로 인한 이득)

- 위반행위자의 한계기대비용 = 적발가능성 × 제재비용 (과징금 + 형

사처벌 등)

⇒ 한계기대이익 > 한계기대비용이면 법을 위반할 것임

이 때 시장에 참가한 사업자는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

대이익과 당해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규제나 처벌의 기대비용을 비교형량

해서 기대순이익(expected net gain)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위의

감행여부를 판단하려 할 것이므로, 한계기대이익과 한계기대비용이 일치

하는 점에서 자신의 행위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107) 때문에 사업자

에게 법위반행위의 유인이 감소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대이익을 낮추거

나 기대비용을 높여야 한다. 사적 집행은 법위반행위의 적발가능성 및

제재비용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는 법위반행위의 억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사적 집행이 과연 최적억지이론에서처럼 실제로 억지 기능을

105) 주진열(註 92) 375면 각주 20).

106) 여기서의 적발가능성은 법위반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확률을 말한다. 즉 만

약 실제 적발가능성이 15%라고 하더라도, 법위반행위자는 5% 정도라고 느낄 수 있

으며 여기서의 적발가능성은 법위반행위자의 주관적 적발확률인 5%로 계산된다 [주

진열(註 92), 376면 각주 21)].

107)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9,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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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미국의 Landes/Posner는 사적집행은 공적집행이 최적화될 때보다 그

리 효율적이지 않고, 반대로 사적집행은 초과집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108) 최적억지이론에 의하면 효과적 억지를 위해서는 법위반

자의 한계기대비용을 높여야 한다. 한계기대비용은 ‘적발가능성 × 제재

비용’으로 구성되므로 적발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제재비용을 높여야 하

는데, 적발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제재비용을 높이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최적집행을 위해서는 낮은 적발가능성과

높은 제재비용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공적집행은 벌

금을 올리고 적발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여 법집행비

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반하여, 사적 집행은 높은 수준의 제재비용,

낮은 수준의 적발가능성이란 전략적 선택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적 집행보다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반면 미국 반독점법의 현대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 반독점현대화

위원회(U.S.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적 집행은 경쟁법 집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적 집행

에 따른 초과집행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한다.109)

또한, Davis/Lande의 연구에 따르면, 반독점법의 사적 집행에 관해서는

①실제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②사적 집행은

장래의 법위반행위를 억지하는 효력이 없다거나, ③사적 집행은 초과집

행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이로운 행위까지 금지하게 된다는 등의 문제

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 위와 같

은 비판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사적 집행은 법

위반행위의 억지에 있어 비교적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다.110)

108) William M. Landes & Richard A. Posner, “The Private Enforcement of Law," 4 

Journal of Legal Studies (1975).

109) http://govinfo.library.unt.edu/amc/report_recommendation/amc_final_report.pdf (20

19. 4. 30.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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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적 집행의 기능에 대한 논란

우리나라는 아직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바, 사적 집행의 기능은 주로 ‘손해배상제도의 기능’으로써 논의되어 왔

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가 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먼저 ①전보적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가 비록 부수적으로는 예방적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예방적 기능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111) 공

적 집행 제도와 사적 집행 제도의 차이에 주목하여 예방적 기능은 주로

공적 집행 제도에 의해 달성되고 사적 집행의 하나인 손해배상제도는 피

해자 구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112)

한편 ②예방적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

도는 사적 집행으로서 기능하며 공적 집행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회복

기능을 위주로 하여 형성되어 온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공

정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정책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의 발전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113)

공정거래법에 있어 사적 집행은 억지를 주된 기능으로 하며 부수적으

로 보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인

의 권리보호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에 있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가 일반적인 보상 기능을 수

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사적 집행’ 개념이

110) Joshua P. Davis & Robert H. Lande, “Defying Conventional Wisdom : The Case 

for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Georgia L. Rev., Vol. 48, No. 1, 38~75 (2013).

111) 윤성운·강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주요 쟁점”, 경쟁법연

구 제25권, 한국경제법학회, 2012, 99면.

112) 윤성운·강일(註 111), 99면; 서정, “한국의 사적 집행 사례와 시사점”, 경쟁법연구 28

권, 법문사, 2013, 162면.

113) 홍대식(註 56), 11면 이하; 강명수(註 5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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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고 발달해온 것은 이를 통해 단순한 보상이 아닌 법위반행위의 억

지 기능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제도의 기능에 관한 문제는 이후 제4장 제1절 Ⅱ. ‘공정거래법상 손해배

상제도의 사적 집행으로서의 특징’ 부분에서 상세히 보기로 하고, 여기에

서는 미국과 달리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공적 집행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민사적 구제수단의 억지 기능에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사적 집행의 필요성

가. 공적 집행의 한계

(1) 효율적 집행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에 의존해 왔으며,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

어지지 않았다.114)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의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정부기관의 예산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법위반행위를 적발하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공적 집행은 본질적으로 법

위반행위자의 적발, 조사 및 처분 시에 높은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수많은 단계의 심의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 적용을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사적 집행을 이용하여 집행 기능을 개별적 사인들에게 분산시

키게 되면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사회적 자원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115) 더욱이, 사적 집행은 공적

114) 권오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법의 집행시스템”,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4

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16면; 한편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을 공정거래위

원회가 전담하도록 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전담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김두진,

(註 5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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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보다 훨씬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사인은 법위

반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써 위반행위자에 대한 정보에 가장 근접하여

있거나 더 나은 초기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집행에 있어 낮은 정보비

용이 소요된다.116) 또한 사인은 당사자로써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매

우 강력한 집행 동기를 갖는바 공적 집행이 간과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까지도 소를 제기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적 집행은 정부기관을 확대시키지 않고도 전

체적인 집행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적은 비용만으로도 공적

집행에 비해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집행기능을 사

적 집행에 일부 위임한 공적 집행주체는 이제 사적 집행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사인의 인센티브가 부족하거나, 사인에게 정보자원이 부족

한 경우 등) 또는 정부가 특별히 강한 집행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

어질 수 있다.117)

(2) 독립적 집행

공적 집행의 한계 중 하나는 공적 집행주체가 새로 선임된 행정부의

성향이나 정치적 고려, 부정부패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118)

미국에서는 이를 ‘정부기관의 해이(agency slack)’라고 한다. 이는 ‘정치

적 압력,119) 기업들의 로비, 정부기관의 업무해태, 정부기관 자신의 이익

115) Barry Boyer & Errol Meidinger, “Privatizing Regulatory Enforcement: A 

Preliminary Assessment of Citizen Suits Under Federal Environmental Laws”, 34 

Buff. L. Rev., 833‧838 (1985).

116) 김남수, “경쟁법 집행과 사적 집행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9-81, 한국

소비자원, 2009, 64~65면.

117) Matthew C. Stephenson, “Public Regulation of Private Enforcement: The Case for 

Expanding the Role of Administrative Agencies”, 91 Va. L. Rev. 93, 109 (2005).

118) 김남수(註 116), 64~66면.

119) 정치적 압력 때문에 때때로 검사는 환경법 위반행위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기소

하지 않기도 한다 Barton H. Thompson, Jr., “The Continuing Innovation of Citizen 

Enforcement”, 2000 U. Ill. L. Rev. 185, 19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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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등으로 공적 집행주체들이 불충분한 집행을 하는 경향’을 말한

다.120)

사적 집행은 위와 같은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독

립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또한 공적 집행의 대체재로써 불충

분한 공적 집행을 보완하고, 공적 집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민사 소송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 사건 또는 민사

소송 제기에 따라 언론 등의 주목을 받게 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즉시

공적 집행을 하도록 행정기관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특징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본질적으로 법위반행위가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이 매우 어렵다. 담합의 경우 몇몇 예외를 제외

하고는 공적 집행 주체가 적발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의 고객, 직원

이나 경쟁업체가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121) 또한 공정거래법 위

반행위는 단순히 위법행위의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

라 경쟁사업자, 소비자, 나아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파급력이

크고 시장 전체의 경쟁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때문

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 보상보다 사전적 억지의 필

요성이 높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사인에게 집행자의 지위를 부여

하면서라도 공정거래법 위법행위의 억지와 예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다.

120) Matthew C. Stephenson(註 117), 110.

121) 김남수(註 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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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적 집행의 한계

1. 미국식 사적 집행 제도의 한계

사적 집행은 그 기능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 사적 집행의 한계 논의는 모두 미국식 사적 집행 제도에

집중된다. 사적 집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만큼 사적 집행이 활성

화 된 나라가 미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학자 중에는 사적 집행의

부정적 기능을 우려하며 사적 집행 시스템을 ‘독(poison)’이라고 표현하

거나,122) ‘사적 소송의 증가가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

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123) 최근에는 법원

까지도 이러한 사적소송 중심의 독점규제법 집행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

이기 시작하였다.124) 미국식 사적 집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①

과잉억지(over-deterrence), ②비효율성, ③공적 집행과의 상충 가능성으

로 요약해 볼 수 있다.

2. 과잉억지

과잉억지 효과는 미국식 사적 집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

어 왔다. 특히 3배 배상제도는 시카고학파 학자들에 의해 과잉억지를 불

러일으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125) 3배 배상제

도, 집단소송제도 등은 사인의 소송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게 만든다. 이

122) “FTC:WATCH” No. 708, FTC Watch, Nov. 19, 2007, p.4, available at http://www.ftc

watch.com/series/708/ (2019. 4. 30. 최종방문)

123) Richard A. Posner, Antitrust Law: An Economic Perspective, 35 (1976).

124) Edward D. Cavanagh, “Twombly: The Demise of Notice Pleading, the Triumph of 

Milton Handler, and the Uncertain Future of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28 

Rev. Litig. 1, 28~30 (2008).

125) K. Elzinga and W. Breit, The Antitrust Penalties: A Study in Law and Economics, 
New Haven, Conn., 1976; W. Schwartz, Private Enforcement of the Antitrust Laws: 
An Economic Critique, Washington, DC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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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인이 소송을 남발하게 되면 사업자는 어떤 행위가 경쟁을 촉진하는

행위일지라도 소송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단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

자가 사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면 사업자의 사회적 명성, 기업 이

미지 등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가급적 사인과 합의하여 소를

취하시키는 등으로 소송을 조용히 종결지으려고 할 것이다. 이에 정상적

인 기업활동인 경우에도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사인에게 합

의금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인 역시 기업

으로부터 합의금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소송을 제기하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다.126) 이는 전반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저해시키게 된다.

3. 비효율성

사적 집행의 장점은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으나, 이에 대해

서도 오히려 사적 집행이 법위반행위의 억지에 있어서 공적 집행보다 비

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적 집행 주체는 광범위한 조사권한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으

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증명해낼 수 있으며,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127) 반면 경우에 따라

사적 집행의 활성화는 전체 독점규제법 집행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leniency program)는 담합행위의

적발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란

담합 참가자가 그 참가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대가로 담합에 대한 제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도록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97년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

126) Joseph F. Brodley, “Antitrust Standing in Private Merger Cases: Reconciling 

Private Incentives and Public Enforcement Goals”, 94 Mich. L. Rev. 1, 45 (1995).

127) 김남수(註 116),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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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과징금이 부과

된 총 411건의 카르텔 사건 중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적발된 사건

이 256건으로 62.2%에 달하고 있다.128) 그러나 자진신고자가 추후 사인

의 손해배상 소송에 노출된다면 동 제도를 이용할 인센티브가 현저히 감

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129)

4. 공적 집행과의 상충 가능성

사적 집행은 공적 집행의 정책 방향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

래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에서는 통합된 단일의 정부기관으로써 조직적

인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것이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반해, 사적 집행은

개별 사건마다 위법성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사인의 소송

결과는 반드시 일관되지 않거나, 심지어 동일한 쟁점에 대해 서로 반대

되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성을 흔들리도록 하여 잠재적 법위반행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사인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바, 사인

이 제기한 법위반행위의 쟁점과 문제점들은 오히려 공적 이익에는 적합

한 것이거나 적어도 공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쟁점과 행위들에 대해서는 공적 집행주체들이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것

이므로, 궁극적으로 재판부에서 해당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부기관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거나 정부기관의 의도에 반대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130) 비전문가인 재판부로써는 거시적인 규제 정책 등을 고

려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내용의 정당성만을 판

128) 이기종,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 운영상 장애요소 및 그 국제적 

부조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4호, 한국상사판례학

회, 2018, 250면. 

129) F. Hoffmann-La Roche Ltd. v. Empagran S.S., 542 U.S. 155 (2004).

130) Joseph A. Grundfest, “Disimplying Private Rights of Action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 The Commission's Authority”, 107 Harv. L. Rev., 968~969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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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131)

Ⅴ. 소결

사인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는 사인의 민사적 구제수단이자 공정거

래법의 사적 집행의 수단이다. 다만 사적 집행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과 관점과 목적을 달리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즉, 민사적

구제수단이 개별적 거래관계를 규율하고자 함에 반하여 사적 집행은 사

회적․제도적 관점에서 시장경제질서의 기능 유지를 위해 법위반행위를

억지하고 예방하고자 한다.

사적 집행 개념은 미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도 사인

의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사적 집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입법의 미비 등으로 미국과 같은 활발한 집행은 이루어지

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을 중심으로 하는 집

행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적 집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우리 공정거래법에도 3배 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은 도입되지 않았었으며,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시정

조치 전치주의를 채택하였던바, 공정거래법상 사적 집행을 사실상 부정

한 것과 다름없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우리 공정거래법의 집행 과

정에서 사인이 수행하는 역할을 두고 집행자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견해까지 존재하였다.132)

생각건대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형성된 법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 법위반행위는 ‘공정하고 자

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경우’에 성립된다.133)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인 간의

131) Stephen B. Burbank, Sean Farhang, and Herbert M. Kritzer,(註 89), 668.

132) 신영수(註 57), 185면.

133)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거래거절행위가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거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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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거래관계도 전체 경제질서에 해악이 된다는 이유

로 규제될 수 있다. 즉, 계약법 원칙에 의하면 유효하였을 거래관계일지

라도 거래상대방 등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합으로 인하여 어떤 물건의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상승된 경우,

그 물건을 구입한 거래상대방은 비록 150원이 합리적 가격이라고 생각하

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공정거래법

은 거래상대방에게 50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마

치 국가가 개입하여 사인 간에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금액을 조종하는 것

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긴장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긴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법은 자유롭

고 평등한 시장을 전제로 계약체결과정의 적법성과 그 내용의 공정성만

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법은 시장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하는 데 집중하며,

후자의 규제가 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접근도 생각할 수 있다.

계약은 150원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단지 150원으로 가격을 상승시

킨 담합참가자들이 공적 제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뒤에서 설명하

듯 과거 독일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다. 당사자로서는 자유로운 계약으

로 받아들인 매매대금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적

집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우회

적으로 이러한 이분법을 깨뜨린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이 민법과는 달리, 사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단순한

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절행위의 부당성과는 별도로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

추어 독자적으로 평가·해석하여야 하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거래거절을 한 모든 경우 또는 그 

거래거절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

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

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

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래거절행위

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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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권리구제수단으로써만 여긴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공정거래법에

있어 민사적 구제수단은 전체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집행 수단인 것

이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의 민사적 구제수단은 사인의 구제를 넘어

바람직한 집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법적인 수단과 사법적인 수단

의 역할 분담이라는 법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134)

현재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미국식 사적 집행 제도의 도입인

바, 이미 도입된 3배 배상제도 외에 집단소송제도․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미국식 사적 집행 제도도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나 과잉

억지, 비효율성의 문제는 과소집행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집행 현실에서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고려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 공정거래법의 과제는 사적 집행을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되

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민사법 체계와 사적 집행 체계를 조화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민법적 원리와 제도들을 사적 집행으로써 운용

해나감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각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분

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적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국

식 제도의 도입 방안들이 우리 법체계에서도 가능하고 타당한 일인지,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 모습에 대

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34)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실무상 제문제”, 서강대학교 경영과 법 

제2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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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사적 집행

Ⅰ. 사적 집행에 있어 공정거래법 목적의 의의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실천적

인 의미를 갖는데,135) 특히 사적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

성을 갖는다. 첫째로,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집행 수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공정거래 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집행 정책

을 결정짓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적

집행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사적 집행 수단을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하는

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독일에서는 경쟁제한방지법

의 목적이 경쟁이라는 제도의 보장에 있다고 보아 경쟁제한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둘째로,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사적 집행의 대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

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소비자

후생136)의 증대라고 볼 경우, 어떠한 담합 행위가 시장참가자들에게는

손해를 입혔으나 시장의 경쟁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비자 후생

135) 반독점법의 목적은 ①반독점법의 집행과 적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②구체적 사건에

서 법적 기준과 판단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며, ③개별 사

건에서 판결의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H.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4th ed.), West Publishing Co., 57~61(2011)].

136) ‘소비자 후생’이란 미국 시카고 학파에서 경쟁법의 목적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본래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소비자 후생이란 주로 ‘소비자 잉여’의 의미로 이해된다. 소비자 

잉여란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수요가격)

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시장가격)을 뺀 차액을 말한다. 그러나 미국 및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목적으로써 제시되는 소비자 후생 개념은 소비자 잉여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시카고 학파인 Robert H. Bork 판사에 따르면 소비자 후생은 배분적 

효율(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과 생산적 효율(한 산업 내에서 다양한 생산수단들

이 최대의 산출량을 생산하도록 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Robert H. Bork, The 
Antitrust Paradox, 1978, pp.372~374).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 후생을 소비자 잉여뿐

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 다양성과 같은 비가격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어느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소비자 잉여에는 변함이 없더라

도, 제품의 품질·다양성 등이 크게 감소하였다면 이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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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담합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를

입은 시장참가자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적 집행수단을 강구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쟁제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는 규제의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있어서도

양자를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경제적 상

황, 산업 정책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정의내리기 매우 어

려우며, 각 나라별로도 역사적․경제적 배경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목적

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우리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공

정거래법의 목적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미국과 유럽연합의 논의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Ⅱ. 법목적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경쟁법

가. 미국

(1) 미국의 반독점법 목적론

미국 반독점법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890년 최초의 반독점법

인 셔먼법(Sherman Act)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논의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는 반독점법에 법목적에 대한 명시적 조문이 없기 때문이며, 국

회의 반독점법 입법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

다.137)

137) H. Hovenkamp(註 13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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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138)

먼저 ①반독점법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견해(하버드 학파)에서

는 반독점법이 최적의 자원배분, 제품의 가격 인하와 같은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경쟁의 자유 보장, 시장집중의 방지와 해소, 중소사업자의

보호, 경제력 분산 등의 다양한 비경제적 가치들까지 추구한다고 본

다.139) 이러한 견해는 1970년대 초반까지 지배적인 견해였으며, 판례 역

시 “시장이 소수의 대기업들에 의해 장악되기 전에 시장집중경향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막음으로써 수많은 중소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보존하려는

것이 의회의 목적이었다”거나,140) 반독점법의 목적에는 창의성, 자율성,

도덕성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들이 포함된다고 보았다.141) 하버드 학파의

견해는 1960년대 후반까지 반독점법 집행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에의 적극적인 개입이 옹호되었다. 이 시기에는 시장집중도를 높이

거나 진입장벽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실제 효과와 상관없이 경쟁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적용의 주 대상이 되었다.142)

한편 ②반독점법의 유일한 목적이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보았던 견해

138) 반독점법의 목적론은 ①하버드 학파, ②시카고 학파, ③후기 시카고 학파의 3가지로

도 구분될 수도 있다(H. Hovenkamp, “Post-Chicago Antitrust: A Review and 

Critique”, Columbia Business L. Rev., 258 (2001); 이기종, “공정거래법의 목적: 비교법

적 고찰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4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1080~1084면 

등). 후기 시카고 학파는 시카고 학파가 시장에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였다고 비판하

며 반독점법의 목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으로부터 소비자에로

의 부의 이전을 막는 것[R.H. Lande, “Wealth Transfers as the Original and Primary 

Concern of Antitrust: the Efficiency Interpretation Challenged” 34(1) Hastings Law 

Journal, 65(1982)]’ 또는 ‘공정성’[Albert A. Foer, “The Goals of Antitrust: Thoughts 

on Consumer Welfare in the U.S.”, AAI Working Paper 05-09, 15 (2005)] 등이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후기 시카고 학파의 법목적은 시카고 학파와 

동일하게 ‘경제적 효율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후기 시카고 학파의 이론적 모델

은 법원이 적용하기에는 아직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판례에서는 아직까지 시카고 학파

의 모델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반독점법의 목적론을 ①하버드 학파와 

②시카고 학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39) H. Hovenkamp(註 135), 57~68.

140) United States v. Von's Grocery Co., 384 U.S. 270, 277 (1966).

141) United States v. Aluminum Co. of America Inc., 148 F.2d 416, 427~430 (2d. Cir. 

1945).

142) 이재구(註 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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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학파)에서는, 반독점법의 목적을 경제적 효율성의 순증(純增)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대로 보아 어떤 경제력 집중 행위가 배분적 효율

성을 저해하였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그 이상의 생산적 효율성

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합법적인 효율 추구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3) 이 견해에서는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

기업의 효율을 추구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목적에 역행한

다고 보았으며,144) 시장은 자동적으로 교정되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며 국

가가 가급적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시카고 학파의 견해는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반독점법 집행 약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때부

터 판례 역시 경제적 효율성을 절대적인 목표로 인정하게 되었다.145) 결

국 반독점법의 주된 기조가 하버드 학파에서 시카고 학파로 넘어오면서

일반적으로 미국 반독점법의 목적은 소비자 후생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중심으로 일원화되었다고 보고 있다.146)

(2) 반독점법 목적론과 위법성 판단의 기준

반독점법에서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는 ①당연위법의 원칙(per se

illegal)과 ②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이 있다. 당연위법의 원칙이란

어떤 행위의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도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보

는 것이며, 합리의 원칙이란 행위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

니라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을

143) Richard A. Posner, Antitrust Law: An Economic Perspectiv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88~106 (1976); R.H. Bork, The Antitrust Paradox (2nd ed.), Free Press, New 

York, 57 (1993).

144) Robert H. Bork, “Legislative Intent and the Policy of the Sherman Act”, 9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7 (1966).

145) Continental T.V. Inc. v. GTE Sylvania Inc., 433 U.S. 36(1977).

146) Donald Mackay, “US and EU antitrust policy objectives and the legal status of 

the hardcore vertical restrictions: absolute territorial protection and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Thesis of Master’s Degree, University of Glasgow, 4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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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셔먼법 제1조의 해석으로부터 비롯되

었다. 셔먼법 제1조147)는 “모든(every)” 거래제한행위(restraint of trad

e)148)를 금지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할 뿐 거래제한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았다. 이에 반독점법상 ‘위법한 거래제한행위’가

무엇인지는 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연

위법이나 합리의 원칙은 이러한 과정에서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귀납적

으로 형성되었다.149)

연방대법원은 종래 셔먼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당연위법의 원칙

을 선언해오다가,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점차 합리의 원칙을 받아들이

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150) 이는 반독점법 목적론이 하버드 학파에서

시카고 학파로 변화해 온 것과 궤를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버드 학파에서는 시장의 구조(Structure)

가 기업의 행위(Conduct)와 성과(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

주의적 접근법(S-C-P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여, 시장집중을 경계하였다.

하버드 학파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구입이 몇몇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도록 만드는 행위라면 그 행위가 비록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거나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더라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

147)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trust)나 기타 형태에 의한 결합 또는 공모는 

위법하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결합이나 공모에 가담한 자로서 위법하다고 선언된 자

는 중죄로서 기소에 의하여 (중략) 처벌받는다.

148) 본래 거래제한행위(restraint of trade)의 법리는 영국의 Mitchel v. Reynolds 판례[1 

P. Wms. 181, 24 Eng. Rep. 347 (Q.B. 1711)]에서 유래한 보통법상의 것으로, 보통법

에서는 비합리적인(unreasonable)인 거래제한만을 무효로 보았다[Milton Handler 

Daniel E., Restraint of Trade and th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57 N.Y.U. 

L. Rev. 669, 721 (1982)]. 그러나 셔먼법 제1조에서는 모든 거래제한행위를 금지한다

고 규정하여 그 목적이나 효과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제한행

위까지 금지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법상의 원리와 셔먼법상의 문

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149) 조성국, “미국 카르텔 규제법리의 발전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중앙법학 제9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07, 350면.

150) 셔먼법 제1조는 합리의 원칙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거나[Standard Oil 
Co. v. United States, 221 U.S. 1 (1911).]엄격한 의미에서 모든 거래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는 행위의 성격과 의도, 전

후 상황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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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1) 이는 ‘셔먼법 제1조는 거래제한의 합리성을 묻지 않고 모든 거래

제한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거나152), ‘가격 담합과 같은 행위유형에 대

해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법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며 가

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153)’라는 판례의 태도와 일

치하며, 이러한 판례들은 당연위법의 원칙을 형성시켰다. 즉 당연위법의

원칙은 하버드 학파의 구조주의적 관점과 동일하게 경쟁제한의 효과가

없더라도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그 자체로써 경쟁제한행위가 될 수 있

다고 보았다.154) 하버드 학파가 전성기를 이루었던 1950년대와 1960년대

에 법원에서는 수평적 가격담합 뿐만 아니라 시장분할협정(market

division agreement), 끼워팔기(tie-in sales), 집단적 거래거절(group

boycott) 등을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위로 유형화하였으며,155)

수직적 판매지역 제한을 당연위법이 적용되는 유형에 포함시키기도 하였

다.156)

한편 시카고 학파에서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반독점법의 목적으로 보았

던바, 당연위법의 원칙에 대하여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효율적인 이익추구행위를 가로막는 것이므로 반독점법의 목

적 달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하였다. 시카고 학파에 따르면 수평적 담합은

사업자간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수직적 거래제한은

경제활동에 이익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것이다.157) 독점행위에

대해서도 경쟁자가 배제되더라도 실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보는데, 이는 하버드 학파가 시장구조에 초래되는 영향을

151) Donald F. Turner, “The Definition of Agreement Under the Sherman Act: 

Conscious Parallelism and Refusals to Deal”, 75 Harv. L. Rev. 663~673 (1962).

152) United States v. Trans-Missouri Freight Ass’n, 166 U.S. 290 (1897).

153) United States v. Trenton Potteries, 273 U.S. 392 (1927).

154) 손혁상, “공정거래법 목적으로서의 ‘경쟁’에 대한 소고”, 경제법연구 제16권 1호, 한

국경제법학회, 2017, 96면.

155) Northern Pacific Railway Co. v. United States, 356 U.S. 1, 5 (1958).

156) United States v. Arnold, Schwinn & Co., 388 U.S. 365(1967) [overruled by Cont'l 

T.V., Inc. v. GTE Sylvania, Inc., 433 U.S. 36 (1977)].

157) Richard A. Posner, “The Next Step in the Antitrust Treatment of Restricted 

Distribution: Per Se Legality”, 48 U. Chi. L. Rev. 6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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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대조되는 입장이었다.158) 시카고 학파

의 영향을 받은 1970년대 후반의 판례들은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

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위법성을 결정하였으며, 종래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던 수직적 판매지역제한에 대한 판례

를 변경하면서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였다.159)

(3) 경쟁의 보호와 사적 집행

하버드 학파에서는 ‘경쟁의 자유 보장’을 법목적의 하나로써 추구하였

다. 여기에서의 경쟁의 보장은 개인의 경제행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열린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이지 경쟁을 권리로써 보

호한다거나 경쟁자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때문에 위법을 판단 시

에도 실질적으로 경쟁자에게 미친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시장 구

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는 당연위법의 원칙을 채택하

였다.

한편 시카고 학파는 경쟁을 그 자체로써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

라,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수단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즉, 경쟁은 시장 진입, 기술 혁신, 가격 인하, 공급 개선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써(as

a mean of) 보호되는 것이었다.160) 이와 같은 관점은 법원으로도 이어

져, 연방항소법원에서는 “경쟁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셔먼법

위반이 아니며,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해할 때 비로소 경쟁제

한행위로써 규제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161)

158) 김지홍‧이병주, “과대집행과 과소집행의 딜레마 –경쟁법의 숙명”, 저스티스 통권 제

135호, 한국법학원, 2013, 282면.

159) Continental TV, Inc. v. GTE Sylvania, Inc.,, 433 U.S 36 (1977).

160) A Bundeskartellamt/Competition Law Forum Debate on Reform of Article 82: A 

“Dialectic” on Competing Approaches, European Competition Journal, 2:sup1, 215 

(2006).

161) Rebel Oil Co. v. Atlantic Richfield Co., 51 F.3d 1421, 1433 (9th Ci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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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학파와 시카고 학파의 경쟁에 대한 관점은 경쟁을 권리로써 보

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즉 경쟁을 법질서 자체로 보아

보호되어야 할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유지와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판례 역시 반독점법은 ‘경쟁자(competitors)’의 이익 보호가 아니라 ‘경쟁

(competition)’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162) 이

러한 결정은 미국의 기업결합에서 ‘개별 경쟁사업자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경쟁 과정과 그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추구해야 한다’는 경쟁 정책

으로 연결되었다.163)

한편 이를 집행의 관점에서 읽으면, 반독점법은 경쟁자를 위해서 집행

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요청에 의해 집행되어서도 안 된다는 의미가

된다.164) 그런데 반독점법은 제정 당시부터 사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

하고 있었다. 반독점법은 경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왜

경쟁자에게 민사적 구제수단을 부여하고 있는가? 이는 경쟁자의 손해배

상청구가 그의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이 아니라, ‘사적 집행’

으로써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반독점법상 손해배상청구는 일반 불법행위

상 손해배상청구와는 성격이 다르며, 이는 위법성 측면에서 명확하게 드

러난다. 예를 들어 경쟁자가 기업결합행위로 인해 시장점유율의 상실, 매

출액 감소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경쟁’질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상 경쟁자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연방법원 역시 원고에게 개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반독점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적 불이익(public wrong)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165) 원고는 반독점행위에 의해 시장이 받은 영향 및 그러

162) Brunswick Corp. v. Pueblo Bowl-O-Mat, Inc., 429 U.S. 477, 488 (1977); Brown 
Shoe Co. v. United States, 370 U.S. 294, 320 (1962).

163) William J. Kolasky, “GE/Honeywell: Continuing the Transatlantic Dialog”, 23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518 (2002).

164) Edward T. Swaine, “"Competition, Not Competitors," Nor Canards: Ways of 

Criticizing the Commission”, 23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624 (2002).

165) Nw. Power Prod., Inc. v. Omark Indus., Inc., 576 F.2d 83, 89–90 (5th Cir.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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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이 원고의 손해에 미친 영향을 증명하여야 한다.166) 이는 곧 공

정거래법상 손해(antitrust injury) 개념으로 발전하여, 원고적격을 판단

하는 기준이 되었다.

나.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경쟁법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EEC”라고 한다)를 창설한 로마조약을 시작으로 하여

각국 경쟁법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 중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 경쟁법을 해석 및 적용하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이하 “ECJ”라고 한다)는 선결적 부탁절차(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167)를 통해 경쟁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유럽연

합 경쟁법의 실체법적 내용은 TFEU 제101조의 부당공동행위 금지규

정168) 및 제102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규정169)에 근거하고

“...(중략)... 특허의 독점권은, 유통 시장에서의 높은 가격 인상과 낮은 서비스가 경쟁

을 부족하게 하여, 결국 셔먼법 제1조의 구성요건인 "공공의 이익 침해" 혹은 경쟁에 

대한 침해에 대한 공모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66) Tose v. First Pennsylvania Bank, N.A., 648 F.2d 879, 892 (3d Cir.), cert denied. 

167) 선결적 부탁절차란 EU법상의 법률문제, 즉 EU,법의 해석(interpretation)과 EU 기관

행위의 유효성(validity)을 회원국 국내법원이 ECJ에 부탁하는 EU법상의 소송제도로써, 

TFEU 제267조에 규정되어 있다. 김대순·김민서(註 8), 251~289면.

168) 제101조 1. 회원국 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동시장 내에서 경쟁을 방

해, 제한 또는 왜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는 사업자 간의 

합의, 사업자단체의 결의 및 동조적 행위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는 공동시장과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금지된다. 

   (a) 구입 또는 판매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행위

   (b) 생산, 판로, 기술개발 또는 투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c) 시장 또는 공급원을 분할하는 행위

   (d) 동일한 거래조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따라 다른 차별적 조건을 적용하여 경쟁

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e) 거래상대방이 그 성질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당해 계약의 목적과 상관없는 부수

적인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69) 제102조 공동시장이나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하나 또는 둘 이

상의 사업자에 의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위의 남용행위는, 그것이 회원국 간의 통상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동시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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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절차법은 TFEU 자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원국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칙(Regulation)으로 제정되어 있다.

(1) 유럽연합 경쟁법의 목적

유럽연합의 경쟁법은 크게 ①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170)의 영향

을 받아 경제적 통합과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던 과거의 경쟁법(old

competition law)에서 ②1990년대부터 미국 시카고학파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쟁법(new competition law)으로 발

전하여 왔다.171) 전자에서는 경쟁법의 목적을 유럽연합 가입국가들의 시

장의 통합(market integration), 개인의 경제적 자유(freedom of action),

공정성(fairness), 중소사업자 보호(Small and Medium-sized firm

protection), 소비자의 보호(consumer welfare) 등의 다양한 비경제적 가

치들로 보았던 데 반해,172) 후자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공정거래법의 주

요한 목적으로 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 먼저 유럽연합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경제의 복구와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다.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1951년 파리조약

   (a)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공정한 가격 또는 기타 불공정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b) 생산, 판매 또는 기술진보를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c) 동일한 거래조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따라 다른 차별적 조건을 적용하여 경쟁

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d) 거래상대방이 그 성질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당해 계약의 목적과 상관없는 부수

적인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70) 질서자유주의는 독일 경제학자 오이켄(Walter Eucken), 뵘(F. Bohm) 등을 중심으로 

하는 프라이부르크(Freiburg) 학파에 의해 주창된 사상으로, 독일의 자유방임적 경제

체제가 지나치게 성장한 사적 경제 권력으로 인해 유발된 경쟁제한으로 정치와 경제 

권력이 집중된 나치즘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하며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창조하기 위해

서는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오동윤‧정남기, “질서자유주의와 한국의 

경제 질서”, 질서경제저널 제19집 제3호,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7~8면 참조).

171) James S. Venit, “Article 82: The Last Frontier – Fighting Fire with Fire?”,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28, 1157‧1161~1166 (2004).

172) Roger J. Van den Bergh and Peter D. Camesasca, European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A Comparative Perspective, Antwerpen: Intersentia, 1~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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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하였고 1952년 유럽석탄ㆍ철강공동체(ECSC)를 발족시켜 세금 부

과 권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권리, 그리고 위기 상황이 임박했을

때 최저 가격과 생산 할당량을 부과할 권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173) 이후 유럽에서는 1957년 로마조약이 체결되고 유럽경제

공동체(EEC)가 설립되었는데, 로마조약의 핵심 요소는 상품, 서비스, 개

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경제 지역인 공동 시장(common

market)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경쟁법은 공동 시장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지목되었으며, 경쟁법의 목적은 시장의 통합을 방해하는 기업

들의 경쟁제한행위와 독점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174)

이후 1967년 유럽공동체(EC)가 출범되고, 1993년 유럽 연합(EU)이 창

설되어 통화가 단일화되고 유럽 내부시장의 경제통합이 촉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의 통합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들게 되었고, 1990년대 후

반부터는 경쟁법 현대화를 위해 미국 반독점법 하의 접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175) 경제적 효율성이 경쟁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자리 잡

게 되었다.176)

(2) 경쟁법의 목적과 위법성 판단의 기준

과거의 경쟁법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위법성 판단 시 시장에서의 실제

효과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행위의 형식 또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173) Loukas Tsoukalis, The New European Economy Revisited, Oxford University Press, 

11 (1997).

174) David J. Gerber, Law and Competition in Twentieth Century Europe: Protecting 
Prometheus, Oxford University Press, 263~264 (1998).

175) 199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바,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력은 유럽연합의 경제력을 크게 앞지르는 한편 당시 

미국에서는 시카고학파의 영향으로 카르텔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반독점법 집행이 위축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이에 영향을 받아 ‘미국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쟁법 집행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David J. Gerber(註 174), 420].

176) Ben van Rompuy, “Economic Efficiency: The Sole Concern of Modern Antitrust 

Policy?”,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Series, Wolters Kluwer Law&Business, 

139~2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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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중심 접근법(form-based approach)을 채택하여 왔다. 예를 들어 판

례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경쟁정도의

유지를 방해하는 효과를 가진 객관적인 개념(objective concept)’이라고

정의하였으며,177)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효과(가격

인상이나 생산량 감소 또는 경쟁자의 봉쇄)의 증명이 없더라도 시장지배

적 기업의 행위로 인하여 반경쟁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경쟁과정의 침

해와 진입장벽)이 있으면 TFEU 제102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

다.178) 이는 하버드학파에의 당연위법의 원칙과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경쟁법에서는 형식주의 접근법이 경제활동 자유에 지나

친 제한을 가하는 과대집행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분석을 통해

문제된 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밝혀 이에 근거해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효과중심 접근법(effect-based approach)의 도입을 시도하였다.179) 이에

1997년 발행된 EC 경쟁법 정책에 따른 수직적 제한에 관한 녹서(綠書,

Green Paper)에서는 수직적 제한은 더 이상 당연위법이 아니고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시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180)

담합에 대해서도 합리의 원칙을 채택하여 담합으로 인해 얻게 되는 효율

성과 경쟁제한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위법성을 결정하도록 하였다.181)

177) Case-85/76 Hoffman La Roche & Co AG v. Commission [1979] ECR 461, para. 

91.

178) 강상덕, “미국의 셔먼법 제2조와 EU 조약 제102조의 구성요건에 관한 비교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33호, 한국법학원, 2012, 216면.

179) 김지홍‧이병주(註 158), 287면.

180) European Commission Green Paper on Vertical Restraints in EC Competition 

Policy (1996) COM (96) 721, Exec. summary p.iii, 26.

181) Commission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3) of the Treaty (2004) 

OJ C101/97 (27 April 2004).; 김지홍‧이병주(註 158),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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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자 보호와 사적 집행

미국과 대비하여, 유럽연합의 경쟁법은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라는 견해가 있다.182) 비록 유럽연합의 경쟁법이 시카고 학파의 영향을

받아 점차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경향은 EU 집행위원회의 검토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판례는 여전

히 유럽경쟁법의 목적이 소비자 후생이 아닌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

장구조 및 개별적 경쟁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

하여 왔다.183) 현재까지도 유럽 경쟁법의 목적은 ①능률적이지 않은 수

단으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상대방의 이익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

는 것, ②실제적․잠재적 경쟁자들을 방해로부터 보호하는 것, ③제도로

서의 경쟁을 보호하는 것의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리되고 있

다.184)

이러한 견지에서 유럽연합에서는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행위일지라도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로 평가하기도 하였던바,185)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태도에 대하여 ‘경쟁이 아닌 경쟁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혁신을 저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소비

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186)

이와 같은 경쟁자 보호 목적이 유럽 연합의 사적 집행에는 어떻게 작

용하였을까? 본래 유럽연합에는 경쟁법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사적 집

행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적 집행은 각 회원국에게 맡겨져 있었다.

182) William E Kovacic, “Competition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Convergence or Divergence?”, Bates White Fifth Annual Antitrust 

Conference Washington, D.C., 13 (2008); 오영주, “Goals and Presumptions of 

Antitrust Law”, 연세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104면.

183) ECJ case C-8/08, [2009] ECR I-4529 – T-mobile Netherlands, para 38; ECJ case 

184) Tobias Lettl, Kartellrecht, 3. Aufl. 2013, §3. Ⅱ Rdnr. 3, p.108.

185) Case T-201/02 Microsoft Corp. v. Commission [2007] ECR Ⅱ-3601.

186) 강상덕, “미국 셔먼법상 배제적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우리나라 및 일본과의 비

교연구”, 법조 제62권 제12호, 법조협회, 2013, 199면; 황창식, “공정거래법상 시장지

배력 남용 규제의 해석 및 집행상의 문제점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의 법적용 관계

를 중심으로-”, 경제법판례연구 제5권, 경제법판례연구회, 2009,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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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2001년 ECJ의 Courage Ltd v. Crehan 판결187)에서 “경쟁을 제

한하거나 왜곡시키는 담합 내지 이에 준하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경쟁법규의 취지는

훼손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처음으로 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

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TFEU 제101조와 제102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원국의 개별 국내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함을 선언하였다.

이후 유럽연합에서는 2005년의 「EC 경쟁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

한 녹서(綠書)」(이하 “녹서”라 한다)188)와 2008년의 「유럽연합 경쟁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백서(白書)」(이하 “백서”라 한다)189)를 거

쳐 2013년 ‘경쟁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유럽연합 준칙

(Directive190), 이하 “손해배상 준칙”이라 한다)’191)을 발의하면서 손해배

상청구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손해배상 준칙 제3조이다. 제3조에서는 경쟁제

한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누구나(any person)” “완전한 배상(full

compensation)”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완전한 배상이 “과잉 배상

(overcompensation)”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92) 이는 미국

187) Case C-453/99 [2001] ECR I-6297.

188)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on Damages actions for 
breach of the EC antitrust rules, COM (2005) 672 final, 2005.

189)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White Paper on Damages Actions 
for Breach of the EC Antitrust Rules, COM (2008) 165 final, 2008.

190) TFEU 제288조[249/189 EC]에 의하면 준칙(directive)이란 국내법 질서로의 편입을 

위하여 변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이는 공동체 차원에서 수범자인 국가에 대해 권

리･의무를 창설하는 것이며 직접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대

순·김민서(註 8), 164면. ‘지침’이라고도 한다.

191) DIRECTIVE 2014/10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November 2014 on certain rules governing actions for damages 

under national law for infringements of the competition law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and of the European Union.

192) 손해배상 준칙 제3조 배상받을 권리

  ①회원국은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연인 또는 법인 누구나 손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주장하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②완전한 배상이란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법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놓여

있었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배상은 실손해와 일실이익, 이자의 

배상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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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배 배상제도와 명확히 구별되는 지점이다. 유럽연합에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역시 명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

다. 이를 통하여 짐작건대 유럽연합에 있어 사인의 손해배상제도, 금지청

구제도는 ‘사적 집행 수단’보다는 ‘민사적 구제수단’에 가깝게 여겨져 왔

을 것이다. 이는 경쟁법의 목적을 ‘경쟁의 보호’가 아닌 ‘경쟁자의 보호’

로 여긴 것과도 연관될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은 미국과는 달리 초기부

터 EU 집행위원회를 만들어 경쟁법의 적극적인 집행 역할을 맡겨 왔으

므로, 굳이 사인에게 집행자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2. 불공정거래법

가. 계약의 자유와 제한

불공정거래 규제의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 민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의 자유는 근대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지배적 사상이었던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개인을

봉건적 신분적 여러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그에게 자유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성립된 것이었다.193) 이에 따라 계약은 오직 당사자의 자율적 결

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당화하려는 사고방식이 팽창하면서 형평이나 정

의, 신뢰보호, 효율성과 같은 의사 외부적인 가치에 따른 계약간섭은 제

한되었다.194)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은 그 전제 자체로써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었

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수긍되려면 ①계약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

공되어야 하고 ②계약당사자가 그 정보를 제대로 인식 이해하고 합리적

  ③완전한 배상은 징벌적, 배수적, 혹은 다른 배상의 형태를 통한 과잉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3)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2017, 10면.

194)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한국법학원, 

2011, 173면.



- 69 -

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③그 판단의 토대 위에서 대등하게 상대방

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195)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실제 현실에서는

달성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더구나 계약자유의 이름 아래 자본

의 축적을 둘러싸고 벌어진 자유경쟁이 자본과 기업의 집중화를 촉진하

고 대기업이 경제사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도록 만들자, 경제주체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은 격화되고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불합

리한 경제사회가 형성하게 되었다.196) 예컨대 대량생산하는 기업이 독점

적 가격을 결정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매수인인 소비자는 그 가격에 따

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경제적 우위를 가진 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

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약자는 강자의 힘에 압박되어 계

약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빼앗기고 만다.

이렇듯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기능을 못하게 되자 법이 후견적으로 개

입하여 계약내용에 간섭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

었으며, 계약을 형평이나 평등 등 사회적 이념과 가치에 의해 제어하려

는 시도가 나타났다.197) 불공정거래법은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 나

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불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자 한다.198)

나.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본래 독일에서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율은 민사법의 영역, 특히 불

195) 권영준(註 194), 174~175면.

196) 곽윤직(註 193), 12면.

197) 권영준(註 194), 178~179면.

198)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

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들에게 계약체결 여부의 결정, 거래상대방 선택, 

거래내용의 결정 등을 포괄하는 계약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제한 내지 규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시민법 원리를 수정한 것이기는 하나 시민

법 원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시민법 원리의 결함을 교정함으로써 그것

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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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법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급속한 산업화를 계기로 경쟁

의 격화와 더불어 담합행위와 불공정경쟁행위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자

입법자의 개입이 요구되었고, 결국 1896년 부정경쟁방지법(UWG)이 제

정되였다.199)

독일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은 처음부터 불법행위로부터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200)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규정된 몇몇 규정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

로 인해 법익을 침해당한 경쟁자는 (구) 독일민법 제823조, 제826조에 근

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다.201)

한편 1930년대부터 부정경쟁방지법에 사회적 요소가 가미됨에 따라 부

정경쟁방지법의 보호법익에 경쟁자의 주관적 권리 이외에 공공의 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202) 및 더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부정경쟁행

위는 주관적 권리 및 객체의 침해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경

쟁이란 객관적 행위질서의 위반에 부정경쟁성이 존재하고 객관적 행위질

서를 통해 경쟁자, 소비자 및 기타 시장참가자의 이익과 공공이익이 보

호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나타나게 되었다.203)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내지 보호목적의 변화에 대응하여 1965년 독일입법자들은 소비자

단체 및 사업자단체 등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허용하였으며,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제1조204)에 목적규정을 도입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이 경쟁자와 소비자 그리고 기타의 시장참가자를

199) 정호열(註 10), 45면.

200) 하헌주, “독일 경쟁법의 위상과 체계”, 비교법학 제16권,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

연구소, 2005, 6~7면.

201) 권오승, “독점규제법의 집행: 독일 경쟁법의 집행체제”, 경쟁법연구 제9권, 한국경쟁

법학회, 2003, 69~70면.

202) Karl-Heinz Fezer, Schadensersatz und subjektives Recht im Wettbewerbsrecht, 
WRP 1993, 565, 571.

203) Baumbach/Hefermehl, Wettbewerbsrecht, 16.Auflage, C.H.Beck, 1990, UWG Einl., 

Rn. 50.

204) 「부정경쟁방지법」(2016. 2. 17.) 제1조(법의 목적) 이 법은 경쟁자, 소비자, 기타 시

장참가자를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또한 왜곡된 

경쟁으로부터 공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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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였다.205)

여기에서의 ‘소비자와 기타 시장참가자의 보호’는 경쟁의 보호를 통한

간접적 보호이다. 즉, 경쟁의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의사 결정의 기초로

서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206)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율은 그 본질상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당초부터 사업자의 도덕성 그 자

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 경쟁상 균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불공정경쟁행위의 규제는 경쟁의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종래 경쟁자의 주관적 권

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점차 객관적인 경쟁질서 규범의 역할

을 담당하여 소비자 및 시장참가자의 보호까지 포함하도록 보호 목적이

확대되고 중점이 이동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는 그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실제 손해를 입은 자만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받는 소비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

권을 갖지 못한다.

Ⅲ. 우리 공정거래법의 목적

1.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규정

공정거래법 제1조는 법 목적에 대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

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

205) 박윤석(註 12), 11면.

206) 홍명수,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의의와 시사점”, 명지

법학 제15권 제1호,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68~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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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은 공

정거래법의 직접적 목적이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궁극

적 목적 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함께 추구되거나 공정하고 자유

로운 경쟁의 결과 달성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들이라는 것이다.207) 그

중 사적 집행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공정하고 자유

로운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보호’의 해석 문제이다.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가. 의의

공정거래법이 직접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중

‘자유로운 경쟁(free competition)’이란 경쟁에 참여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진 모든 사업자에게 시장이 공개되어야 하며 또 공동행위나 기업결합

에 의해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 간에 경쟁이 제한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란 사업자들 간

의 경쟁이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 같은 사업장의 장점을 중심으

로 이루어짐을 말한다.208)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은 경쟁제한행위 규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207) 신영수, “독점규제법의 목적에 관한 재고”, 법학논고 제3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

원, 2011, 371~372면; 권오승 외 7인(註 1), 18면; 다만 공정거래법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만이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이나 소비자보

호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양명조, 「경제

법강의」(제8판), 신조사, 2010, 18면.

208) 이문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상사법연구 제16

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7, 6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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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방해하거나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고, 경쟁을 직접적으

로 소멸시키는 등으로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자원의 배분적 효율

성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 때문에 이들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자유

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시장경제체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정한 경쟁의 촉진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목적이 된다. 공정

한 경쟁이 일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양질 염가의 상품이나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서 더욱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하여야 하고,

강제, 위계 등의 불공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경쟁하여서는 안 된다.209)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며,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쳐 크고 광범위한 폐

해를 야기하거나 일반화 내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할 사회ㆍ경

제적 필요가 큰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므로210)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는 단순한 당사자 차원의 정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경쟁 질서

를 확보하는 일이 된다.

이러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이라는 법목적에 대해서는 통상

그 자체로써 궁극적인 가치나 이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를 통하여 달

성할 수 있는 ‘효율적 자원배분’ 또는 ‘소비자 후생’의 제고가 공정거래법

의 궁극적 목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11)

나. 경쟁 또는 경쟁자의 보호와 사적 집행

우리 공정거래법은 경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경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가? 이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①경쟁의 보호만이 공정거래법의 목적이라고 볼 경우, 법 제56조

209) 권오승 외 7인(註 1), 19면.

210) 이황, “FRAND 확약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기준”, 

저스티스 통권 제129호, 2012, 237면.

211) 이호영(註 4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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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미국의 반독점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위반행위를

억지․예방하는 집행적 수단으로 여겨질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상 민사

적 구제수단을 ‘사적 집행’ 수단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②공

정거래법의 목적을 경쟁의 보호이며 경쟁자의 보호가 아니라고 볼 경우,

어떠한 법위반행위가 개별 경쟁자를 해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경쟁을 증진

시키는 행위라면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212) 즉, 또한 경

쟁자에게 미친 영향이 아니라 시장구조에 미친 영향을 통해 위법성을 판

단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은 없으나, 앞서 살펴본 비교법

적 검토에 따르면 경쟁법으로써의 공정거래법은 개별 경쟁자가 아닌 전

체 경쟁질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 공정

거래법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를 규제하

는 것은 이러한 경쟁제한행위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인을 직접적으

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질서 보호를 통한 시장경

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것이다.213) 비록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경쟁제

한행위가 사인들 간의 법률행위이긴 하나, 공정거래법은 사인의 권리보

호를 위한 민사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민사법은 시장을 이미 주

어진 조건으로 전제한 뒤 개별적인 법률관계에 참여하는 개인의 이익형

량을 위하여 규범적 사고의 틀을 제공하지만,214) 공정거래법은 시장 그

자체에 관여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

서 경쟁제한행위의 위법성은 개별 경쟁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닌,

사회적 경쟁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의해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 착

안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과의

212) Neelie Kroes, “Preliminary Thoughts on Policy Review of Article 82” 

(SPEECH/05/537, Speech at the Fordham Corporate Law Institute, 23rd Septemeber 

2005) p.3.

213) 동지로 김영갑,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저스티스 제30권 제4호, 한국법학

원, 1997, 67면.

214) 홍대식, “불공정거래행위와 공서양속”, 비교사법 제14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112~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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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높게 요구하므로 사적 자치와의 관련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상대

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행위 유형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215) 다만,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착취남용의 금지는 경쟁의 보호보다는 소비자를

포함한 거래상대방을 독과점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216) 착취남용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인상된 가격이 그밖에 경쟁관계나 잔존경쟁에 어떠한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217)

한편 불공정거래법으로써의 공정거래법은 경쟁의 보호보다는 경쟁자

보호와 관련이 더 깊다고 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에도 경쟁

제한성을 위법성의 표지로 하는 유형들이 있으나, 이들 유형에서의 위법

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행위에서의 위법성과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구속조건부 거래(제23조 제1항 제5호)와 같이 경쟁사업자를 직접상대방

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의 경우 위법성의 판단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다는 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에 따라 판단된다.218) 이때의 경쟁사업자는

경쟁질서의 보장을 통한 간접적 보호가 아닌 직접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

215) 홍대식(註 214), 114면.

216) 이봉의(註 21), 98면.

217) 이봉의(註 21), 98면.

218)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공정거래법이 그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의 거래거절행위를 규제하면서도 그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거래거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단지 그 거래상

대방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 관하여는 그 행위의 주체에 제한이 없으며, 

또한 그 당해 거래거절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에 주목하여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

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등으로 거래거

절이 사용된 경우 등과 같이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지 아니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특정 사업자가 당해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부당성의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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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차별적 취급(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경쟁사업자 배제(제23

조 제1항 제2호)와 같이 경쟁사업자를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하지 않

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위법성의 표지인 경쟁제한성이 ‘경쟁의 저해’,

‘소비자 후생의 저해’로써 경쟁제한행위에서와 유사하게 해석된다. 공정

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41

호, 2015. 12. 31. 개정]에서도 차별취급은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거나,219) 경쟁사업자 배제는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

수준의 저하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20)

요약하면,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경쟁

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경쟁자를 보호하려 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두에서 제기한 사적 집행과의 관련성은 경쟁제한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집행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위법성의 판단 시에도 경

쟁자가 입은 구체적 손해보다는 경쟁질서의 저해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

어질 것이다. 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부 유형에 대한 손해배상은 상대

적으로 사인의 권리 구제에 중점을 두고, 위법성 판단 시 경쟁질서보다

는 경쟁자가 입은 구체적 피해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3.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법 제1조는 소비자 보호를 공정거래법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는 그 용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다의적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비자 보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적 집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 보호를 ‘소비자의 피해의 구제’,

219)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41호, 2015. 12. 31. 일부개정] Ⅴ.2.

220)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41호, 2015. 12. 31. 일부개정] 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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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익의 회복’으로 해석하게 되면 간접구매자인 소비자일지라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경제

적 이익 침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등을 손해로 보아 일반

소비자들이 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길 것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견해는 ①소비자 보호는 경쟁이 제대로 기능하는 경

우에 얻게 되는 소비자의 이익일 뿐이며,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의미하

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221) 이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에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소비자 보호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

대시키는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 제1조의 ‘소비자 보호’는 공정하고 자유

로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자원배분과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소

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의 이익은 경쟁이 제대로

기능할 경우에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간접적인 이익일 뿐 공정거래법상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222)

한편 ②공정거래법이 ‘소비자의 피해 구제’까지 목적으로 한다는 견해

에서는 경쟁의 촉진과 개인의 이익 보호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

려 경쟁보장의 이익이 공허한 가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참가

자의 보호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23)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보호

목적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제도적 보장 이외에 소비자 개인의

보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224)

221) 권오승(註 18), 83면; 신현윤(註 27), 137면; 이호영(註 48), 2~3면.

222) 권오승(註 18), 83면; 이재구(註 20), 17면; 김윤정, “독점규제법의 목적으로서 소비

자보호의 의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고찰”, 경쟁법연구 제14권, 한국경쟁법학회, 

2006, 295면; 이기종(註 138), 1091면.

223) 김상중(註 79), 15면. 한편 해당 논의는 공정거래법 제1조의 ‘소비자 보호’의 개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경쟁법에서의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에서의 소비자와

는 달리 시장참가자의 지위에서 시장에서의 갱장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관점에서 그 지위가 고려되므로(신영수, “법개발학적 관점에서 본 소비자법의 지위

와 역할”, 법학논집 제16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11면; 홍명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관련성 고찰 :독점규제법과 소비자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4권 제1호, 한국소비자원, 2013, 49면 등), 해당 논의는 결국 공정

거래법상 소비자 보호가 소비자의 권리 구제라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어 소비자 보호의 해석 부분으로 포섭하였음을 밝힌다. 

224) 김상중, “경쟁질서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사책임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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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비자 보호의 의미를 다의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행위유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유형에서

의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 후생 증진’이며,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유형에서의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라고 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소비자의 이익 보호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에 대한 보호이며 법률상의 개인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의 의미와는 다르

다고 한다.225)

판례는 소비자 보호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판시하지 않았으나, 서울

고등법원 1996. 12. 6. 선고 96나2240 판결에서는 수입 청과물인 바나나

와 파인애플에 대하여만 판매대금의 6%의 위탁상장수수료를 징수한 행

위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라는 궁극적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경쟁

제한적 행위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면서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

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개별 소비자의 이익 보호가 아닌 구조적 측면에서 파악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우리 공정거래법의 체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에는 ③설이 타

당할 것이다.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는 ‘원활한

경쟁작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구조적인 이익’, 즉 소비자 후생의 관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제남용행위, 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와 같은 경쟁제한행위에 있어 위법성의 표지는 ‘경쟁제한성’

이며 경쟁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소비자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직접 손해를 입히지도 않는다. 다만 사회적 관

점에서 경쟁저하로 인한 ‘수요자’로서의 소비자에게 간접적 혹은 결과적

관점에서”, 경희법학 제50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89면; 한편 이선희,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

문, 2012, 9면에서는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의 근거로 소비자의 이익침해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소비자 이익의 보호를 공정거래법의 목적 중 하나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

인다.

225) 김윤정(註 222), 311~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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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손해를 입히는 것일 뿐이다. 즉, 경쟁법에서의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

에서의 소비자와는 달리 시장참가자의 지위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원활

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그 지위가 고려될 뿐이다.226)

따라서 경쟁제한행위들을 규제함으로써 달성되는 효과는 ‘소비자 후생

증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불공정성을 위법성의 표지로 하는 행위유형의 규제를 통해 소

비자가 보호받는 것은 경쟁과는 무관하게 해당 법위반행위가 소비자를

상대로 경제적 피해, 선택권 제약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부당한 고객유인(제23조 제1항 제3호)은 시장에서의 바람

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가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금지되며,227) 거래강제(제23조 제1항 제

5호)는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율

적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금지된다.228) 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통

한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 후생증진의 의미와는 구분되는 ‘소비자의 권리

실현’에 해당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229)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법의 목적인 ‘소비자 보호’ 역시 경쟁제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경쟁제한행위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의 의미는 소비자 후생을 증

진한다는 것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중 소비자를 직접상대방으로 한 행위

이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을 위법성의 표지로 삼고 있는 행

위들에서의 소비자 보호는 말 그대로 소비자의 직접적인 이익을 보호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소비자 보호의 의미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226) 신영수(註 223), 111면; 홍명수(註 223), 49면 등.

227)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4. 

228)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5. 

229) 김윤정(註 222), 295면; 김성천·김재영, “경쟁법제와 소비자법제 연계방안 연구”, 한

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20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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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소비자 보호’의 의미

경쟁제한행위 규제 소비자 후생 증진

경쟁제한성을 위법성의 표지로 하지 않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소비자 이익 보호

[표 4] 공정거래법 목적으로써의 소비자 보호

제 3 절 공정거래법의 보호법익과 사적 집행

Ⅰ. 사적 집행에 있어 공정거래법 보호법익의 의의

1.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의 의의

공정거래법의 보호법익은 사적 집행 수단 중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민사적 손

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사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계와 판례에서는 공법적 법규의 위반행

위에 따른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법규가 공공일반의 이익만이 아

니라 부수적으로나마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230) 판례 중에는 “카지노의 배팅한도

액 제한 규정은 일반 공중의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더 나아

가 카지노 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예도 있다.231) 따라서 공정

230)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

결; 김재형, “법규위반과 불법행위책임”, 판례실무연구 11(상), 사법발전재단, 2014, 

674면; 김상중(註 79), 15면; 이현경,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의무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하여”, 법경제학연구 제

12권 제2호, 한국법경제학회, 2015,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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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이 객관적 경쟁질서의 보호를 넘어 사인의 권리까지 보호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사인이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적 집행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공정거래법의 보호법익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 및 손해의

범위와 직결된다.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는 단순히 사실적 개념에 그치지

아니하고, 규범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불이익을 입은 모든 자에

게 손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손해배상의 주체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같이 다수

에게 여러 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를 어디

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도매업자 A가

가격남용행위를 하여 물건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를 구입한 소매업자 B

가 상승된 가격으로 소비자 C에게 재판매한 경우, A의 직접 거래상대방

은 B이지만 간접구매자인 C역시 손해를 입었으므로 C에게도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민법상 직접

피해자에게 가해진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유

사하다. 가령 가해자가 송전선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전력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써 해당 송전선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던 주변 상인들에게

영업상 손실을 야기하자 상인들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송전선 절단 사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때 판례는 손해

배상청구의 인용 여부를 예견가능성 및 상당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의 문제로 다루면서,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

여, 가해자가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한 경우 그 전선으로부

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던 원고의 영업 손실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232)

231)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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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뿐만 아니라 손해의 주체의 문제이기도 하

다. 이때에도 ‘누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가’라는 가치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이다.233)

미국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손해(antitrust injury)’라는 독자적 개념을

도입하여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상 손해를 입은 자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

도록 하고 있다.234) 반면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손해개념을 도

입하지 않았으며, 손해를 ‘차액설’에 따라 ‘법 위반행위 전․후 이익상태

의 차이’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차액설에 의하더라도, 무엇을 민사법

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손해로 볼 것인지235)에 대해서는 규범적 평가가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공정거래법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는 이러한 규

범적 평가의 기준이 된다.

2. 금지청구제도에 있어서의 의의

공정거래법에는 아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도입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금지청구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도입될 것인

지 그 구체적 입법 방식은 공정거래법의 보호법익에 따라 정해진다. 특

히 보호법익 논의는 금지청구의 원고적격 또는 인과관계의 문제와 관련

성을 갖는다. 국회에 제출된 여러 금지청구제도 도입안은 금지청구권자

를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236)

23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52311 

판결 등.

233)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곽민희, “불법행위에 있어서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0 참조.

234) 이후 제4장 제2절 Ⅳ. 3.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235) 이는 손해의 개념에서 파악될 수도 있고 손해의 범위에서 파악될 수도 있다. 손해

의 범위에서 파악되면 상당인과관계에서의 규범적 판단이 될 것이다.

236) 민병두 의원안(2018. 11. 19. 제안, 의안번호 제2016674호), 정부안(2018. 11. 30. 제

안, 의안번호 제2016942호), 고용진 의원안(2018. 12. 10. 제안, 의안번호 제201749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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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거래상대방, 경쟁자,

소비자 등 많은 시장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법위반행위

의 광범위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

은 모든 자들에게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예를 들어 시장지배

적사업자 A의 지위남용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 B가 특정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다고 가정하자. B의 충실한 고객이었던 소비자 C는 B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선택권 침해를 근거로 A에게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법위반행위자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필요하다. 미

국에서는 손해배상에서와 동일하게 이를 원고적격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인과관계 단계에서 판단될 것이다.

Ⅱ. 독일법상의 보호법익 논의

가. 경쟁제한방지법

경쟁법의 보호목적 논의는 독일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문제이다.

이는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제823조 제2항237)이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타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를 위반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과 관련이 깊다.

독일 구 경쟁제한방지법 제35조238)는 독일 민법 규정의 영향을 받아

“타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만 손해배상책임

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경쟁제한행위의 규제를 통해 단

순히 ‘제도로서의 경쟁’이 아닌 ‘개별 시장참가자들의 이익’까지 보호하려

237) 독일민법 제823조(손해배상책임) ②타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를 위

반한 자는 제1항에서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다만, 내용에 따라 무과실로도 위반될 수 

있는 법규의 경우에는 오직 과실로 행해진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238)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35조(손해배상책임) ①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규정을 위반

한 자는 만일 그 규정이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

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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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가 달라

졌다. 종래 독일에서는 주관적 권리의 보호와 객관적 제도의 보호를 대

립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경쟁제한방지법은 개인의 보호가 아닌 시장참가

자의 경쟁의 자유와 시장경제제도로서의 경쟁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으

로 보았다.239) 따라서 제도의 보호에 대한 반사적 효과로 일정한 시장참

가자들의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에도 이들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240) 특히 배타적 거래조건부 거

래, 담합행위 등의 경우에는 그 인정에서 소극적 태도를 취해 왔다.241)

법원 역시 보호법규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해당 행위가 원고의 지위를 악화시키거

나 시장진입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된다고 하거나,242)

비타민 담합의 목적은 시장 전체에 높은 가격을 만들려는 것이지 개별

시장참가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비타민 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243)

위와 같은 보호법규성의 적용은 ①경쟁제한금지법이 의도하는 경쟁질

서의 보장이라는 공적 목적과 시장참가자의 개인적 보호라는 목적이 결

코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경쟁질서의 유지라는 공적 목적은 시장참가

자의 개인적 보호를 도외시하고서는 공허하게 될 뿐이라는 지적과, ②개

별적 거래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쟁

제한행위에 대한 민사법적 규제수단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강한 비판

을 받아왔다.244) 더구나 2001년 ECJ에서는 Courage Ltd. v. Crehan 판

239) Würdinger, Freiheit der persönlichen Entfaltung, Kartell- und Wettbewerbrecht, 

1953, auch in WuW 1953, 721 ff. [Fritz Ritter(권오승 역), 「독일경쟁법」, 법문사, 

1997, 152면 각주 62)에서 재인용]

240) Würdinger, Freiheit der persönlichen Entfaltung, Kartell- und Wettbewerbrecht, 

1953, auch in WuW 1953, 721 ff [Fritz Ritter(권오승 역), 「독일경쟁법」, 법문사, 

1997, 152면 각주 62)에서 재인용] 

241) Christian Alexander, Schadensersatz und Abschöpfung im Lauterkeits- und 
Kartellrecht, Mohr Siebeck, 2010, S.362.

242) BGH vom 25.1.1983, BGHZ 86, 324, 330 - Familienzeitschrift

243) LG Mannheim, Urt. V. 11.7.2003-7 0 326/02; LG Mainz, Urt. V. 15.1.2004-12 HK 

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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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245)에서 수직적 거래제한 합의의 당사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

된다고 판시하면서 회원국은 EC 조약 제81조 제1항 위반행위로 인한 모

든 피해자들을 위하여 손해배상을 위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

을 명백하게 선언하였다.

독일의 보호법규성은 Courage Ltd. v. Crehan 판결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독일에서는 2005년 제7차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제35조의 ‘보호법규성’ 요청을 삭제하고, 제33조에 ‘경쟁제한방지법의 규

정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경쟁업자 또는 그 외 시장참가자

로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였다.246) 그러나 이는 독일 구 경쟁제한방지법 하에서 판례가 보

호법규성을 지나치게 좁게, 즉 경쟁자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지향된

경쟁제한행위에 한하여 그 경쟁자나 거래 상대방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

악하였던 데 대한 대응으로 그러한 판례를 폐기하는 취지일 뿐, 위반과

침해 사이의 귀속관련 내지 위법성관련이 고려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다. 손해를 입은 자(Betroffene)라는 표현에 이미

그러한 보호목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247)

244) Christian Alexander(註 243), S.370; 김상중, “경쟁질서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 민사책임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경희법학 제50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91면; 최재호,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고

려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07, 17면.

245) 이 사건은 영국 맥주판매시장의 19%를 점유한 Courage사가 독점적 맥주 공급 계

약에 따라 맥주를 공급받아 온 Crehan을 상대로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청구하자, 

Crehan이 해당 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건이었다. Case C-453/99 [2001] ECR I-6297.

246) 독일 경쟁제한금지법[2005. 7. 15. 공포, BGBl. I S. 2114; 2009 I S. 3850] 제33조(금

지명령, 손해배상책임)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EC조약 제81조와 제8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위

반행위를 제거할 것과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를 진다. 만약 침해가 

임박했다면 법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경쟁자 또는 다른 시장참가자는 금지명령

을 청구할 수 있다. 

247) Langen・Bunte/Bornkomm, Kartellrecht Kommentar Bd. 1, 12. Aufl., 2014, 

Luchterhand Verlag, § 33 GWB, Rn. 3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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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경쟁방지법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민법상 특수한 불법행위의 유형으

로써, 독일 민법에서와 같이 사인(경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

로 여겨져 왔다. 본래 1896년 제정 당시의 부정경쟁방지법은 5가지의 행

위 유형(부실광고, 수량사기 행위, 영업비방, 타인 표장의 부정사용, 영업

비밀의 누설 및 부정이용)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금지청구권만을 인정할 뿐이었다.248)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나

머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은 독일 민법 제823조 및 제826조에 의거하

여 규제되었는데, 동조에서는 불법행위가 절대권을 침해할 것을 요구하

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다른 경쟁자의 주관적이고도 절대적인

권리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입론이 필요하게 되었다(권리보호설). 권리

보호설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목적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라고 하

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인격권(인격권설), 영업권(영업권설), 재산권(재산

권설) 등의 절대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249) 그러나 권리보호설은 근

본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조에서 권리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공서양속에 위반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와 금

지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

후 1909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조항이 도입되어 절대적 권

리의 침해를 전제하던 권리보호설은 유력한 근거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

였다.250)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쟁자 또는 경쟁자 전체의 주관적 권리가 아

니라 객관적 법질서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등장하였다(객관적 법

질서보호설).251) 객관적 법질서설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최우선적 과

248) 이상정, “부정경쟁금지법리의 발전”, 경쟁법연구 제1권, 한국경쟁법학회, 1989, 86면.

249) 각 학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3, 54~58

면 참조.

250) 정호열(註 249), 53면.

251) Volker Emmerich, Das Recht des unlauteren Wettbewerbs, 3.Aufl., Verlag 

C.H.Beck, 1990, S.16.; R. Knöpfle, “Der Rechtbegriff “Wettbewerb” and die Realit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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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쟁자, 다른 시장참가자, 그리고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

한 객관적 행위규범을 정립함으로써 경쟁질서를 확보하고 그 기능을 다

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52)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보호목적론의 흐름에 맞추어 1965년 개정시

소비자 단체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부여하였

으며, 2004년 개정 이후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을 “경쟁업체, 소비자

및 기타 시장 참가자를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

고 명시하여,253) 부정경쟁방지법이 경쟁자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 이외

에도 객관적인 행위규범으로써 기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에서는 앞서 경쟁제한방지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관적

권리의 보호와 객관적 제도의 보호를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수범자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인의 손해배

상청구권이 원칙상 발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

법의 보호목적을 객관적 법질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보더라도, 부

정경쟁행위가 개인의 주관적 권리침해를 전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다.254) 이를 반영하듯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제8조), 손해배

상청구권(제9조)은 제3조 제1항255)만을 근거규정으로 하며, 제3조 제2

항256)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청구권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257) 즉, 경쟁자와 기타 시장참가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

des Wirtschaftslebens“, Kartellrundschau H. 7, 1966 S.34ff [정호열,(註 246), 60면에

서 재인용].

252) Baumbach/Hefermehl, Wettbewerbsrecht, 16.Aufl., 1990, UWG Einl., Rn. 50 [정호

열(註 249), 60면에서 재인용].

253)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업체, 소비자 및 기타 시장 참가자를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보

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그것은 왜곡되지 않은 경쟁 속에서 대중의 이익

을 보호해야 한다.”

254) 박윤석(註 12), 11~12면.

255)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①부정경쟁행위는 금지된다.

256)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②소비자를 향하거나 소비자와 관련된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영업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행위에 현저한 침

해를 가져오는 경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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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해당 경쟁자 및 시장참가자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

으나, 소비자의 이익만을 침해하는 영업행위인 경우에 일반 소비자는 손

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Ⅲ. 우리 공정거래법의 보호법익

1. 공정거래법의 사익 보호성

우리 공정거래법의 보호법익에 사인의 보호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물론이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

위, 부당공동행위 등의 경쟁제한행위 유형 역시도 경쟁질서 유지라는 제

도적 보장 이외에 이를 통한 시장참가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포

함한다고 보고 있다.258)

공정거래법에 아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제56조

의 손해배상제도에서는 ‘모든’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누구나’ 손해배상청

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입법하면서 청구권의

주체에도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이 제정 당시부터 사인의 보

호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추론케 한다. 판례 역시 별다른 의문 없이

여러 차례 민법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를 인용하여 왔던 바,259) 공정거래법은 적어도 부수적으로라도

사익 보호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익보호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인의 범주를 나누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 제기되었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부분은 담합행위로 인한 거래의 직접 상대방 또

257) 박윤석‧안효질,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개정 동향”,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한

국법학원, 2016, 266면

258) 김상중(註 79), 14면; 이선희(註 224), 126~127면. 

25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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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접구매자인 소비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였다. 따라서 소송에서의 주

된 논점은 차액설에 따라 법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상가격

을 어떻게 산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할지 여부였으며, 보호법익은 중요하

게 다투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만일 기업결합행위와 같이 거래상대방

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거나, 담합행위에서 직접구매자 또는 간접구매

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무엇이 법적으

로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인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해진다. 더불어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업자 또는 담합행위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금지청

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공정거래법의 보호법익에 따라 달

라질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인의 범주를 ①거래상대방 ②경쟁자, ③일반 소

비자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공정거래법의 사익보호성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만, 금지청구제도에 있어

서의 보호받아야 할 사인에 대한 문제는 금지청구제도의 본질, 구체적

입법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미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후 제4장 제4절에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 본 장에서는 손해배상제도에 중점을 두고 논의

하도록 하겠다.

2. 사인에 따른 구체적 보호범위

가. 거래상대방

앞서 공정거래법의 목적260)에서 착취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

상대방의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함을 살펴본바, 이러한 행위들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은 공정거래법의 보호범위에 당연히 포함된

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가 규제되

260) 본장 제2절 Ⅱ. 2.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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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경쟁의 보호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

기 때문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신에게 불리하게 책정된 가격으로 물건을 매수한 거래상대방은 가격남용

행위 규제의 직접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이 때 거래상대방이 배상받아

야 할 손해는 ‘부당하게 형성된 가격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될 것이다.

한편 배제남용을 포함한 나머지 경쟁제한행위는 경쟁의 보호를 목적으

로 하므로, 경쟁제한행위가 거래행위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행

위의 위법성은 ‘거래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아닌 ‘경쟁에 미치는 영향’임

을 앞서 살펴보았다.261) 그러나 비록 위법성 판단이 경쟁제한성에 의해

이루어질지라도, 일단 경쟁제한행위로써 인정된 이상 해당 행위의 규제

로부터 경쟁자를 비롯한 시장참가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즉, 경쟁제한행위는 경쟁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되나 간접적․

결과적으로 경쟁자 및 시장참가자까지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

쟁자인 거래상대방, 시장참가자인 거래상대방 모두 공정거래법의 보호범

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배제남용에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귀

속되어야 할 손해는 ‘일실이익(거래거절행위인 경우)’ 또는 ‘해당 거래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서 수익을 공제한 금액(거래강제행위인 경우)’이 될

것이며, 부당공동행위에 있어 손해는 ‘담합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

상의 시장가격과의 차액’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손해를 입은 거

래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61)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

을 가지고 거래거절을 한 모든 경우 또는 그 거래거절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

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ㆍ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

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

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래거절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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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발생시킨

다. 바로 사적 자치에 대한 침해 문제이다. 예를 들어 가격담합으로 인하

여 어떤 제품의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상승되었는데, 매수인은 담

합사실을 모른 채 150원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여 제품을 매수하였

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56조의 요건을 따져보

면 매수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다. 매수인은 진정한 의

사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가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이 경우 손

해는 차액설에 의하여 50원이 될 것인데, 5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마치 매매계약이 100원에 체결된 것과 다름없도록 만드는 것이 된

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후견적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거래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

다. 이는 곧 후견적 패러다임이 강화되면서 자율 패러다임을 잠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262)

종래 보호법규성을 요구하던 독일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부당공동행위의 금지 등 자유경쟁질서라고 하는 경제 전체에 일정

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법규정은 보호법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았었다.263) 이는 위와 같은 패러다임의 충돌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

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후 보호법규성을

폐지하고 부당공동행위의 거래상대방에게도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

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공정거래법은 처음부터 부당공동행위의 거

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 왔다.264) 이와 같은 금지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사적 자치와 잘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

262) 자율 패러다임과 후견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권영준(註 194), 191~192면 참조.

263) 정상조, “독점규제법에서의 민사적 제재2”, 사법행정 제32권 제10호, 한국사법행정

학회, 1991, 59면; 관련 논의는 이봉의, 「독일경쟁법」, 법문사, 2016, 36면; Fritz 

Ritter(권오승 역), 「독일경쟁법」, 법문사, 1997, 25~26면 참조.

264)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의 대부분은 담합에 기반한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것이었

으며, 소송에서의 주된 논점은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것이었지 

손해의 귀속 문제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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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는 ‘사적 집행’의 관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되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불문

하고 법위반행위를 억지ㆍ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자로써의 지위를 거래상

대방에게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은 법위반행위자

와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며 법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집행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나. 경쟁자

경쟁자는 경쟁제한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쟁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로는 ①경쟁자가 법위반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시장지배적사업자가 경쟁자인 거래상대방에게 부당

하게 불리한 거래를 강제한 경우 등) ②경쟁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것

은 아니나 특정 경쟁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법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목

적으로 원재료업자와 사이에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등) ③특정 경쟁자를 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나 경쟁질

서를 무너뜨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

우(입찰담합으로 인하여 담합에 비참여한 경쟁자가 낙찰되지 못한 경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자가 축출된

경우 등)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은 앞선 ‘거래상대방’에 포함되므로, 여기에서 논의되어야 할 경쟁자

는 ②와 ③이다. 먼저 ②는 제3자의 채권침해 중 ‘제3자가 장래의 계약관

계에 대한 침해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265)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

265) 제3자의 채권침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①기발생된 채권뿐만 아니라 장래채권으로 

성립될 수 있는 이익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채권침해로 보는 광의설과, 

②채권침해를 좁게 파악하여 채권자의 채권이 제3자의 방해로 소멸하고 손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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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사업자(A) 부품업체(B)와의 배타조건부 거래를 통해 부품업체(B)

와 경쟁사업자(C)간의 부품구매계약 체결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A가 시

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는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B와 C사이의 계약

체결을 방해한 것으로써 제3자의 채권침해로써 불법행위가 된다. 이 경

우 경쟁사업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

며, 경쟁사업자의 손해는 법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

이익, 즉 일실이익이 될 것이다.266) 한편 ②는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경쟁

제한행위에서의 보호 대상도 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행위

자가 아닌 경쟁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로는 경쟁사업자 배제(제23조

제1항 제2호), 부당한 고객유인(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과 같이 경쟁제

한성이 위법성의 표지가 되는 행위유형들이다. 예를 들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내의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한 경우(부당한 고객유인)에는 해당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불

공정거래행위유형 및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경쟁사

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나, 해당 규제를 통해 경쟁사업자는 결

과적․간접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쟁자 역시 보호범위에 포

함되므로 공정거래법 제56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경쟁자의 손해는 일실이익이 될 것이다.

한 경우에 채권침해가 있다고 보는 협의설이 있는데, 판례는 광의설의 입장에서 ‘제3

자가 계약의 체결이나 갱신을 위법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본 논문에서도 광의설 

및 판례의 입장에 따라 기존의 계약에 대한 방해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경우까지 제3자의 채권침해에 포함된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도록 한다.

266) 배제남용행위에 대한 것은 아니나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판례에서도 일실이익

을 손해로 보았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2나8951 판결: “피고가 아파트 입주자들과 위성방송위탁계약을 체결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들과 유선방송공급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

라 입은 손해는 유선방송공급 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수신

료 총액에서 중계유선방송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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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 경쟁자로는 부당공동행위, 기업결합에서의 사업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역시 경쟁의 보호를 통해 간접적․결과적으로 보호받는

경쟁자이므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사적 집행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는 아직 없으나,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

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경쟁사업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의 제3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서 제1, 2순위인 A와 B가 없

었다면 제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아 낙찰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와 B의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범죄로 인하여 낙찰자가 되지 못하는 법

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267) 또한 미국에

서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쟁사업자가 원고가 되어 담합업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268)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③의 경쟁자는 모든 부당공동행위 및 기업결

합에 대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가격담합으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경우, 동 제품을 종전가격

으로 판매하는 경쟁자 C는 오히려 매출이 상승하는 이익을 얻게 될 것

이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담합업체나 결

합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그 만큼 경쟁자들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여 이윤상실을 발생시킨다고 하여도, 경쟁자들이 상실한 이윤은

경쟁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로써 셔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경제적

시스템의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반독점법상 손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

다.269) 더구나 기업결합의 경우 아직 경쟁자에게 구체적․실질적 손해를

발생하기 전 단계로 보아야 하므로, 보호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더라

도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내기는 어렵다.

267)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마83 전원재판부 결정[무혐의처분취소].

268) Bigelow v. RKO Radio Pictures, Inc., 321 U.S. 251(1946). 

269) Cargill, Inc. v. Monfort of Colorado, Inc., 479 U.S. 104, 116 (1986); Port Dock & 
Stone Corp. v. Oldcastle Ne., Inc., 507 F.3d 117 (2d Cir. 2007); Car Carriers v. Ford 
Motor Co., 745 F.2d 1101, 1109 (7th Cir. 1984). 이후 제4장 제2절 Ⅳ. 3.에서 상세

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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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

소비자 역시 ①직접 거래상대방인 소비자 ②간접구매자인 소비자 ③구

매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의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때 ①은 앞

서 ‘가. 거래상대방’에 포함시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②와 ③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②간접구매자인 소비자의 문제는 주로 부당공동행위 중 가격담합, 시

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가격남용행위 등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사업

자가 법위반행위를 통해 어떤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해당 제품을 직

접구매자에게 판매한 뒤, 직접구매자가 다시 그 제품을 상승된 가격으로

간접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제품의 가격 상승 효과는 간접구매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이 때 간접구매자가 직접 법위반행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구매자의 손해

배상 문제에 대해 미국은 원고적격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미국 연방대

법원은 직접구매자가 초과가격에 대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으므로 간

접구매자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70) 우리

법에서는 주장자체로 원고적격을 갖게 되므로 미국과 같은 간접구매자의

원고적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간접구매자가 보호범위에 포

함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간접구매자가 입은 손해를 법위반행위자에게 귀

속시킬 것인가, 즉 간접구매자를 손해배상청구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

및 간접구매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아야 할 손해로 볼 것인가의 가치판

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판례는 교복업체의 가격담합 사건에서 간접구

매자인 소비자가 교복의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71)

270) Illinois Brick Co. v. State of Illinois, 431 U.S. 720 (1977). 

271) 서울고등법원 2007. 6. 27. 선고 2005나109365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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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같은 경쟁제한행위에

있어서는 간접구매자인 소비자 역시 앞선 ③의 경쟁자와 같이 경쟁의 보

호를 통한 간접적 보호를 받으므로, 보호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이 때 간

접구매자인 소비자의 손해는 직접 거래상대방의 경우와 동일하게 차액설

에 따라 ‘법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이 될 것이다. 다만 직접구매자

와 간접구매자가 모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법위반행위자는 중복배상

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에 법위반행위자가 직접구매자를 상대로 하

여 ‘손해전가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는 이후 제4

장 제4절 ‘손해배상액 제한의 문제’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제는 ③의 일반소비자이다. 일반소비자가 법위반행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로는 독점의 공고화 또는 경쟁 왜곡에 따른 선택의 자유 침

해, 대체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후자에 대

해서는 항을 나누어 ‘라. Umbrella effect’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소비자 보호는 소비자 보호 중에서도 ‘소비자 이익’이 아닌 ‘소비

자 후생 증진’의 관점에서의 보호이다. 소비자 후생 저해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가 선택권 침해 등의 사중손실(死重損失; deat weight loss)에 대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판례는 아

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한 것은 아니나 부정경쟁

방지법과 관련하여, ‘경쟁질서를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쟁자보호의

차원을 넘어 일반소비자를 포함한 시장관계자 전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 내지 경쟁질서의 확보에도 이바지하여야 하고, 또 이들에

대한 보호는 경쟁자 보호의 종된 효과 또는 반사적 효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272)

앞서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경쟁제한성을 위법성의 표지

로 하는 행위유형의 경우 경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여기서의 경쟁

은 ‘소비자 후생 증진’의 의미로 읽힘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272) 정호열(註 249),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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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규제에 있어서는 일반소비자의 선택권 보호가 당연히 보호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의 나머지 유형의

경우에는 개별 거래행위의 공정성 확보를 규제의 목적으로 하는바 거래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소비자의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를 상정

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구입강제와 같은 행위유형에 대하여, 구

입을 강제당한 소비자 이외에 구입강제와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

반소비자가 경쟁왜곡에 따른 선택권의 침해 등을 받는 경우를 쉽게 생각

하기 어렵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도 경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

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

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소비자의 권리 역시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곧바로 개별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중에는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것은 아니나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영업 손실을

입었음을 근거로 인근 상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집

시법의 규정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집회ㆍ시

위의 자유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근 상인들의

영업상 손실 등과 같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 대책회의 등이 집시법 규정에 위

반하여 이 사건 시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273) 또한 판

례 중에는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

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개설된 모용계좌를 사용하여 사기적 거래관계를

맺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금융기관

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사기

2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5. 선고 2008가합69164, 71938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

19민사부 2012. 1. 31. 선고 2011나16525, 16532(병합) 판결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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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거래관계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에 의하여 단순히 원인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입금하는 데 이용되거나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피

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득금 등을 입금ㆍ보관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모용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거나 가해자가 그 모용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권에 대한 접

근 및 침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

한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

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위와 같은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74)

손해는 법적인 개념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불이익이 아

니라 규범적 판단을 거쳐 법률상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불이익으로 판단

된 경우에 비로소 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행

위처럼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법적인 손해로 파악할 것인지에 대

한 정밀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불법집회에 관한 판시를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이 비록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개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274)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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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을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개별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남소(濫訴)의 문제를 발

생시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

성 증대라는 규범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손해배상청구권의 주

체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반 소비자 전체에 집행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과잉억제가 될 수 있으며, 소송가능성을

부담으로 여긴 사업자들은 경쟁을 촉진하는 행위까지 단념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오히려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원고가 법위반

행위의 존재, 손해 및 인과관계,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소비자의

경우 비구매자였던 자신이 법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물품을 구매하였

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법위반행위로 인한 사중손실을 구하여

그 중 자신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정

확한 측정과 증명이 매우 어려우므로 인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지 않다.

반면 일반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 사업자

들은 손해배상의 우려 때문에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활동까

지 꺼리게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손해의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손해의 직접성, 구체성, 특정성, 법익과의 거리,

법익에 야기된 불이익에 대한 법적 가치판단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

려되어야 한다.275) 일반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및 사중손실 등의 손해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위반행위와 법익과의 거리

가 너무 멀다고도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주된 목적이 개별

사인을 보호하는 것보다 경쟁질서의 보호, 경쟁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점

을 고려하여 볼 때 일반소비자에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여되어야 한

275) 정상조·권영준,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법조 제58권 제3호, 법조협회, 

2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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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 Umbrella effect의 문제

Umbrella effects는 어떤 제품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그 여파가 대

체재의 수요로 전환될 때 나타난다. 즉 공급자들이 담합을 하여 어떤 제

품의 가격을 인상시킨 경우, 소비자들의 수요는 같은 제품군에 속하며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대체재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대체재를 생산하는

공급자들은 수요상승에 따라 가격을 인상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 해당

제품군 전체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담합 비참여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모든 구매자들이 인상된 가격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일

련의 효과를 Umbrella effects라고 부른다.276)

Umbrella effects는 특히 부당공동행위에 있어 비담합업체의 거래상대

방이 담합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 즉, 담합업체

들은 담합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대체재로 수요가 이동할 것임

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담합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거래상대방이라도 담합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

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다투어진다.

Umbrella effects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

립이 있다. ①부정설은 Umbrella effects로 인한 대체재의 가격인상분은

담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가격인상은 담합의 우연한 부작용으로써 비담합업체의 독립적인 경제적

결정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담합업체의 손해배상 범위 밖의 것이라고

한다.277) ②긍정설은 Umbrella effects도 담합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손

276) Dorothy Hansberry·Christina Hummer·Morvan Le Berre·Mélanie Leclerc, “Umbrella 

Effect: Damages Claimed by Customers of Non-cartelist Competitors”,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 Practice, Vol. 5, No. 4, 196 (2014).

277) Niamh Dunne, “It never rains but it pours? Liability for “umbrella effects”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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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이며,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278)

이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Case C-557/12, Kone and others v.

OBB-Infrastruktur AG에서 주목할 만한 예비적 판단을 내렸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ÖBB-Infrastruktur)는 오스트리아 철도 네트워크 관리자

로써,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구매자였다. 원고는 엘리베이터

공급업체인 피고들(Kone, Otis, Schindler, ThyssenKrupps)의 가격담합

으로 인해 800만 유로가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중 180

만 유로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엘리베이터 공급업체들로부터 시장가격

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엘리베이터를 구매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원고

는 이를 Umbrella effects에 의거하여 손해로써 주장하였다.

오스트리아 법원에서는 오스트리아 법의 시각에서 Umbrella claim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①오스트리아 일반민법 제1295

조279)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데, 행위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

으며, ②오스트리아 일반민법 제1311조280)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규’에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여야 하는데 Umbrella effects는 해당 경쟁법규의

보호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비록 담합업체가 자신들의 담합으로 인하

EU competition law in Kone“, Common Market L. Rev. 51, 1813~1814 (2014).

278) Niamh Dunne(註 277), 1819.

279)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제1295조 

   ①가해자의 과책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손해는 계약상 의무의 위반 또는 계약과는 관계없이 야기된 것이어야 

한다.

   ②공서양속에 반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손해를 가한 자도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권리의 행사 중에 발생하면 그 권리의 행사가 명백히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그러하다.

280)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제1311조

   손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규에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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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체재의 가격상승을 불러올 것을 의도하였더라도 그들이 비담합업체

의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281)

그러나 EU 사법재판소는 비담합업체의 독립적인 가격인상결정도 담합

에 의해 왜곡된 시장상황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비담합업체의 소비자

가 입은 손해도 담합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손해 중 하나라고 판시하였

다. 이에 따라 특정한 시장 조건이 Umbrella effects를 불러일으킨 경우

에는 비담합업체의 소비자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비담합

업체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조건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

시하였다.282)

미국의 하급심 판례는 umbrella effect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Mid-West Paper Products Company

판결283)에서 umbrella effect 이론을 부인하였다. 동 사건은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고객이 가격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3배

배상을 청구한 것이었는데, 법원은 간접구매자의 원고적격을 부인한

Illinois Brick 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들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Beef Industry 사건284)에서 소고기의 도매가격

에 대해 담합을 한 업체들을 상대로 원고가 주장한 umbrella effect를 받

아들인 바 있으며, State of Washington v. American Pipe &

Construction Co. 판결285)에서는 카르텔 비참가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

매한 원고가 피고의 가격고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

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281) Oberster Gerichtshof, Urt. v. 17. Oct. 2012, 7 Ob 48/12b.

282) Judgment in Kone, Case C-557/12 (5 June 2014), para. 31~35.

283) Mid-West Paper Products Company v. Continental, 596 F.2d 573 (3d Cir. 1979).

284) In re Beef Industry Antitrust Litigation, 600 F.2d 1148 (5th Cir. 1979), cert. 

denied, 449 U.S. 905 (1980).

285) Washington v. American Pipe & Constr. Co., 280 F.Supp. 802 (W.D. Wash.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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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아직 Umbrella effects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286) 다만 판례 중에

는 A, B, C 정유사가 경유판매가격의 인상을 담합하였던 사건에서, 원고

들이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가격을 올린 D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경유에 관하여도 담합에 가담한 A, B, C 정유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

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D가 A, B, C의 담합에 영향을 받아 자신이

공급하는 경유의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담합 피고

들에게 시장점유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고 판단한 원

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287) 해당 판례는 Umbrella

effects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를 설시한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담합행위와 비담합업체의 가격 인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Umbrella effects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므로 참

고할 바가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한다는 공정거래법의 규범목적에 비추

어 볼 때, 법위반행위와 경쟁자의 후행 행위에 대해 인과관계가 증명될

수 있다면 경쟁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거래상대방까지 보호범위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 불법행위의 체계

상 비담합업체의 거래상대방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

다. 비담합업체의 거래상대방은 ①담합으로 인하여 제품의 가격이 상승

하였으며, ②그로 인하여 비담합업체가 대체재의 가격을 상승시켰고, ③

그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①과 ③에 대한 증명도 쉽지 않을 것이나 ②의 경우 담합업체들의 제품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여 비담합업체의 대체재 가격이 동반 상승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비담합업체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가격을

인상시키고자 할 것이므로 자발적 의사에 의해 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

286) 이에 대한 논문으로 최난설헌, “카르텔에 대한 사적 소송과 Umbrella effects 이론”, 

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87) 대법원 2016. 11. 14. 선고 2014다81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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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비담합업체의 거래상대방이 대체재의 가격 인상이 궁극적으

로는 담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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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적 집행 방법 ①: 손해배상제도

제 1 절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 개관

Ⅰ.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의의

1. 공정거래법 제56조의 입법취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인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은 제정 당시부터 제45조 제1항에

별도의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288) 이는 사인이 용이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여러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

니라 증거가 위반행위자에게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고의ㆍ과실 및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경쟁제한행위

는 경쟁제한성에 의해 위법성이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경제분석 등에 의

하여 경쟁제한성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대의 복잡한

시장 환경에서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므로,

법위반행위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손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

렵다. 이에 1980년 제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2항에서는 무과실 책임주

의의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289)

28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3320호, 1980. 12. 31. 제정] 

   제45조(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

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8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3320호, 1980. 12. 31. 제정] 

   제45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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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4년 대폭적인 법 개정에 따라 당시의 무과실 책임 규정인

제56조 제2항 규정이 삭제되고 제1항에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

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하는 단서규정이 신설되었다.290) 이에

따라 종래의 무과실책임은 폐지되었으며 단지 과실의 증명책임만을 사업

자에게로 전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무과실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의 전환은 정부의안(의안번호 제1700072,

제17대 국회 제247회)에 의하여 처음 제안된 것으로, 정무위원장의 대안

(의안번호 171012, 제17대 국회 제250회)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각 회기

의 회의록에는 과실책임으로의 개정 이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추측컨대, 이러한 개정은 2004년의 다른 개정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04년 법 개정시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가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정조치 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가해자가 무과실책임까지 지도록 할

경우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해질 염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무과실책임

을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291)

2.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29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의 일

29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7315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56조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

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1) 권오승·이민호(註 64), 92면;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에서는 “무

과실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음

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반 불법행위의 경

우보다 용이하게 하는 한편,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피해

자가 이를 재판상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하여 그 전에 하는 재판상 주장을 제한하는 취

지로 볼 것”이라고 판시하여 시정조치 전치주의와 무과실책임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

는바, 이러한 취지에서도 시정조치 전치주의 폐지와 함께 무과실책임도 폐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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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근거규정인 민법 제750조와 별도로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 추가적

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억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다.293)

다만 불법행위책임으로 볼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양자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종래 시정조치 전치주의294)를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

치가 확정되지 않은 때에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에

서 비롯되었다.295)

구 공정거래법 제57조 제1항 단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

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종래의 통설

인 청구권경합설에 의하면 피해자가 양자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

다.296)

그러나 2004년 시정조치 전치주의가 폐지됨에 따라, ①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의ㆍ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전환되었을 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하므로 양자는 서로 경합하며 전자가 후자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법조경합설297)과 ②법 개정과 상관없이 공정

거래법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건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피고는 오로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한정되고 사업자의 피용자 등은 피고로 할 수 없다

는 점,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주의의무 위반은 민법

292) 이기종, “독점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법원의 손해배

상판결의 관계”, 상사판례연구 제8집, 한국상사판례학회, 1997, 297면; 김차동, “공정거

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그 개선방향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17975 판결-”, 상사판례연구 제30집 제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7, 178면.

293) 김차동(註 292), 177면.

294) 시정조치 전치주의(“시정조치 선확정주의”라고도 함)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

다. 이후 “3. 손해배상제도의 비활성화와 시정조치 전치주의의 폐지”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95) 이선희,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1, 민사판례연구회, 2009, 924면.

296) 강명수(註 56), 10면; 이기종(註 292), 297면.

297) 이호영(註 48), 561~562면; 이선희(註 224),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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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른 특수한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자는 여전히 청구권 경합관계라는 청구권경합설298)이 대립하게 되었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청구권경합 관계인지 여부에 대해 판시한 것은 없

으나,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하여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민법상

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것이 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5843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권은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에 관하여

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생각건대, 양자는 청구권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경쟁제한성 또는 거래의 불공정성에 위법성의 표지가 있는

행위로서, 일반 불법행위와 위법성에 차이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손

해배상청구는 사적 집행 수단으로서 기능하므로, 사인의 권리구제를 목

적으로 하는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와 차별된다. 이외에도 판례에서

는 대체로 특별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

는 경우에 청구권경합설을 취하고 있으며,299)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

구권은 손해액 인정제도, 3배 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증명책임

및 배상범위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자는 시정조치 전치주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구권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8) 박상용·엄기섭, 「경제법원론」(개정판), 박영사, 2006, 499면; 김구년,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문제”, 비교사법 제14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266면.

299)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제18권」, 박영사, 2005, 164면 (호문혁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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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제도의 비활성화와 시정조치 전치주의의 폐지

공정거래법은 행정부의 주도 하에 정부입법으로 제정되어 공정거래위

원회에 의한 집행만을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으며, 제정법부터 시정조치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왔기 때문에 사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활성화되

기가 어려웠다.300)

우리나라는 제정 공정거래법 제46조부터301) 시작하여 2004. 12. 31. 개

정 전의 구 공정거래법(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7조까지302) 손해배상에 대한 시정조치 전

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시정조치 전치주의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

다: ①사인에 비해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하여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어 자료수집에 유리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사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303) ②공정거래법의 위반 여부는 그 성격상 전문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사전에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을 전제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할 수 있

다.304) ③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

300) 권오승, “독점규제법은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다”, 경쟁법연구 제23권, 한국경쟁법학

회, 2011, 144면.

30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3320호, 1980. 12. 31. 제정] 

   제4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①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

구권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

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30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6705호, 2002. 8. 26. 개정]  

   제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①제56조(損害賠償責任)의 규정에 의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

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

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303) 김두진(註 58), 50면.

304) 김두진(註 58), 50~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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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안에 한해서 이 제

도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305)

시정조치 전치주의는 사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 선행적으로 공정

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거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법에서 사

적 집행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게 만들었다. 이에 시정조치 전

치주의로 인한 시간적 비효율성(시정조치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행

정소송의 제기 등으로 시정조치가 확정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됨),

목적 달성의 어려움(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제소가 전

면 금지됨에 따라 입법취지와는 달리 시정조치 전치주의가 피해자의 권

리 행사에 장애가 됨) 등이 문제되자 피해자들은 시정조치 전치주의를

우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를 이용하기에 이르렀다.306) 결국 2004년 개정법에서는 시정조치 전치주

의를 폐지하였으며,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

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

적 집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307)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의 이용도는 매

우 낮았다. 한 예로,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1981년부터 2016년까지 581

건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686건의 시정명령이 이루어진데 반하여,308) 부

당공동행위에 대한 사인의 민사소송은 약 30여건에 불과하였다.309) 이에

305) 김두진(註 58), 51면.

306) 구 공정거래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전치주의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군납유류 입

찰담합 사건(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의 경우 소 제기 당시 공정

거래법에서는 시정조치 전치주의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입찰담

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은 공정

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었지만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

(신도욱,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의 쟁점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7나25157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1

가합10682 판결에서 판시한 손해액 산정 방법 및 경제학적 논증에 대한 규범적 통제

를 중심으로-”, 법조 제59권 제9호, 법조협회, 2010, 234~235면).

307) 주진열(註 92), 374~375면 각주 16).

308) 2017년도 통계연보, 공정거래위원회, 2018, 6면.

309) 이는 담합 관련 뉴스를 토대로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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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되어, 3배 배상

제도의 도입 및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Ⅱ.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의 사적 집행으로서의 특징

1.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기능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는 침해된 정의의 실현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한다.

즉 손해를 야기시킨 사건(불법행위)과 부당한 법익침해결과(손해의 발

생)에 관련된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이해를 전보하는 것이다.310)

판례에서는 이를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311)

자신의 귀책사유로 타인에게 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인은 이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가 추구하는 침해된 정의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때의 정

의는 교정적 정의(iustitia commutativa)이다. 피해자를 불법행위가 없었

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로 회복시켜 불법행위에 따른 결과를 교정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제도는 교정적 정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전보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불법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

시키는 전보적 기능은 전통적으로 불법행위법의 가장 주요한 1차적 기능

으로 여겨져 왔다.312) 전보적 기능을 중시하는 관점은 당사자들 사이의

내적 정의에 주목하며, 불법행위법을 도구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반

대한다.313)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제3자 또는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가

보(http://glaw.scourt.go.kr/)에서 ‘담합’, ‘부당공동행위’, ‘손해배상’ 등으로 검색하여 확

인된 판례의 숫자이며, 언론에 드러나지 않거나 공보불게재로 위 사이트 등에 등재되

지 않은 판례 사건 등을 합치면 건수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310)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6~47면 (박동진 집필부

분).

31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30468 판

결 등

312) 곽윤직(註 299), 31면.

313)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교정적 정의론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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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는 데에 있어 주요인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불법행위법에 의

해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정의 또는 윤리에 기초

한 요청이지 사회적 효용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는 예방

기능을 독자적인 기능으로 보지 않는다.314) 즉, 손해배상법은 이미 발생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장차

발생할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예방적

기능은 전보기능에 대하여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315)

한편 최근에는 손해배상의 예방적 기능 실현에 방점을 두고 손해배상

의 목적을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이 아니라, 개개의 불법행위 사

건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다른 사건 혹은 같은 종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에서 개별 행위주체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

혹은 행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제

공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316) 이러한 견해에서는 이미 발생한 손

해를 전보하는 것보다 최대한 그러한 손해야기사건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공해로 인한 환경문제, 제조물하자와 같은 불법행위

들은 매우 큰 사회적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를 전보하는 문제보다는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이 보다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한다.317) 미국

에서 등장한 법경제학적 접근방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법경

제학에서는 손해배상제도를 불법행위에 따른 외부효과(externality)를 내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

109호, 한국법학원, 2009, 87~88면 참조.

314) 박동진,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와 기능”, 비교사법 제11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

회, 2004, 311면.

315) 이창현,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서강법률논총 제6권 제1호, 서강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7, 166면.

316) 허성욱,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39권, 박영사, 2017, 1142면.

317) 독자적 기능으로서의 예방적 기능에 대한 설명은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63~65면 (박동진 집필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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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internalize)하여 행위자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인센티브를 부

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므로, 불법

행위법의 사후적 손해보상기능 못지않게 사전적 예방기능을 중요한 요소

로 여기게 된다.318)

이렇듯 예방적 기능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

지 대다수의 학자들은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제도의 주된 기능은 전보적

기능이라고 본다.319) 예방적 기능을 추구하는 것은 발생한 손해의 분담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나아가 손해야기사건의 발생자체를 억제해야

한다는 보다 광범위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적 기능을 논하는 것은 이미 손해배상제도의 영역을 넘어

선 것이라거나,320) 적어도 손해배상의 효과 면에서는 불법행위법이 피해

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규범체계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전보적 관점이 작

동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321)

2.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기능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는 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적 집행 수

단으로 기능한다. 집행적 관점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최대의 사회적 후생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는

예방적ㆍ제재적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318) 외부효과의 내부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서종희, “불법행위법의 법경제학적 고찰 -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5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참조.

319)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69면 (박동진 집필부분); 

권영준(註 313), 94면; 이창현(註 315), 166면.

320)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69면 (박동진 집필부분).

321) 권영준(註 313), 98~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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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공정거래법의 주된 목적에 비추어볼 때 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필연적이지 아니하다는 점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앞서 제3장 제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거래법이 부수적으로라도 개별 사인의 보호까지 목적

으로 하는 것도 결국 사적 집행을 통하여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공정거래법의 보호 목적 범위 내에 있는 사인으

로 인정될 경우, 이러한 사인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까지 주된 기능

으로 할 것이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기능상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손해배상제도의 기능상 차이는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3배 배상제

도에서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이는 이후 제3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비교법적 검토

1. 미국

가. 사인의 손해배상제도

미국은 1980년 셔먼법 제정 당시부터 제7조322)에 사인의 3배 배상청구

권을 규정하고 있었다가, 법 개정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클레

이튼법 제4조로 넘어가게 되어 현재는 클레이튼법 제4조가 사인의 손해

배상청구의 근거가 된다.323) 동 조에 의하면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하

여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액 및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324)

322) Sherman Act §7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영업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는 입은 

손해액의 3배액 및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323) Clifford A. Johns, Privat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in the EU, UK and USA, 

Oxford University Press, 8 (1999).

324) 15 U.S.C. §15 (피해자에 의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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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에 의한 사인에 의한 제소는 1950년대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

지 않다가, 1960년대에 들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반독점법

집행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독점금

지소송의 약 95%가 사인에 의해 제기된 소송이라고 한다.325)

미국에서 이렇듯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이용하여 온 것

은 사인의 손해배상이 보상은 물론 법위반행위 억지 기능까지 적극적으

로 수행한다고 보아(deterrence approach), 사적 집행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이다.326) 이러한 관점은 3배 배상제도에서 잘 드러난다. 즉, 법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항상 적발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는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행위자는 또다시 그러한 행위를 할 유인

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유인을 없애고 법위반행위를 억지하기

위해 사인들이 사적 집행을 청구할 유인을 충분히 만들어 준 것이다.327)

미국이 이러한 관점을 취하게 된 것은 미국의 공정거래법 집행의 역사

와 관련이 있다. 본래 미국에서는 189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법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과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집행을 위한 예산이 할당되지 않았었다.328) 이에 미국에서는 3배 배상제

도를 도입하여 공적 집행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적 집행이 본격화되고 나서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은 5만 달러로 한도가 제한되어 있었기에, 미국에서의 공적 집행은 사적

   “(a) 본조 (b)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영업 또는 재

산에 손해를 입은 자는 청구액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의 주소, 거주지, 또는 피고가 대

리인을 두고 있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입은 손해액의 3배액 및 합

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325) H. Hovenkamp(註 135), 652.

326) Christopher Hodges, “New Modes of Redress for Consumers: ADR and 

Regulation”, Oxford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57, 2 (2012).

327) 김선정‧신석훈, “공정거래관련법상 제재수단 강화의 문제점 -공적집행과 사적집행간

의 조화-”, 기업소송연구 12, 2014, 192면.

328) D. I. Baker, “Revisiting History –What Have We Learned About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That We Would Recommend To Others?”, 16 Loyola Consumer Law 
Review 379, 2004, 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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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수단인 3배 배상제도만큼의 억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

고 있었다.329) 때문에, 사적 집행이 공적 집행에 따른 억지의 공백

(deterrence gap)을 메워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330)

나. Parens Patriae Action

(1) 제도의 의의

국가후견소송(parens patriae action)이란 주민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주민 모두를 대표하여 국가적(sovereign) 혹

은 준 국가적(quasi-sovereign) 자격 하에서 제기하는 소송유형이다.331)

국가후견소송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

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배

상액을 배분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된다.332) 국가후견

소송제도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사적 손해배상제도의 성격보다는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공적제재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333)

미국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

(state) 법무부장관334) 또는 연방거래위원회(FTC)335)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국가후견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 법무부장관의

329) Calkins, “An Enforcement Official’s Reflections on Antitrust Class Actions”, 39 

Arizona Law Review 413, 1997, pp.427~430, 440

330) Wouter P.J. Wils,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titrust Enforcement and 

Private Actions for Damages”, World Competition, Volume 32, No. 1, March 2009, 

p.17.

331)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20, 대법원 사

법정책연구원, 2017, 100면; 이규호, “공익집단소송의 비교법적 연구”, 법제연구 통권 

28호, 한국법제연구원, 2005, 130면 

332) 황진자, “약관제도 운용을 위한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

용역보고서, 소비자보호원, 2006, 199면.

333) 황진자(註 332), 199면.

334) 15 U.S.C. §15c(a).

335) 15 U.S.C. §57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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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후견소송은 1976년 제정된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of 1976」(이하 “HSRA”라 한다) 법에서 도입된 것

으로, 미국 연방의회는 그 도입 목적으로써 ①공정거래법 위반사건 피해

자에 대한 배상 ②가해자의 불법이익 환수 ③장래의 반경쟁적 행위의 억

제 ④연방집행기관과 주 정부 사이의 공조 확대를 들고 있다.336) 미국에

서는 HSRA 이전에도 보통법에 근거하여 주 정부가 국가후견소송을 제

기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소송은 주민의 이해관계와는 별도로 금지처분

적 구제책을 구하거나 자신의 영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

해서만 제소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다.337) 그러나 HSRA의 제정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도 국가후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 정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소비자를 직접 대표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338)

한편 연방거래위원회는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제206조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 규칙 위

반행위 또는 불공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민

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39) 다만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총 배상액이 100만 달러 또는 기업 순자산의 1%

를 넘을 수 없다.340)

(2) 집단소송과의 구별

국가후견소송과 집단소송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①집단

336) H.R.Rep. No. 94-499, p.3, 5 (1976), 이규호, “공정거래법분야에 있어 미국의 부권소

송(Parens Patriae Action)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15권 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168면.

337) 이규호, “공익집단소송의 비교법적 연구”, 법제연구 통권 28호, 한국법제연구원, 

2005, 143면.

338) 김윤정,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부권소송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7, 46면.

339) F.T.C. v. Figgie International Inc., 994 F.2d 595, 606(9th Cir. 1993).

340) 15 U.S.C. §1640(a)(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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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 가운데 1인 또는 수인이 대표자

로 원고가 되어 그 집단구성원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임에 반해, 국

가후견소송은 정부가 원고가 되어 법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

을 위해 전체로서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341) 따

라서 집단소송은 대표자가 구성원들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국가후견소송은 국가가 개개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관점보다 소비

자 전체의 이익이라는 통일적이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342) ②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집단소송에 의할 경

우 관련 피해자에 대한 통지 및 손해배상의 분배 등이 어려우나, 국가후

견소송에 의할 경우 국가의 공고에 의한 고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국가

가 배상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343) ③집단소송은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기간과 막대한 소송비용을 우선적으로 부담할 대표

자를 찾기 어려우나, 국가후견소송은 국가가 일단 소송비용을 부담한 후

승소 후 비용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344)

(3) 한국에의 도입 논의

한국에서도 2017. 8. 29. 구성된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에서

소액ㆍ다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하여 미국의 국가후견소송제

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TF에서는 소송제기가 어려운 피

해자들을 대신하여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에 대

체로 공감하였으나 미국 외의 도입 사례가 없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으며, 그 도입 방법에 있어서도 집단소송시 국가기

관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안과 별도의 제도로 도입하는 안이 각각 제

341) 이문지, “미국의 반트러스트 국가후견소송”, 경영법률 제10집, 한국경영법률학회, 

1999, 273면.

342) 김윤정(註 338), 38~39면.

343) 김윤정(註 338), 39면.

344) 김윤정(註 33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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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다.345)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경우 미국과 동

일하게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법무부장관을 법정소송담당자로 정하자는

의견과, 공정거래위원회나 법무부와 같은 기관들은 그 우월성으로 인하

여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346)

한편 국가후견소송제도를 도입하면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아닌 정부기관이 원고로 되어 당사자적격의 문제 및 국가소송제도와의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347) 그러나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

닐지라도 법률에 규정을 두어 법정소송담당 중 직무상의 당사자348)로써

당사자적격을 갖도록 하거나, 일반 집단소송에서와 같이 허가요건을 마

련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면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

송담당)으로 당사자적격을 부여할 수도 있어 민사소송법과의 충돌 문제

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소송제도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은 법무부장관이 국가

를 대표한다.”고 정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을 당사자로 지정하

게 되면 위 조문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국가소송법은 국가

자체의 민사사건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인데 반하여

국가후견소송은 소비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 제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349)

345)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최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18. 2., 5

면.

346) 이규호·송호영, “소액다수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공익소송 도입검토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004, 148면.

347) 이규호·송호영(註 346), 146면.

348) 일정한 직무에 있는 자에게는 법률이 자기와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게 하는데, 이러한 자를 직무상의 당사자라고 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0판), 박영사, 2016, 159면.

349) 이규호·송호영(註 346),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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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연합

유럽연합에서 경쟁법 위반에 대한 사인의 손해배상 청구 가부는 각 회

원국의 국내법에 맡겨져 있으나, ECJ는 2001년 Courage Ltd v. Crehan

판결350)을 통해 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004 제출

된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연합 창설 이후 경쟁법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이

선고된 손해배상사건은 60건에 불과하고 그 중 23건만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사인의 손해배상제도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였

다.351)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 녹서를 발간하여 손해배상청구소

송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2008년 백서를 발간하여 집단소송제

도의 도입,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및 손해전가항변의 허용

등을 통한 손해배상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2013년 제정된

손해배상 준칙 제3조352)는 경쟁법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모든 피

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원국은 피해자가 완전한 배상

(full 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Courage

Ltd v. Crehan 판결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는 완전

한 배상이 징벌적 손해배상, 배액배상 등의 형태를 통한 과잉배상이 되

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미국의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집단

소송제도에 대해서도 침묵하였다.353)

유럽연합에서 사인의 손해배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배제한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350) Case C-453/99 [2001] ECR I-6297.

351) h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actionsdamages/comparative_report_clean

_en.pdf (2019. 4. 30. 최종방문)

352) 註 192 참조.

353)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손해배상 준칙과 함께 「집단적 권리보호절차의 도입에 대한 

권고안」[Commission Recommendation of 11 June 2013 on common principles for 

injunctive and compensatory collective redness mechanisms in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violations of rights granted under Union Law (2013/396/EU)]을 발표하

여 경쟁법 분야 등의 영역에서 집단적 권리보호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권고안은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EU 회원국들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꺼리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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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적 기능에 충실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사적 집행의 억지효과에 지나치게 집중

하는 것을 경계하였으며,354) 법위반행위의 억지는 공적 집행에 의해, 보

상은 사적 집행에 의해 각각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separate-tasks approach).355) 사적 집행이 억지가 아닌 보상 기능만을

담당한다는 접근법은 전통적인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주된 기능

을 전보적 기능이라고 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경쟁법 판례들 역시 손

해배상 소송 뒤에 숨어있는 것은 ‘보상’이지 ‘억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

하였으며,356) 2008년 발간된 백서(white paper)에서는 손해배상제도에 대

해 다루면서 손해배상소송의 주요한 목적은 피해의 완전한 배상이며 억

지 기능은 그러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달성되는 기능으로 보았다.357)

유럽연합이 이러한 관점을 취하게 된 것은 유럽연합이 미국과는 달리

EU 집행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인 공적 집행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

으므로, 굳이 사적 집행을 공적집행의 대체재로 만들어 억지기능을 수행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54) Lisa Rylander, “Effective private enforcement of EU competition law: A 

justification for legislative harmonization of national procedural rules?”, Master's 

Thesis in European Law, 30 ECTS, Uppsala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34 

(2013).

355) Wouter P.J. Wils(註 330), 15.

356) Case C-453/99 Courage Ltd v. Crehan [2001] ECR I-6297.

357) Commission White Paper on Damages actions for the breach of the EC antitrust 

rules, 2008, chapt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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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일본 사적독점금지법 제25조358)에서는 사적독점, 부당한 거래제한, 불

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

다. 즉 기업결합행위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359) 및 제26조 제1항360)에 의하면 일본 사적독점

금지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①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③확정심결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개정 전 우리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다.

한편 사적독점금지법 제25조와 일본 민법 제709조361)의 관계에 대해,

판례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사적독점금지법 제25조 또는 민법 제709조 양

자를 청구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아 청구권경합설의 입장을 취하

면서,362) 사적독점금지법상 손해배상의 목적은 피해자의 손해전보를 용

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며 동법 제25조를 일반불법행위규정으로는 충분

하지 않은 경우를 보충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해석하였다.363) 이는 일

본이 전통적 불법행위법 사상에 근거하여 사적독점금지법상 손해배상제

도를 민사적 구제수단의 관점에서 바라봐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사적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동법 제25조에 기

358) 사적독점금지법 제25조 (무과실손해배상책임) ①제3조, 제6조 또는 제19조의 규정

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제6조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에서 부당한 거래제한을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방법

을 스스로 사용한 사업자에 한함) 및 제8조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59) 사적독점금지법 제25조 (무과실손해배상책임) ②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전항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명할 수 없다.

360) 사적독점금지법 제2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의 제한, 소멸시효) ①전 조

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제조치명령(배제조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부명령(제8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것을 제

외) 또는 제66조 제4항의 심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이를 주장할 수 없다.

361) 일본민법 제709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

해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62) 最高裁判所判決 (1972. 11. 16.) 民集26卷9号1573頁.

363) 最高裁判所判決 (1988. 12. 8.) 民集43卷11号125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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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배상보다는 민법 제709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더 많이 제

기되어 왔는데, 그 이유로 ①제25조의 손해배상 대상행위가 한정되어 있

다는 점, ②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의 증명과 인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한

점, ③확정심결 전치주의에 때문에 민법 청구가 더 용이한 점 등이 근거

로 제기되고 있다.364)

Ⅳ. 소결

공정거래법은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는 점에

서 민사법과 규범 목적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규범 목적의 차이는 다음

과 같은 점에서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다른 특수성을 낳는 것으로

보인다.: ①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친다

는 점에서 규제되므로, 위법성 역시 ‘경쟁제한효과 유무’에 의해 판단되

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경쟁질서

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②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가 억제하고자 하는 손해는 경쟁에 미친 부정적 효과이다. 그런

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통상 파급력이 크고 다수의 시장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부정적 영향을 손해배상법상 법위반행위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손해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경쟁제한효

과는 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판단될 것이다. 그런데 시장에는 다양한 요

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어떠한 법위반행위가 존재하였고 경

쟁제한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여도 그것이 법위반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인

과관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설령 법위반행위로 인한 것임을 밝혀냈

다고 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를 법위반행위에 귀속시킬 것인지의

손해의 범위 판단 역시 매우 어렵다.

위와 같은 특수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에 대비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에서는 어떤 대비수단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364) 김두진(註 58), 131~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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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제4절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2 절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성요건

Ⅰ. 구성요건 개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으며, 이들이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들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성요건으로는 ①가해행위(법위반행위)의

존재 ②고의 또는 과실 ③가해행위의 위법성 ④가해자의 책임능력 ⑤손

해의 발생 ⑥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중 양 청구권에 따른 구성요건의 차이점은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에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이 항변사항으로써 법위반행위

자가 부존재를 증명할 경우 면책된다는 점과, 위법성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구체적 구성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

록 하겠다.

Ⅱ. 고의 또는 과실

1. 고의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이다.365)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자기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경우에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미

필적 고의도 고의에 속한다.366) 고의란 객관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365) 곽윤직(註 299), 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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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것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것

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367) 또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

으면 족한 것이지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

다.368)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을 인식한 경우 고의가 인정될 것이며, 설사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

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

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고의가 성립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2. 과실

불법행위책임에서의 ‘과실’의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주

관적 과실론에 의하면 과실이란 위법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

태를 의미하나, 객관적 과실론에 의하면 규범적으로 보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는 행위의무의 위반이 과실이라고 한다.369)

판례는 이를 심리상태로 파악하지 않고 사회생활상 부과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파악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370)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서도 공정거래

법에 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과

실이 인정될 것이며, 설사 주관적 과실론에 의하더라도 내심의 심리상태

를 직접 증거에 의해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법위반행위라는 객관

적 징표에 의해 내심의 부주의가 인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366)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367)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368) 곽윤직(註 193), 388면;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550 판결.

369) 곽윤직(註 193), 388면.

370)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82080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다20108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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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에서의 증명책임 전환

2004년 개정 전의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

책임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후 2004년 법을 개정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불

법행위도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동일하게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되 증명책임만을 전환하도록 하였다.

생각건대, 공정거래법은 수범자에게 직접적으로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법위반행위자는 위반행위 자체로써 법이 부과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 면책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고, 현행법이 과거 무과실책

임에서 과실책임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71)

Ⅲ. 손해의 발생

1. 손해의 의미

가. 손해의 의의

손해란 피해자가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한다.372) 그런데 불

법행위로 인한 모든 불이익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

를 들어 의사가 피임시술에 실패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비 등 상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한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주지는 아니한다. 이처럼 불법행위책임의 구성요건으로써의 손해란 법

적인 개념으로써 손해의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

단된다.373) 이를 통해 손해의 개념은 배상되어야 할 불이익을 선별하고,

371) 이선희(註 224), 80면.

372) 곽윤직, 「채권총론」(제6판), 박영사, 2018,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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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범위를 획정하고 한계지우는 역할을 담당하며, 구체적인 손해액

의 산정방법 및 궁극적으로는 청구의 인용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친

다.374)

나. 손해의 개념에 대한 학설의 대립

불법행위책임의 구성요건인 손해의 개념에 대한 민법상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

고 있다.

먼저 ①차액설은 손해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현재 가지

고 있었을 이익상태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익상태의 차이’라고 하며, 통설과 판례는 차액설을 따르고 있다.375) 차액

설에 의하면 손해란 피해자가 보유할 수 있었던 ‘이익’이며 객관적 ‘가치’

가 아니므로, 손해는 법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총재산상태에 미치는 영향

으로써 불법행위 전후의 재산상태를 비교하여 나타나는 총재산의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 결국 손해는 가정적인 이익상태와 현실의 이익상태의 차

액이므로 항상 계산상의 숫자로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376) 또한 차액

설에 의하면 차액이 산출되는 순간 ㉠손해의 존재,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가 해결되므로, 본래 여러 단계에서 문제되는 쟁

점들이 한꺼번에 다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377)

한편 차액설이 비재산적 손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

자, 손해를 구체적ㆍ현실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②구체적 손해설이 등

장하였다. 구체적 손해설에 의하면 손해란 개개 재산구성요소의 박탈 또

373) 신동현, “민법상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4, 70면 이

하, 242면 이하.

374)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236면 (이연갑 집필부분).

375)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235~236면 (이연갑 집필

부분); 대법원 1992. 6. 1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376) 신동현(註 373), 24면 이하.

377) 권영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 경제규제와 법 제

7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4,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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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훼손에 의한 불이익이며, 여기서의 불이익은 인적 침해의 형태로 법

익의 주체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재산적 손해도 손해로서 파

악할 수 있게 된다.378)

또한 차액설에 의하면 불법행위 전후로 전체 재산가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배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비판에 따라 ③규범적 손해개념이 등장하였다. 규범적 손해

개념에서는 차액설에서의 총재산가액의 비교가 아닌 법적 가치평가를 통

하여 규범적으로 손해개념을 파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수한 규범적

손해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차액설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되 일정 범위 내에서 규범적 손해개념에 의한 보충을 필요로 한다

는 견해가 있다.379)

다. 공정거래법에서의 손해의 개념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

으므로, 위에서 검토한 불법행위에서의 손해 개념에 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는 통설인 차액

설에 따라 법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을 이익액과

법위반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형성된 현재의 이익상태의 차이로 파악되

고 있다.380) 특히 공정거래법상 손해는 권리침해가 아닌 순수 경제적 손

해(pure economic loss)381)에 해당하므로, 차액설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378)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 법문사, 1987, 198면 

379) 서광민, “손해의 개념”, 서강법학 제6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145면.

380) 권영준(註 377), 172~175면; 주진열, “최근 독점규제법 주요 판례에 나타난 비교법

경제학적 쟁점 분석”, 경쟁법연구 제23권, 한국경쟁법학회, 2011, 361면; 윤성운·강일

(註 111), 100면 등.

381) 순수 경제적 손해란 피해자의 생명, 신체나 소유권 등의 절대적 권리나 법익에 대

한 침해 없이, 예컨대 영업상 명성 또는 경제적 자유의 침해에 따른 경제적 손해와 

같이, 단지 재산 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Bussani & Palmer, “The 

notion of pure economic loss and its setting”, Pure Economic Loss in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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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한다.382)

한편 구체적 손해설에 따라 ‘법위반행위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상품

을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 자체’를 공정거래법상 손해로 보아

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83) 이 견해는 ①차액설에 의하면 가상경쟁가격

을 산정해야 하나 매우 어렵다는 점, ②차액설에서 한꺼번에 평가되는

손해의 존재, 손해배상 범위, 인과관계,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는 성질상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의 역할이나 당사자의 증명책임 등도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 ③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그

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

을 근거로 주장한다.

이외에 차액설의 위와 같은 한계점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차액설에 의

하되 구체적 손해설에 의해 보충해야 한다는 견해384) 및 차액설만으로는

손해개념을 파악하기 부족하므로 미국법상 다양한 손해개념을 받아들여

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85)

판례는 차액설의 입장에서 ‘위법한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담

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

되었을 가격(이하 ‘가상경쟁가격’이라고 한다)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판

시한 바 있다.386)

382) 이동진, “가격담합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소고: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이른바 

손해전가의 항변을 중심으로”, 법경제학연구 제11권 2호, 한국법경제학회, 2014, 233

면.

383) 양창수, “독점규제법에서의 손해배상 (Ⅱ)”, 공정경쟁 제37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998, 21면.

384) 이선희(註 224), 98~99면.

385) 장승화,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OECD 국가들의 비교법적 고찰”, 

OECD 연구시리즈 01-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69면. 그러나 이 견해에서 예시

로 든 미국의 전후비교법, 이중차분법 등은 결국 차액설의 손해개념 하에서 ‘가상경쟁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들’이므로, 이 견해가 차액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8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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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차액설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본 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차액설이 널리 통

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387) 적어도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차

액설을 적용하여 손해의 개념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손해설에서

는 ①손해의 발생과 ②손해액 산정 단계를 분리함으로써 원고의 증명부

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388) 즉, 원고는 ①에 대해 주장ㆍ증명

하면 되고, ②에 대해서는 법관의 창조적 역할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주로 순수 경제적 손해이다. 순수 경제적 손

해에 있어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의 산정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 손해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증명부담이 완화되

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구체적 손해설에

의하면 순수 경제적 손해가 손해의 개념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격담합으로 인해 상승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한 거래상대

방의 경우, 차액설에 의하면 비록 가상경쟁가격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것이나 상승된 가격분이 손해가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그러나 구

체적 손해설에 의하면 “상승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한 것” 자체가 손해인

바, 원고가 단순히 가격을 높게 지급한 것이 왜 손해가 되는지를 설명해

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생긴다. 본래 공정거래법을 통해 보호되는 경

쟁의 자유는 이를 보유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입 내지 이익을 보장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의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자유

로운 형성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389) 즉, 자유경쟁시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자체는 공정거래법상 보호되는 권리나 법익이 아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이익’은

387)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Chapter 3. 3:702; 유럽불법행위법원칙

(PETL) 10:101.

388) 이선희(註 224), 98면. 

389) Adrian Künzler, Effizienz oder Wettbewerbsfreiheit? Zur Frage nach den 
Aufgaben des Rechts gegen private Wettbewerbsbeschränkungen, Untersuchungen 

zur Ordnungstheorie und Ordnungspolitik 56, 2008, S.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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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경제적 손해로서 원칙적으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구체

적 손해설에 의하여 손해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원고에게 오히려 더욱 불

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차액설의 문제점은 법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상경

쟁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경쟁가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

는 가격이므로, 여러 요소들에 기반하여 ‘추정’될 수밖에 없다. 통상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해당 피해자의 재산 상태에 국한하여 과거 가치와 현재

가치를 측정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손괴한 경우, 손해는

손괴 전 해당물건의 가액과 손괴 후 가액의 차이가 될 것이다. 손괴 전

해당물건의 가액은 물건의 시장가격에 감가상각을 한 가격으로 비교적

쉽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시장 전체

의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존재하

지 않을 때의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해내기 위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

는 제반 경제변수들을 분석한 뒤 법위반행위로 인한 효과만을 분리해내

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상경쟁가격의 추정은 경제적

증거 및 경제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경제적 분석

은 매우 복잡하여 경제적 증거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필요성이 생기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 연구의 핵심이 되고 있

다.

라. 구체적 손해의 산정 방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위반행위 이외의 다

른 요인들을 분리하여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으로는 계량경제학적 방법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390) 계량경제학이

390) American Bar Association, Proving Antitrust Damage: Legal and Economic Issues 
(2nd ed.), 2010, 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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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경제문제에 대한 통계적 방법을 다루는 학문분야로써,391)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종속변수(분석의 대상, 가격 등)와 독립변수(법위반행

위, 비용, 수요 등)의 관계를 설명한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계량경제학

적 방법을 활용하면 ①법위반행위가 손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

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②법위반행위와 무관한 현실 경제의

다양한 변수들(생산량, 수요량, 가격, 물가, 임금, 금리, 환율, 세율, 수출

량, 수입량 등)을 통제하여 법위반행위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의 개연성을 알 수 있게 한다.392) 미국 법원에서도 다중회귀분석이 불공

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론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393) EU 집행위원회의 Practical Guide에서도 계량경제

학적 기법에 의한 회귀분석을 주요한 손해액 산정방법으로 명시하면서

그 유용성을 평가하고 있다.394) 그 중에서도 특히 가상경쟁가격을 산출

해내는 방법으로 회귀분석이 사용되고 있는데, 회귀분석은 변수들 사이

가 얼마만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수학적인 함수(회귀방정식)을

추정하여 계측하는 분석방법이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원인)와 종속변

수(결과) 사이에 통계적 경향성 또는 의존성을 드러내는 회귀계수의 수

치를 구하여 종속변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395) 회귀분석을 활용

한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가 많이 축적되

어 있으므로,396) 본 논문에서는 판례들을 통해 구체적 산정 방법을 간략

391) 이윤복, 「기초계량경제학」, 형설출판사, 2017, 13면.

392) American Bar Association(註 390), pp.125~126.

393) “There is no dispute that when used proper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s one 

of the mainstream tools in economic study and it is and accepted method of 

determining damages in antitrust litigation.”, In re Industrial Silicon Antitrust 
litigation, 1998-2 Trade Gas. (CCH) P72, 328).

394) Practical guide: Quantifying harm in actions for damages based on breaches of 

article 101 or 102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WD(2

013) 205, p.24~25, h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actionsdamages/quantifi

cation_guide_en.pdf 에서 다운로드 가능(2019. 4. 30. 최종 방문).

395) 이윤복(註 391), 35면.

396) 이선희(註 224); 권영준(註 374); 류근관·오선아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

서 경제 분석 상의 주요 쟁점”, 응용경제 제12권 제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10; 주

진열(註 9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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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밀가루 담합 사건397)

피고 CJ제일제당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삼양사는 밀가루를 제조ㆍ판매

하는 사업자들이고, 원고 삼립식품 주식회사는 피고들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하여 제빵 제과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다.

피고 CJ제일제당은 2000. 1.부터, 피고 삼양사는 2002. 10.부터 2006. 2.

까지 소외 7개 회사들과 담합을 통해 ①밀가루의 국내 생산량 제한, ②

밀가루 공급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원고에게 인상된 가격에 밀

가루를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공급가격에 밀가루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J제일제

당에게는 2001. 4.부터 2005. 12.까지, 피고 삼양사에게는 2002. 10.부터

2005. 12.까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밀가루 총 구매액 중 ‘피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하여 인상된 가격 부분 × 밀가루 수량을 곱한 금액’을 배상하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최종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이익

을 얻은 부분을 고려하여야 하며, 담합을 제외한 기타 요소들이 밀가루

가격의 인상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관하여도 이를 고려하여 손해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감정인단은 계량경제학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손해액을 추정하

였는데, 사용한 모형은 아래 식과 같다.398)

39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398) 1·2심 판결문, 송은지,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현황과 손해액의 추정”, 산업

조직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산업조직학회, 2016, 103면, 문종숙, “반경쟁행위의 손해

배상액 산정에 관한 EU 가이드라인과 사례분석”, 서울대학교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2013, 69면을 참고하여 변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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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기의밀가루구매가격

   기에제일제당만담합에참여담합에비참여

   기에제일제당삼양사모두담합에참여담합에비참여
  기타밀가루가격에영향을미치는독립변수
  오차항

위 모형에서는 담합시기를 삼양사의 담합참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각각 2개의 더미를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써 피고 삼양사 미참여 시

기(2001. 4.부터 2002. 9.까지)의 담합 더미변수, 피고 삼양사 참여시기

(2002. 10.부터 2005. 12.까지)의 담합 더미변수, 담합 후 더미변수(2006.

1.부터 2007. 6.까지), 실질국내총생산, 생산자 물가지수, 원료비 제외 기

타 제조비용, 원맥도입가격, 수입물가지수, 계절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

여 고려된 월별 더미변수, 제품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고정효과 더

미변수 등을 사용하였다.

감정인이 담합 후 더미변수를 사용한 것은 담합 후 시기에 가격이 담

합 전 수준으로 즉각적으로 인하하지 않을 현실적 유인으로 인해 담합

전 시기와 담합 후 기간의 자료를 동일하게 취급하면 담합의 효과가 과

소 측정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담합 후 짧은 기간 안에 경쟁가격으로 회귀할 것이므로 담합 후 더미변

수를 추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담합 종료 후

밀가루 가격이 즉시 담합 이전으로 하락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감정

인의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모형에 따라 담합으로 인하여 삼양사는 8.97%, CJ제일제당의 경우

는 삼양사가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5.91%, 삼양사가 담합에 참여

하였을 때는 15.7%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추정되었으며, 법원은

이에 기반하여 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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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AN 수수료 담합 사건399)

이 사건의 원고는 VAN 대리점이고, 피고는 7개의 신용카드사 및 10

개의 VAN들이었다.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피고 VAN사들에게 DDC 서

비스(Data & Draft Capture)를 위탁하였는데, DDC 서비스란 VAN사가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데이터를 기초로 가맹점의 매출 데이터를 생성하

여 신용카드사로 전송하는 방식으로써, 이는 VAN사가 각 가맹점으로부

터 수신된 전자적 청구데이터를 신용카드사별로 생성하여 전송하는 업무

(Data Capture 업무)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매출전표를 수거・보관 및

검증하는 등의 업무(Draft Capture 업무)로 구성된다. 피고 VAN사들은

다시 이 중 DC(Draft Capture) 업무를 원고 VAN 대리점에게 재위탁하

였다.

한편 피고 신용카드사는 DDC 서비스의 수수료를 인하할 목적으로

2005. 1. VAN사와 VAN사들이 직접 수행하는 Data Capture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인하하지 않고 VAN 대리점에 재위탁하는 DC 서비스 수

수료를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2005. 3.부터 시행하였

다. 이에 VAN 대리점에서는 2005. 3.부터 2007. 12.의 담합기간 동안 수

수료 인하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

다.

원고는 DC 서비스 수수료의 가상경쟁가격은 원래 가격인 8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은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 담합이 없었더라도 80

399)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

215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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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수수료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감정인단은 아

래와 같은 모형을 사용하여 DC 서비스 수수료의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하

였다.400)

ln      
  



    

  대리점 의 월수수료
  대리점 의서비스의상대적보급률 건수건수 

  담합기간  부터  까지의기간 그외의기간
   기타여러설명변수
  오차

위 모형에서는 각 VAN 대리점별 월별 DC 수수료에 자연로그를 취한

로그단가를 종속변수로, 담합 더미변수, DSC(Data & Signature

Capture) 서비스의 상대적 보급률, 각 VAN 대리점별 승인건수당 영업비

용, 공동 EDC(Electronic Data Capture) 서비스의 도입 제안 효과 더미

변수를 독립변수로 정해 기본모형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DSC는 가맹

점에 전자서명단말기를 설치하여 전자적으로 전표서명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DSC 서비스의 확대 보급은 DC 서비스 수수료를 인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독립변수로 포함되었다. 또한 EDC 서비스는

DDC 서비스 업무의 대체수단으로써, 신용카드사업자들은 DDC 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EDC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압박하였다.

비록 EDC 서비스 도입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그 제안만으로도 DC 수수

료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독립변수로 포함되었다.

감정인단은 위 모형을 추정하여 가상경쟁가격을 61.86원으로 추정하였

고,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가상경쟁가격(61.86원)에서 실제가격(50원)을

뺀 금액(11.86원)에 거래 건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400) 1·2심 판결문, 송은지(註 398), 106면, 문종숙(註 398), 94면을 참고하여 변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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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학적 방법은 과거의 여러 변수들과 시장가격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영향을 반영하는 수학적 모

형을 추정하고 그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시장

상태를 추정하는 것으로써, 매우 복잡한 변수가 결합되어 있는 시장상황

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고, 그 결과 손해의 존부는 물론 액수까지 구체적

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히 큰 효용이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무수히 많고 그들 사이에도 상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일부 변수들을 취사선택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계수를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변수의 취사선택은 분석자에게 맡겨져 있고 하나

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고,

그중 어느 것이 옳은지를 비전문가인 법원이 가리기도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2. 손해의 확실성과 기회의 상실이론

가. 손해의 확실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는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

추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401) 예를 들어 금전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

더라도 내용이 확정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채무 부담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402)

이러한 손해의 확실성 요건은 기회의 상실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40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8349‧18356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76580 판결 등.

402)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242~243면 (이연갑 집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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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와 연관된다. 불법행위가 어떤 사인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

회를 상실하도록 한 경우, 사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생존확률이 40%였던 환자가 의사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생존기회

의 상실은 손해의 확실성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

가? 이 때 환자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상실한 것은 의료과오가 없었더

라도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 않았던 생존에 대한 기회이다. 기회는 본질

적으로 그 실현이 불확실한 것이다. 손해의 확실성 요건에 의하면 기회

의 상실은 확실한 손해가 아니기에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어야 할 것처

럼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손해의 개념이 아닌 인

과관계의 문제로 다루어,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

계를 인정한 후 손해배상액 산정 단계에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을 고려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 왔다.403)

나. 기회상실이론의 비교법적 검토

우리법과는 달리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는 기회의 상실을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손해에 관한 이론으로 파악하고 있다.404) 즉 기회상

실 그 자체를 손해로 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프랑스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기회

상실 그 자체를 손해로 인정하여 왔다. 그 중 특히 경쟁기회의 상실과

관련하여, 문학작품상 공모전에서 예선을 통과한 작가가 본선 경쟁을 위

하여 제출해야 하는 저자용 증정본을 출판사가 거부하자, 작가가 출판사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본선에 오른 작가가 6명

으로 압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기회가 실질적이라고 하면서 우승

상금의 1/5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다.405)

40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404) Matsuyama v Birnbaum, 890 N.E.2d 819, 832 (Mass. 2008).

405) Tribunal civil de la Seine, 16. 12. 1953, GP 1954.1. J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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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견지에서 영국은 미인선발대회에 응모하였던 원고가 50명의 면

접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주최측의 과실로 면접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주최자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기한 입상기회의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12명(입상자)/50명(면접대상

자)의 확률로 결승전에 진출하였을 것이라고 하여 원고에게 입상기회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인정한 바 있다.406)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회의 상실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손해로 보지 않

고 단지 인과관계의 분석에 있어서의 한 요소로 보아 발생가능성이 51%

이상이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全損害)를 배상하도록 하는 반면

50%를 넘지 않으면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배상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

았었다.407) 그러나 이후 점차 수익 기회의 상실 그 자체를 손해로 보아

경주나 경연대회의 참가가 위법하게 방해된 경우에 원고가 입상할 가능

성에 대한 ‘합리적 개연성(reasonble probability)’을 증명할 경우 손해배

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408) 1982년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348

조 제3항에 의하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과가 가려지는 계약에 있어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반 당시의 조건부 권리(conditional

right)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다.409) 이는 비록 계약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지를 확정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결과의 발

생을 전제로 전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도 부당하며 불확실성을 근거

로 하여 손해배상을 기각하는 것도 부당하기 때문이다.410) 다만 원고는

조건부 권리 또는 수익기회(chance of winning)의 가치에 대하여 합리적

개연성의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10만 달러의 상금

이 걸려 있던 경마대회에 피고의 방해로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원고의 말

406) Chaplin v Hicks, 2 KB 786, 788 (1911).

407) 정태윤, “기회상실의 손해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5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 179면.

408) Youst v. Longo, 43 Cal.3d 64, 233 Cal.Rptr.294, 729 p.2d 728, 731(1987); 

Grayson v. Irvmar Realty, 7 A.D.2d 436 (1959)

409)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 348 (3) (1982). 

410)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 348, Comment d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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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4번째로 큰 금액이 배팅되었던 경우, 원고는 그의 말이 우승할 것이

라는 점을 증명할 수는 없을 것이나 우승의 기회가 25%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2만 5천 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411)

독일에서는 기회 그 자체를 독자적 재산적 법익으로 인정하지 않아 수

익기회의 상실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아 왔다.412) 그러나 최근 기회

상실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하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413) 이

러한 견해에 의하면 당사자는 기회의 창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

하고 있으며, 증명곤란의 상황은 가해자의 귀책사유로 초래되었고,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

에 기회상실이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특히 유력설은 기회상실

이론에 입각한 비율적 손해배상은 예방사상에 적합하다고 한다.414)

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에의 함의: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수익

기회상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통해 타인의 시장진입 자체를 차단해

버린 경우, 시장에 진입하려던 잠재적 경쟁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이 인정

될 것인가? 설사 법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

장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액은 다양한 경제적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정도의 손해의 확실성이 인정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시장진입 방해행위로 인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411)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 348, Comment d (1982).

412) M¨unchener Kommentar zum BGB/Oetker, 6. Aufl. 2012, § 249 Rn. 28.

413) Fleischer, Schadensersatz für verlorene Chancen im Vertrags- und Deliktsrecht, 

Juristenzeitung 1999, 766ff; Kasche, Verlust von Heilungschancen, 1999, 249ff; 

Mäsch, Chance und Schaden, 2004, 229ff; Stoll, Schadenersatz für verlorene 

Heilungschancen vor englischen Gerichten inrechtsvergleichender Sicht, Festschrift 

für Steffen, 1995, S. 465ff (이창현, “수익 기회의 상실과 손해배상”, 법학논총 제31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369면에서 재인용).

414) Großerichter, Hypothetischer Geschehensverlauf und Schadensfeststellung, 2001, 

S.189 [이창현(註 413), 36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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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구체적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이 아니라, 법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달성하였을지도 모르는 ‘경쟁기회의 상실’이 된다. 따라서 잠재적 경쟁사

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곧 경쟁기회 또는 수익기회

의 상실 자체를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회상실에 따른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비율적으로 손

해배상을 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이며, 기회상실을 재산적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민법 제751조와 제752조에 의한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 왔다.415) 그러나 불법행위법 또는 공정거래

법 손해배상에서는 손해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회의

상실 자체를 손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실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

로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기회의 상실이 손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회를 얻음으로써 발생하였을 재산적 이익에 대해 상당한 정도

의 개연성을 증명해야 할 것인데, 잠재적 경쟁사업자에게는 기존의 거래

또는 매출액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기회상실에 따른 손해

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관련 판례는 아니나,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원고가 피고들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낙선하자 피

고들의 낙선운동이 원고의 참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5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던 사건에서, 법원은 낙선운동의 결과로 낙선하

였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과정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평가받을 권

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1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416)

415) 양창수, “변호사의 과오와 책임”, 민법연구 제6권, 박영사, 2001, 460면; 이재목, “변

론과오와 변호사의 민사책임에 관한 일고”, 법학연구 제14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266면; 강신웅, “미국 기회상실론의 수용 여부 검토”, 비교사법 제9권 제4호, 한

국비교사법학회, 2002, 302~303면.

416)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52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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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거래법상 손해의 구체적 모습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차액설에 따른 손해가 무엇이 되는지를 공정거

래법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는 공정거

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가상의 사

례들을 통해 행위유형별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각각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의 행위유형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직접 거래상대

방, 경쟁자,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

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착취남용행위와 배제남용행위는 위법성,

피해자, 손해 등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구별하여 살펴

볼 것이며,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제남용과 행위유형이 중복되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배제남용 부분에 함께 포함시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착취남용에서의 손해

착취남용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수직적 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착취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①직접 거래상대방(X,Y) ②간접

구매자인 소비자 ③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Z) ④거래상대방의 경쟁사

업자의 소비자가 각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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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 A

소매업자 X 소매업자 Y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소비자

소매업자 Z

소비자

경쟁사업자

B

[그림 1]

위 그림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인 A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

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k물건의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가정하자. X, Y는

A의 직접 거래상대방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는 바, 이는 곧 상승된 가격

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X, Y가 상승된 가격 또는 그 일부를 소매

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가격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간접구매자인 소비자에

게 전가되므로, 소비자들이 전가된 가격분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

때 A가 소매업자 X, Y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가

격상승분만큼을 공제해야 한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

는데, 이것은 추후 제4절 Ⅰ. ‘손해전가 항변의 인정여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B가 종전가격으로 k를 판매한다면 B는 소매업자 X, Y의 소비자

들의 수요 이동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수요의 상

승을 고려한 B가 덩달아 k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Z와 그의 소비자는 k

의 상승된 가격분만큼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 경우 Z와 그의 소비

자의 손해는 ‘B의 가격상승행위’라는 별도의 행위가 추가로 개입되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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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A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A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k의 가격 상승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배제남용에서의 손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물건의 가격인상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

익을 증가시키는 착취남용과는 달리, 배제남용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

가 경쟁의 감소 또는 소멸을 통하여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배제남용에서의 피해자는 ①직접 거래상대방인 경쟁사업자 ②거래상대

방은 아니나 경쟁에서 배제되는 경쟁사업자 ③시장진입이 차단된 잠재적

경쟁사업자 ④경쟁사업자의 공급자 ⑤일반 소비자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제3조의2 제1

항 제3호)417)는 경쟁사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

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간접적으로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므로,

경쟁사업자가 피해자가 될 것이며, 손해는 방해행위로 인해 상실된 일실

이익이 될 것이다.418)

시장지배적

사업자 A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B필수설비 제공거절

[그림 2]

부당한 신규진입 방해행위(제3조의2 제1항 제4호)419)은 시장에 새로이

417) 불공정거래행위 중에는 부당거래거절(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차별적 취급(제23

조 제1항 제1호 후단,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제23조 제1항 제3호),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제23조 제1항 제5호)이 이에 해당한다.

418) 다만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는 소비자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원하지 않

는 물건을 구입한 해당 소비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419) 불공정거래행위 중에는 구속조건부거래 중 배타조건부거래(제23조 제1항 제5호), 

부당거래거절(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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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려고 하는 경쟁자를 부당하게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행위이므로,

시장진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시장진입자 또는 시장진입에 실패하여

수익기회를 상실한 잠재적 경쟁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쟁자의 배제를 위해 거래한 경우(5호 전단)420)는 별도의 거래상대방

과의 계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경쟁사업자, 경쟁사업자의 공급자 등이 해당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A

경쟁사업자

B

공급자 D

시장진입자

C

[그림 3]

위 그림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A가 경쟁사업자 B를 시장에서 배제시

키기 위해 k물품을 소비자에게 통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할

때에(약탈가격), B는 영업이익의 감소 또는 시장점유율 상실의 손해를

입게 된다. 한편 잠재적 경쟁자인 C는 A가 만든 진입장벽으로 인해 k물

건 판매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시장 진입을 위해 구입한

장비와 원료 등 기 투입한 비용 등의 손해를 입는다.

만일 위 그림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A가 공급자 D와 경쟁사업자 B에

게 k물건을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배타조

건부 거래) D로부터 k를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공급가격을 상승시킨

420) 불공정거래행위 중에는 경쟁사업자배제(제23조 제1항 제2호), 구속조건부거래 중 

배타조건부거래(제23조 제1항 제5호)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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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약탈가격), B는 높아진 공급가로 인해 과다비용 지출, 시장점유율

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다. 부당공동행위에서의 손해

부당공동행위는 직접 거래상대방 뿐만 아니라 간접구매자인 소비자,

경쟁자, 공급업자, 유통업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

당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고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행위자들이 k물건에 대해 가격담합을 한 경우에는 ①

공동행위자들과 거래한 직접상대방이 원고가 되는 경우, ②공동행위자들

로부터 k물건을 구매한 최종소비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 ③공동행위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 ④공동행위에서 배제된 사업자로부

터 k물건을 직접 구매한 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 ⑤공동행위에서 배제된

사업자로부터 k물건을 구매한 최종소비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 ⑥공동행

위자들에 대한 k물건의 재료공급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 ⑦공동행위자들

에 대한 k물건의 원재료 공급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 ⑧공동행위자들에

게 공급하지 않은 k물건 재료 생산자 등이 원고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아래 예시를 들어보겠다.421)

421) Frank Maier-Rigaud and Ulrich Schwalbe, “Quantification of Antitrust damages”, 

Working paper series, 2013-ECO-09, 11~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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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

원재료

공급자

Z

재료

공급자

X

A B C

재료

공급자

Y

소매업자
(직접구매자)

D

소비자
(간접구매자)

F

소비자
(간접구매자)

G

level 2

level 1

level 3

level 4

level 5

소매업자
(직접구매자)

E

[그림 4]

먼저 위 그림에서 공동행위자 A, B가 k물건의 가격을 상승시키기로

담합한 경우를 상정하고 살펴본다. 하방효과(downstream effects)를 나

타내는 level 3 ~ level 5 단계에서, 직접 거래상대방인 D는 담합 이전과

동일한 소매가로 k를 판매할 경우 이익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는다. D는

가격상승분만큼 소매가를 인상시켜 피해를 소비자 F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는데, 그 경우 간접구매자인 F가 상승된 가격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다. 한편 C는 k를 담합 이전의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높아진 수요로 인



- 148 -

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고, E, G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C가 k가 아닌 대체재 p를 판매하는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k의 가격이 상승하면 k에 대한 수요가 p로 이동

할 것이므로, p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수요의 증가는 p의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므로, p의 생산자인 C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p를

구매하는 E, G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상방효과(upstream effects)를 나타내는 level 1 ~ level 3 단계에

서, k의 가격 상승은 수요 감소를 불러오고 더불어 k의 재료인 m의 수

요도 감소시킨다. 줄어든 m의 수요로 인해 X의 이익은 감소하게 되고,

동일한 원리로 원재료인 n의 수요도 줄어들어 Z의 이익도 감소하게 된

다. 한편 C가 k를 담합이전의 가격으로 판매하면 수요가 늘어나 담합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린다. 동일한 원리로 Y 또한 이익을 얻게 된다.

만일 A, B가 k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는

오히려 직접구매자 D, 간접구매자 F는 인하된 가격으로 인해 이익을 얻

을 것이나, 담합에서 배제된 경쟁사업자 C와 Y, Z가 상대적 손해를 입

을 수 있다. 즉 C가 k의 담합 전 가격을 유지하는 한 수요가 감소하며,

재료의 수요 또한 감소할 것이므로 C, Y, Z는 수요 감소에 따른 영업이

익의 손실을 입는다. 공동행위자들의 가격 인하 담합으로 인한 경쟁사업

자의 영업이익 손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가격인하가 약탈적인 것이 아닌 한 반경쟁적인 결과로 볼 수 없고 이는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422) 가격인하

422) 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반독점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약탈가격의 설정이 되

기 위해서는 원고가 ①피고가 책정한 가격이 경쟁자의 적절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고  

②피고에게 이익을 회복할 합리적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Brooke Group Ltd. v. Brown & Williamson Tobacco Corp., 509 U.S. 209, 223–

24, 113 S.Ct. 2578, 125 L.Ed.2d 168 (1993)]. 즉, 피고에게 가격인하로 인하여 손실을 

입더라도 이후 독점 가격의 설정을 통해 손실을 회복하고 결국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는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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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약탈가격이 아닌 한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커서

경쟁제한효과와의 비교형량에 의해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

이므로,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

다.

라.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손해

(1) 경쟁사업자의 손해

부당한 고객유인은 사업자가 이익제공,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고,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

용행위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이므로, 이

러한 법위반행위들은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

라도 경쟁사업자에게 매출 감소 등의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다.

(2) 직접 거래상대방의 손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 거래상대방은 ①부당한 고객유인에서는 상품을

구입한 사업자ㆍ소비자, ②거래강제에서는 구입을 강제당한 사원ㆍ사업

자ㆍ소비자, ③거래상 지위의 남용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ㆍ이익

의 제공ㆍ판매목표달성ㆍ불이익 제공을 강제당한 사업자가 될 것이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손해는 해당 행위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 될 것

이다(부당한 고객유인 또는 구입강제423)의 경우 제품의 매입액, 이익제

공의 경우 제공한 이익액 등). 다만 그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구

입강제로 인하여 구매한 제품을 처분한 경우,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도록

423)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강제 중 ‘기타의 거래강제’에 해당할 수도 있고 

거래상지위남용 중 ‘구입강제’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기타의 거래강제’는 행위자와 

상대방 간 거래관계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나 ‘구입강제’의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 간 

거래관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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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이익의 제공을 강요당하였으나 그로 인해 전체 매출액이 상승한

경우)에는 손익상계에 따라 그 이익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이 될 것이

다.

3. 손해의 증명

가.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의 증명

손해에 대한 증명책임은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피해자인 원고가 손해의

발생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으며,424) 그 증명의 정

도는 불법행위의 다른 성립요건과 같이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의 고도

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425)

한편, 손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증명 대상에 따라 손해의 발생사실

에 대한 증명, 구체적 손해액수의 증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차액설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해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손해액의 증명책임까지 부

담하게 된다.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가지고 있었을 이익액’이 현실

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이익의 침해로 인한 불이익한 상

태뿐 아니라 금전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런데 비교적 인과관계가 단순한 통상의 불법행위와는 달리, 공정거

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는 법위반행위 이외의 다양한 경제적 요인들

이 경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

를 확정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려면 법위반행위와 무관한 경제적

요인들이 미친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격담합으로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물품을 구매한 거래상대

424)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등.

425)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252면 (이연갑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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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하고 인상된 가격

중 위반행위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가격인상분을 제외하는 추가적 작업

이 필요해진다. 판례는 군용유류 입찰담합 사건에서 ‘손해의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점에 비추어, 담합행위 전후에 특정 상품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다투

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담합행위 종료 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행위 당시의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426)

나. 손해액 인정제도를 통한 증명부담의 완화

(1) 손해액 인정제도의 의의

손해액의 증명이 있으면 당연히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도 함께 이루

어지는데 반하여, 손해의 발생 사실이 증명된다고 하여 손해액이 증명되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증명되나 손해액의 증명이

없는 경우 원고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될 수밖에 없다. 이에 「상표

법」(법률 제16362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110조 제6항427), 「저작

권법」(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26조428),「특허법」

[법률 제15582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28조 제7항429), 「부정경쟁방

42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427)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⑥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할 수 있다.

428) 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

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29)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⑦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

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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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80호, 2018. 4. 17. 일부개

정] 제14조의2 제5항430) 등의 특별법에서는 명문으로 손해액 인정제도를

마련하여, 법원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

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역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외부

자인 피해자가 법위반행위자인 사업자의 가격정보 등을 획득하여 손해의

사실을 밝혀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손해액의 증명이 쉽지 않

다. 만일 피해자가 손해의 범위 산정에 바탕이 되는 자료들을 획득했다

고 하더라도, 경제현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해내거나, 법위반행위 이외의 요인으로 상승한 가격분

등을 분리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서는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정거래법 역시 제57조는 다음과 같은 손

해액 인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57조(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

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⑤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

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

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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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이외에도 2016년 3월에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

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

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

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도 판례는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

명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에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

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이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법 해석을 제시하

여 왔다. 즉,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원칙대로 원고에게 엄격하게 증명을 요구하게 되면 증명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법위반행위자를 부당하게 유리하게 하고 피해를 본 자를 불

리하게 하여 형평에 어긋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판례는 적극적으로 석

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도록 하거나,431)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

431) 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3민상853 판결(“채권발생의 원인이 인정된 이상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에 알맞는 손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그러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까지 석명권을 행사하여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42908 판결(“매수인이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

로 믿고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 비용을 들여 광고지를 배포하였으나 매매계약이 기

망을 이유로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광고지 배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가 배포한 광고지의 제작비를 지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광고지의 제작비에 관한 입증이 불

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

라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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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판단하려고 하거나,432)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에 주목하여 증액사유로

서 참작하거나,433)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형평을 꾀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434) 비록 판례에 의해 이러한 고려들이 이루어지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이 입법된 것은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직

다.”) 등

43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등

433)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 다카 722 판결(“위자료액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

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

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

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

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등

434)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

났으나 거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아닌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

함되었음이 밝혀지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

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

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

다3561 판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

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

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

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

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

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

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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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의해 심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사

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판례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고, 손해액 인정

에 일정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실무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435)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던 독일436), 오스트리아437), 일본438) 등의 입법례를 참

고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위 규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48

조를 두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증명도를 경감시키는 것이라는 견

해(증명도 경감설)와 재량적 평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확정함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재량평가설) 등의 대립이 있었다.439) 우리 민사소송법 개

정 당시의 의안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개정안은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435) 김경욱, “증명의 곤란과 상당한 손해배상액의 인정”, 민사소송 제20권 제2호,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2016, 83면.

436)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 (손해조사, 채권액의 산정) ①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손해액 또는 배상해야 할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는 배상할 이익의 범위에 대하여 당사

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에 관하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

으로 판단한다. 신청된 증거조사 또는 직권으로 감정인의 감정을 명할 것인가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법원은 손해와 이익에 관하여 입증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452조 제1항 제1문,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 제1문과 2문은 당사자 간에 채권액에 관해 다툼이 있고, 이에 관계된 모든 

상황을 완전히 해명하기 위하여 다툼 있는 채권부분의 중요성과 비례되지 않는 어려

움이 있는 재산권상 분쟁의 여타 사안에도 준용된다

437)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 제273조 ①당사자에게 손해 또는 이익의 배상이 인정되거

나 그 밖의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데, 배상되어야 할 손해 또는 이익이나 채

권에 관한다툼 있는 액수에 관해 증명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과

도하게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로부터 제

출된 증거를 간과하고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금액을 확정하

는 데 있어, 금액을 정하기 위해 규준이 되는 사정들에 관해 당사자 중 일방의 선서

한 신문을 선행할 수 있다.

438) 일본 민사소송법 제248조(손해액의 인정) 손해가 발생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

해의 성질상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때에는 재판소는 구술변론 전체

의 취지와 증거조사결과에 기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39) 상세한 내용은 김상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그 손해액 판단방법”, 판례연구 제17집, 부산판례연구회, 2006, 230면; 권혁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법조 제60권 제9호, 법조협회, 2011, 1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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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건에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손해액 증

명을 완화시키려는 것임.440)”이라고 하였으며, 판례441)는 간접사실의 종

합에 의한 손해액 산정의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

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

도ㆍ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

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라고 판시한바, 일반적으로 이는 증명도 경감설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되

고 있다.442)

종래 민사소송법상 손해액 인정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공정거래법 제

57조를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443) 제202조의2 규정이 도입되어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즉 피해자는 공정거래법 제56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모두에서 손해액 인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손해액 인정제도를 이용한 판례

공정거래법 제57조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은 정유업체들이 경유에 대한

가격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에 경유를 판매하자, 정유업체들이 주유소 등

에 공급한 유류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해당 판

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440) 강남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김회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7826호), 2015, 4면[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918600호)으로 대

안반영되어 폐기되었다].

44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442) 증명도 경감설을 취한 것이 아니라 손해액 산정에 참작할 간접사실의 조사, 인정 

또는 선택 등이 부적절함을 탓하는 판시라는 설명도 있다. 「주석 민사소송법」(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258면(김현석 집필부분) 참조.

443)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선희(註 224), 168~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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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다81511 판결]

[1] 독점규제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

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독점규제

법 제57조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도ㆍ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

정할 때에도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

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

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

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법원이 독점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①원고별 경유 구매량과 ②가상경쟁가격 또는

초과가격의 산정에 공정거래법 제57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①원고들이 담합기간 중에 구매한 경유의 정확한 구매량은 유류보조금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알 수 있는데, 항소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

수신자는 관할관청이 아니라거나 2004년 자료에 대한 문서보존기간 5년

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법원

에서는 원고별 경유 구매량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폐기되어 이를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

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고별 경유 구매량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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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②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가상경쟁가격이나 초과가격을 파악

하여야 하는데, 가상경쟁가격이나 초과가격은 성질상 증명이 극히 곤란

한 경우로서 법 제57조가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때 가상경쟁가격

또는 초과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써 “계량경제학적 방법에 한하지 않

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한, ㉠담합으로 인한 초과가격에 대한

통계자료, 유사사건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규모,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취

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 ㉡담합기간 중에 담합

에 가담하지 않는 정유사들의 공급가격과 담합 피고들의 공급가격을 비

교하여 산정하는 방법, ㉢국내 경유 소매가격이 MOPS 가격에 연동된다

면, 원고 측 보고서의 산정결과에 일정한 조정을 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외에도 하급심 판례 중에 공정거래법 제57조를 적용한 몇몇 판시가

있다. 남양유업 사건444)은 거래상지위 남용 중 구입강제가 문제되었던

것으로, 우유 제조업체인 피고가 우유 시판 대리점인 원고에게 유통기한

이 임박한 제품 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여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었다. 법원은 이 사건 구입강제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는 구입강제를 당한 제품의 매입액에서 그 제품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하면서도, 피고가 원고들의 최초 우유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구매 프로그램을 변경하였고 그 이전 자료를

삭제하여 원고들에 대한 구입강제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공

정거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총 매출액의 7%로

산정하였다.

또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문제된 화장품 판촉 사건445)은 고객을 빼앗긴

경쟁사업자가 피고에게 명예 실추, 상표가치 훼손 등의 무형적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이었다. 1심 법원446)은 원고가

444)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2001302·2001319(병합)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2994 판결로 확정).

445)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2066판결.

44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1가단100781 판결. 다만 항소심(서울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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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신용의 훼손 등으로 무형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며 배상액을 5

천만원으로 정하면서, 관계법령에 공정거래법 제57조를 명시하였다.

(3) 비교법적 검토 – 일본의 손해액 인정제도

우리 공정거래법 및 민사소송법에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

은 일본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47) 일본 사적독점금지법에는 공

정거래법 제57조와 같은 규정이 별도로 입법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은

1997년 민사소송법 제248조448)를 신설하여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었다. 이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석유카르텔 사건449)

이 계기가 된 것이라고 한다.450) 동 사건에서는 석유가격 담합으로 인한

초과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합 직전 가격으로 예상구입가격을 추인하

고, 실제 구입가격과 예상 구입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

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전제로써 담합 당시부터 원고가 상품을 구입하

는 시기까지 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저한 경제적 요인 등에 변

동이 없음을 원고가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기에, 불가능한 증명을 원고에

게 강요한다는 비판을3받았다.451)

33)

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나51498 판결)에서는 해당행위가 부당한 이익에 의

한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손해액 산정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447) 이선희, “독점규제법 제57조에 의한 손해액 인정제도의 적용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다81511 판결-”, 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575면.

448) 일본 민사소송법 제248조 

   손해가 발생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 손해의 성질상 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재판소는 구두변론의 전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해 상

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49) 最高裁判所判決 (1989. 12. 8.) 昭和 60(オ) 933·1162.

450) 이선희(註 447), 579면; 손봉현, “공정거래법상 손해액 인정제도”, 비교사법 제21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1081~1082면.

451) 淡路剛久, ｢鶴岡灯油訴訟最高裁判決と損害賠償責任｣, ジユリスト(953号), 1990, 42

頁; 実方謙二, ｢鶴岡灯油訴訟最高裁判決の検討｣, 法律時報(62巻3号), 日本評論社, 1990, 

18頁 [손봉현(註 450), 1081면에서 재인용]. 



- 160 -

일본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48조가 신설된 이후, 많은 사적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손해액 인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452) 특히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을 증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248조를

적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판례들이3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건

설공사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248조를 적용

하는 것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고 한다.453)

(4) 제도의 한계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

요되는 작업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증명하기 어렵다. 재판부

로서는 손해액의 증명부족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것인지 아

니면 손해액 인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경제분석 결과에 따르지

않더라도 법원이 적정하다고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할 것인지를 고

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손해액 인정제도는 실무상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액이 걸려 있는 사건에서 단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법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거나,454) 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외의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455)

손해액 인정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근본적으로 손해액 인정제도가

적용 대상, 적용 방법 등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452) 민사소송법 제248조를 적용한 판례로 東京高判 平18.10.19.(東高時報57巻1頁); 大阪

高判 平18.9.14.(判タ1226号107頁); 東京地判平18.11.24.(判例タイムズ 1277号 239頁); 

東京地判 平19.10.26. (判例タイムズ 1293号 129頁) 등 [권영준(註 377), 203면에서 재

인용].

453) 村上政博=山田健男, 独占禁止法と差止⋅損害賠償, 商事法務, 2005, 163頁 [손봉현, 

(註 450), 1082면에서 재인용].

454) 권영준(註 377), 202면.

455) 권오승 외 7인(註 1), 3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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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손해액 인정제도의 적용 요건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가 무엇인

지는 법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요건에 대한 판단을 법원의

무한한 재량에 맡기는 것은 법원에게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의 법적안정성 역시 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판례를 통해 집적된 사례를 분석하고 동 민사소

송법 제248조가 적용되는 사안을 유형화하여 사안별로 동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손해액산정의 기초사실을 유형화하는

접근방법으로써 ①통상의 증명방법에 따라 증거로 확정할 수 있는 사실,

②성질상 증거로 확정할 수 없는 사실, ③통상의 증명방법에 따라 증명

이 가능하지만 성질상 통상 곤란이 동반되기 때문에 대체적인 증명방법

이 고려될 수 있는 사실, ④불확정 요소와 가정적 요소가 있어 불확실성

이 큰 사실, ⑤대체적 증명방법 등에 의한 증명도 고려할 수 있지만, 해

당 사안에 대하여 확정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시간 등에 상당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분류하고, ③과 ④의 유형에 대하여 손해액 인정제도가 적

용되어야 하며, ⑤는 손해액 인정제도의 유추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라고 한다.456)

(5) 소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산정에는 복잡한 경제분석이 요구

되어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증거의 편재로 인하여 원고의 증명이 쉽

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상승된 가격

에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법위반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원고는 해당 법위반행위가 상승시킨 가격분, 원고의 해당 물건 사

456) 伊藤ほか編, 民事訴訟法判例百選(第３版), 有斐閣, 2003, 143頁: 伊藤滋夫, “民事訴訟

法二四八条の定める相当な損害額の認定”(下⋅完), 判時(1796号), 2002, ４頁以下 [손봉

현(註 450), 1093면에서 재인용]. 한편 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다수설

에 의하면 손해액 인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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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등을 증명해야 하며, 법위반행위 외에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격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품의 소비자인 원고가 입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

장에서의 가격 결정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법위반행위로

인한 가격분만을 산정해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손해액 인정

제도를 이용하여 증명도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활성화를

통하여 법위반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의 구제까지 달성하기 위한 방법

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손해액 인정제도가 사용된 판례가 아직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 손해액 인정제도의 적용을 위한 요건과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

으므로, 일본의 예를 참조하여 사례의 축적 및 연구를 통하여 손해액 인

정제도가 적용되어야 할 사건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손해액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손

해액 인정제도의 운용 방법의 문제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

상 손해액 인정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원이 추산할 수 있는 최소금

액으로 액수를 정하는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과소배상의 현상이 나타난

다는 지적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도 통용될 수 있는 문제의식으로 보

인다.457) 또한 손해액 인정제도의 적용 요건을 너무 정치하고 까다롭게

요구할 경우, 사실심법원으로서는 손해액 인정제도의 적용 대신 당사자

에게 조정을 강요하게 될 우려도 있다.458)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측면들

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액 인정제도를 정립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457) 설민수, “특허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의 현실과 그 구조적 원인, 그 개선모델”,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454, 484~485면.

458) 박익환, “재량에 기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민사판례연구 32권, 박영사, 2010, 84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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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1. 민법상 불법행위 구성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손해가 가

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법위

반행위자는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을 지지 않으므로, 원고는 법위반행위의 결과로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법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충족을 위해서는 먼저 사실상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

다. 사실상의 인과관계는 만약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때에 인정된다. 그런데 원인․결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손

해를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무한히 확

대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인과

관계론은 사실상의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그 연쇄를 가장 합리적

인 곳에서 끊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률적 인과관계를 정립시

켜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459)

독일에서 주장되는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로, ①상당인과관계설은 동일

한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 보통이라

는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우연한 사정

은 행위의 결과에서 제외되며, 오로지 결과와 적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

는 조건들만이 원인적인 것으로 인정된다.460) 한편 ②책임발생적 인과관

계(haftungsbegründende Kausalität)와 책임충족적 인과관계(haftungsau

sfüllende Kausalität)를 구별하는 견해는 인과관계를 손해배상책임의 성

립과 책임의 범위라는 양 측면에서 파악하여, 전자를 손해배상책임의 성

459) 곽윤직(註 372), 117면.

460) 곽윤직(註 372),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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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요건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는 한편 후자를 법률효과에 속하는 것으로

서 손해의 범위 문제로 바라본다.461) 즉 전자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에 속하

며, 따라서 과책 유무의 판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후자는 그 법익침해가

손해를 발생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손해요건에 위치하며, 본질적으로 보

다 객관적인 귀속판단에 따르게 된다.462)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을

배상하도록 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463) 그러나 최근에는 많

은 학자들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

를 정하는 인과관계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불

법행위의 성립요건(민법 제750조)과 손해배상의 범위(제763조, 제393조,

제765조 등)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양자가 구분되는 법체계를 채택하

고 있다는 점을 든다.464)

그러나 독일에서 책임성립적ㆍ책임충족적 인과관계를 구별하는 것은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이 신체, 자유, 혹은 소유권 침해와 같은 절대권

의 침해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절대권의

침해를 기점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 등 후속손해를 배상하기 위

해서는 배상범위에 대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이다.465)

반면 우리 민법 및 공정거래법에서는 1차적 손해(절대권)와 후속손해

(재산상 손해)의 구별 없이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불법행위책임이 발

461)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제9권」, 박영사, 2008, 504~508면 (지원림 집필부분).

462) Erwin Deutsch(양창수 역), “독일에서의 인과관계의 증명과 입증경감”, 저스티스 제

23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0, 112~113면.

463)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255면 (이연갑 집필부분).

464) 이은영, 「채권총론」(제4판), 박영사, 2009, 774면; 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

의」(제14판), 신조사, 2015, 1641면; 송덕수, 「신민법강의」(제7판), 박영사, 2014, 1643

면; 박운길,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역할”, 법학연구 제19집, 한국법학회, 

2005, 159면. 

465) 박희호, “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확정을 위한 인과관계의 구별에 관한 재론”, 법

학연구 제18권 제1호, 경상대학교, 2010, 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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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특히 순수경제적 손해에서는 위와 같은 의미의 1차적 손해도 존

재하지 아니하므로, 책임성립적ㆍ책임충족적 인과관계를 구별할 실익이

없을 것이다.

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과관계

가. 사실상의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와 같은 민법에서의 인과관계 관련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인과관계의 존부가 판단되어

야 할 것이다.466) 판례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 및 한국 현지법인이 윈도우 운영체계에 미디

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판매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하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이라 하겠

다)에서, 1심 법원은 위 결합판매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인 것은 인

정하였으나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의 메신저 결합판매행위와 원고의 메신

저 사업 실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하여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467)

그러나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인과관계론이 사실상의 인과

관계 성립을 전제로 손해배상의 범위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공

정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사실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조차 매우 어

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시장에 개입되는 여러 요소들의 영향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인과의 연쇄과정을 증명할 수 있

466) 한편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에 있어 책임성립적 인과관계와 책임충족적 인과관계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는 이선희(註 224), 119~120면.

4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 이후 2심, 3심을 거쳐 확

정되었는데 위 판시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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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 확보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받

은 피해자는 매출 하락에 따른 일실이익 등의 손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매출의 하락은 법위반행위 이외에도 시장 상황, 물가 변동, 환율 등 여러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해당 사업활동 방해행위

로 인하여 매출액이 하락하였음을 증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당인과관

계론을 적용하더라도 인과관계의 증명 미비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증명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하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의 사용

일응의 추정(표현증명)이란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칙을 이용하여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정하는 것이다.468) 일응의 추정에 의하면

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추정의 전제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주

요사실에 관한 추정이 성립되면 상대방이 그 추정에 의문이 가는 특단의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간접반증) 그것으로 추정사실이 인정된다. 최근

판례는 공해소송469), 의료과오소송470), 제조물책임소송471) 등 현대형 소

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한 소송이 늘어나자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이론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장의 폐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 인과관계를 ①

원인물질의 배출 ②원인물질의 피해물건에 도달 및 손해발생 ③기업에서

생성 유출된 원인물질이 손해발생에 미치는 유해성으로 대별할 때, ①②

468) 이시윤(註 348), 551면.

469)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등.

470)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139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등.

47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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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원고로 하여금 증명을 하게 하여 성공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일응의 추정을 하되, ③에 대하여는 피고 측의 간접반증의 대상

으로 하여 그 부존재의 증명이 성공하면 인과관계에 대한 일응의 추정에

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472) 판례는 화학비료 제조사인 피고가 방류한

폐수로 말미암아 양식 중이던 김에 병해가 생겼다며 원고가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①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를 배출하였고 ②그 폐수중의 일부가 조류를

타고 원고의 어장에 도달되었으며 ③그 후 원고의 어장 양식 김에 병해

가 발생하여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어장 해수에

피고가 배출한 폐수의 혼합률이 안전농도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여 피고

의 폐수와 원고가 양식한 김의 피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파기하며 ①ㆍ②ㆍ③의 사실이 각 모순 없이 증명되는 이상

피고의 폐수의 배출과 원고가 양식하는 김에 병해가 발생하여 입은 손해

와의 사이에는 일응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

한 바 있다.473)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은, 비록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으나 공해소송 등의 현대형 소송에 있

어서는 인과관계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가해자인 기업

측에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오염물질은 장기

간에 걸쳐 미량으로 배출되고 환경매개체인 물ㆍ공기ㆍ토양을 통하여 피

해자에게 도달되므로 오염물질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작용할 가능

성 등이 있고, 가해자가 다수인 때에는 누구의 침해행위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하여는 고도의 자연과학적

지식이 요구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력도 없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자가 인과관계의 증명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므로, 피해자를

47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이시윤(註 348), 553면.

473)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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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증명책임의 완화 방안이다.474)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원고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수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을 경감하는 판례의 입장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475) 가격담합을 예로 들면, ‘①가격담합에 의

한 원공급가격의 상승 ②중간 유통단계에서의 가격의 상승 ③소매점의

구입가격의 상승 ④소매가격의 상승이라는 인과관계의 연쇄 중 ①과 ④

사실 및 그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원고가 증명하면 인과관계

가 사실상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피고가 소

매가격의 상승이 가격담합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일어났다거나 ②와 ③

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반증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러나 이러한 견해는 연쇄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상의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격담합으로 인하여 상승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

게 된 간접구매자는 ‘직접구매자라는 중간자가 개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일응의 추정에 의해 증명할

수는 있을 것이나, 본질적으로 ‘법위반행위가 가격 상승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명부담을 진다.

다. 소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는 점은 현대형 소송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

상 역시 인과관계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가해자인 기업

측에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법위반행위

가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정되더라도 이외의 다양한 경제적

474) 이시윤·조관행·이원석, 「판례해설 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14, 466면.

475)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 실무의 관점에서”, 경영법률 제13집 제2호, 한

국경영법률학회, 2003,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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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이 개입하여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분리

해내어 법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고도

의 경제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반면, 피해자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손

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원고의 증명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대형 소송의 증명책임 완화 이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법상 인과관계를 ①법위반행위의 존재, ②가격상승, 경쟁사업자 배제 등

의 경쟁제한적 결과 발생, ③법위반행위가 경쟁제한적 결과에 미치는 영

향으로 대별하여, ① ②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③

에 대한 간접반증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일응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것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일응

의 추정은 경험칙 가운데 십중팔구는 틀림없는 정도의 신뢰성이 높은 경

험법칙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예를 들어 ‘가격담합행위가 존재하

면 가상경쟁가격보다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 높은 신뢰도의 경험칙으

로 인정된 경우여야 일응의 추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09

Oxera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담합사건들의 93%에서 담합으로 인한 초

과가격이 양의 값을 갖는다고 하였다.476)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 위

반행위에 대해 일응의 추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험칙으로 정립될만한

통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미국의 당연위법의 원칙을 수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당연위법이란 특정한 법위반행위가 존재하기만

하면 시장이나 경쟁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나 행위의 목적에 대한 분석

이 없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당연위법

의 원칙을 수용할 경우 원고의 ‘법위반행위가 경쟁제한적 결과를 발생시

476) Oxera and a multi-jurisdictional team of lawyers led by Dr. Assimakis Komninos, 

“Quantifying antitrust damages: Towards non-binding guidance for cou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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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면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당연위법의 원칙을 수용하여 법집행을 효율화시키려는 논의

가 있었으며, 1999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문구가 “일정한 거래분

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으

로 개정된 것을 두고 미국의 당연위법의 원칙을 수용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으나,477) 현재는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

이 수렴되고 있다.478) 생각건대 동 조의 개정 취지가 설사 당연위법의

원칙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조문의 문리해석상으

로는 여전히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경

성공동행위와 같이 그 행위 자체로써 경쟁제한적 효과가 추정되는 행위

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약식 합리의 원칙(abbreviated, quick look,

truncated rule of reason)479)과 같이 법위반행위자로 하여금 정당화사유

를 입증하도록 한다면, 원고의 증명책임의 곤란을 구제할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다만 실무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의 경성공

동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제한효과의 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쟁제한성

과 부당성을 추정하고 있어480) 사실상 당연위법의 원칙을 채택한 것과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다. 판례 역시 종전에는 경성공동행위인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였으나, 최근에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

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

477) 이남기·이승우, 「경제법」(제3판), 박영사, 2001, 191면; 홍명수 “카르텔규제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제11권, 한국경쟁법학회, 2005, 249면.

478) 조성국(註 149), 367면; 정호열(註 10), 320면, 권오승·서정(註 14), 117면.

479) 약식 합리의 원칙은 당연위법으로까지 볼 수는 없으나, 명백히 반경쟁적 행위는 합

리의 원칙에 따른 시장조건(시장지배력)의 검토를 생략하고, 피고는 정당화사유를 입

증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입증에 실패하면 위법한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당연위법과 다른 점은 정당화사유에 대한 항변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H. Hovenkamp

(註 135), 211, 212].

480)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개정) Ⅴ.1.가; 권

오승·서정(註 14), 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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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제한성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미국의 반독점 손해 이론

가. 반독점 손해 이론의 의의

클레이튼법 제4조는 “누구든지(any person)”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

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반독점 손해(antitrust injury)’라

는 개념을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 반독점 손해는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지만, 반독

점 손해는 결국 어느 범위의 손해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손해의

범위 및 발생된 손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손해의 귀속과

관련된 논의이다. 이는 우리법상으로는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와 관련되

므로 본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반독점 손해 이론의 등장

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클레이튼법 제4조481)에

의하면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any person who shall be injured in his business or property)”는 3

배 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권자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

지 않고 있다. 이에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남소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판

례로써 “반독점 손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과하여 원고적격의 범위를

481) 15 U.S.C. §15 

   “(a) 본조 (b)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반독점법상 금지된 행위로 인하여 영업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는 청구액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의 주소, 거주지, 또는 피고가 

대리인을 두고 있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입은 손해액의 3배 및 합

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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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 있다.

본래 원고적격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직접손해 이

론(Direct Injury Test)482), 목표영역 이론(Target Area Test)483) 보호영

역 이론(Zone of Interest Test)484) 등의 기준을 제시하여 왔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 어느 이론도 명시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었다. 다만 연방

대법원에서는 반독점 손해 요건을 제시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법

위반행위의 반경쟁적인 측면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반독점 손해 요건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구성하는 요건중 하나인지

아니면 원고적격과는 별도로 검토되는 요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485)

별개의 요건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잠재적인 원고의 범위를 제한하는 원

고적격과는 달리 반독점 손해의 문제는 보상 가능한 피해의 유형을 제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486) 하급심 판례들 중에는 반

독점 손해를 원고적격의 추가적 요건으로 본 것도 있고, 원고적격과 반

독점 손해가 구분된다고 본 것도 있었다.487)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Inc. v. California State Council of

Carpenters 사건488)에서 반독점 손해 요건을 원고적격 구성요소 중의 하

나로 포함시켰으며 이후로는, 반독점 손해는 일반적인 원고적격의 구성

482) Loeb v. Eastman Kodak Co. 사건[183 Fed. 704(3d Cir. 1910)]에서 제시된 기준으

로서,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회사의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주주

의 손해는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손해는 회사 자신의 손해라고 판단하여 

주주의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

483) Conference of Studio Unions v. Loew’s Inc. 사건[193 F.2d 51 (9th Cir. 1951)]에서 

제시된 기준으로서, 특정한 산업에서 경쟁조건의 붕괴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게되는 

경제영역 안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적격을 판단하였다.

484) Malamud v. Sinclair Oil Corp. 사건[521 F.2d 1142, 1152 (6th Cir. 1975)]에서 제시

된 기준으로서, 원고의 손해가 셔먼법과 클레이튼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보호영역 내

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이론이다.

485) Clifford A. Johns, Privat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in the EU, UK and USA, 

Oxford University Press, 176 (1999).

486) Roger D. Blair & Jeffrey L. Harrison, “Rethinking Antitrust Injury”, 42 Vand. L. 

Rev. 1541 (1989).

487) Local Beauty Supply v. Lamaur, 787 F. 2d 1197, 1201 (7th Cir. 1986).

488)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Inc. v. California State Council of Carpenters
,459 U.S. 519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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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간주되어 왔다.489)

반독점 손해는 1977년 Brunswick Corp. v. Pueblo Bowl-o-Mat 판

결490)에서 처음 나타났다. 이 사건의 원고 Pueblo는 볼링센터 운영자였

고, 피고 Brunswick은 볼링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였다. 피고는 볼링 장

비의 매수인들에게 신용판매를 한 후 매수인들이 채무불이행상태가 되자

그들의 사업장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볼링센터

운영회사가 되었다. 피고가 인수한 볼링 사업장 중에는 원고가 볼링센터

를 운영하는 지역의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었던바, 원고는 피고가 사업장

을 인수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지역 볼링센터는 파산하였을 것이며, 그로

인해 원고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을 근거로 피고의 시장지배력 취

득에 대해 클레이튼법 제7조491) 위반에 대한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미 연방대법원은 클레이튼법 제4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금지

청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반독점 손해(antitrust injury)를 증명하여야 한

다고 판시하면서, 반독점 손해란 ①반독점법이 보호하고자 의도하는 종

류의 손해여야 하며, ②손해가 피고의 불법적인 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2단계 검증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의 상실은 경쟁의 제한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유지시켰기 때

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며 반독점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489) Maxwell M. Blecher and James Robert Noblin, “The Confluence of Muddied 

Waters: Antitrust Consequential Damages and the Interplay of Proximate Cause, 

Antitrust Injury, Standing and Disaggregation”, 13 St. John's J. L. Comm. 163, 164 

(1998).

490) Brunswick Corp. v. Pueblo Bowl-o-Mat, 429 U.S. 477(1977).

491) 15 U.S.C. §18

   “상업에 종사하거나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다

른 사업자 주식 또는 그 밖의 주식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없으며, FTC

의 관할 대상이 되는 사람은 상업이나 어떤 활동에도 종사하는 다른 사람의 자산 전

체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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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독점 손해 이론과 위법성

반독점 손해 이론은 규제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로부터 도출되는 손해

만을 배상받아야 할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위 판례에서 연방대법원은

반독점 손해는 경쟁을 감소시키는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지 경쟁이 증가함으로 인해 상실될 일실이익은 반독점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형에 속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반독점 손해가 아니라

고 판시하였다.492) 미국 반독점법의 목적은 경쟁의 보호이므로, 반독점

손해 이론은 경쟁제한효과로 인한 손해만을 배상하도록 하고 경쟁촉진효

과로 인한 손해는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493) 반독점법 위반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경쟁제한성이 효율성보다 더 클 경우 위

법성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효율성 증대

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반

독점법 위반행위일지라도 원고의 반독점 손해에 대한 증명책임은 면제되

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494) 결국, 실질적으로는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위일지라도 특정 원고에게 금지청구의 구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는 합리의 원칙에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495)

라. 소결

반독점 손해 이론은 법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반독점법 위반행위와 일

정한 관련이 있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하도록 하

492) Brunswick Corp. v. Pueblo Bowl-o-Mat, 429 U.S. at 489.

493) H. Hovenkamp(註 135), 660~661.

494) Atlantic Richfield Co. v. USA Petroleum Co., 495 US 328 (1990).

495) 곽상현(註 69),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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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우리법상 상당인과관계설과 유사하다. 상당인과관계설은

발생된 모든 손해를 가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가해자가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반독

점 손해 논의는 우리법상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경쟁질서와 관련된 불법행위로서, 관련시장에

서의 경쟁상황이 위법성 판단에 고려된다. 따라서 단순히 법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반의 근거가 된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그

에 부합하는 손해의 경우에 한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만일 법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법위반행위의 경

쟁제한적 효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 자체로부터 발생

한 것이라면 우리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

관계를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및 위법성관련・보호목적

1. 개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의 실질을 가지므로, 손해

배상책임의 성립을 위해서는 위법성 요건이 필요하다.496)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는 ‘부당성’이라는 위법성의 표지를 통해 법위반행위가 시장의 경쟁질서

에 미친 영향이 고려된다. 이는 사인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여 사인의 권

익 침해 등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는 불법행위법과 구별되는 공정거래

496) 양창수, “독점규제법에서의 손해배상(Ⅰ)”, 공정경쟁 제37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99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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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특수성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성과 민법상 위법성의 관

계가 문제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민법 제750조의 위법성 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요건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2. 민법 제750조의 위법성 요건 개관

위법성의 판단 대상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

립이 있는바, 이는 독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497)

에서는 ‘절대권’을 ‘위법하게’ 침해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절대권의 침해와 위법성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문

제되었다. 이에 ①결과불법론에서는 절대권의 침해라는 결과만 발생하면

위법하며 위법성은 적극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단지 조각사유가 있는지

검토되는 소극적 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고,498) ②행위불법론에서

는 법익침해의 결과가 아니라 가해행위에 위법성의 본질이 있으므로 행

위자체가 무엇을 야기하였으며 행위자체로서 어떠한가를 통해 위법성이

판단된다고 하였다.499)

그러나 우리 민법은 권리침해가 아닌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

로, 독일민법에서와 같이 절대권의 침해와 위법성간의 관계 해석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구체적으로 위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위법성의 본질이 문제된다. 위법이란 법질서에 반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497) 독일민법 제823조(손해배상의무) ①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

유, 재산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사람은 그 타인에 대하여 이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98) 김주수, 「채권각론」(제2판), 삼영사, 1997, 649면.

499) 이은영, 「채권각론」(제5판)., 박영사, 2007, 802면; 정기웅,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

서 과실의 개념과 불법행위 책임체계에서의 지위”, 비교사법 제18권 3호, 한국비교사

법학회, 2011, 441~4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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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①국가의 법규범, 즉 실정법 질서만을 가

리킨다는 견해인 형식적 위법성론과 ②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도 포

함한다는 실질적 위법성론이 대립하고 있다.500) 따라서 전자는 실정법

위반이 위법성의 기준이 되고, 후자는 사회의 공동생활을 실질적으로 해

하는 것을 위법성의 기준으로 본다. 그런데 형식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아직 실정법으로 수용되지 아니한 규범의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

정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위법성은 법규범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판례상 구체적 사건에서의 위법성 유무는 상관관계설에 따라 피

침해이익의 종류와 침해행위의 태양을 상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 왔

다고 설명된다.501) 상관관계설에 의하면 피침해이익이 강한 것이면 침해

행위의 불법성이 적더라도 가해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되고, 피침해이

익이 그다지 강한 것이 아니면 침해행위의 불법성이 크지 않는 한 가해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된다.502) 본래 상관관계설은 일본민법

제709조503)의 ‘권리침해’ 요건이 독일 민법에서와 같은 절대권을 의미하

는 것으로 이해되자, 권리침해가 아니더라도 법규위반행위 또는 공서양

속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창

된 이론이다.504) 그러나 우리 민법 제750조는 명문으로 권리침해가 아닌

위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민법의 구조 아래에서는 상관관계

설의 유용성이 상실되며, 우리 판례는 피침해이익과 침해행위의 태양을

상관관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505) 즉 불법행위에

500)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183면 (이연갑 집필부분).

501)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183면 (이연갑 집필부분);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502) 我妻榮,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 日本評論社, 1937(復刻板, 1988), 125면.

50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504) 일본의 상관관계설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김성용, “일반불법행위의 체계적 재구성

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5, 83~91면 참조.

505) 김성용,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역할”, 민사법학 제30권, 한국민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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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위법성은 상관관계설에서 의도하였듯이 절대권의 경우에는 침해행

위의 태양을 특별히 고려함이 없이 바로 위법하다고 인정하고 기타의 경

우에는 보호법규 위반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익의 침해로 ‘손해발생’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절대권․상대권에 구애

됨이 없이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피침해법익의 성질이나 가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포함한 가해행위의 모습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것이다. 생각

건대 일본 민법과 우리 민법은 구조적 차이가 있으므로, 상관관계설이

일본과 같이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판례에서 비록 위법성 판단 시 피

침해이익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모습 등을 고려하고 있기는 하나,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평면에서 위법성판단의 요소

로 삼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후자의 견해에 찬동하는 바이다.

3.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당연히 민법상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을 갖는

지에 대해 특별히 논하고 있는 문헌은 많지 않다. 다만 ①공정거래법 위

반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며, ②공정

거래법 제66조 등에서 형벌까지 부과한다는 점에 비추어 입법자가 해당

국가의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위법하다는 가치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③공정거래법의 규범목적 범위 내에 공익 외에 시장참가자들의 사

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요건인 위법성을 충족하여, 민

법상 불법행위의 실질을 가진다는 견해가 있다.506)

생각건대 위법성의 본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같은 실

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에 따라

회, 2005, 66면.

506) 이선희(註 224), 8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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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인정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실정법상의 금

지에 의해 위법성이 비로소 형성된 것인가 아니면 실정법상의 금지 이전

에 존재하고 있었던 위법성을 입법자가 발견하여 표현한 것일 뿐인가라

는 이해에 차이일 뿐으로 보이는바, 이미 실정법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될 것이기 때문

이다. 위법성은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법질서 단일의 원칙507)에 따라 한 법에서 위법한 이상 이미

위법한 것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특정 피해자의 특정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므로, 한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여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그 피해자의 그

피해에 대한 것인지, 즉 그 피해의 구제가 불법의 복구에 필요한 것인지

를 따져야 한다. 이를 위법성관련 내지 규범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적 집행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한 침해행위

의 태양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일정 범위에서는 사익보호성을 갖는

단속법규 위반행위라고 보아야 한다.508) 피침해이익인 직접 거래상대방,

경쟁자, 소비자를 포함한 시장참가자의 이익은 비록 부수적으로 보호되

는 것일지라도 일응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구체적인 범위인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른바 손해전가의 항변에서 특히 잘 드러나므로, 그곳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507) 신동운, 「형법총론」(제9판), 2015, 법문사, 265-266면.

508) 공정거래법상 금지규정이 단속법규인지 강행법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명

시된 바 없으나,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일부유형에 대해 단속법규

라고 판시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3가합8580 판결(1심으로 종

결됨);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반사회적질서행위로서 사법상 무효가 된다

고 할 수 없다고 판시로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33763 판결(대법원 

2009. 3. 6. 선고 2002나13425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 후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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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기능

1. 전제 – 배액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구별

배액배상제도(multiplied damages)509)란 실손해에 2배, 3배 등으로 일

정한 승수를 곱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성문법상의 배상제도이다.510) 배액

배상제도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하나로써 입법자에 의해 손해액의 일정

배수까지로 손해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법관 또는 배심원단의 재량에만 의

존하지 않도록 하여 법적안정성을 담보한다.511)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512)란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사정이 있는 경우에 전보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

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손

해배상으로 보통법(common law)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이다.513)

509) 배액배상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실손해액(actual 

damages)에 일정한 승수(multiplier)를 곱하여 배수증액한다는 의미에서 ‘배수증액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김차동,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법학논총 제29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84

면.

510) 미 연방법뿐만 아니라 각 주의 입법에 활용되어 약 1000개가 넘는 법률에 배액배

상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Stephen J. Shapiro, “Overcoming Under-compensation and 

Under-deterrence in intentional tort cases: Are Statutory multiple damages the 

best remedy?”, 62 Mercer L. Rev. 449, 482 (2011).

511) Jessica J. Berch, “Article: The Need for Enforcement of U.S. Punitive Damages 

Awards by the European Union”, 19 Minn. J. Int'l L. 55 (2010).

512)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강학상의 용어로, 영미법계에서는 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 vindictive damages, smart damages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unitive damages를 직역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513) Restatement (Second) of Torts, Volume 1,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79, §908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외에, 그의 악의적인 행위를 

벌하기 위해 가해지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David G. Owen, “A Punitive Damages 

Overview: Functions, Problems and Reform”, 39 Vill. L. Rev. 364 (1994); 서울지방법

원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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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피고에게 손해액보다 큰 부가적인 배상책

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①징벌

적 배상은 보통법상의 구제제도임에 비하여 배액배상은 성문법에 의해서

만 인정되며, ②배심원단의 재량에 의해 인정여부와 그 액수가 정해지는

징벌적 배상과는 달리 배액배상은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부과

되는 경우가 많고, ③징벌적 배상은 처벌이 주된 목적이므로 행위자의

‘악성’이 요구되며 악성의 정도가 그 배상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핵심적

요소가 되는데 반하여 배액배상제도는 행위자의 악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배상액도 행위자의 악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적정한 보상과 억지를 담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514)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배액배상을 모두 인

정한 판례도 있다.515)

한편 성문법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않으

며, 실무상 많은 논문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배액배상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516) 배액배상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의 배

상책임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유형으로 보기도 한다.517) 또한 공정거래법 제56

조 제3항에서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

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부과규정으로 하고 있지 않고, 동조 제4항에서는

514) 김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민법개정에 따른 도입논의와 관련하

여”, 민사법학 제50권, 한국민사법학회, 2010, 256~259면; 이종구,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법의 3배 배상제도의 도입에 즈

음하여”, 경영법률 제26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5, 457~458면.

515) Colonial Lincoln-Mercury Sales, Inc. v. Molina, 152 Ga. App. 379, 262 S.S.2d 820, 

823 (1979).

516) 수많은 논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미국의 3배 배상제도와 같은 제도 도입

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완, “독점

규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방안 검토”,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정하명, “소위 '경제민주화입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 법학논고 제42권 제42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김상찬·이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35, 한국법학회, 2009 등.

517)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과 기업 

연구 제5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77면; 김차동(註 490), 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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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을 정할 때 사업자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제1호)’ 및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

적 이익(제3호)’을 고려하는 등 행위자의 악성까지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상 3배 배상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전제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

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세 가지 기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518) ①실

손해 이상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더 이상 동일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즉, 징벌적 배상책임의

부과를 통해 피고의 사회적 불법행위를 징벌하고, 그가 장래에 유사한

가해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억지하며,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을 보여줌으로써 잠재적 법위반행위자가 장래에 유사한 법위반행위를 하

지 않도록 억지한다.519)

②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취득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불법행위를 고발하도록 유인하는 기능 또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도록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은 벌금과 같이 국고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된다.

피해자는 승소 여부에 따라 큰 보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

가 발생하면 일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 할 것이다.520)

518) 이점인,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74호, 동아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7, 49면; Blue Shield of Virginia v. McCready, 457 U.S. 

465(1982).

519)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이 공격적인 가해자를 징벌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제3

자들에게 경고의 의미로서 이 제도의 목적을 가진다.” [Lake Shore & Michigan 
Southern Railway v. Prentice, 147 U.S. 101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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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대한 손해 전보 기능을 수행한

다. 피해자가 실제 재판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주장ㆍ증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완전히 만족하는 배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한

다.521) 한편 연혁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정신적 손해를 보전하는

위자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522)

나. 실손해 전보의 원칙과의 상충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손해배상제도의 하나이므로, 본질적으로 민

사법의 이념과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목적

과 기능의 차이로 인하여 민사법과 긴장관계를 만들게 된다. 대표적으로,

실손해를 넘는 3배 이내의 배상액을 인정하는 것은 근대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및 실손해 전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3배 배상제도의 도입에 반대하

는 견해의 주된 논거 역시 우리 민사법과 체계적으로 정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럽연합 역시 이러한 점 때문에 치열한 논의 끝에 징벌적 손

해배상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523) 그럼에도 불구

하고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것은 결국 사적 집행의 관점에

서 설명될 수 있다. 즉, 실손해 전보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집행의 효율

520) David G. Owen, "Punitive Damages in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 74 Mich. L. 

Rev, 1258, 1281 (1976).

521) 김상찬‧이충은(註 516), 170면.

522) 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중처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무형적 손해를 배

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보통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배상받을 수 없

는 무형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기능을 해 왔다 [Schlueter 

Linda L, Punitive Damages Vol. 1 (5th ed.), LexisNexis Matthew Bender, 9 (2005)]. 

한편 미국의 Michigan주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자체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지칭

하여 왔다 [oda Constr. Co. v. Burns & Roe, Inc., 329 N.W. 2d 760, 773 (Mich. Ct. 

App. 1982)].

523) 녹서 중에는 수평적 공동행위에 대해 2배 배상제도의 도입이 제안되어 치열한 논

의가 이루어졌으나 백서에는 결국 2배 배상제도가 제안되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는 h

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actionsdamages/green_paper_comments.html

참조(2019. 7. 1.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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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하여 법위반행위의 억지ㆍ예방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오히려 손해의 완전한 전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524)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주로 소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켜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소집행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입증

된 손해배상 범위를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525)

그러나 설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위와 같은 특성 등으로 인하여 실

제 피해자가 과소배상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당사자에게는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으며,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까지 손해배상금이 원

고에게 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고가 증명한 범

위를 넘어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써, 실손해 전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만 집행의 필요성 측면을 고려하여, 민사법의

전보배상원리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

1. 논의의 전개 과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논의는 1990년 법무부에 민사특별법제정

분과위원회가 발족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526) 이후 1999년 2월 1일 법무

부의 민법개정 작업 시, 1996년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 입법 논의 시에

524)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Annex to the Green Paper -Damages actions 

for breach of the EC antitrust rules, para. 121.

525) 홍명수,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성균관법학 제20

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535면.

526) 윤기택·류근홍,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청대학술논집 제10편, 청주대학교 학술

연구소, 2007,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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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각 2001년 11월 개정시안 및 2001년 12월 증

권관련 집단소송 제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2003년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논의대상이 되었으나 연구의 부족 등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후속기구인 2005년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서는 구체적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여 그 도입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나

국민의 공감대 형성의 미비, 이중처벌이라는 지적, 배상책임의 한도와 민

법상 책임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도입여부에 대한 결론

을 내리지 못하였다.

한편 구체적 도입 시에도 ①민법을 개정하여 일반적으로 도입하자는

견해527), ②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등 일부 분야

에 한정하여 개별 특별법에서 도입하자는 견해528)가 대립하였다. 결국

②설에 따라 9개의 개별 법률들529)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각각

도입되었으며,530) 공정거래법은 이 9개의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공

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에서는 2017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531) 2018. 8. 30.에 부당공동행위

527) 이 견해 안에서도 ①민법 제750조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을 하자는 견해, ②민법 제

393조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자는 견해, ③민법 제750조의1 또는 민법 제756조 제4

항을 신설하여 도입하자는 견해가 대립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김상찬·이충은(註 516), 

179~182면 참조. 

52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 「징벌적 배상제도 참고자료」, 2006, 10~13면.

5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

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530) 이 중 가장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것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2011년 3월 29일 개정시 동법에 제35조를 신설하여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동법 제12조의3)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의 악성과 높은 비난가능성을 고

려하여 징벌적 배상을 가하여 이를 억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두진, “카르

텔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론”, 경쟁법연구 제2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4, 

326면.

531) 연합뉴스, “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과징금 2배로 상향 추진”, 2017. 11. 

12.자 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1/0200000000AKR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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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ㆍ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제23조의3)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배 이내를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본회의(제363회)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이하의

공정거래법(법률 제15784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56조 제3항에 따라

3배 배상제도가 도입ㆍ시행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제23조의3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

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

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입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1990년 도입 논의의 시작점부터 2018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

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둘러싼 찬

반논란이 뜨겁게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가. 도입찬성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①공정거래법 위반에 의

한 손해의 발생은 많은 경우에 소액다수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고 이 경

우에 법위반행위에 대한 집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비추

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이 오히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시

킬 수도 있고, ②기존의 손해배상제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완벽

하게 확인하여 제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불법행위의 억제 및 제재기능을 달성할 수 있으며, ③징벌적 손해배상은

1029000002.HTML?input=1195m, 2019. 7. 1.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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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벌

금이나 과징금과 다르며, 형사소송이나 행정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

에 의해 부과된다는 점, 형사벌로 부과되는 자유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벌이나 행정적 제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중처벌이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④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

는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정신적 손해

및 법위반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실손해배상으로는 피해자들이 손해를

충분히 전보받고 있지 못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532)

나. 도입반대론

반면 반대론자들은 ①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제도의 회복기능과

무관할 뿐 아니라 억제 및 제재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전보적 배상제도와

상충되는 이질적인 제도이며, ②불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민사책임을

이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법의 발전이라기보다는 퇴보이며 무엇보

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예측가능성이 없고, ③징벌적 손해배상은

남소의 우려 및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다억제(over-deterrence)를 발생시

킬 뿐만 아니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

되며, ④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은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

져올 염려가 있고, ⑤불법행위의 억제ㆍ예방기능은 기존의 형사절차 또

는 행정절차를 정비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⑥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합

리적이면서 공평한 배상금 산정이 어려워서 형평성 유지가 힘들고. 배상

금의 산정 시 법관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아직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533)

532) 홍명수(註 525), 535면; 강병모, “소비자권리실현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8, 96면; 김두진(註 530), 320면; 박종렬, “징벌적 손

해배상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6호, 한국법학회, 2007, 156면.

533) 김영갑(註 213), 85~86면; 김재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문제,” 언론과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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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위와 같은 논의는 결국 2018년 공정거래법에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됨으

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서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인의 구제 측면이 아닌 사적 집행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실손해배상의 원칙 등 기존의 민사법체계와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된 것은 별개의 사적 집행 수단으로써 법

위반행위의 억지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배액배상제도는 불법행위자의 법위반에 대

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제도로써 억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액

을 비용으로 상정하는데, 이 때 불법행위자가 고려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총액이 아니라 실제 지불하게 되는 손해배상

액이 된다. 때문에 한계기대비용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가능성,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 피해가 승소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

되며 이것이 모두 100%가 되지 않게 되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지불하

게 되는 손해배상액 사이에 괴리가 나타난다. 즉 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

에 대한 한계기대비용을 낮게 평가하여 불법행위를 과다 발생시킬 수 있

다. 이 때 배액배상액의 부과시키게 되면 불법행위자의 사적 비용과 사

회적 비용의 괴리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불법행위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534)

지배, 박영사, 2007, 171~176면; .홍대식, “민·상법과 독점규제법”, 권오승 편저 독점규

제법 30년, 법문사, 2011, 52면; 신영수(註 82), 448면.

534) Louis Visscher, Economic Analysis of Punitive Damages, in Punitive Damages: 

Common Law and Civil Law Perspectives, Helmut Koziol and Vanessa Wilcox ed. 

Springer, 2009, p.222; Jeffrey L. Harrison, Law and Economics - Cases, Materials 

and Behavioral Perspectives -, West Group, 2002, pp.445∼447; 홍명수(註 525), 52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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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개정이유로

써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535)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오직 부당공동행위만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대

상행위로 인정하였는바, 피해자의 권리구제 미비는 부당공동행위뿐만 아

니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서도 동일하게 발

생하는 문제이므로 개정이유는 왜 부당공동행위 유형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또한 손해의 전보란 불법의 경중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징벌 배

상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손해 전보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인해 10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B는 부

당공동행위로 인해 1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때 손해액을 고려하면

구제의 필요성은 A에게 더욱 강하게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오직 B에게만 3배 이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행

위유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 이념

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특히 규제의 필요성이 큰 부당공동행위에 한하

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였다는 점은 이 제도의 사적 집행 수단으로

서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법집행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사적 집행의 수단으

로 본다 하더라도 행위유형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

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의 클레이튼법 제4조는 “반독점법에서 금지되어

5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84호, 2018. 9. 18., 일부개정] 개정이

유: “신고사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ㆍ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배 이내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

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591&chrC

lsCd=010202&lsRvsGubun=all, 2019. 4. 30.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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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행위에 의하여 사업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는 소송액에 관계

없이 피고의 거주지, 현재지 또는 대리점소재지의 미국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입은 손해의 3배액 및 적절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536)”고 규정하여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당공동행위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지

위 남용행위, 기업결합행위에 있어서도 법위반행위의 억지와 예방을 위

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쟁제한성을 위법

성의 표지로 하지 않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사적 구

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에 대

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

다.

한편 현행법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하에서는 손해배상액 귀속

문제 및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와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하에

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

1. 손해배상액 귀속의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손해의 귀속 문제이다. 통상

공정거래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당공동행위 등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에 사회적 손해를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러한

사회적 손해가 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리가 없다.537)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옹호

하는 견해에서는 피해자에게 실손해의 범위를 넘은 손해액이 귀속되는

536) 15 U.S.C. §15(a).

537) 정해성, “손해배상의 법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계”, 중앙법학 제6권 제4호, 중앙

법학회, 2004, 249~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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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징벌적 배상과 실손해배상의 개념상 차이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귀

결이며, 공정거래법은 개인 간의 이익조정이 아니라 정당한 경제질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목적이 헌법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것이

라면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자기책임을 넘어서는 책임의 부담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538)

한편 미국에서는 손해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피해자가 받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 보호와 같은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출연하게 하거나,539) ②징벌적 손해배상액 중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을 법률로 제한한 후 일정금액을

국고로 환수 환수되도록 하고 있다.540)

생각건대 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공정거래법의 법목적 달성을 돕

는 사적 집행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할지라도, 사인에게 배액의 배상액을

귀속시키는 것은 사회적 이익을 개인이 부당이득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불법행위의 억지라는 사회적

이익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원고에게만 귀속시키기보다는 원고에

게 최소한의 소송참여유인이 될 정도를 제외하고는 국고로 환수하거나

기타 공익재단에 귀속시켜 다른 피해자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과징금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과징금 부과액수 중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갖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

538) 김두진, “독점규제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

법제연구원 보고서, 2007, 31면; 홍명수(註 525), 537면; 정완(註 516), 279면.

539) 피해자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Alan Calnan, “Ending 

the Punitive Damage Debate”, De Paul L. Rev. 45, 118 (1995).

540)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20, 대법원 사

법정책연구원, 2017, 119면. 이에 따라 플로리다 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35%

를, 알래스카 주는 50%를, 조지아 주는 75%를 각 국고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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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과징금은 법 위반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인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법위반행위를 억제하는 기능

을 담당하는데 반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는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피

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능을 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양자는

취지와 기능면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과징금 부

과액수 중 사회적 피해부분인 ‘사회적 후생의 순손실에 대한 제재로써

위반자로 하여금 이를 내부화하도록 부과하는 부분’에 상응하므로, 양자

를 병과하여 부과할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중복될 우려가 있

다.

예를 들어 k제품의 수요곡선(D)의 기울기가 –1이고, 한계비용곡선

(MC)541)이 수평이라고 가정해보자. 완전경쟁시장에서 k제품이 100만원

에 매년 10개가 판매되고 있었는데, X가 k의 생산을 독점한 후 k의 가

격을 150만원으로 인상하다고 할 때, X는 5개가 팔릴 것이며, X의 이익

은 250만원(50만원 × 5개)이 된다. 이는 생산자 잉여542)로서, 아래 그림

에서의 B와 같다. 한편 k에 대한 한계효용이 150만원 이상인 소비자들은

k를 구매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소비자 잉여543)로서, 아

래 그림에서의 A와 같다.

541) 한계비용곡선은 k제품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542) 시장가격과 한계비용 간의 차이를 말한다.

543)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에서 실제로 지

불하는 가격을 뺀 차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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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격

(만원)

수량(개)5 10

A

B
C

150

100

A = 소비자 잉여

B = 생산자 잉여

C = 사중손실(하버거의 삼각형)

M

R

M

C

[그림 5] 사중손실 그래프

본래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는 위 그림의 A + B + C 부분

이었다. 그런데 X의 독점행위에 따라 소비자 잉여는 A로 줄어들고, 생

산자 잉여 B가 생겨남에 C와 같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구매자의 자원배분의 효율성 손실(allocative efficiency loss to buyers)

또는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이라고 한다. 즉 사중손실이란

독점ㆍ담합ㆍ규제 등을 통하여 시장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되면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감소로써, Arnold C. Harberger에 의해 발견되어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도 불리고 있다.544) 위 사례에서의 사중손실은 가

격 상승으로 인하여 거래를 포기하거나 덜 효율적인 상품으로 전환하여

해당 상품의 거래에서 배제된 구매자들이 입은 손해 등이라고 할 수 있

으며, 125만원으로 평가될 것이다.

544) Arnold C. Harberger, “Monopoly and Resource Alloc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44, 77~8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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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이념적ㆍ이론적으로는 위반행위자의 초과이익과 사중손실을

합한 금액에 상응하게 산정되어야 하므로, A에게는 37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다. 한편 150만원에 k를 구매한 Y가 X에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Y의 손해배상액은 50만원으로

산정될 것이다. 결국 X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은 과징금 375만원과

손해배상금 50만원의 합계인 425만원이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경제학적으로는 사중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볼

수 있다.545) 최적 집행의 관점에서, 법위반행위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생

산자 잉여만큼 줄어들었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부의 이전으로써 사회

전체 효용의 감소가 아니다. 따라서 법위반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사중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며, 법경제학적으로는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통상의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가 법

위반행위로 인해 상실된 소비자 잉여 부분을 되돌려 받는데 그쳐 사회적

손실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므로, 여기에 사중 손실을 고려한 징벌적 손

해배상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가 사중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배상받

도록 하는 것이다.546) 이는 미국의 반독점법 원고적격 제한 이론과도 관

련이 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Z가 k의 대체품 k’를 180만원에 구매

하였다고 할 때, Z는 3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며 이는 사중손실에 속하

게 된다. 본래 손해배상의 원칙상으로는 Z를 찾아 30만원의 손해를 배상

해 주어야 할 것이나, 미국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직

접 구매자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어 이처럼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의 손해를 입은 배제된 구매자들이 그 손해를 배상받

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기왕 소를 제기한 직접구매자가 사중손실

까지 배상받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직접구매자에게 징벌적

배상의 방법으로써 사중손실까지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547) 그런데

545) 홍대식(註 517), 106면.

546) Lesile, Christopher R., “Antitrust damages and deadweight loss”, The Antitrust 

Bulletin Vol. 51, No. 3, 54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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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중손실의 고려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 양자

에서 각각 이루어지므로, 과잉억지, 과다집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

종이므로 행정제재로서의 과징금과 구별되며 과잉처벌금지 원칙에도 위

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548)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주된

기능이 손해의 전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를 억지ㆍ제재하기 위

한 것이므로 과징금과 기능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자 모두 사중

손실이 부과의 근거로써 고려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할 경우에는 과징금제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지가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한다. 과징금 액수만큼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거나, 과

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게 하지 못하게 하

는 등의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정거래법에는

제56조 제4항 제4호에서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을 배상액을

정함에 대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고려의 방법

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해서

는 ①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

을 인정하되 다만 법원이 그 규모인정에 제반 요소를 고려하자든가, ②

과징금 산정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고시상 위법성이 “매우중함”으

로 판정된 사건 정도549)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

정하자는 견해가 있다.550)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과징금과 징벌적 손

547) 홍대식(註 517), 106면.

548) 원혜욱ㆍ김자영,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형사적ㆍ민사적 제재에 관한 검토”, 법학

논총 제32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502~504면.

549) 통계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6건 중 5건이 매우중함으로 판정되어 그 비율이 

83.3%에 이르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대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

성이 많으며, 부당한 공동행위는 119건 중 76건이 위법성 매우중함으로 판정되었으므

로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김차동, “집단소송제 및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억지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경쟁법연구 제2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4, 392면.

550) 김차동(註 549), 391~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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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의 중복 부과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

어 시행되고 있는 이상, 과징금액에서 배상액을 공제할 것인지 또는 배

상액에서 과징금액을 공제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가 조속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절 손해배상액 제한의 문제

Ⅰ. 손해전가 항변의 인정여부

1. 손해전가 항변의 의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여러 단계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

는바, 법위반행위자로부터 물건을 직접 구매한 자가 중간유통자일 경우

에는 손해의 전가(轉嫁)라는 특수한 문제가 발생한다. 직접구매자가 원고

가 되어 법위반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경우, 피고인

직접구매자가 원고의 손해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하위단계 구매자인

간접구매자에게 전가하였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거나 일부를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항변을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항변을 ‘손해전가의 항변(passing on defense)’이라고 부른다.551)

2.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구매자의 손해전가

항변

가. 양자의 관계와 문제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에 영향을 미친

551) 이선희(註 224), 131면; 홍대식(註 13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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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상승시킨 경

우, 그 영향은 직접 거래상대방(직접구매자) 뿐만 아니라 그 직접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다시 제품을 구매한 거래상대방(간접구매자), 최종소비자에

게까지 미치게 된다. 직접구매자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기

보다, 상승된 가격분만큼 재판매가격을 인상하여 간접구매자에게 손해를

전가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①직접구매자로부터 상승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

입한 간접구매자가 법위반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금지청구를 행

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직접구매자가 법위반행위자를 상대로 상승된

가격분 만큼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위반행위자가 간

접구매자에게로의 손해 전가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①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청구권의 문제가 아닌 원고적격의 문제로 다

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식적 당사자개념을 채택하여 실체법상

의 권리ㆍ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법원에 대하여 판결 등의 재판권

의 행사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며,552)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주장

자체로 정당한 당사자가 되므로553)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주

장하는 사람은 그 주장 자체로 원고적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 민사

소송법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 간접구매

자에게도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접구매자의 원고적격 문제는 앞서 인과관계 요건 부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우리 법에서는 간접구매자를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문제 및 손해의 범위 문제와 관련된다.

552) 원래 판결이나 강제집행은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이므로 실

체법상의 권리ㆍ의무를 가지는 사람이 당사자로 되는 것이 이상적이기에, 19세기 말

까지는 실질적 당사자개념을 채택하여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곧 실체법상의 권리

자·의무자였다. 그러나 파산관재인, 선정당사자 등 제3자가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될 실체상·절차상 필요가 있어 실체적 당사자 개념은 점차 형식적 

당사자 개념에 의해 대체되었다. 「주석 민사소송법 1」(제7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302면 (장석조 집필부분).

553) 「주석 민사소송법 1」(제7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334면 (장석조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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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구매자의 손해전가 항변이 동시에

문제되는 것은 위 ①을 긍정하면서 ②를 부정하게 될 경우, 법위반행위

자에게 이중배상을 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이

중배상을 막기 위해 손해전가 항변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법집행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손해전가 항변 인정문제에 대해서

는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고 있다.

나. 미국의 논의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의 원고적격이 최초로 논의된 것은 Illinois Brick

Co. v. State of Illinois 판결554)이다. 이 사건 원고인 일리노이주는 콘크

리트 벽돌의 간접구매자로서, 피고 회사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상승시킨

콘크리트벽돌을 사용하여 건축한 빌딩의 매수인이었다. 원고는 피고 회

사들의 가격담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미국 연방대

법원에서는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종류를 제한하면서 간접구매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종전

에 Hanover Shoe 판결555)에서 손해전가 항변을 부정한 바 있었는데, 이

러한 판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중배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

의 전가를 공격수단으로 주장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거

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직접구매자는 보통 초과지급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흡수하므로 직접구매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 주

면 족하고,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할 경우 반독점법 위반행

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를 일일이 추적하여 개별 손해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접구매자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여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직접구매자에게 맡기는 편이

손해배상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판시하였다.

554) Illinois Brick Co. v. State of Illinois, 431 U.S. 720(1977).

555) Hanover Shoe, Inc. v. United Shoe Machinery Corp., 392 U.S. 481(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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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으며, 실제로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주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간접구매자의 원고적격을 인

정하고 있다. 연방법원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간접구매자의 원고적

격을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연방 반독점법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

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556) 또한 시장에서 원고의 역할을 고

려하면서 소비자는 경쟁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557)

3. 손해전가 항변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

가. 견해의 대립

먼저 ①손해전가 항변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에서는 간접구매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한다. 먼저

ⅰ)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면서 손해전가 항변을 부정하게

되면 단일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중복배상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고 직

접구매자가 스스로 야기한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위반행위자가 초과배

상할 위험이 있어 징벌적 요소를 내포하게 되며, ⅱ)직접구매자와 간접

구매자가 동시에 전가된 부분에 대해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배상부분이

중복되어 소송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어서 비경제적이고, ⅲ)손해전가의

항변을 인정하여 많은 간접구매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면 오히

려 사적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558)

이 때 전가된 손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손익상계로 보아야 하며

556) California v. ARC America Corp. 490 U.S. 93(1989)

557) Martorano v. PPL Energy Plus, 137 F.APP’x 491 (3d Cir. 2005); Midwest Gas 

Servs. v. Inc. Gas Co., 317 F.3d 703, 710-11(권영관, “반독점 손해액 산정 방법론 조

사 분석 연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보고서, 2016, 24면 각주42)에서 재인용).

558) 장혜림, “손해의 전가와 독점규제법 제56조 1항 ‘손해’의 개념 및 범위 –Passing on 

Defence 문제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4권 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316~31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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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명책임은 법위반행위자에게 있다는 견해와,559) ㉡손해전가는 직접

구매자와 간접구매자의 매매계약이라는 별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

로 손익상계로 고려할 수 없고, 전가된 손해액에 대해서도 법위반행위자

가 보상하는 것은 실손보상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므로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560)

②손해전가 항변 부정설은 간접구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경우와 부

정할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손해전가 항변을 부정하면

서 간접구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경우 법위반행위자에게 이중배상 위

험이 발생하지만,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손해전가 항변을 부정해

야 한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561) 이는ⅰ)간접구매자가 손

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도 손해액 산정 및 증명이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ⅱ)직접구매자의 손해에서 전가된 부

분만큼을 공제하게 되면 손해액이 작아져 직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 유

인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주 경쟁법상 간접구매자

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면서 손해전가 항변을 부정한 캘리포니아 주 대

법원에서 이 견해를 취한 바 있다.562)

한편 ㉡손해전가 항변을 부정하면서 간접구매자의 원고적격을 부정할

경우 법위반행위자에게 이중배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며 논리정합성

에 부합하게 된다. 이는 미국 연방법원 판례에서 취하는 태도이며,563) 간

접구매자에게 전가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

손해액 전체를 직접구매자에게 인정하게 되면 직접구매자의 소송 제기

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손해배상의 집행이

559) 장혜림(註 558), 316~319면.

560) 이선희(註 224), 248~249면; 홍대식(註 56), 15~16면; 권영준(註 377), 187~188면.

561) 권오승·이민호(註 64), 94면.

562) Clayworth v. Pfizer, Inc., 49 Cal.4th 758, 233 P.3d 1066 (Cal. 2010).

563) Hanover Shoe, Inc. v. United Shoe Machinery Corp., 392 U.S. 481(1968); Illinois 
Brick Co. v. State of Illinois, 431 U.S. 720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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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564)

위 견해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인정설

㉠손익상계설

㉡책임제한설(판례)

② 부정설

인정: 이중배상 위험X

㉠인정: 이중배상 위험O, but 집행의 효율성 고려

㉡부정: 이중배상 위험X (미국 연방대법원)

손해전가 항변

간접구매자 원고적격

간접구매자 원고적격

[그림 6] 손해전가 항변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

나. 판례의 태도

판례는 피고 밀가루 제조ㆍ판매업체로부터 밀가루를 매수한 직접구매

자 원고회사가 밀가루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손해

전가의 항변을 한 사건(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원고가 간접구매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밀가루를 원료로 생산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비용을 전가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겨진

영역이고,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무릅쓰고 비용을 전

가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별도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담합으로 인한

밀가루 가격 상승에 따른 원고의 손해와 원고가 제품 가격의 인상에 의

하여 취득한 가액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

을 기각하였다.565) 다만 원고가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손해의 일부를

564) 홍대식(註 134), 31면.



- 202 -

전가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비용전가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

고 손해 전부를 전보시켜주면 뜻하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배

상제도의 이념에 반하게 되므로 그 전가액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부담하

는 손해배상액수를 일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손해배상액을 제한하

였다.566)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책임제한설’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책

임제한 개념은 판례에서 창조되고 발전되어 온 것으로써,567) 피해자의

과실 내지 이익이 없어 과실상계ㆍ손익상계 제도로는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나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손해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3의 조정제도이

다.568) 판례상으로는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569), 피해자 본인이 아닌 피해자측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570),

자연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571) 등에서 책임제한을 인

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는 손해전

가 항변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그 항변을 배척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손

해전가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손해전가 항변을 반영한 것이

라는 평가가 있다.572)

56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566)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567) 이를 강조하여 “판례상의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in precedents)”이라고 불

린다 [이은영, “이른바 판례상 책임제한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인”, 비교사법 제22권 1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395면].

568) 이은영(註 567), 395~396면; 한태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원칙의 수정으로서 책임제

한과 비례책임의 비교”, 법학논총 제29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26면.

569)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77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

결 등.

57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43 판결.

571)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17280 

판결 등.

572) 권영준(註 377),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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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한 논리적으로는 손해전가

항변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채권의 귀속 측면에서, 간접구매

자에게 이미 손해를 전가시켜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직접구

매자에게 해당액을 또다시 법위반행위자로부터 배상받도록 하는 것은 불

합리할 것이다. 또한 비록 실질적으로 어렵다고는 하나 간접구매자가 실

제 전가된 손해액만큼의 주장 및 증명에 성공한 경우에는 법위반행위자

는 직접구매자 및 간접구매자에게 해당액만큼의 이중배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적 집행의 관점에서는 간접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

상받는 경우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손해전가의 항변을 부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간접구매자는 증명의 어려움 및 집단소송의

부재 등으로 인한 소 제기 유인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전가된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 연방대법원에서도 이중배상이 억지와 전보 목적을 타협하게 할 정도

로 심각하거나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는 고려에서 손해전가의 항변을 부

정하였다.573) 학설 중에도 이중배상의 문제를 감수하고서도 직접피해자

에게 전가한 손해를 포함한 전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고, 다시 간접피해

자에게 전가된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

다.574)

결국, 공정거래법에서의 손해배상이 단순한 손해의 전보가 아니라 사

적 집행으로써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위와 같이 손해전가의

항변을 부정하고 직접구매자와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할 필

요성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 간접구매자의 권리구제가 충

분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일응 손해전가의 항변을 부정하고 이중배상

을 허용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운용 실태 및 집단소송

573) Clayworth v. Pfizer, Inc., 49 Cal.4th 758, 233 P.3d 1066 (Cal. 2010).

574) Cavanagh, “Illinois Brick: A Look Back and a Look Ahead,” 17 Loy. Consumer L. 

Rev. 1, 42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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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 여부에 따라 간접구매자가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면 논리타당성을 위하여 손해전가 항변을 인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론적으로는 피해자의 손해를 공정거래법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킨 취지,

즉 규범목적이 집행의 효율성에 있음에 비추어 간접피해자의 손해와 가

해자의 경쟁제한행위 등 사이의 사실상의 인과관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의 가해자에의 사실상 귀속에도 불구하고 사적 집행의 효율성을 저

해하는 한 그러한 손해의 규범적 귀속은 배제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활발한 이용, 당연위법의 원칙 도입, 또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으로 활발한 집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

진다면, 간접구매자의 권리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더 이

상 사적 집행을 위하여 이론적 완결성을 깨뜨릴 효용이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전가의 항변을 인정하되 그 법적 성격은 손익상계

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에서는 전가된 손해가 직접구매자의 비용전가

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손익상계를 부정하였다. 직접구매자의 이익은

불법행위 자체가 아니라 직접구매자의 재판매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직접구매자가 간접구매자에게 손해를 전가시킬지 여부는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

접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법행위 외의 행위

가 개입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판

례 중에는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그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으며,575) 학설 역시 이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준용하여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손해감축의무의 범위

575) 판례는 부당해고 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중간수입)을 

얻은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손

익상계의 법리에 의해 중간수입을 공제하였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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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있는 경우에는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본다.576) 따라서 직접구매자의

판매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점만으로 무조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판례는 손익상계를 부정하면서 손해전가를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하였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전가된 손해를 직접구매자에

게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례 및 책임제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간접구매자가 법위반행위자로부

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전가

된 손해로 인한 직접구매자의 이익은 곧 간접구매자의 법위반행위로 인

한 손해이다. 간접구매자가 직접 법위반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는 법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데, 이것이 곧 법위반행위와 직접구매자의 전가된 손해와의 상당인과관

계와 같다. 즉 법위반행위와 전가된 손해액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

하는 것은 법위반행위와 간접구매자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

하는 것과 같으므로, 책임제한설을 취하는 이상 간접구매자는 손해배상

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 이는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

하는 태도와도 배척되며, 결과적으로 법위반행위자에게 전가된 손해액만

큼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므로 공평ㆍ타당한 손해분담 법리에도 맞지 않

게 된다. 이에 더하여, 성문법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실정법적 근거 없

이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법형성을 통한 입법이 되거나, 법

관에게 지나친 사법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책임제한은 신

중히 운영되어야 한다.577)

576) 오종근, “손익상계”, 아세아여성법학 제3호, 2000, 313면.

577) 대륙법계 국가인 네덜란드의 민법, ‘유럽민사법 공통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등에서는 형평에 의한 배상액 감경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바 

한국에서도 민법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논의가 있었으나 추후 검토사항으

로 유보되었다. 이은영(註 567), 396~402면; 한태일(註 568), 234~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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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징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과징금과 손해배상의 관계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과징금 산정에 고려하여야 하는가? ②과징금 부과처분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과징금액을 손해배상액 산정

에 고려하여야 하는가? 이하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의 답변을 위한 전제로

써 먼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알아본 뒤, 공정거

래법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가. 과징금의 의의

과징금이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을 말한

다.578)

과징금제도는 종래의 행정법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강제

또는 행정벌과는 별개의 새로운 행정제재를 위한 금전적 부담이다.579)

또한 과징금을 가하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과징금이란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심리적 강제를 통하

여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기능한다.580)

578) 박균성(註 3), 409면; 헌법재판소 2001. 5. 31. 결정 99헌가18, 99헌바71ㆍ111, 2000

헌바51ㆍ64ㆍ65ㆍ85, 2001헌바2(병합).

579) 박영도ㆍ김호정, 「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5면; 

정호열(註 10), 503면.

580) 박영도ㆍ김호정(註 579), 14면;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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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제3조의2

제1항, 제6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19조, 제22

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또는 보복조치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3조제1항, 제23조의3, 제24조의2) 등에 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정하고 있다.

나. 과징금의 법적 성격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제재의 이중적 성질을 겸한다는 것이

통설581) 및 판례이다.582)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1980년 처음 도입될 당

시부터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라는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제정 공정거래법 제6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정기간은 가격의 인하명령을 한 날로부터 당해 명령에 따라 실제로 가

격을 인하한 날(이하 "實行期間"이라 한다)로 하되,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동실행기간에 가격인상의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으로 하고, 과징금 산정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또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4. 12. 23. 법률 제483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그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

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써 부당이득의 존

재 및 그 증명이 과징금 부과의 전제가 된다는 부당이득환수설의 주장과

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6, 14면.

581) 권오승(註 18), 412면; 김동희, 「행정법Ⅰ」(제23판), 박영사, 2017, 488면.

58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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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후 개정 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서는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

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이라 한다)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과징금의 행정제재적 성격을 강화하

였으며, 1986년의 개정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여타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도 널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이 완화되었다.583) 현재 통설584) 및

판례585)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와 행정제재

의 성질을 겸한다고 하며,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어느 성격이 더 강한지를 판단하고 있다.586)

2. 과징금 부과 처분이 손해배상 소송에 미치는 영향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관계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

과징금 부과처분과 손해배상과의 관계에서 먼저 문제되는 것은 공정거

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실판단이 손해배상 법원을 구속하는지

583)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과 법치국가 원리”, 경쟁법연구 제24권, 법문사, 

2011, 8면.

584) 권오승ㆍ홍대식ㆍ윤미경ㆍ황태희ㆍ김성훈,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

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03, 17면; 박영도ㆍ김호정(註 579), 18면; 홍대식(註 580), 

28면, 박균성(註 3), 409면.

585)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헌법재판소 2003. 7. 24. 결정 2001헌가

25 등

586)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에서도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담합에 의한 부

당한 가격인상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고, 부당

한 시장분할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와 같이 부당이득액을 추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행

정벌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는 견해로 손수일, “공동행위(카르텔)의 규제와 추정조항

의 문제점, 경제범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87집; 한편 과징금의 성격을 일차적으로 부

당이득환수에서 찾고, 순수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은 보충적 내지 예외적으로 인정

하자는 견해로 이봉의(註 58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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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이다. 즉 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이 있은 이후 사인이 동일 사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법

원이 과징금 처분의 근거로 인정된 사실관계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시정조치 선확정주의를 취하던 2004년 개정 전의 공정거래

법 제57조 제1항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었던, 시정조치에서 인정된 사실

을 법원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동일 선상에 있다.

시정조치에서의 사실인정 문제와 관련한 종래의 견해로, ①전면적 긍

정설에서는 시정조치 선확정주의의 취지가 피해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

는 것임을 고려하여 시정조치에서 인정된 사실은 법원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고,587) ②일부 긍정설에서는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하나, 약식절차에 의해 내려지는 시정권고에 대해

서는 구속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588) ③전면적 부정설(다수설)

은 시정조치의 확정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송상 행사하기 위한 요건일

뿐 시정조치 선확정주의가 법원판단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확정된 시정조치를 주요한 증거로 하여 위법행위의 존

재를 증명하게 되면 사업자가 반증을 들지 못하는 한 위법행위의 존재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하였다.589)

이에 대해 판례는 전면적 부정설과 입장을 같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법성 판단이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판

시한 바 있다.

587) 김영호, “독점규제위반행위와 손해배상”, 손해배상법의 제문제: 성헌황적인박사 화갑

기념, 성헌황적인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1990, 505~506면.

588) 오진환, “독점규제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조 제40권 1호, 법조협회, 1991, 

129면.

589) 신현윤(註 27), 4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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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

..... 위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법원을 구

속하지 못하고 다만 사실상추정에 그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6587 판결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자

등의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

정거래위원회의 인정 사실 및 판단은 그 시정조치에서 지적된 불공정

거래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

을 구속하지 못한다.

이상의 논의는 비록 시정조치 선확정주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나,

시정조치가 갖는 의미는 개정 전ㆍ후를 막론하고 동일하므로, 현행법에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590)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관계 판단

이라는 점에서 과징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

계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EU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된 경쟁규범

의 시행에 관한 규칙」(규칙 제1/2003호)591) 제4장 제16조 제1항에서, 이

미 경쟁법 위반이라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각 EU

가입국의 법원에서 이와 상충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미 EU 집행위원회에서 경쟁법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각 법

원에서 동일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시 반드시 법위반사실을 인정하

도록 하는 구속력이 발생한다.592)

미국에서는 반독점법 중 하나인 클레이튼법 제5조에 추정 규정을 두

590) 강명수(註 56), 31면.

591)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

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h

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3R0001&from=EN

에서 다운로드 가능 (2019. 4. 30. 최종 방문).

592) Wouter P.J. Wils(註 3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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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피고가 반독점법 하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후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

우에는 해당 판결 또는 결정은 반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유리하게 쓰이

는 추정력(prima facie effect)을 갖는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93)

나.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록송부요구권

공정거래법 제56조의2에서는 “제56조(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

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

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

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송부요구권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소송경제상 또는 피해자의 증

명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관한 기록을 법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594)

2004년 법 개정 전에는 시정조치 선확정주의를 전제로 민사소송의 사

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

정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관련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제56조의2를 공정

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에서는, 확정 전 기록송부를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을 위하여 공적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끝나지 않은 직무수행

을 방해할 여지가 있고, 권리구제기관인 법원이 경쟁의 유지ㆍ창달이라

는 목적을 갖는 공적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록에 너무 의

존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595) 비록 기존의 논의는 시정조치

593) 15 U.S.C. §16(a).

594) 김두진(註 58), 180면.

595) 김두진(註 58), 181면.



- 212 -

선확정주의를 전제로 한 것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 확정 전에

법원에서 기록송부를 요구한 경우에 대한 위 비판은 현재에도 그대로 적

용될 수 있다.

생각건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판단이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기록송부요구만으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록에

너무 의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기록송부요구 절차가 아니

더라도 사실조회에 의하여 관련 기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므로596) 행

정처분의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록송부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EU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된 경쟁규범

의 시행에 관한 규칙」(규칙 제1/2003호)597) 제10장 제30조에서, 사인의

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에게 당사자의

이름, 행정제재의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무상

으로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제재처분의 요약본을 유럽연합 각국의 언어

로 번역한 보고서를 펴내고 있으며, 웹사이트에 전체 결정문을 공개하고

있다.598) 다만 경쟁당국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해당 공

적 기록에 대한 사인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99)

다. 손해배상액 산정시 과징금액의 공제 여부

(1) 과잉억제 또는 이중부담의 문제

과징금은 법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것

596) 다만 사실조회의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참조.

597)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

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h

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3R0001&from=EN

에서 다운로드 가능, 2017. 1. 20. 방문

598) Wouter P.J. Wils(註 330), 22.

599) Wouter P.J. Wils(註 3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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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사인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는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 한다. 그러나 과징금제도와 손해배상제도가

그 법적 성격, 기능 등을 서로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라고 하여도, 공정

거래법 위반행위자에게 동일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까지 동시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억제 또는 이

중부담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래 1980년 제정당시 구 공정거래법 제6조 제5항에서는 이러한 이중

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시 손해배상액 상당의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환급규정을 두고 있었다.600) 그러나 과징금과 손해배상

이 그 입법취지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

자601) 1996년 법 개정을 통하여 해당 환급 규정을 폐지하였다.602) 따라

서 연혁적인 견지에서는 각 과징금액과 손해배상금액 산정 시 상호간 공

제나 환급 등의 고려가 없더라도 이중부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

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603)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및 손해배상의

액수가 커지게 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간 관계에 대한

600)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80.12.31.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된 것) 

    제6조(과징금)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인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601) 오창수,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 변호사 제27집, 1997, 61면.

60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12.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

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03) 다만 군용유류담합사건의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1가합

10682 판결) 및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7나25157 판결)에서는 

개정 전 환급 규정에 대해 “... 이는 과징금을 납부한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

였을 경우 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액을 정함에 있어 행정청에 의하여 징수된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 부분을 반

영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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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2) 판례의 태도604)

판례는 군용유류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들(담합 정

유회사들)은 과징금의 부과 주체(국가)와 담합행위의 피해자인 원고(국

가)가 동일하므로 과징금액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양자가 별개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익상계의 대

상이 아니며, 손해배상액 산정시 과징금액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

가가 부당하게 이중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은 담합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과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성격을 함께 갖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국가

가 입찰담합에 의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에게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를 가해자로부터

납부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604) 보론으로 손해배상의 소가 확정되고 나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액 산정

에 손해배상액 고려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위 군용유류 입찰담합사건의 원고(담합 

정유회사)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소송계속 중인 사실을 고려한 

바 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또한 군용유류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징금액은 고려할 것은 아니나, 과징금액 산정 시에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하면서 손해배상액의 범위까지 함께 고려되는 것처럼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7나25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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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과징금과 손해배상의 목적과 기능을 달리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 명제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배상제도는 사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민

사적 구제수단이므로, 공적 집행 수단으로서 법위반행위를 억제하려는

과징금과는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제도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제도는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적 집행 수단에 해당한다. 공정거래

법의 주된 목적은 경쟁의 보호에 있는 것이지 사인의 권리구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적 집행으로서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법위반행위의 억

지와 예방이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집행 기능에 한하여 바라

볼 때에 손해배상제도는 공적 집행으로서 과징금과 그 목적과 기능을 같

이 한다.

손해배상과 과징금의 기능상 차이점은 손해배상이 사적 집행 수단만이

아니라 사인의 권리구제수단으로써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과징

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는 법위반행위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뿐 피해자의

구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한다. 사회적 피해 발생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징금액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지 개인적 피해를 입은

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손해배상청구는 사인으

로 하여금 직접 손해를 전보 받도록 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담

당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인의 권리구제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어도 사인이 입은 손해액에 대해서는 기 납부한 과징금을

공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 납부한 행정벌금의 액수를 공제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

다.605) 다만 과징금액으로 국고에 귀속시킨 금액 중에는 손해배상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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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입은 손해가 함께 계상되어 있어 법위반행위자에게 중복배상의 문

제를 발생시킬 것이므로, 법위반행위자가 기 납부된 과징금액이 손해배

상액과 중복된다는 사실 및 그 중복액을 주장ㆍ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해

당하는 만큼의 과징금액을 환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606)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가 아닌 법위반행위를 억지ㆍ제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배상액 산정시 사중손실을 고려한다는 점

에서 과징금과 동일하므로, 기 납부된 과징금 액수만큼이 실제 손해액을

제외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소송이 과징금에 미치는 영향

동일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판결이 먼저 있고 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산정기준 중 하나로써

손해배상액을 고려할 수 있다. 과징금의 부과 기준 중에는 법위반행위가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있는바, 사인의 손해가 곧 위반행위자의 부당이익

이 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부당이득액과 손해액이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담합을 하여 도매가

300원, 시가 700원인 A상품을 도매상에게 500원에 판매하고, 중간도매상

이 소비자에게 1000원에 판매한 경우, 사업자의 부당이득액은 200원이나

소비자의 피해액은 300원이 된다. 즉 위반행위자가 판매한 상품이 전전

유통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경우

에는 소비자피해액이 부당이득액보다 더 큰 액수가 될 수도 있다.607)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판결이 선 확정되고 이행된 이후에 과징금 부과

605) 이선희(註 224), 253면.

606) 동지로 이선희(註 224), 255면; 이봉의(註 583), 22~23면.

607) 홍대식, “카르텔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이론과 실제”, 비교사법 제14권 3호, 한국비

교사법학회, 2007 1129면 참조.



- 217 -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 배상한 손해배상액이 부당이득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608) 이는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한 위반사업자의 부당이득 규모가 그 손해배상

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견해에서는 과징금부과 당시에 손해

배상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을 부당이득

의 규모에 참작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609)

과징금에서의 부당이득액은 개별 사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일 수도 있지만, 사회 전반에 해를 가하고 얻은 이익일 수 있

어 손해배상소송에서의 부당이득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과징금 산정기준의 하나로써 부당이득액이 고려되긴 하나, 이

것이 반드시 사인의 손해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과징

금액 산정 시 사인의 손해와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당이득액 부분

에 대해서만 공제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사중손실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과징금과 완전히 중복되는 측

면이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제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08) 이선희(註 224), 254면.

609) 이선희(註 224), 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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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적 집행 방법 ②: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제 1 절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개관

Ⅰ. 금지청구제도의 의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당

할 우려가 있는 사인에게 그 위반행위자를 상대로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

지ㆍ방해배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610) 금지명령은 피

고에게 어떤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작위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미

발생한 위법상태의 배제를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작위명령으

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우리법상 민사적 구제수단은 개별 법령에서 각 권익의 침해에 대한 법

적효과로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통일적이고 일반적인 구제수단을 인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역시 개별 법령

에 의해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민법을 살펴보면, 금지청

구제도는 소유권(민법 제214조), 지상권(민법 제290조), 전세권(제319조),

저당권(제370조) 등의 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으로써 인정되어 왔

다. 인격권에 대해서는 판례에 의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어 왔으며,611) 최

근 판례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

단으로써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하여 논쟁이 벌어지고 있

다.612)

610) 위법행위의 중지와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는 ‘금지청구’, ‘유지청구’, 

방해배제‧예방청구‘, ’중지청구‘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

원에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 등), 중지청구 또는 예방청구라는 용어만으로는 법

위반행위의 중지와 예방을 모두 포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위반행위의 금

지, 예방, 제거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금지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

록 하겠다.

611)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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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외에 개별법에서 명문으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칭한다) 등이 있

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는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명 근거조문 주체 청구내용

특허법 제126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실용신안법 제30조 실용신안권자

상표법 제107조 상표권자 등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디자인권자 등

저작권법 제123조 저작자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자에게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표 5]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 조문

금지청구제도는 현재 또는 장래의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제도와 구

별된다. 즉 금지청구제도는 가해행위가 완료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손해배상과는 달리 가해행위를 사전에 금지하여 법익 침해를

억지․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때문에 금지청구제도는 손해배상이라는

사후적 구제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612)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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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의의를 갖는다. 예를 들어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경우, 피해의 성격이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충분한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손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하여 확대되는

경우 등에서는 손해배상보다 금지청구가 보다 효율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특히 침해행위의 효과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일단 손해가 발생해버리면 사후에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민사적 구제 또는 사적 집행

을 위하여 금지청구제도를 필요로 한다.613)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제3조

의2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장진입이 저지된 신규사업자는 법원의 손해

배상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미 시장에 남아있지 않거나 다른 시장에

진입해버렸을 수 있다. 이 때 신규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 또는 시

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손해배상보다는 금지청

구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써, 기업결합은 시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통해 규제하는 불확실한 영역으

로써 경쟁자 또는 소비자에 대한 손해의 발생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예측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적 규제가 거의 불가

능하다. 따라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

업결합을 사전적으로 억지․예방하는 금지청구에 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614)

미국에서는 일찍이 클레이튼법 제16조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한 손

해나 손해의 위협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

여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며,615) 이는 사인에 의한 법의

613) 장승화(註 385), 27면.

614) 다만 기업결합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

이 있다. 이후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615) 15 U.S.C. § 26 –사인을 위한 금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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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 반독점법의 구조적 특징을

나타낸다.616) 독일 역시 경쟁제한방지법 제33조에서 손해배상청구와 함

께 금지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617) 그러나 우리 공정거래법

에는 아직 금지청구제도가 명문으로 도입되지 않은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논의 및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Ⅱ. 사인의 금지청구와 사적 집행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에 있어 ‘사적 집행과 민

사적 구제수단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인의 금지청구를 사적

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민사적 구제수단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청구권자, 금지대상행위, 청구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금지청구제도를 민사적 구제수단의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법위

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금지청구가 가능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사적 집행의 관점에서는 피해의 유무가 아닌 집행의 효율

성에 따라 청구권자가 결정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바 모든 피해자에게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금지청구

가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사업자가 효율적인 경제활동마저 꺼리도록 만

듦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사적 집행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 역시 모든 피해자가 아닌 반독점 손해를 입은

자로 원고적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양 관점의 차이점은 일본의 금지청구 본질에 대한 학설 대립

   사인, 회사, 단체를 비롯한 누구든지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금지청구권을 갖는다. (이하 생략)

616) 김두진(註 58), 117면.

617) 경쟁제한방지법 제33조 ①본 법의 규정, EU조약 제81조, 제82조, 카르텔청의 처분

에 위반한 자는 관련 시장참가자에 대하여 그 잘못을 배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재발

의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금지청구

권은 위반행위가 급박하게 현존하는 때에 인정된다. 관련 시장참가자는 경쟁사업자로

서 또는 기타 시장참가자로서 위반행위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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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독일의 금지청구 단체소송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하에서 각각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일본의 논의: 공익설과 사익설의 대립

일본에서는 2000년 사적독점금지법 개정을 통해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면서 그 도입 취지를 둘러싸고 공익설과 사익설 간의 견해 대립이

있었다.618) ①공익설은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취지를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 일부를 정부기관에서 사인에게로 일임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공익설에서는 사적

집행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경쟁질서의 실현이라는 사적독점금지법의 목

적 달성을 위해 금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자를 광범위하게 인정

하려고 하였으며, 법원의 판결 주문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내

용상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②사익설은 사인의 금지청구를 사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보았다. 사익설에 의하면 금지청구권자는 법위반행위로 인

해 피해를 입은 자로 국한되고, 판결의 내용도 가급적 당사자들 이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로 국한되어야 한다.619) 대부분

의 일본의 학자들은 사익설을 취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

다.620): ㉠공익설에 입각한 금지청구제도는 현행 민사소송과 어울리지 않

는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데, 공익설에 의하

게 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소송간섭이 불가피해지며 판결내용

도 대세효가 있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현행 민사법 절차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법원이 담당하는 기능은 사

618) 이에 대해서는 川越憲治 「改正独占禁止法における差止請求権」, 公正取引 第597卷, 

公正取引協會, 2000, 34면 참조.

619) 장승화(註 385), 31면.

620) 川越憲治 「改正独占禁止法における差止請求権」, 公正取引 第597卷, 公正取引協會, 

2000, 34면; 公取委研究会報告書 「独占禁止法違反行為に係る民事的救済制度の整備に

ついて」 2000, 第1章 第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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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권리구제가 가장 근본적이므로 공익으로서의 사적독점금지법 집행

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 개정법상 금지청구권자는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가 있는 피해자로 한정되므로,621) 기본적으로 사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일본에서도 피해자 이외에 소비자 단체 등에도 금지청

구권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단체소송), 이러한 견해는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622)

2. 독일의 단체소송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623) 및 경쟁제한방지법 제33조624)는 각각

621) 일본 독점금지법(1947년 4월 14일 제정, 법률 제54호) 제24조(중지청구권) 제8조 

제5호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의해 그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

려가 있는 자는 이로 인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

자단체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622) 신현윤, “일본 독점금지법상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경쟁법연구 제7권, 한국경쟁법

학회, 2001, 126면.

623)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제거 및 부작위) ①제3조 또는 제7조에 위반하여 허용

되지 않는 영업행위를 한 자는 제거청구 또는 반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청

구를 받을 수 있다. 부작위청구는 제3조 또는 제7조에 대한 동종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②사업자에 의한 위반행위가 종업원 또는 직원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 부작위청구

와 제거청구는 사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행사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다음의 자들에게 있다.

     1. 모든 경쟁자

     2. 영업상 또는 자영업상의 이익을 촉진하는 것을 정관상의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있는 단체. 다만 그 단체에 동일 시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상품이나 영업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당한 다수가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단체가 특별히 그 인적‧

물적‧자금적 장비를 동원하여 영업상 또는 자영업상의 이익을 촉진한다는 정관상의 

목적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반행위가 그 단체의 여러 구성원

에게 이해관계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부작위소송법(Injunctions Act) 제4조에 의한 자격 있는 조직 리스트 또는 소비자 

이익의 보호를 위한 부작위소송에 관한 유럽공동체 준칙 제4조에 기한 유럽공동체위

원회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격 있는 조직

    4.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회의소.

624)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33조(금지청구, 손해배상) ① 본법의 규정, EU 조약 제81조 

또는 제82조, 카르텔청의 처분에 위반한 자는 관련시장 참가자에게 (위반행위의) 배제

와 반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당해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금지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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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내지 관련시장참가자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일정한 단체까지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렇듯 법률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에게 특정한 내용의 권리실현

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부여한 경우에 그러한 자격을 갖춘 단체가 원고

가 되어 개별 법규의 보호목적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규에서 인정

한 개별적 청구권을 소송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단체소송제도

(Verbandsklage)라고 한다.625) 단체소송제도는 금지청구제도의 집행적

성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 단체소송을 도입하게 된 것은 독일법적 전통에 숨어 있는 단

체사상과 관련이 깊다.626) 즉,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단체활동에 의하여 이를 달성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에게 제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독

일의 민사소송법적 사고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독일 민사소송법상 이

행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은 구체적 권리 또는 이익의 귀속주체에게 인정

되며, 금지청구권의 행사주체는 해당 청구권의 발생의 근거가 되는 피침

해이익의 귀속주체가 일치해야 한다.627) 부정경쟁지법에서는 피침해이익

의 귀속주체인 소비자가 아닌 소비자단체의 제소권을 인정하고 있던 바,

이를 어떻게 이론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었다.

이에 ①법정소송담당설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의 보호법익은 소비자 개

인의 사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실체법상의 청구권도 개별소비자에게 귀속

되지만, 소비자단체가 이를 대신 행사하는 법정소송담당으로 보았으

위반행위가 급박하게 현존하는 때에 인정된다. 관련시장참가자는 경쟁사업자로서 또

는 기타 시장참가자로서 위반행위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된 자이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동일한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이 동일하거나 관련 품종을 보

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상업적 또는 독립적 직업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자

격을 갖춘 단체에 의해 주장될 수 있다. ...(중략)...

625) Zöller/Vollkommer, ZPO, 25 Aufl.(2005), vor § 50 Rn. 58.

626) Mitteis/Liberich, Deutsches Privatrecht, 10. Aufl., C.H.Beck, 2016, S. 115. 

627) 전병서,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서 단체의 제소권 –그 이론적 근거 및 앞으로의 과

제-”, 법조 제639호, 법조협회, 2009, 105~106면. 



- 225 -

며,628) ②고유권설에서는 단체소송의 보호이익 자체가 소비자단체에게

있고 단체소송의 목적은 소비자단체의 사권보호이므로 실체법상의 금지

청구권은 물론 제소권도 소비자 단체의 고유의 권리라고 보았고, ③대표

소송설(민중소송설, 국민소송설, 공익소송설)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제소권

을 법정소송담당과 고유권의 중간 형태로 보아, 단체소송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소비자에게 있으나 소비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자들

이 법에서 부과한 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제소권을

소비자단체에게 인정한 것이라고 하였다.629)

한편 초기의 판례는 소비자단체 등이 이익옹호자 또는 대표자로서 공

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공정하고도 적법ㆍ타당한 경쟁의 실

현을 공익 또는 일반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단체소송은 이러

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630) 그러나 2004년 개정을 통해

구법 제13조 제2항의 “금지청구권은 다음의 자들이 주장할 수 있다”던

규정이 제8조 제3항에서 “청구권은 다음의 자들에게 있다”라고 변경되자

입법에 의해 고유권설을 채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631) 현재

통설 및 판례도 고유권으로 구성하는 것이 기존 민사소송 법체계와 모순

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유권설을 취하고 있다.632)

여기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절차법적으로 어느 학설이 타당한지가

아니라,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결국 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로 인한 법

적 보호는 소비자의 이익, 그 중에서도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전체로서

의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점이다.633) 이러한 견지에서

628) 전병서(註 627), 112면에서 재인용).

629) 함영주, “소비자단체소송의 법적 성질과 집단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 방향”, 법조 

제633호, 법조협회, 2009, 106~107면.

630) 上原敏夫, 團體訴訟․クラスアクシヨの硏究, 商事法務硏究會, 2001, 22~24면(권혁재, 

“독일의 단체소송제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4권 제1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

회, 2010, 124면에서 재인용).

631) 권혁재(註 630), 146면.

632) Rosenberg/Schwab/Gottwald, Zivilprozessrecht, 15. Aufl(1983). §47, 3; Baumbach/

Hefermehl, Wettbewerbsrecht 22. Aufl.(2001), §13, Rn. 5. 

633) 鹿野採橞子, “消費者團體における差止訴訟の根據および要件について”, 立命館法學  

292号, 2003,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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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청구권은 경쟁 질서라는 제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집행으로써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위반행위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소비자단체가 전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을 위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

본에서의 공익설과도 유사한 지점이 있다.

다만, 위 두 법은 모두 소비자 개인에 대하여는 금지청구권을 인정하

지 아니한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는 앞서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적 집행과 민사적 구제수단의 성격을 모두 겸하고

있다. 일본의 공익설 및 독일의 경쟁법상 단체소송제도는 금지청구제도

를 사적 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쟁법을 경

쟁보호를 위한 객관적 행위규범으로 전제하고 사인의 금지청구를 통해

법위반행위를 억제하고자 한 것이다. 반면 사익설은 민사적 구제수단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권익보호 측면을 강조한다. 사인의 금지청

구를 손해배상만으로는 온전한 권리 구제를 온전히 받기 어려운 잠재적

피해자들을 위해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마련된 것으로 본다.

비록 위와 같은 일본 및 독일의 견해 대립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더

이상 논의되고 있지 않으나, 아직 공정거래법에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

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각 견해에 대해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

인의 금지청구제도의 본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를 도입 또는 인정 시 그 목적에 맞는 합리적

운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는 사적 집행과 더 긴

밀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침해행위의 계

속성, 그로 인한 피해의 광범위성, 피해 회복의 어려움 등의 특징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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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법위반행위 자체를 금지시키거나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적 제

재보다 더 효과적인 집행 수단이 된다. 손해배상제도와 비교할 때에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면 피해자 자신의 이익이 회복되는데 그치는 반면

금지청구의 인용으로 인한 이익은 청구권자뿐만 아니라 법위반행위로 인

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모든 시장참가자의 이익으로 돌

아가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에 금지청구제도를 도

입하자는 견해에서도 금지청구제도의 사적 집행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금지청구는 손해가 발생하기도 전에 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한다는 점

에서 법위반행위자의 사적 자치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엄격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위반행위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성 또는 거래의 불공

정성에 의해 판단되는바, 개별 사인의 이익보다는 경쟁질서와의 관련성

이 고려된다. 따라서 금지청구에 있어서도 전체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며, 금지청구는 경쟁 제도 보호를 위한 사

적 집행수단으로써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민사적 구제수단의 관점과는 달리 누가 보호받을

이익을 갖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적 집행을 하기에 적합한 자이고 누가

그러한 가능성을 남용할 위험이 큰 자인가를 기준으로 금지청구권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이다. 법위반행위가 존재하나 피해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 등에서 위법상태의 유지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권리행사 이외의 수단이 필요하다. 즉,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객관적 행위규범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634)

물론 이러한 역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조사개시를 하지 않은 사건, 공정거래위

634) 박윤석(註 12), 150면.



- 228 -

원회에서 정면으로 다루기에는 너무도 경제규모가 작은 사건 등에 있어

서는 금지청구가 그 역할을 대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635)

다만, 효과적 집행에만 방점을 두어 금지청구를 쉽게 인용하게 되면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것이며, 남소 현상이

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사적 집행 수

단으로서 기능한다고 하여 이것이 모든 사인에게 집행자 지위를 부여해

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사적 집행의 관점

을 취하더라도 공익설에서와 같이 구제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바, 어떠한 범위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제4절 금지청구의 구체적 도입 방법에서 개별적으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다.

제 2 절 현행법상 금지청구제도 인정가부

공정거래법에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논의를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현행

민법 또는 공정거래법의 해석상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굳이 공정거래법에 명문으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

청구 인정 여부를 살펴본 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른 금지청구 인정 여

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635) 장승화,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용역 연구보고서, 20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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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1. 견해의 대립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만을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행위의 금지나 장래 위법행위의 예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후적 구

제수단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해줄 수 없는 경우, 규정이

없음에도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사전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을 인정

하여 손해의 확대 또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①부정설은 불법행위제도는 위법행위로부터 이미 발생한 손

해를 전보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위법행위의 배제, 정지

나 장래 있을 위법행위의 예방청구권 등은 불법행위 자체로부터는 인정

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이 종래의 일반론이었다.636) 반면 ②

긍정설에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인정하면서 그 손해를

생기게 한 위법행위의 배제와 예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법

행위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마땅히 그러한 침해의 배제와 예방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인정 근거로 ㉠불법행위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민

법 제750조의 해석상 불법행위 자체의 효과로 금지청구권이 당연히 인정

될 수 있다고 보거나(불법행위설),637) ㉡권리의 성격 또는 행위의 성격의

유사성에 의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금지청구권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보거나(물권적 청구권의 유추적용설),638)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214조(물권적 청구권), 제217조 제1항(생활방해에

관한 적절한 조치의무), 제389조 제3항(부작위채무에 위반한 적당한 처

분), 제764조(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무) 등으로부터 “법이 보호하고자

636) 김증한·김학동, 「채권각론」, 박영사, 2006, 899면.

637)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8, 455~456면.

638) 김재형,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민법론Ⅲ, 박영사, 2007, 4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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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마땅하다”는 법의 일반원리가 도출되며, 이러한 법의 일반원

칙을 ‘전체유추’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

다(전체유추설).639) 한편 ③절충설에서는 불법행위로부터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

의 문제로써 불법적인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의 인정여부는 불법행위로

침해된 이익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640)

2. 판례의 태도

가.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존의 판례

민법시행 이전의 판례에서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적이 있었다.641) 그러나 이후부터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불법행

위에 기한 금지청구는 대체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며, 인격권에 대해서

만 ‘그 성질상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

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642) 해당 판례에

서는 금지청구의 인정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바, 인격권

과 같은 배타적 지배권의 경우에는 준물권적 지위를 인정하여 방해배제

를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643)

639) 양창수･권영준,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2, 569면; 권영준, “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 eBay vs. MercExchange 판결을 읽고”, Law & Technology 제4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 62면; 김상중,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으

로서 금지청구권의 소고”, 비교사법 제17권 제4호,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168면.

640) 곽윤직(註 193), 446면.

641) 대법원 1953. 2. 21. 선고 4285민상129 판결.

642) 대법원 1995. 4. 15.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

17851 판결 등.

643) 곽윤직(註 193), 447면; 김재형,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한국

언론법학회 제4회, 2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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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의 판례

(1) 네이버 결정

최근 법률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을 인정

한 결정이 나타나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이 사건의 신청인 ‘네이버’는

자사 홈페이지 상에서 마음대로 배너광고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업링크

서비스를 개발한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하여, 광고서비스 등 영업활동

을 방해하여 손실을 입혔음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운영하는 인

터넷사이트에 접속한 컴퓨터 사용자의 모니터에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가처분을 구하였다. 이에 판

례는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

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

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

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

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

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644)

이러한 판례는 종래 제3자의 채권침해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금지청구

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며,645) 민법 제394조가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

644)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645) 서울고등법원 1995. 1. 12.자 94라186 결정에서는 독점공급계약의 상대방에 대해 

제3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제3자

에 대해 제3자를 표시하는 상표, 상호 등 일체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

처분을 구한 사건에서, 계약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지청구권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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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던 기존의 판시내용과 배척되는 것이다.646)

위 판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①이 사건의

침해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열거한 개별적 부정경쟁행위에는 속하지

않으나 동법 제4조 제1항의 금지청구권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금지

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647) ②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 및 예방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

하는 견해,648) ③채권자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누리는

광고이익은 물권보다 명확성은 떨어지지만 배타성을 가지므로 물권과 달

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물권법상의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

을 유추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649)가 대립되고 있다.

(2) 네이버 결정을 원용한 판결들

위 결정의 선고 이후에는 위 결정을 원용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들이 점차 등장하고 있다.

먼저 부당한 광고영업이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광고행위

는 원고의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

64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52726 판

결; 대법원 1961. 10. 12. 선고 4293민상115판결 등

647) 유영선, “부정한 경쟁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그에 기한 금지청구권 

허용 여부”, 사법논집 제53집, 2011, 사법발전재단, 170면; 최민수, “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법상 금지청구권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법조 제62권 

제1호, 법조협회, 2013, 289면.

648) 송오식,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 및 예방청구권: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

1541 결정”,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550면; 김상중, 

(註 639), 168~169면.

649) 김천수, “2010년 민사(채권법) 중요판례”, 인권과 정의 제415호, 2011,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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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게 광고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650)

또한 하급심 판결 중에도 사업자의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로서 내용상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소비자들에게 경쟁자에 관하여 또

는 업계에서 해당 사업자와 경쟁자의 지위나 영업, 상품 등의 품질에 관

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경쟁자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경쟁자의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광고행위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경쟁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사업자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할 때 경쟁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651)

3. 금지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해석론이 아니라 민법의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

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먼저 1995년 한국민사법학회의 불법행위법 개정안 의견서에서는 다음

과 같은 예방적 부작위청구권 규정 신설이 제안되었다.652)

“불법행위가 급박하거나 반복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사람은 그 행위의 유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

다.”

개정시안은 물권적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 물권 이외의 법익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가

65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6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카합81580 판결.

652) 양창수,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손해배상의 내용”, 불법행위법 개정안 의견서, 민

사법학 제15호, 한국민사법학회, 1997,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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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난 후에 주어지는 사후적 구제수단이나, 불법행위가 급박한 경우

등에 이를 사전에 막는 장치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고려로 제안되었다.

이후 2004년 법무부의 민법(재산편) 개정시안에서는 인격권 침해의 경

우에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개정안

에서는 제외되었었다.653) 이후 2012년 법무부의 「민법개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 개정안」에는 제766조의2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지

청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65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66조의2(금지청구) ① 타인의 위

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자는 손해배상에 의하여

손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고 손해

의 발생을 중지 또는 예방하도록 함

이 적당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손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자는 위법행위에 사용되는 물건

의 폐기 또는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표 6] 신·구조문대비표

위와 같은 개정안에 의하면 영업이익 등의 재산적 이익에 대해서도 일

653) 법무부, 법무자료 제260집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1085~1086면, 개정시

안: “①인격권이 위법하게 침해된 경우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

며, 인격권에 대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대방은 침해의 예방을 청

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공동생활에서 수인하여야 할 침해에 대하

여는 전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654) 2012. 2. 13.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제3차) -3기 6분과 개정시안[불법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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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개

정안에서는 ‘손해배상에 의하여 손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금지청구의 요건을 매우 제한

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며,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통하여 손해를 충분

히 회복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지청구를 통하여 손쉽게 위법행

위를 막을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금지청구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견

해가 있다.655)

한편 위 개정안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이 명문으로 도입

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위 규정을 원용한 사인의 금지

청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결국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4. 소결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배상만

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의 해석상 금지청구권을 도출해내기란 쉽지 않

은 일이다. 기존의 판례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

인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 왔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의 네이버 판례

역시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효과로써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

는 행위의 성격의 유사성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을 유추적

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현행 민법상 불

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왜 특

허법 등 개별법에서 별도로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마련해 놓았는지를 설

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민법상 불법행위일지라

도 불법행위의 효과로써 당연히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655) 김재형, “민사적 구제수단의 다양화: 이행·추완·금지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서울

대학교 법학 제57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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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이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인격권 침해

와 동일하게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인격권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청구

권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Ⅱ. 현행 공정거래법에 기한 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1. 견해의 대립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인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①긍정설은 앞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긍

정설을 전제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등

을 통해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며,656) ②부정설에서는 부정

경쟁방지법 등 개별법에서 각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입법을 한 점에 비추

어 볼 때 명시적 규정이 없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청구

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657)

2. 판례의 태도

하급심 판결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먼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를 상대로 윈도우 XP를 판매하면서 메신저를 끼워팔기한 행위에 대해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하여 민법 또는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를 하였던 사건에서, 하급심은 영업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 또는 환경권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명문의

금지청구 규정이 없는 이상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더라도

656) 장윤순, “독점규제법상 사인의 권리구제방안의 도입방향”,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403면; 김재형(註 638), 431면.

657) 권오승‧이민호(註 66), 97면; 장승화(註 385), 27면; 김차동,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제도 변경 및 그 보완 방안”, 경쟁법연구 11권, 한국경쟁법학회, 2005,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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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658)

또한 가처분과 관련하여, 삼성ㆍ신한ㆍ롯데ㆍ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피신청인의 교통카드 서비스 중지행위가 시장

지배적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행위의 금지

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거래거절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

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659)

독점공급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독점공급계약의 취지에 반하여 제3의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제3의 공급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관하여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

하였다.660)

3. 소결

생각건대 특허법ㆍ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금지청구제도를 마련해놓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시적 규

정이 없는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

다.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 역시 2000년 사적독점금

지법 개정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법조문의 근거 없이는 사인에게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

문이었다.661) 명시적 근거 없이 현행 공정거래법의 해석만으로 사인의

금지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법해석에 의한 실정법의 창설이 될 염려가 있

으므로, 금지청구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민법 또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금지청구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인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

6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8. 1. 선고 2001가합60373호 판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6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31. 자 2005카합4494 결정.

660) 서울고등법원 1995. 1. 12. 자 94라187 결정.

661) 장승화(註 38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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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법에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 논의로 종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논의는 최근까지 꾸준히 이루어져 온 바, 이

하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3 절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논의

Ⅰ. 도입 논의의 경과

2000년 일본에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사

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

가 제기되어 왔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시장개혁 T/F’에서 검토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6년 ‘시장경제 선진화 T/F’, 2017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운영)에서도 검토되는 등 꾸준한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제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 ~ 2020년 5

월 29일)에 제출된 의안 중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안은 현재까지 총 7건에 이른다.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내용

2002896 2016-10-25 이학영의원 등 11인 안 제56조의3 신설

2005689 2017-02-17 박용진의원 등 10인 안 제57조의2 신설

2007284 2017-06-08 박선숙의원 등 11인 안 제57조의2 신설

2008335 2017-08-02 박찬대의원 등 12인 안 제57조의2 신설

2016942 2018-11-30 정부 안 제105조

2016674 2018-11-19 민병두의원 등 37인 안 제107조

2017495 2018-12-11 고용진의원 등 10인 안 제57조의2 신설

[표 7] 20대 국회 금지청구 도입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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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된 정부안(2018. 11. 30. 제안, 의

안번호 제2016942호, 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 한다)에서는 제105조

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의

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105조(금지청구 등) ① 제44조제1항(제9호는 제

외한다)662) 및 제50조제1항제4호[제44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

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663)를 위반한 행위로 인

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

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

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

662)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44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

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

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663)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50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자에게 제44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5조에 따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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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

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의 신청에 의

하거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여부에 대

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여 사

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Ⅱ. 도입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대다수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한다.664): ①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법

위반행위의 억지, 제재를 위해 필요하다. 만일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는 경미하나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사건일 경우 피해자에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②효과적인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금지청구제도가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상 위반행

위는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에 부수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경우 등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③금지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남소 가능성 문제는 남소방지 대책을

적절하게 도입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논거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법원이

664) 곽상현(註 69), 129~133면; 강훈구,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정의당 정

책위원회, 2017, 8~9면; 손혁상, “공정거래 사건에 있어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및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제고를 위한 입법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

서, 2018, 57면; 장승화(註 635) 등.



- 241 -

사적 구제제도의 부작용을 의식하여 간접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고

적격을 부인하는 등 반독점법 위반을 공격할 수 있는 원고의 범위를 제

한하고, 반독점법상 손해라는 개념으로 원고가 입게 된 일정한 형태의

손해에 대하여만 그 구제를 인정하는 등 남소방지를 위하여 사적 집행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법 이론을 동원하고 있다. ④현행규정은 피해자가

법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하

여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를

당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 등 공정

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동원하여 조사, 규제할 만한 사

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금지청구제도를 두어 정

부 당국자들이 자원부족이나 혹은 집행에 대한 동기부족으로 인하여 집

행되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보충적 역할을 맡길 수

있다.

반면 금지청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표명된다.665):

①누구든지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②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제도를 악용하여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를 제

기하는 등 남소로 인한 경쟁질서 훼손과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즉 금지청구가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약하여 경쟁을 회피하

거나 거래 상대방과의 교섭을 유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시정조치에 대한 소송에서의 공정거래위

원회의 승소율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665)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인금지청구권 도입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2013, 

available at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

&ved=0ahUKEwiw5pfP6rDWAhXLXLwKHdj4AjgQFggmMAA&url=http%3A%2F%2Fww

w.fki.or.kr%2FCommon%2FDownload.aspx%3Fid%3Db208570c-836d-471c-9d23-e76c9

d8e4ee0&usg=AFQjCNF-oPLwsKi58xyailzbRp0VfIKVMA(2019. 4. 11.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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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지 않기로 판단한 사건에 대한 금지청구는 무분

별한 소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③금지청구가 있더라도 공정거래위

원회의 조사 및 시정조치 업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결국 공정거래위

원회의 업무부담은 줄지 아니하는 대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만 증가

하게 된다. ④금지청구권이 도입되면 법원의 업무가 격증할 것이며 법원

의 전문성 확보에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

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그 요건을 너무

느슨하게 규정할 경우 정당한 경제활동으로서의 사업활동이 이유 없이

제약받을 우려가 있고,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할 경우 금지청구제도 자

체의 실효성이 사라질 위험이 있으며, 금지청구는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법원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 속에서 신속한

사실 확인을 하기에 적합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견해도 있

다.666)

Ⅲ. 비교법적 검토

1. 미국

미국법상 금지청구제도(injunction)는 본래 형평법상 발전되어 온 구제

수단으로서, 보통법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이 구제에 있어 충분하지 않

은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어 왔다. 그러한 경우란 부동산과 같이 시장

에서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고유성을 가진 보호법익이 침해된 경우, 손

해를 평가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증거의 취득이 곤란한 경우,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구제가 너무 늦어서 적절치 않은 경우, 회복이 불

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의 구제가 완전하지 않은

666) 이봉의, “공정거래법의 집행 체제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327권, 대한변호사

협회, 20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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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을 말한다.667) 통상 금지명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원고의 실

체적 청구권이 인정되고, ②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며 그 손해가 회복할 수 없고, ③금지명령에 따른 피고의 부담이

원고의 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균형하지 않아야 하며, ④금지명령

의 발령이 공익에 부합하여야 한다.668)

반독점법 위반행위는 그 특성상 경쟁사업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

를 발생시키거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

순히 과거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보다는 금지청구를 통해 법위반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사전에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클레이튼법 제16조669)를 두어 법위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를 인

정하고 있다.

2.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의 녹서670), 2008년 백서671), 2013년 손해배상 준칙을 통해 손해배상제도

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금

지청구제도의 인정 여부는 각국의 국내법에 맡겨져 있다.

667) 김태선, “미국법상 금지명령 제도 -불법행위법 개정안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61호, 한국민사법학회, 2012, 483~484면.

668) Restatement (Second) of Torts §933 (1979); 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2006).

669) 15 U.S.C. §26 (사인의 금지청구권) “누구든지 본 장의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

조를 포함하는 반독점법 위반에 의한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가 형평법에 의하여 동일한 조건과 원칙 하에 허용될 때에

는, 금지명령의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그 당사자의 관할지의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또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중략)...”

67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on Damages actions for 

breach of the EC antitrust rules, COM(2005) 672 final, 2005.

67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White Paper on Damages actions for 

breach of the EC antitrust rules, COM (2008) 165 fin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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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U 집행위원회가 임시조치를 위한 가처분(Interim Measures)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Camera Care v.

Commission 사건에서,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집행위원회가 “그의 기

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히 사업자들에게 현존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종결을 명하는 위원회 결정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 불가결한” 임시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시를 하였

다.672) 또한 보다 최근의 Unibet (London) Ltd and Unibet

(International) Ltd v. Justitiekanslern 사건673)에서는 예방적 수단을 전

부 금지하는 국내법 규정은 EU법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기도 하

였다.

이에 위 사건들 및 회원국들에게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

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던 Courage 사건, Manfredi 사건 등에 비추

어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 구제를 위해 금지청구가 인정

된다는 주장이 가능하리라는 추측도 있다.674)

672) 이 사건은 Camera Care사가 Hasselblad 등을 상대로 하여 부품 공급 계약의 해지 

및 공급의 거부로 인해 다른 매체로부터 카메라나 예비 부품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

며 결국 판매 사업에 악영향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원회에 가처분을 신청하였던 

사건이다. 위원회는 스스로 가처분을 내릴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확증이 없다는 이유

로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위원회에 가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다

고 인정하였다. Camera Care Limited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ase 792/79R [1980] ECR 119.

673) 이 사건은 Unibet사가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여러 스웨덴 매체에 광

고 공간을 구입하자, 스웨덴 정부가 복권법에 따라 Unibet사에 광고공간을 제공하기

로 한 미디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Unibet사에서 제재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었던 사건이다. 제재조치가 Unibet사에 직접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관련성을 요구하던 스웨덴 민사소송법에 의해 청구가 기각되자, Unibet은 스웨덴

법이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effective judicial protection)를 부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

였던 사건이다. Unibet (London) Ltd and Unibet (International) Ltd v. 
Justitiekanslern, Case 0432/05 [2007] ECR I-2271. 

674) Sebastian Peyer, Injunctive Relief and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CCP 

Working Paper No. 11-7, 2011, p.14, available at https://ssrn.com/abstract=1861861

(2019. 4. 15.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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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 제33조에 사인의 금지청구

권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법위반행위자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법위반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면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쟁제한행위에 가담한 자와 간접적 거래 상

대방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675) 한

편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서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해 제

거청구 또는 반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모든 경쟁자, 영업

상의 이익촉진을 위한 법인단체, 부작위소송법에 의해 소송자격이 있는

소비자단체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제거청구권은 현존하는 방해상태를

제거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다. 즉, 제거청구권은 방해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작위청구권은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각각 행사할 수 있다.676)

4. 일본

일본은 2000년에 사적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사인의 금지청구권에 대

한 근거규정을 도입하였다. 사적독점금지법 제24조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제19조)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권장(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는

그것에 의하여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때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금지청구의 대상을 ‘불공정거래

675) Langen・Bunte/Bornkomm, Kartellrecht Kommentar Bd. 1, 12. Aufl., 2014, 

Luchterhand Verlag, § 33 GWB, Rn. 45 ff. 또한 이동진(註 382), 215면.

676) 박시훈,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5,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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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만으로 제한하였으며, 금지청구권 행사의 요건으로 다른 입법례에서

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현저

한 손해 요건에 대해 ①일본 입안담당자의 해설에 의하면 금지청구를 용

인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용인하는 경우보다도 고도의 위법성을

요하므로 손해배상의 요건과 비교할 때 금지청구의 요건을 가중시킨 것

이라고 하였으나(위법성단계설),677) ②이에 대해 비판하며, 소액의 피해

자에게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남소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가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

다.678)

Ⅳ. 소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수인의 소비자 및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이므로, 사전에 억지․예방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시장지배력의 상실, 시장진입의 저지 등으

로 손해배상만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에 불충분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

다. 이에 사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입부정설에서는 금지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남소의 우려를 주장

하나, 현재까지의 공정거래법 집행 실태에 비추어 볼 때에는 오히려 사

적 집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제도는 1980년부터 도입되어 있었으나 2000년까지 약 10건 남짓밖에 청

구되지 않았었다. 때문에 오히려 공정거래법에 있어 사적 집행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남소의 문제는 남소방지 대책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반대할 타당한 근거가 아닐 것으로 생각

된다.

677) 김두진(註 58), 151면; 장승화(註 635), 23면.

678) 丹宗曉信. 岸井大太郞, 獨占禁止手續法(有斐閣), 2002,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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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의 공적 집행을 수행하고 있

다고 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및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

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면 사인은 법위반행위의 피해자 또는 관

련자로써 금지청구에 대한 강한 유인과 법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가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집행되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사각지

대를 메워주는 보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가 도입되면 법원의 업무부담 및 소송비용이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나,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보완 등

의 사회적 편익 또한 증가할 것이므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구체적 도입의 방법

Ⅰ. 청구권자

1. 문제의 소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679)를 규정하고 있

다. 이는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서 “제거청구 또는 부작위청구권

은 다음의 자들에게 있다”고 하여 청구권자를 제한하였던 입법형식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원칙에 의해 원고적격은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 즉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피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주장 자체로써

인정될 것이다.680)

679)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105조 제1항.

680) 「주석 민사소송법 1」(제7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334면 (장석조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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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원고적격

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해당 피해자에게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는 별개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사업자 A의 지위남용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 B가 특정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다고 가정하자. B의

충실한 고객이었던 소비자 C는 B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

한 선택권 침해를 근거로 A에게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 때 C가

B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된 것이 A의 지위남용으로 인한 것임은 부

정할 수 없으나, 그리하여 C의 침해를 A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범적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

가 인과관계 단계에서 판단되고 있다. 즉, 통설인 상당인과관계설에서는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중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해만이 행

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681) 반면 미국에서는 원고적격을 제한하

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 대신 ‘피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손해배상액(damages)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금원총액을 뜻하

는 것으로, 피해(harm)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를 말하는 것으

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682) 미국의 불법행위법에서 요구되는 ‘피해의

발생(actual harm)’이란 피고의 행위로 신체적 법익 및 재산적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침해의 사실이 인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 배상범위로서의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가 문제된다.683)

반면 우리 판례 중에 손해와 피해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

681)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255면 (이연갑 집필부분).

682) Restatement (Second) of Torts, Volume 1,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79, §12A; Dobbs, Law of remedies, Damages-Equity-Restitution(2nd Edition), 

Volume 1, West Publishing Company, 1993, p.279.

683) 이선희(註 224),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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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유권에 있어서는 ‘방해’와 ‘손해’를

구별하여 현재 지속되는 침해상태는 방해로, 이미 종결되어 그 결과제거

만 문제되는 상태는 손해로 본 바 있다.684) 또한 판례는 부정경쟁행위에

있어서 침해자라고 하여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을 명확하게 하여 침해와 손해를 구별하였다.685)

생각건대 금지청구권을 발생시키는 피해란 과거에 발생한 손해와는 달

리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

자는 구분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가 구별되는 제

도라는 점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피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 비추

어 금지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할 불이익을 ‘피해’라고 표현하도록 하

겠다.

2. 미국과의 비교

가. 반독점 손해와 금지청구

클레이튼법 제16조686)에 의하면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 또

는 손실을 입을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손해배상 규정인 클레이튼법 제4조에서와 유사하게 원고적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종전의 판례는 금지청구에는 반독점 손해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었으나,687) 이후 입장을 변경하여

Cargill Inc. v. Monfort of Colorado, Inc. 사건688)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684)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쓰레기매립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쓰레기 수거 및 원상복

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토지에 쓰레기매립이 완료되었다면 그 때 이미 방해상태는 

종료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만 가능하지 방해제거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685)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

62910 판결.

686) 15 U.S.C. §26 

687) Christian Schmidt Brewing Co. v. G. Heileman Brewing Co., 753 F.2d 1354 (6th 

Cir. 1985), cert. dismissed, 469 U.S. 1200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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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독점 손해 개념이 사인의 금지청구에 대해서 역시 적용된다고 판시

하였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포장업계시장의 5위를 차지하고 있던 회사로, 업

계 2위의 Excel과 3위 Spencer Beef의 기업결합 금지를 구하였다. 원고

는 피고들의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독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클레이튼법 제7조 위반행

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기업결합을 하게 되면 이후 시장지배적지위

확보를 위한 가격인하전략을 실시할 것이고(price-cost squeeze) 결국 원

고와 같은 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클레이튼법 제16조에 근거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원고는

반독점 손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시장지배력을 강화

하기 위한 경쟁은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손해는 반독점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나. 간접구매자의 원고적격과 금지청구

앞서 제4장 제4절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

와 직접 거래한 상대방(직접구매자)에게는 손해배상의 원고적격을 인정

하나, 그 직접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제품을 구매한 거래상대방(간접

구매자)에게는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음을 살펴보았다.689) 이러한 판시가

금지청구에서의 간접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시

적으로 판시된 바가 없다. 다만 Cargill Inc. v. Monfort of Colorado,

Inc. 사건690)에서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688) Cargill, Inc. and Excel Corporation v. Monfort Of Colorado, Inc., 479 U.S. 104 

(1986).

689) Illinois Brick Co. v. State of Illinois, 431 U.S. 720 (1977).

690) Cargill, Inc. and Excel Corporation v. Monfort Of Colorado, Inc., 479 U.S. 104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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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금지청구는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에 비추어 볼 때 간접구매자의

원고적격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며, 하급법원들의 판

례 역시 간접구매자의 금지청구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Mid-West Paper Products Co. v. Continental

Group Inc. 사건691)에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적격을 심사함에 있

어 Illinois Brick 사건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간접구

매자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그 논거로써 간접구매

자의 원고적격을 배제하는 근거인 산정 상의 어려움은 오직 특정한 매수

자의 손해액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문제이며 손해배상의 사실 자

체는 추론이 가능하고, 금지청구는 1개의 금지명령이든 10개의 금지명령

이든 소요비용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중복배상의 위험을 야기하지도 않는

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Campos v. Ticketmaster Corp. 사건692)에서는 간

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금지명령청구는 계속 심사된다

고 판시하였으며, Mid-West Paper Products Co. v. Continental Group,

Inc. 사건693)에서도 간접구매자에게 금지청구에 따른 구제를 배제한 원

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3. 우리 법상 청구주체에 따른 손해의 귀속

가. 법목적에 따른 규범적 평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시장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에서도 특히 경쟁제한성을 위법성의 표지로 하는 부당공동행위, 기업결

합 등은 직접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 여러 사람

691) Mid-West Paper Products Co. v. Continental Group Inc., 596 F.2d 573 (3d Cir. 

1979).

692) Campos v. Tickermaster Corp., 140 F.3d 1166(8th Cir. 1998), cert. denied 525 

U.S. 1102 (1999).

693) Mid-West Paper Products Co. v. Continental Group, Inc., 596 F.2d 573 (3d Ci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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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영향을 미친다. 만일 법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금

지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법위반행위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금지청구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전에 사전적 예방

적으로 인정하는 구제수단이기에 신중히 인정되어야 하며, 법위반행위자

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게 되는 강력한 효과를 고려할 때 법위반

행위자의 사적 자치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의 피해를 금지청구가 인정되어야 할 피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보호 법익에

따라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의 목적은 경쟁의 보호

이며 사인은 부수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므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인

의 금지청구는 사적 집행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따라서 규범적 평가

에 있어서도 집행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금지청구를 사적

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에서는 Hovenkamp에 의

해 다음과 같은 반독점법 원고적격의 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694): ①독점

금지 원고적격은 위반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발할 수 있고, 제소

유인이 높고, 그들이 입는 피해는 위반의 반경쟁적 효과로부터 비롯되었

을 개연성이 있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집행권은 소

송비용이 최소인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 기준에 적합

한 원고가 아닌 다른 피해자를 지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부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③원고적격의 제한은 반독점법의 집행이 그

목적의 최적 달성에 기여하는 선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우리 법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

안은 별도로 원고적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준은 원고가

입은 피해를 법위반행위자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94) H. Hovenkamp(註 135),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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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착취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사인의 보호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므로, 이들 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는 본질적으

로 민사적 구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규범적 평가의 문제는 피해 구

제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금지청구는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 인정되는 예방적 구제수단이므로, 적어도 손해배상청

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95)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금지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무

엇인지를 원고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착취남용,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거래상대방에게는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

다. 금지청구를 도입하려는 취지 중 하나는 피해자 구제를 활성화하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므로, 법위반행위의 직접적 보호대상자인 피해

자에게는 응당 금지청구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경쟁제한행위의 경우 거래상대방은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강한 집행 유인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금지청구에 나서려

고 할 것이며, 법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에 가장 근접하여 있어 증거수집

등이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집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부수적 피해의 구제 기능까지 달성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거래상대방의 금지청구제도는 법위반행위자에게 작위 또는 부

작위를 직접 명령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사적 자치에 대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제남용

695) 동일한 견지에서 금지청구는 손해배상에 비하여 폭넓게 허용범위를 인정하여야 한

다는 견해가 있다 [김두진(註 58),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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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중 거래거절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비록 “원고에게 거래거절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부작위명령을 청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인

용하는 명령은 결국 “원고와 거래하라”는 거래명령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거래명령은 법원이 사인의 거래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

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즉, 금지명령이 작위의

형태로 이루어지든 부작위의 형태로 이루어지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특

정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거래당사자들의 사적 자치를 직접 수

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적 집행의 측면 때문이다. 다만 이

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사인들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종래의 후견적

ㆍ보조적 개입이 아니라 자율적ㆍ직접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패러다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의 역할 변화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할 것이며, 사적 자치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되지 않도록 남용을

규제하는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경쟁자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는 경우 등 특정 경쟁사

업자의 채권 성립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제3자의 채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제3자의 채권침해와 관련해서

는 종래 민법상 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권리불가침

설에 입각하여 그 논리적 귀결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며 배타성이 없음을 이유로 채권의 일반적 성질로서 금지

청구권을 부정하고 채권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채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부정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696) 판례는 채권에는 배타적 효력이 없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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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부인한 바 있다.697)

결국 민법상 제3자의 채권침해 법리로는 경쟁자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경쟁자에게 금지청구권을

부여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집행의 효율성 측면 및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도입 근거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의 경쟁자에게도 금지청구

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위반행위가 금지되지 않을

경우 일실이익을 상실하게 될 경쟁자는 피해자로서의 관련성이 분명하

며, 경쟁자에게는 금지청구를 제기할 확실한 동기가 존재하여 이는 강력

한 집행 유인이 된다.

한편 기업결합과 같이 경쟁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로써 경

쟁사업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경쟁사업자가 금지청구를 할 수 있

는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기업결합은 그 자체만으로는 경쟁사업

자에게 어떠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기업결합을 통해 결

합된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게 되면, 약탈적 가격책정을 하는 등

으로 후행행위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경쟁자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

다. 이렇듯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경쟁자에게 미리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경쟁자에게 금지청구적격을 인정하는 대신 최소

한 기업결합 후의 시장구조가 결합된 기업에게 약탈적 가격책정의 관행

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과 그 기업이 이 관행을 추구할 적극적 의도를 갖

고 있다는 것 두 가지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698) 연방 지방법원은

Tasty Baking 사건699)에서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78%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을 창설하게 되고, 피고가 “경쟁을 제거하고 나서 가

격을 인상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한 메모를 남긴 경우에, 피고에 대하여

696) 곽윤직(註 372), 73~74면.

697)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698) 김두진(註 58), 121면.

699) Tasty Baking Co. v. Ralston Purina, 653 F.Supp. 1250, 1271 (E.D.Pa.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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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후에 증가된 시장지배력을 사용하여 경쟁자들이 시장에 접근

하는 것을 부정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자의 금지청구 문제는 기업결합을 금지청구의 대

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는 이하의 ‘Ⅱ. 금지의 대상’ 부

분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나,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전제할 때

에는 경쟁자의 금지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쟁자가 기업

결합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경쟁자는 피해자로서 구제

받을 필요가 있으며 금지청구를 할 충분한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의 금지청구는 발생하지 않은 피해에 대한 예방적 청구라는

점에서 엄격한 이익형량을 통해 제한적으로 인용될 필요가 있다.

라. 소비자

금지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침해행위가 금지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입게

될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거래상대방, 경쟁자 등의 직

접적 피해자 이외에 간접적․반사적 불이익을 입는 소비자까지도 권리행

사의 주체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앞

서 제3장 제3절 ‘Ⅲ. 우리 공정거래법의 보호법익’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소비자의 범주를 ①간접구매자인 소비자와 ②선택권을 침해받은 일

반소비자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①간접구매자인 소비자와 관련하여,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

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견지에서 금지청구권의 행사주체도 반드시 직접

적 피해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지청구를 인용

하기 위해서는 간접구매자인 소비자가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

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직접구

매자가 자신에게 손해를 전가할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할 것이므

로 실제로 금지청구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②일반소비자에게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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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상대방

및 경쟁사업자를 넘어서 원고 적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금지

청구의 필요가 인정되는 한 누구라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700)

한편 미국에서는 기업결합 후의 가격인상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될 잠

재적 구매자인 소비자가 제소한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Midwestern Machinery v. Northwest Airlines 판결701)

에서는 소비자가 기업인수에 대하여 가격인상을 이유로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Community Pub. v. DR Partners 판결702)에서는 신문사간

기업결합에 대한 광고주들의 제소를 허용하였다.

생각건대 손해배상으로 인한 이익은 원고에게만 귀속되는 것이지만,

금지청구로 인한 이익은 청구권자뿐만 아니라 법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모든 시장참가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법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침해를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실익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소비자에게까지 원고적격을 확대하게 되면 민중소송화되어 남소의

위험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청구의 인용 여부에서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제한되면 될 것이다. 일반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공정거래법의 보호목적에 포함되며, 금지청구제도의 도입이 법집행의 활

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소비자의 금지청구권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700) 권오승‧이민호(註 66), 100면; 강우찬,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과 가처분”, 민사판

례연구 31권,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09, 895~896면; 김두진(註 58), 176면.

701) Midwestern Machinery v. Northwest Airlines, 167 F.3d 439 (9th Cir. 1999).

702) Community Pub. v. DR Partners, 139 F.3d 1180 (8th Ci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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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지의 대상

1. 문제의 소재

미국은 클레이튼법 제16조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을 위험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

정하여 대상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으나,703) 일본 사

적독점금지법 제24조에서는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에서 이와 같이 금지청구의 대상행위를 제한

한 것은 다른 행위유형들은 공익적 색채가 강한 반면에 불공정거래행위

는 사익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

민사소송제도를 따르기 쉽고, 원고의 증명이 곤란하지 않은 사건이 많으

나, 나머지 행위유형은 공익적인 색채가 강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행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704)

우리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제105조에서도 금지청구의 대상을 불공

정거래행위로 제한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입법 방식이 타당

한지에 대해 행위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행위유형별 검토

가.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비교법적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경쟁제한성을 위법성의 표지로 하지 않는 행위

유형들은 경쟁질서 전체에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거래 당사자

703) 15 U.S.C. §26. 

704) 白石忠志, “差止請求制度を導入する独禁法改正 (下)”, NBL 696号, 43頁(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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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러한 사안

에 대하여 공정위의 행정처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사인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705)

다만 경쟁제한성을 위법성의 표지로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시장지배

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지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미국 등 세계적 기준에 따라 금지청구를 인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

이라는 견해와,706) 다른 경쟁제한적 법위반행위에 비해 사적 분쟁의 성

격이 강한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사인의 금지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이 대립한다.707)

생각건대 불공정거래행위는 개별 거래를 규율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

비교법적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불공정거래법은 처음부터 불법행위로

부터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민법과의 관련

성이 강하므로,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경쟁제한성을 위법성의 표지로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는 금지청구제도가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적 집행의 측면에서 도입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오히려 금지청구제도의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

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민사적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

위에 대하여 사인의 금지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역

량을 중대한 사건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공정거래법의 효율

적 집행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705) 권오승‧이민호(註 66), 98면.

706) 강우찬(註 700), 898~900면.

707) 권오승‧이민호(註 66),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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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공동행위

일본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공동행위를 금지청구의 대

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러한 법위반행위들이 ①불특정 다수인의 사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피해자에 의한 소송의 제기를 기대하

기 어렵고, ②통상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전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익보호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운용기관인 공정

거래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708)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가격남용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와 출고조절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2

호)에 대하여, 가격인하 명령 또는 출고량 증가 명령은 사업자의 경영활

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고 시장 상황이 변동될 경우 그

명령의 효력도 유지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원가 자료나 출고량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자로서는 그 위법성의 증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금지청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

다.709) 또한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는 가격담합에 대한 금지청구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정 가격 이상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령하는 형태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낮아지지 않아 원고의 피해

에 대한 유효한 구제수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금지는 피고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710)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불공정거래행위만을 금지청구의 대상으로 하

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핵심적 규제대상인 경쟁지한행위를 금지의 대상에

서 해방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711) 및 오히려 시장지배적지위

708) 東出浩一, “民事的救濟制度の整備に係る獨占禁止法の改正”, 公正取引 No.597, 28頁

(2000) [신현윤(註 622), 127면에서 재인용].

709)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팀이 작성한 T/F 회의자료 [곽상현(註 69), 137면에서 재인

용].

710) 곽상현(註 69), 137면.

711) 장승화(註 385),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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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기업결합으로 인한 사인의 손해가 불공정거래행

위로 인한 손해보다 더 클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만으로 금지청

구를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712). 또한 금지명령의 효력

을 유지하기 어렵고 증명이 곤란하다는 이유는 위 각 행위유형을 금지청

구의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713)

생각건대 금지청구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법위반행위를 효과적으

로 억제하고 사인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행위

유형에 따라 금지청구 대상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앞서 살

펴본 것처럼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중복되는 행

위유형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만으로 금지청구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구체적 세부유형들 중 상당 부분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와 개념적으로 중복될 것이다.714) 그렇다면 오히려 시장에의 파급력

이 더 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청구를 할 수 없으

나, 그보다 시장지배력이 적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금지청구의 대상

행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모든 법위반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가 가능

하도록 열어두되 피해자에게 유효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

부, 법위반행위에게 과도한 제한이 되는지 여부를 금지청구의 인용 단계

에서 고려하면 될 것이다.

다. 기업결합행위

기업결합을 금지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①부정설에서는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경쟁적인 시장구조

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예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적인 기

712) 강우찬(註 700), 901면

713) 곽상현(註 69), 138~139면.

714) 白石忠志, “差止請求制度を導入する独禁法改正 (下)”, NBL 696号, 48~53頁(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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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결합이라 하여 경쟁사업자나 제3자에게 직접 손해를 입게 한다고 볼

수 없고, ㉡금지청구권을 인용하여 결합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제3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유

지하기 위한 기업결합 규제정책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겨져 있고,

민사법적으로 위반억제효과를 강화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로

기업결합이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715) 반

면 ②긍정설에서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 하여 경쟁사업자나 제3

자에게 직접 손해를 입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결국 증명의 문제

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여 기업결합 전부를 금지청

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금지청

구를 인용하여 결합관계를 해소하면 제3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 역시 법원이 구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선

택하여 운영할 문제라 할 것이므로, 금지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는 논거로 삼기에는 부적당하며, ㉢한정된 자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사전적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사적 금지청구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결합도 금지청구 대

상행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716)

생각건대 기업결합에 대한 금지청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피해에 대

해 예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그것이 기업

결합을 금지청구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기업결합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보다

는 금지청구가 효과적인 집행 수단 또는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기

업결합을 금지청구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해버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하거나, 조사 후 무혐의처분을 하거나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는 법원에 다툴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717) 비록 기업결합에 대한 금지청구가 손해가 발

715) 곽상현(註 69), 137~138면 각주 113) 참조; 권오승‧이민호(註 66), 99면.

716) 장승화(註 385), 46~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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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기도 전에 사전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법위반행위자의 사적 자치

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기업결합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의 확실성, 피해의 정도 및 손해배상에 의한 회복불가능성과 법위반

행위자가 침해받는 영업의 자유와의 이익형량을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결합행위 역시 금지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금지명령의 내용

가. 금지명령의 범위

금지명령의 내용은 ‘법원에서 사인의 금지청구를 인용할 때에 어떠한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먼저, 법원에서 금지하는 것이

‘침해’의 금지인지 아니면 ‘위반행위’의 금지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금지명령이 당해 피해자의 구제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는지의 범

위와 관련된 문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가 복수의 도매업자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구속하던 경우에 도매업자 중 하나가 금지청구를 한

경우, 법원에서 당해 원고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만을 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는바, ①부정설에서는 사적독점금

지법 제24조에서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대상은 원고에게 가해지는 침해의 억지에 국한될

뿐이며 위반행위 전체를 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718) ②긍정설에서

717)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 또는 심사불개시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방법은 존재할 것이나(헌법재판소 2004헌마 80, 2004헌마800 결정 등), 이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법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718) 東出浩一, 獨禁法違反と民事訴訟, 社團法人 商事法務硏究會, 2001, 30면 [강우찬(註 

700), 904면 각주9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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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고의 침해에 관련된 위반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구제

로서도 실효성에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배제와 같은 사적독점

금지법 목적 실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반행위의 조직성,

광범성을 증명하는 경우 위반행위 전체를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한

다.719)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부정설과 같은 견지에서 위반행위의 전체에 대

한 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불측의

영향을 미쳐 거래의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

를 근간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특

별한 입법조치 없이 법원이 위반행위 전체에 대한 금지를 명할 수는 없

다는 견해가 있다.720) 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제104조에서 특허법 제

126조 제1항과 같이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긍정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부정설은 금지청구권 도입 취지에 대한 일본의 사익설과, 긍정

설은 공익설과 각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설은 사인의 금지청구가

개인의 민사적 구제수단이라는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금지

의 범위를 해당 원고가 입은 침해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는 사적

집행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민사적 구제수단과는 다른 관점에

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익설에 의하면 사인의 금지청구는 공정거래위

원회의 시정조치를 보완하는 집행 수단이므로, 시정조치의 내용과 법원

의 금지청구 인용 판결은 내용상 다를 바가 없어야 한다. 공익설과 같이

법위반행위의 억지와 예방이라는 법집행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전체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금지명령이 제3자에게 미치는 파급력 및 민사소송 체계와의 상충

719) 丹宗曉信. 岸井大太郞, 獨占禁止手續法, 有斐閣, 2002, 247면 [곽상현(註 69), 147면 

각주121)에서 재인용].

720) 곽상현(註 69), 140~141면; 강우찬(註 700), 9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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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때 금지청구의 인용 결정은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작위명령의 가부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할 때 논란이 되는 쟁점 중 하나는 법원의 작위명

령 가부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기업합병이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

에게 불법적인 합병을 통해 취득한 회사를 처분하라는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작위명령을 인정하고 있다.721)

일본에서는 ‘그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의 해석으로,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라면 작위명령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①다수설인 긍정설은 법문

상 침해의 정지 및 예방은 어디까지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서 부작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부작위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수단

으로서 각종의 작위명령 또는 부작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았

다.722) 긍정설에 의하면 금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래

와 같이 법원이 내리는 유지명령을 작위ㆍ부작위로 엄밀하게 구별하는

것은 무익하다. 반면 ②부정설에서는 법문의 해석상 직접적 의무 부과는

문제가 있고, 일본의 집행법 하에서는 사후적 감독 및 보장절차가 결여

되어 있으므로 직접적 작위의무의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다

만, 정면으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금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도

형식적으로는 부작위 명령이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명령 내용을 자유

롭게 결정하는 것에 의하여 작위의무에 가까운 내용의 명령을 내리는 것

은 가능하다고 보았다.723)

721) 장승화(註 635), 41면 참조.

722) 白石忠志, “差止請求制度を導入する独禁法改正 (下)”, NBL 696号, 55頁(2000), 丹宗

曉信‧岸井大太郞, 「獨占禁止手續法」, 有斐閣, 246頁(2002) [신현윤(註 622), 131~132면

에서 재인용]

723) 村上政博, 獨占禁止法と差止 損害賠償, 社團法人 商事法務硏究會, 2001, 35~37면 

[김두진(註 58), 154면에서 재인용]; 村上政博, 獨占禁止法違反行爲についての私人に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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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일본과 동일하게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작위명령이 가능

한지 여부에 대해 일본과 동일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각건대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부작위만을 의미한

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금지명령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위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또한 부작위 명령과 작위 명령은 집행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차이

가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부작위명령은 ‘담합으

로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형태가 될 것이며, 작위

명령은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만큼을 인하하라’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

때 후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로서 간접강제에 의해 강제될 것이므로, 전

자의 금지명령과 집행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법위

반행위자에게 직접 작위의무를 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위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위반행위자의 사

적 자치와의 이익형량에 의해 극히 예외적이고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 조건, 가격, 기간 등을 명시한 행위의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법원의 자의적 판단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위반행위

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방식

으로 작위명령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る差止請求權[3], 公正取引 No.688(2000. 5), 26면, 32면 [강우찬(註 700), 905면 각주

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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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는 “대한민

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해 잘 드러난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제정되었다.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참가자들 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정거래법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

는 ‘독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독점은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며,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

할 수 있다. 독점을 규제한다는 것은 독점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막거나,

독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독점

의 규제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제3조의2)’, ‘부당공동행위(제

19조)’, ‘기업결합행위(제7조)’라는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한편 불공정한 거래는 사회 전체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다.

시장경제 하에서 사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 지

배된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의 기반이 되는 사적 자치 내지는

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제23조)를

규제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전한 거래질서까지 확

보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이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양

자를 모두 규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ㆍ유럽연합ㆍ독일 등지에서

는 위와 같은 독점과 불공정거래를 별개의 법제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이는 양자의 규제 목적, 이념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경쟁제한행위

를 규제하는 목적은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

으로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반면 불공정거래행위는 비록

개별적 거래관계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회의 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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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기 때문에 규제되는 것이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는 본래 계약의

상대방 또는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질서의 보호로까지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우

리 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의 행위유형은 ①

독점의 규제를 위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와

②불공정거래의 규제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각각 구별하여 검토될 필

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의 집행 방식은 공적 집행(public enforcement)과 사적 집행

(privatee enforcement)으로 구분된다. 후자는 본질적으로 피해자가 자신

의 권리침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민사적 구

제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정

당하게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고자

한다는 점에서 민법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법목적의 차이는 민

사법의 원리와 제도들을 공정거래법에 적용함에 있어 그 의미나 기능을

달리하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의 주된 기

능은 손해의 전보이나, 공정거래법 제56조에 기한 손해배상은 법위반행

위의 억지와 예방, 제재를 주된 기능으로 한다. 양자의 차이점은 특히 보

호법익에서 잘 드러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민사적 손해배상의 대

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정

거래법은 경쟁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그러한 규제의 결과로 거래

상대방, 경쟁자, 일반소비자까지 부수적․결과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따

라서 이들 모두 공정거래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게 될 경우, 법위반행위자의 영

업의 자유가 침해되고 사인의 거래관계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조정하

게 되는 등으로 사적 자치 원칙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공정거

래법에 있어 손해배상은 사적 집행의 관점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즉, 공

정거래법의 보호법익과 함께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합



- 269 -

리적․효율적 법집행 방법인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사적 집행 수단 중 하나이다. 공정거래법은 제

56조에 손해배상제도를 입법하여 사인이 용이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는 사

인에 대한 전보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적 집행 수단으로서 법위반행위

의 예방과 제재까지 주된 기능으로 한다. 이러한 특수성은 손해배상제도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본래 민사적 구제수단

인 손해배상제도가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적 집행 수단으로써 활용되므로,

민사적 구제수단에 대하여 적용되는 민법적 원리와 이념들을 공정거래법

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성요건인 ‘손해’와 관련하여

무엇을 배상받아야 할 손해로 보아 법위반행위자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통상 손해의 개념은 차액설에 따라 판단되나, 공정거래

법 위반행위에 있어서는 더욱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행위유형을 착취남용, 배제남용,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직접 거래상대방, 경쟁자,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

는 손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3배 배상제

도는 근대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및 실손해 전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3배 배상제도가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것은 사적 집행이

라는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액 제한의 문제와

관련하여,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법위반행위의 손

해전가 항변이 인정되는 것이 민법상 타당할 것이나, 피해자의 손해를

공정거래법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킨 취지, 즉 규범목적이 집행의 효율성

에 있음을 고려할 때는 간접피해자의 손해와 가해자의 경쟁제한행위 등

사이의 사실상의 인과관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의 가해자에의 사실

상 귀속에도 불구하고 사적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한 그러한 손해의

규범적 귀속이 배제된다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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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또 다른 사적 집행 수단이다. 법위반행위를 사

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사후적 제재보다 더 효과적인 법집행 수단이 된

다. 또한 금지청구의 인용은 청구권자뿐만 아니라 법위반행위로 인해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모든 시장참가자의 이익으로 돌아가

게 될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민사적 구제보다는 사적 집행에 더욱 긴밀

하게 연결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아직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다수의 시장참가자 및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특성 및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에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때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주장 자체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므로, 반독점손해 개념의 도입 등으로 원고적격을 제한하

는 미국과는 달리 거래상대방, 경쟁자, 소비자 모두에게 금지청구권이 인

정되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지청구의 대상을 불공정거

래행위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적 집행 기능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쟁제한

행위에 금지청구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따라서 경쟁제한행

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 없이 금지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

며, 금지명령의 내용 역시 시정명령과 동일한 정도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필자의 결론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인의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는 사적 집행으로서의 특수성이

감안되어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공

정거래법은 사인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며, 공정

거래법 위반행위는 전통적 불법행위와는 달리 시장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위한 손해배상제도․금

지청구제도는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제도․금지청구제도와 보호법익, 위

법성 등을 달리하게 된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의 해석에

있어서도 전통적 불법행위적 관점이 아니라 집행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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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입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개별 사인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것이 아닌, 경쟁질서의 보호를 위한 법위반행위의 억제와 예방이라는 사

적 집행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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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and its

Relationship with Civil Remedies

So Young Lee

School of Law, Civil Law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oals of the Korean Antitrust Law (“Antitrust Law”) are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market economy and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and it distinguishes itself from the Korean Civil Law

(“Civil Law”) because it does not focus on the protection of rights of

individual transacting parties within the commercial transactions.

Nevertheless, Antitrust Law is closely related to Civil Law because

its subject matter does derive from the actions of such transacting

parties within the commercial transactions and it protects the private

autonomy of individuals, an important prerequisite of Civil Law. Such

kind of relationship between Antitrust Law and Civil Law provides

for a distinct perspective in the privat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A claim for damages and a claim for injunction are the two

most common Civil Law remedies. An individual harmed by an illegal

act of another may make a damages claim under Article 750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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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Act to be equitably compensated for the harm suffered. A claim

for injunction becomes a more powerful remedy for the victim

because it prevents any future harm. There exists a disparity of

viewpoints over whether a victim’s injunction claim can be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but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proposing bills to enable injunctive protection for all

types of rights.

However, within Antitrust Law, such Civil Law remedies are

classified as legal enforcement means to prevent legal violations and

achieve legal purposes rather than to protect individuals.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Antitrust Law is to establish and maintain

order within the market economy, rather than to dispute the rights of

individual par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ecificity

of a private enforcement in applying the principles of Civil Law to

the individual claims for damages and injunctions in Antitrust Law

violations. In other words, within the context of Antitrust Law, the

remedies of damages and injunctions need to be considered from a

new perspective of 'enforcement' rather than from a traditional torts

perspective. Specifically, the meaning of legal benefits, harms, and

illegality in Antitrust Law damages and injunctions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differently from those found in the general

t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ivat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odies of law.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clarifying how the existing Civil Law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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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stitutions contained in the system of Civil Law damages and

injunctions are transformed, or how they should be transformed, with

the utilization of such Civil Law remedies as the means of private

enforcement in Antitrust Law. The multi-faceted nature of this study

seeks to inform others of the myriad areas of research regarding the

boundaries between Antitrust Law and Civil Law and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future research. I hope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 of Civil Law remedies under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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