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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요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공공정책 분야의 규제위반자에게 행정부도 ‘금전적 제

재’를 부과한다. 본고의 목적은 금전적 행정제재의 대표적 예이자 한국에서 그 사

용이 급증하고 있는 ‘과징금제도’의 주요 속성들을 현행 법제 및 경제논리로써 추

론한 후, 실제 부과과징금에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는

데 있다. 100개가 훨씬 넘는 숫자의 행정규제법 분야에서 과징금조항을 두고 있지

만 아직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고의 분석대상을 공정거래법으로 획정하였다. 표본추출

기간 동안 전수 수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자료로써 시도된 실증분석 결과, 본

고에서 실험적으로 고안된 크게 세 가지 그룹(경제, 법제, 실증)에 속하는 대리변수

들은 대체로 고르게 높은 통계적 설명력을 가지면서 종속변수(부과과징금액)의 총 

8할 이상을 설명하였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최적 과징금제도의 요체는 규제위반자

가 야기한 ‘피해규모’와 해당 위반행위의 ‘적발확률’이다. 실증분석결과 ‘피해규모’ 

부분은 실제 과징금 산정과정에 법제의 취지대로 일정 수준 반영되고 있었다. 나아

가 매우 실험적으로 고안된 한 대리변수의 설명력으로 미루어 ‘적발확률’ 역시 반

영되고 있다는 경험적 발견을 할 수 있었지만, 이와 직결된 실제 법집행과정의 검

토 및 대체대리변수의 발굴을 통하여 향후 재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실증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좀 더 효율적인 제도의 고안을 위한 몇 가지 정책함의 및 

후속연구들을 제시한다. 이 연구결과가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학계의 그간 축적된 

연구들과 상호보완성을 갖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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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monetary penalty)’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는 사

법부의 벌금 효과를 분석한 Becker(1968)가1) 효시이다.2) 그런데 현재 여러 주요 

국가에서는 매우 다양한 공공정책 분야들의 규제위반에 대해서 행정부도 금전적 

제재를 사용하며, 이는 국가의 ‘세외수입’이 된다.3) 물론 한국도 그 예외가 아니

다. 후술되듯 국내 법학계에서는 과징금에 관한 논의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어 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의 결정과정 및 정도에 관

하여 법경제학적 시각에서 접근한 국내 법경제학적 논의는 거의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금전적 행정제재의 대표적 예인 ‘과징금(surcharge)’

의4) 기능 및 속성을 경제논리로써 생각해보고, 그 실제 부과액수에 관한 체계적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한국의 행정부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규모는 만만치 않아 보

이기 때문이다.5)

1) Becker, Gary,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 (1968), pp. 169-217.
2) 이는 불법행위자의 소위 ‘자산불충분성 문제(insufficient asset problem)’ 혹은 ‘격리

(incarceration) 필요성’ 등의 이유 때문에 비금전적 제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

전적 제재를 사용하는 것이 집행비용(예: 구치소 유지비, 인권보호비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효율적이라는 논리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Shavell, 

1993).
3) 예컨대 OECD에 속한 10개국(Australia, Canada, EC, France, Germany, Italy, Japan, Spain, 

UK, US) 서베이 결과를 정리한 Garoupa and Gomez-Pomar(“Punish Once or Punish 

Twice: A Theory of the Use of Criminal Sanctions in Addition to Regulatory Penal-

ties”, American Law and Economics Review, vol. 6 (2004), pp. 411-412)에 의하면, 3개

국(Australia, Canada, UK)에서는 법원만이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나머지 7개국에서는 

행정부도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4) 이에 대한 명칭은 나라마다 다양한 듯 하나(예: 過徵金, 制裁金, 過料 등), 이하에서는 

편의를 위해 한국(및 일본)에서 사용되는 ‘과징금’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한국에서 이른

바 ‘과징금’으로 불리는 규제기관의 금전적 제재를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

라는 미국으로서(Mann, Kenneth, “Punitive Civil Sanctions: The Middleground between 

Criminal and Civil Law”, The Yale Law Journal, vol. 101 (1992)), 20세기 미국의 실로 

무수한 실정법들에 적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실정법이 Clean Water Act의 §1319 조항

일 것이다. 동법 §1319(g)에 의하면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는 하천에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자에게 하루 최고 1만 달러 및 총 12만5천 달러까지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동시에 §1319(c)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방출은 중대범죄로서 법원은 하루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의 벌금과 최고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5) 한국 행정기관들이 부과한 금전적 제재규모를 우선 총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으

나 공식적인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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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획정하기 위하여 잠정적인 서베이를 선행해본 결과 현재 

한국에서는 광범위한 규제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더욱 

주목할만한 사실로서, 그 중에서도 공정거래법에 의한 과징금부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6) 따라서 현재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100여 개의 

실정법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분석대상을 공정거래법에 국한시킴으로써, 

연구자원의 절감을 획기적으로 꾀하면서도 과징금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적 함의 

등 원래 이 연구를 통하여 추구하려는 소기의 분석결과 및 정책함의를 충분히 확

보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가 갖는 속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는 꽤 오래 되

었으며, 국내에서도 사용빈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징금제도에 관한 실증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부재하다. 이제까지의 관련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법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규범적 논의, 비교법적 분석, 또는 국

내법제 및 사례의 소개였다. 경제학계로부터의 일부 연구들 역시 대부분 이론적 

논의였다. 반면 본고에서는 경제학적 이론 및 법학적 논의에 기초하여 고안한 다

양한 설명변수들로써, 과징금액수가 실제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지에 

관하여 원천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가령 ‘어떤 규제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지?’와 같은 다분히 경험적 발견들로부터 시작하여, ‘적발확률 

혹은 피해규모와 같은 경제적 요인들은 반영되고 있는지?’, ‘법제(예: 공정거래법)

대략적인 수치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08년 중앙부서들만의 세외수입 내역 중에서 

금전적 제재는 대략 2.4조 원이었다. 본고에서 다루는 과징금의 부과총액 역시 공식적

으로 집계된 수치는 구할 수 없었으나, 2008년 부과액 기준 상위 3개 기관들(공정거래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액수는 약 3,071억 원에 이르렀다(공정거래위원

회, 공정거래백서(2009a); 공정거래위원회, 2008연차보고서(2009c); 내일신문 보도자료, 

2009.9.23). 
6) 본격적인 실증분석의 자료수집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므로 분석

대상의 효율적 획정을 위하여 2008년 초 필자들은 우선 과징금부과 관련 ‘언론보도’를 

가급적 전수조사해보려고 노력하였다. 언론보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의 각

주에서 언급한대로 일괄 집계⋅발표되는 과징금부과 관련 정부 통계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이었다. 서베이 결과(실제로 부과된 사건들의 전체집합은 결코 아니겠으나), 2007

년 말까지 약 2년 반 동안 국내에서 최소한 총 168건에서 513개 사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총 8천억 원을 상회했으며, 건당 평균 약 

48억 원으로서, 두 액수 모두 필자들의 예상을 상회하였다. 다음 부과의 근거법률로는 

공정거래법이 약 절반에 육박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100개가 훨씬 넘는 법률들

에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대단히 높은 비중이었다.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그 비중이 더욱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과징금 부과에 관해서는 

제II절에서 상술한다.



150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1호 (2010. 3.)

에 명시된 과징금 산정절차는 잘 운용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좀더 심층적인 질

문들에 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한다. 이는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제가 이미 존재한

다는 사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연구취지이다. 현행 법제가 최적 과징금제도가 되

기 위한 핵심요소들을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주어진 

법제에 따라 정확히 법집행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후술 되는대로 공정위의 

재량권행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그 남용 또는 일탈을 경계한 

대법원의 판결도 여럿 존재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II절에서는 공정거래 분

야에서 운용되는 과징금제도를 개관한다. 부과 현황에 관한 간략한 검토로부터 시

작하여, 목적 등 법률에 나타난 과징금제도의 골격, 및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

위’)의 위반행위 적발과정과 과징금 산정과정을 정리한다. 이를 통하여 법률이나 

그 운용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과징금액수 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결정요인들

을 추론해보고자 함이다. 제Ⅲ절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학술적인 논의를 소개한

다. 우선 과징금의 목적에 관한 국내 학계의 논의들을 필자들 나름대로 재정리해

본다. 전술한대로 이들은 주로 법학계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로서, 실로 다양하고 

때로는 상호 대립되는 주장들이 상존해왔으며, 나아가 그들 중에는 경제적 시각에

서 접근한 주장들도 일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한다. 이어 매우 단순화된 모형을 

통하여 과징금제도의 효율성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 논의 역시 사회효율적 과징금

제도의 특성들이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얼마나 반영되어 왔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제Ⅳ절과 제V절에서는 과징금액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우

선 제Ⅳ절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수집한 공정위 심결자료를 바탕으로 과징금제도 

운영의 기초특성들을 검토한다. 제II⋅III절의 논의를 토대로 생성된 여러 대리변

수들의 기초통계치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입안가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심결자료의 수집과정에 대한 간략한 소개 역시 후속연구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V절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소개한다. 특히 본고의 다분히 

실험적 시도로서, 설명변수들을 크게 세 가지 그룹(법제, 경제, 실증)으로7) 구분하

여 분석한다. 이들 변수그룹들이 최종적으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에 얼마나 차별적 

7) 여기서 세 번째 변수그룹은 ‘법제’나 ‘경제논리’에 직접적으로 근거하지는 않지만 실제 

법집행절차나 심결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실설명력을 가질 것으로 예견된 변수

들을 포함한다. 문자 그대로 실증적(positive) 변수의 성격을 띠는 통제변수(control vari-

able)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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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향후 더욱 효

율적인 과징금제도를 설계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도움을 주리라 예측한다. 마지막

으로 제VI절에서 논의를 종합하며 정책함의와 후속연구를 제시해본다.

II. 공정거래분야 관련 과징금제도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제도 운영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법률에 근거 규제위반자에게 과징금, 고발, 시정명령, 

경고 등과 같은 다양한 제재수단을 사용한다.8) �공정거래백서�에9) 따르면 2007년

에만 총 3,223건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했으며, 2006년은 3,383건, 2005년은 3,348

건이었고, 이 총체적 수치는 2001년 이후 비교적 일정하다. 그런데 공정위가 사용

하는 여러 제재수단 중 2005년을 기점으로 과징금의 사용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

했다. 가령 고발과 시정명령과 같은 제재수단의 부과건수가 2005년에 3,348건으로 

2004년의 2,988건에 비해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에 반해 과징금의 부과건수

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에는 276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203%나 증가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공정위가 부과한 대부분의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부과

되었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운용하는 과징금제도는 전술했던 11개 법률 중 6개 법

률에서 명시되어 있지만, 2008년 �통계연보�를10) 보면 유독 ‘공정거래법상 부과되

는 과징금’의 건수 및 액수가 월등히 컸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공정위가 6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한 총 과징금건수는 1,247건이며, 그 액수는 약 1조 7,985억 

원이었다. 이 중 공정거래법상 부과된 과징금건수는 1,154건으로 전체의 약 93%

를 차지하고 있고, 부과액수는 약 1조 7,432억 원으로 전체의 약 97%나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

 8) 이 11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하도 거래 공정

화에 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 �할

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 매 등에 한 법률�, �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

동조합법�과 �제조물책임법�이다. (이 중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 것이 과징금을 명시하

고 있는 6개 법률임.) 

 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2008a), p. 95.
10)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2008b),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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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11)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과징금제도의 운용현황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자. <그림 

1>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공정거래법상 부과된 과징금건수와 액수를 연도별로 

나타낸다. 연도별 평균 과징금부과 건수는 약 128건, 평균 부과액수는 1,936억 원

이었다(정교한 통계분석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대략 2005년을 전후로 두 시기가 

대비된다. 우선 2004년까지 두 자릿수였던 부과건수가 2005년에는 264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부과액수 역시 2004년 약 354억 원이었지

만 2005년에는 약 2,589억 원으로 무려 약 7배 이상 증가한다. 그 이후 약간의 변

동이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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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통계연보�(공정거래위원회, 2009b).

<그림 1> 2000년대 이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건수 및 금액

이상의 시각적 관찰에 근거하여, 2004년을 기준하여 두 기간으로 나누어 좀 더 

살펴보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과징금부과 건수는 328건이며 연도별로는 

평균 약 65건이었다. 그리고 <그림 1>의 후반기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총 

과징금부과 건수는 826건으로 약 2.5배나 많아졌고, 연도별 평균 과징금부과 건수

도 206건으로 3.2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차이는 부과된 과징금액수에서도 분명히 

11) 이러한 통계결과 역시 필자들로 하여금 이후 실증분석에서 공정거래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다른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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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전반기의 연도별 평균 과징금액수는 1,307억 원이고 이 기간 동안 부과된 

총 과징금액수는 6,538억 원이었다. 반면에 후반기의 경우 연도별로 평균 2,723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총 액수는 1조 894억 원이었다.12)

이상 수치로 나타난 공정위의 과징금제도 운영실적을 종합해보자. 첫째, 2005년 

이후 공정위의 다른 제재수단들보다 과징금제도의 사용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

다. 둘째, 공정위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법률들보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

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셋째, (이미 2000년대에 들어와 증가추세를 

보였던) 과징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이 대략 2005년을 기점으로 최근 좀더 가파

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상은 공정위의 �통계연보� 및 �공정거래백서�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로서 다분히 개괄적 현상이다. 제Ⅳ절에서 소개할 공

정위의 실제 심결자료를 통해서는 과징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보다 훨씬 심

층적인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조항, 부과 규제위반행위 및 과징금의 산정근거

일련

번호

과징금

조항
과징금부과 규제위반행위

a)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근거

b)

1 [6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3조의2])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매출액

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2 [17조]

상호출자의 금지등([9조]) 또는 

출자총액의 제한([10조 ①])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

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의 금지([10조의2 ①])

당해법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8조의2 ②,⑤])

[17조 ④]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100분

의 10을 곱한 금액 

3
[17조의2 

⑤]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 위

반행위([17조의2 ①])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

분의 10을 곱한 금액

12) <그림 1>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전반적인 증가추세는 이미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당공동행위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인권(“부당공동행위의 합리적 규제에 대한 일고”, 규제연구, 제16권 제1호(2007), p. 

17)에 의하면, 1986년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조항 도입 이후 2004년까지 공정거

래위원회가 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총 과징금은 5,023억 원이다. 이 중 마지막 

2년 사이에만 21개 사건에 대하여 3,973억 원을 부과했고, 이 금액은 총 과징금의 약 

8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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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과징금

조항
과징금부과 규제위반행위

a)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근거

b)

4 [22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9조 ①])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매출액

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

5 [24조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3조 ①])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

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매

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

6 [28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26조 ①])

∙<사업자단체> 5억원

∙<사업자>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

액(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

7 [31조의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29조])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매출액

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

8 [34조의2]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

한([32조 ①])

∙<사업자단체> 5억원

∙<사업자>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

액(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

주 : ․ 이 표는 2008년 제15차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a) (  )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부과되는 규제위반행위를 명시한 조항을 나타낸다. 

b) 모든 과징금은 조항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매출

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매출액의 구체적인 산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명시되어 있다. 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에 명시되어 있다.

2.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 및 산정절차

한국에서 과징금제도는 1980년 12월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과징금 조항은 모

두 8개이지만 처음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3조의2])’에 대한 과

징금 부과조항인 [6조]만 도입되었다. 과징금제도의 ‘도입목적’에 관해서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부 문헌에서는13) 불법적인 경제이익을 박탈하는 ‘부당

이득 환수’가 그 목적이었다고 언급된다.14) 

13) 박해식,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적 성격”, 경

쟁법연구, 제8권(2002), p. 241;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 권오승(편), 공정

거래와 법치(법문사, 2004), p. 1053. 
14) 과징금제도의 목적에 관해서는 국내 학계에서 실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구분작업은 제Ⅲ절에서 시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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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은 도입 이후 2008년 8월까지 총 15차례 개정되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과징금제도 또한 서서히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15) 지면제약상 그 

진화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과징금조항과 규제

위반조항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모두 10개 규제위반

행위에 대하여 총 8개 과징금 조항에 근거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을 규정한 다른 법률들에 비하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각 

규제위반행위별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액수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

다. 많게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에서 최소 100분의 2까지 분포하고 있다. 그

리고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는 특정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이제 해당 법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비전문인들의 이해도 도모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과 과징금액수 ‘산정방법 및 과정’을 정리해보자.16) 특정 

법제의 집행과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실증분석에 유익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이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사건 적발⋅신고 → 조사⋅심사 → 위원회 상정 → 

위원회 심의⋅의결(→ 불복 → 소송)’의 절차로써 법을 집행한다. 특별히 과징금의 

부과 및 산정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55조의3 ①]), 시행령, 및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그림 2>에 축

약되어 있다.17) 역시 지면제약상 과징금 산정단계 및 법적근거의 핵심만 파악해보

자. <그림 2>에서 보듯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 ‘의무적 조정과징금’ → ‘임의적 

조정과징금’ →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시행령 [61조 

①] 별표2, 고시 Ⅳ). 각 단계별 과징금의 정의에 대해서는 고시 Ⅱ에, 구체적인 

과징금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고시 Ⅳ에 명시되어 있다. 

첫째 단계인 ‘기본과징금’은 고시 Ⅱ.1과 Ⅳ.1에서 명시하고 있다. 기본과징금은 

15) 실제로는 2004년 11차 개정(법률 제7315호) 이후 추가된 과징금조항은 없으며, 후술될 

과징금 산정방법도 변화가 없었다.
16) 이하의 논의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참조하였다. 공정위(www.ftc.go.kr/정책및제도/위원

회심결제도); 한국공정경쟁연합회(www.kfcf.or.kr/공정경쟁); 박수영, 공정거래법해설(도

서출판 피데스, 2006); 이현미,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2007);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운용”, 권오승⋅이원우 

(편), 公正去來法과 規制産業(법문사, 2007a);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차(기자간담회자

료, 2008c); 사법연수원, 공정거래법(2009)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지면제약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일이 인용을 하지는 않는다.
17) 산정과정에서는 이 밖에 공정위가 비공개로 이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준칙’과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준칙’이 사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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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매출액에 대해 고시 Ⅳ.1에 명시된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18) 곱하여 

산정한다. 하지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다른 

기준금액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17조의2 ⑤]에서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17조]

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채무보증액’ 또는 ‘주식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한편, [28조]와 [34조의2]에서 명시한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정해놓은 부과금액을 기본과징금 산정시 사용한다. 중대성

의 구분 기준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시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내

부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지침에는 각 위법행위에 대한 세부평가기준표가 

명시되어 있고, 기준표는 위반행위내용과 위반행위의 정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다.19) 

둘째,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률 [55조의3 ① 2]에 명시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근거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것이다(고시 Ⅱ.2). 그 산정방법은 다음

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구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 첫째 방법

은 앞서 정해진 기본과징금에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산액을 기본과징금에 합산한다. 둘째 방법은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정한다.

셋째,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전술한 공정거래법 [55조의3 ①]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

황 및 시장 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이다(고시 Ⅱ.3, Ⅳ.3).20) 그

18)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유형에 따라 다르다. 가령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3조

의2])에 대해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5∼2.0%, ‘중대한 위반행위’는 1.0∼1.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0.3∼1.0%이다. 그런데 부당한 공동행위([19조 ①])에 대

한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7.0∼10%, 3.0∼7.0%, 0.5∼3.0%이다. 
19)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

반행위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후자는 다시 3개 항목으로(‘시장점유율’, ‘매출액’, ‘위반

행위 파급효과’) 보다 세분화하여 평가한다. 이에 대해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

로 평가하며, 최종점수는 이렇게 구한 네 점수에 이미 정해진 가중치들을 각각 곱하여 

구한다. 그리고 이 최종점수로써 앞 각주에서의 ‘중대성 구분’을 결정한다.
20) 구체적인 가중기준을 6가지 명시하고 있는데, 가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심의일까지 위반행위를 종료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면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한다. 반면 11가지 감경기준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반행위를 자

진신고 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감경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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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법행위: 공정거래법 상의 10개 위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부과 가능

 2.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전원회의·소회의)

 3. 과징금액의 산정: 과징금은 이하 4단계를 거쳐 산정

1) 기본과징금: 관련매출액⋅위반액을 기준으로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

2) 의무적 조정과징금: 고시에 따른 특정금액을 기본과징금에 

더한 금액과 부당이득으로 취한 금액 중 보다 큰 금액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고시 기준에 따라 

가중·감경

4) 부과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에 대해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감액·면제

 4. 과징금 통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소송의 제기 가능. 

  1) 이의신청·소송제기 

  2) 재결

 5. 종결 

 3) 소송

<그림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절차

런데 위반사업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는 부분(고시 

Ⅳ.3.다.(8))이 눈에 띈다.21) 

21) 하지만 감경의 구체적인 이유 또는 목적은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률 및 시행

령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단지 감경기준만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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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는 ‘부과과징금’이다. 이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

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

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

(면제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다(고시 Ⅱ.4, Ⅳ.4).22) 

III. 과징금의 목적 및 최적 과징금제도

1. 과징금 목적에 관한 논의들의 체계적 서베이

매우 의아하게도 제II절에서 검토했던 공정거래법상에는 과징금의 ‘목적’이 명

시되어 있지 않다. 그 부재의 명쾌한 이유 역시 찾을 수 없었다.23) 다만 공정위의 

입장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금전적 제

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위반으로 취득한 불법적인 이득을 박탈하고, 동 제재를 통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 100분의 10 이내에서,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자이면 

100분의 20 이내에서 감경한다. 
22) 주지하듯, 여기에서도 셋째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는데, 

고시 Ⅳ.4.가.(2)에서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

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50까

지 감액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즉,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시와 같이 감

경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어 보인다.
23) 사실 과징금의 ‘목적’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제법 오랜 기간 필자들이 섭렵한 다른 여

러 국내 실정법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과징금제도의 도입은 일본 

법제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일본 법제 역시 세계 제2차대전 이후 미군정이 시작되면

서 도입한 것이므로, 결국 현재 한국 과징금제도의 근원은 미국법에 있다고 해도 무리

는 아닐 것이다(최종원⋅김현종, 공정거래법상 과징   손해배상제도의 발 방안(한

국개발연구원, 1994); 이인권, supra note 12 등).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징금의 목

적, 특히 사법부의 금전적 제재와 독립적 성격을 갖는 행정부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

금 목적에 관해서는 정립된 단일이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예: Ball, Harry 

V., and Lawrence M. Friedman, “The Use of Criminal Sanctions in the Enforcement 

of Economic Legislation: A Sociological View”, Stanford Law Review, vol. 17 (1964), 

pp. 197-223; Mann, supra note 4, pp. 1795-1873; Ogus, Anthony l., Regulation: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ercival, Robert V., Alan 

S. Miller, Christopher H. Schroeder, and James P. Leape, Environmental Regulation: 

Law, Science and Policy (3rd ed.) (Aspen Publishers, 2000); Brickey, Kathleen F., “Charging 

Practices in Hazardous Crime Prosecutions”, Ohio State Law Journal, vol. 62 (2001), 

pp. 1077-114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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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향후 법 위반행위의 억제기능을 수행하는 의무이행수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www.ftc.go.kr)/정책건의및질의). 이와 유사하게 공정위의 심결례에도 과징

금의 목적이 ‘부당이득의 환수’ 또는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간혹 명

시되어 있었다(의결 제2007-133호, 2007.3.15; 의결 제2008-241호, 2008.8.20; 의결 

제2008-251호, 2008.8.28 등). 후술되듯, 이 두 가지 목적은 항상 밀접히 연계 혹은 

양립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필자들은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여러 실정법들을 대

상으로 관련 문헌들을 섭렵하였다.24) 대부분 법학계에 속하는 이 문헌들에서 전반

적으로 목적은 크게 두 갈래로 논의되고 있었다. 역시 첫째가 ‘부당이득환수’이며, 

둘째는 ‘행정제재’이다. 그러나 특히 후자의 경우 그 구체적 의미는 상당히 다양

하게 해석되고 있었다.

1) 부당이득환수의 목적

‘부당이득환수의 목적’론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경

제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제재금으로서 과징금을 보는 것이다.25) 그럼

24) 과징금의 목적을 구분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주지하듯,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들

이 영향받을 것이다. 가령 과징금의 부과 여부, 과징금액의 산정방식,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형벌과의 이중처벌의 문제 발생 여부, 행정기관에 부여되는 재량권의 정도 

등이 달라질 것이다(예: 채우석, “과징금제도에 관한 일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2집

(2004), p. 26; 홍대식, supra note 16, p. 339). 참고로 본 소절의 이하 내용은 더욱 방

대한 서베이 결과(김일중,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성균 학교 경제학

과 incompleted mimeo, 2009)를 축약한 것이다.
25) 안대희,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법조, 제36권 제3호(1987), p. 5; 신봉기, “경

제규제법상 과징금제도”, 법조, 제41권 제9호(1992), p. 74; 강구철, “과징금제도에 관

한 약간의 고찰”, 고시연구, 제283호(1997), pp. 105-106; 김종두, “현행법상 과징금제

도에 관한 고찰”, 입법조사월보(1998), p. 11; 김동희, 행정법Ⅰ(박영사, 1999), p. 406; 

김남진, 행정법1(법문사, 2000), p. 532; 김호정, “새로운 행정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

제도”, 외법논집, 제9집(2000), p. 312; 박해식, “과징금의 법적 성격”, 권오승 (편), 公

正去來法講義 Ⅱ(법문사, 2000a), p. 590; 박해식,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2000b), p. 18; 김철용, 행

정법1(박영사, 2001), pp. 318-319;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박영사, 2001), p. 645; 

최영찬, “과징금제도에 관한 고찰: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제, 제527(2001), p. 

9; 김광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과징금의 성격”, 례연구, 제16집(하) (2002), 

p. 31; 박해식, supra note 13, pp. 240-241; 박영도⋅김호정, 과징 제도의 운용실태 

 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 2002), p. 14; 권오승 외, 과징 제도 개선방안 연구(공정

거래위원회, 2003), p. 15; 홍대식, supra note 13, p. 1053; 홍대식, supra note 16, pp. 

339-340; 채우석, supra note 24, p. 322; 채우석, “부당내부와 과징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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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환수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문헌은 거의 없는 듯

하다. 다만, 특정 위반행위에 따라서 부당이득환수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우세할 

수가 있다는 주장들은 간혹 존재한다. 

나아가 과징금의 목적이 부당이득환수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찾

을 수 없었다. 오래전부터 그러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일면 당위론적으로 받아

들여져 온 듯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추가된 이론적 근거들은 

발견할 수 없었다.26) 

2) 행정상의 제재 목적

과징금의 목적이 ‘행정상의 제재’라는 주장도 빈번히 발견할 수 있었다.27) 그런

데 많은 문헌에서 이렇게 행정제재 목적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행정제재’의 

구체적인 의미를 때로는 사뭇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필자들의 숙고에 의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행정제재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듯하다.

①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제재

학자들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의미는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제재’이다. 대부분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재’라는 표현은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의미하는 듯하다.28) 그러나 과징금의 목적이 오직 제재여야만 한다는 

기업소송연구 2004, 제2호(2005), p. 23; 권오승, 경제법(제5 )(법문사, 2005), p. 462; 

정병덕,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법적성격과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경 법률, 제15권 

제2호(2005), pp. 472-473; 박균성, 행정법론(상)(박영사, 2008), p. 50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중(supra note 24)의 경제분석에 의하면, 부당이득의 환

수는 과징금의 바람직한 목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26) 참고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로서, 과징금의 도입 시 일본의 입법례를 많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1977년 5월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

취인의확보에관한법률에서 카르텔로 얻은 경제적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카르텔금지규

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과징금 조항인 [7조의2]와 [8조의3]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강구철, supra note 25, p. 106; 박해식, supra note 25 (2000a), pp. 597-598; 박해식, supra 

note 25 (2000b), p. 13).
27) 대표적으로, 김광년(supra note 25, pp. 32-33)은 공정거래법 [1조](목적)의 취지에 부합

하려면 과징금의 목적을 부당이득환수나 겸유설로 파악하기보다는 행정제재설에서 파

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8) 제재를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이해하는 문헌으로는 강구철(supra note 25, p. 

99), 김호정(supra note 25, p. 332), 박해식(supra note 25(2000a), p. 595; supra note 

13, p. 256), 최영찬(supra note 25, p. 9), 권오승 외(supra note 25, p. 15), 홍대식

(supra note 13, p. 1055), 권오승(supra note 25, p. 462), 윤석(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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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보다는, 부당이득환수의 목적과 함께 인정되는 일종의 겸유설이 대부분이었다.

② ‘징벌’로서의 제재

형벌 혹은 징벌은 “위반자의 부정행위의 반사회성 내지 반도덕성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서 과해지는 것 ”29)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과징금의 

목적이 부당이득환수와 행정제재라고 하면서, 행정제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질

서를 어지럽힌 결과에 대한 응징수단으로서 ‘벌과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일부 문헌에서 과징금의 목적인 ‘제재’가 특정 위법행위에 한하여 이러

한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한다.30) 

③ ‘피해의 내부화’를 의미하는 제재

과징금의 목적이 행정제재를 의미할 때 그 제재가 ‘피해의 내부화’를 의미한다

는 주장도 존재한다. 주지하듯, 이들은 주로 경제학계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국내

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Posner 판사의31) 다음 서술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위반자에 대한 억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에 끼친 비용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위반자에게 부담시키도록 과징

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컨대 (그 숫자가 많지는 않으나) 위와 거의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는 문헌이 

국내에서도 일부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권오승 외는32) “경쟁법이 사회적 효

제도(국회도서관, 2005), p. 1), 정병덕(supra note 25, p. 474) 등이 있다. 한편 ‘행정제

재는 법익박탈’이라고 표현한 문헌들이 있었으나(채우석, supra note 24, p. 323; 채우

석, supra note 25, p. 24; 사법연수원, 공정거래법(2009), p. 323), 이 정의 자체가 제

재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리 명쾌한 정보를 주지는 않아 보인다.
29) 박영도⋅김호정, supra note 25, p. 25.
30) 예를 들어 박정훈(“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

전장치”, 서울 학교 법학, 제41권 제4호(2001), p. 314)은 가령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지원행위를 한 자로부터 환수할 이득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로서의 성격이 전무하고 오직 징벌적 성격을 가

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2000.6.13. 선고, 99누4077 판결)도 “이 사건 과

징금은 실제 판매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사원판매 강제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

조치이므로 ”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과징금의 목적이 징벌이라면 (법원에서 다시 처벌

을 받는 경우) 소위 ‘이중처벌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아직 미완성된 상태이지만)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김일중(supra note 24)을 참조할 수 있다.
31) Posner, Richard, Antitrust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p. 267.
32) 권오승 외, supra note 25,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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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이득환수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 독점

적 이윤은 자원의 배분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전

적 제재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고 주장한 바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피해의 내부

화로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목적에 대해 

이인권도33) “Posner의 주장과 같이 독점규제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규제하는 것

이 효율적이며 제재의 강도는 그 행위의 사회적 비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34) 

2. 최적 과징금제도: 간략한 경제이론

1) 이론화를 위한 현 제도의 주요 특성 파악

본 소절에서는 각종 규제정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회효율적 과징금제도의 조

건들을 생각해본다.35) 큰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의 내부화’에 목적을 두는 과징금

제도가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현실에 부합되는 이론화 작업

을 하기 위하여 현재 과징금제도가 갖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특성을 간략히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Ⅱ절의 <표 1>을 보면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10개 규제위반행위들

은 대체로 소위 ‘당연원칙(per se rule)’이 적용되는 것들이다. 주지하듯, ‘합리원칙

(rule of reason)’이 적용되는 규제(예: 기업결합)와는 달리, 당연원칙이 적용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위반사실만 입증되면 해당 위반행위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추

가숙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제재가 가능하다. 둘째, 역시 <표 1>에 열거된 법조문

들을 읽어보면, 현재의 과징금은 이른바 ‘행위기준(act-based) 부과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예컨대 담합과 같이 행위 자체가 명백히 입증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셋째, 상기 두 특성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특성으로서, 현재의 법조

33) 이인권, supra note 12, pp. 22-23.
34) 그밖에도 이재우(“부당 공동행위와 적정 억지력 확보”, 산업조직연구, 제12권 제4호

(2004), pp. 145-146), 홍대식(supra note 13, pp. 1069-1070; supra note 16, pp. 356- 

357;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제18호(2007b), p. 

140) 등에서 비슷한 주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징금의 목적을 피해의 내부화로 전

환하여 명시적으로 법제화하자는 주장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는 피해측정이 현실적

으로 어렵기 때문에 입법화가 쉽지 않다는 생각 때문인 듯하다. 
35) 제Ⅲ.2절의 논의는 아직 미완성된 김일중(supra note 24)에 포함된 이론모형의 일부분

을 발췌한 것이다. 과징금제도 관련 주요쟁점이 되어온 이중처벌위험 및 공정위 재량

권 등에 관한 자세한 함의는 원래의 이론모형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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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특정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확률을 매우 높게 보는 듯하다(이에 관

해서는 이하에서 좀 더 후술됨).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나 계열

회사에 대한 부당한 채무보증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는 현재 관찰되는 주요 제도적 특성이다. 따라서 다음 소절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과징금제도를 생각하는데 전제로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 

‘사회후생’은 규제위반자가 얻는 편익으로부터 그로 인한 피해와 법집행비용을 차

감한 것이다. 법집행비용은 조사, 적발, 심결, 제재 등에 소요되는 다양한 제반비

용을 나타내며, 분석을 위해 다음 두 가지 가정을 한다. 우선 과징금이나 벌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행위 자체에는 비용, 즉 ‘제재비용(sanctioning cost)’

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36) 둘째, 다만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

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또는 적발)확률이 1 미만이 되는 상황을 검토할 것이

다. 따라서, 법집행비용 중 적발비용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2) 사회효율적 과징금의 기본모형

① 주요가정 및 최적 과징금제도

전술한 제도적 특성들 및 Polinsky and Shavell의37) 공적법집행모형을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단순한 이론화가 가능하다. 특정 규제위반행위로부터 얻는 위험중립

적인 甲의 편익(또는 이윤)을  , 그 행위가 일으키는 피해수준을  , 이 행위의 피

해야기 확률을 

라고 하자. 는 일정한 확률분포를 갖는 변수이다. 편익은 피해

의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에 따라 항상 발생한다고 하자. 다음, 甲의 위

법행위를 적발(detection)하는 확률을 

라고 하자. 적발되는 경우 실제로 부과하

는 과징금을 라고 하자.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 전 두 가지만 논의하자. 첫째, 위 에는 부당공동행

위와 같이 ‘단순이전’을 통하여 (규제위반)행위자가 취득한 이윤이 포함된다. 즉, 

소비자의 피해로 간주한다. 주지하듯 가령 담합이 이루어지면 사중손실이 발생하

36) 물론 제재를 하는데 산정절차 등에서 비용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법집행에 관한 고

전연구인 Becker(supra note 1) 이후 학계에 잘 알려져 온 것처럼, 금전적 제재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부의 이전에 해당할 뿐 금고형과 같은 비금전적 제재처럼 실제 자원

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하여 이 가정을 

빈번히 채택한다.  
37) Polinsky, Mitchell and Steven Shavell, “The Economic Theory of Public Enforcement 

of La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8 (2000), pp. 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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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사중손실은 담합의 대표적인 피해로 인지되어 왔다. 그런데 만약 이 사중

손실만을 에 포함시키고 담합기업들의 이윤은 로 간주할 경우,   (논의의 

편의상 

  로 가정)의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개념적으로 담합

행위가 사회효율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며, 후술되는 최적 과징금시스템 하에서 

담합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38) 

둘째, Becker39) 이후의 전통을 따라 적발확률 

는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고 가정한다. 현실적으로 특정 법집행기관의 인력이나 예산을 (단기간에) 변화시

키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대체로 그 사실에 기초하여 정책입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는 일면 유용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규제위반행위

의 고유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Shavell의40) 이른바 ‘S3 문제’, 즉 ‘소송위협의 

회피(escaping the threat of litigation) 문제’로 인하여 적발확률은 행위별로 상이한 

수준에서 고정될 것이다.41) 

이제 사회최적의 과징금제도에 관하여 검토하자. 논의의 편의상 일단 ‘완전법집

행’, 즉 ‘

’을 가정하자. 결론부터 말하면, 최적성의 요체는 과징금 를 기대

피해 (

 )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사전적으로) 잠재적 불법행위자 

甲은 자신의 사적 기대편익()이 과징금을 초과할 경우에만 행위에 옮길 것이다. 

즉, (각기 다른 값을 갖는 잠재적 행위자들) 甲은 스스로   의 조건이 충족되

어야 행위를 한다. 그런데 앞서   로 정하였으므로 그 사적 의사결정 조건

은 ‘ ’로 표현할 수 있다. 요컨대 이 부등식은 기대사회순편익이 (+)가 되

어야 한다는 ‘사회효율성 조건’과 정확히 동일하므로 결국 이 과징금부과방식의 

‘최적성’도 담보될 것이다.42)  

38) 이를 바꾸어 표현하면, 편익 에는 ‘단순이전분’(예: 담합이나 이미 불법화되어 있는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소비자나 경쟁기업으로부터 뺏어 온 이윤) 및 ‘새로운 부의 

창출분’(예: 전략적 기업결합에 따른 원가절감효과로 인한 이윤)을 모두 포함시키되, 

그 중 첫 번째 단순이전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부당이윤’으로서 에도 포함시킨다. 따

라서 두 번째 새로운 부의 창출로 인한 이윤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의 

관계가 성립한다(김일중, supra note 24).
39) G. Becker, supra note 1. 
40) Shavell, Steven, “Liability for Harm versus Regulation of Safety”,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13 (1984), pp. 357-374. 
41) 즉 여기서의 적발확률은 고유의 은밀성, 평균피해규모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 특성을 

기초로, 공정위가 의도했던 자원배분의 평균성과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물론 여기 자

원배분 일정기간동안 상시 또는 특정시점에 이루어지는 집행노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 

점에 관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한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42) 거듭 강조하면, 사회최적의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쟁정책당국이 과징금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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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이제 적발확률 

를 고려한 ‘불완전집행’ 

상황을 검토해보자. 현실적으로 ‘

 ’이므로 적발확률이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모형의 핵심은 기대과징금

()을 기대피해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즉,   

 


  가 되

도록 산정한다. 이렇게 되면 甲의 입장에서는  

 


  조건에서만 행위에 

옮길 것이다. 이 부등식 역시 기대사회순편익이 (+)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효율성 

조건’과 정확히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인 불완전집행의 상황에서는 최적과징금의 액수가 증가한다. 위 사회최

적화를 달성하는 과징금제도의 조건을 나타내는 등식 

 


로부터, 실제로 

적발이 이루어진 경우 이제 과징금은 ‘  




’로 될 것이다. 즉, 적발확률

의 역수가 일종의 승수 역할을 하게 되며 

가 작을수록 과징금은 증가해야 한다. 

② 최적 과징금제도의 주요 특성 및 정책함의

첫째, 전술된 행위기준 최적 과징금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법집행기관

인 경쟁정책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량은 단기에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최적

과징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들은 

, 


 및 이다. 그런데 


는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공정위는 도 대체로 고정되어 있다고 판단하

는 듯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이다. 요컨대 이상의 시스템 하에

서 를 찾아 적절한 수준의 를 결정하면 된다. 최소한 모형 상으로는   또한 

확률변수가 아닌 상수이므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다. 예컨대 불공정거래유형

별 평균피해 정도로 간주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집행기관이 

개별사건의 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 과징금의 결정에 중요하다.   





에 의하면 


가 낮을수록 

과징금은 증가한다. 그런데 제재수준은 피해수준에 비례해야 한다는 경제주체들의 

보편적인 생각 때문에 이 시스템은 사회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법경제학에

서는 이를 가리켜 종종 ‘사후형평성(ex-post equity)의 문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

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일단 ‘일정 수준’의 

는 확보되어야 

히 기대피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가 보다 낮은 수준에서 과소하게 책

정되면, 기대사회순편익이 (－)인 행위도 일어날 것이다(즉,    인 경우). 반대

로 가 보다 과다계상되어 만약    의 상황이 된다면, 실제로는 가령 

경쟁촉진적이어서 기대사회순편익이 (+)인 행위들도 억지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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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사실을 시사받을 수 있다.

셋째, 이 최적 과징금제도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甲이 보유한 富 수준( )

이 충분해야 할 것이다. 가 높아지면 과징금의 수준도 동일하게 높아져야 한다. 

만약 부의 수준이 낮아 그 정도의 금전적 제재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甲의 입장에

서는 ‘현실적으로 부담가능한’ 기대과징금액수가 작으므로, 실제로는  인 

상황에서도 규제위반을 할 수 있다. 즉, 

   이 성립할 때, 甲은 그 실

행에 옮길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과소억지력(under-deterrence)’의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앞서 국내외문헌의 서베이 결과 과징금의 목적 중 ‘제재’의 의미에 대해

서 총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상의 최적 과징금제도를 상

정한다는 전제 아래, 과징금의 목적은 Posner 판사의 주장으로43) 대표되었던 세 

번째 해석인 ‘피해의 내부화’와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44) 

다섯째, 제III.1절에서는 과징금의 또 다른 주요 목적이 ‘부당이득의 환수’에 있

다는 주장을 섭렵한 바 있다. 이는 실제 과징금은 어떤 식으로든 행위자의 부당이

익 와도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재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

징금제도는 일면 그 취지는 인정되지만, 최소한 이상의 최적 과징금시스템 맥락에

서 본다면 그리 소망스러운 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45)  

43) R. Posner, supra note 30.
44) 이와는 대조적으로 첫 번째 의미인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주장은 특히 제재의 

수준에 대한 뚜렷한 지침을 주지 못한다. 한편, 제재의 두 번째 의미는 ‘징벌’이었다. 

그러나 본 소절에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논의를 보면 과징금   




에 내재된 

목적을 응징 또는 징벌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가령 과

징금의 실제 액수가 기대피해액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징벌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경제논리에 근거하여) 내부화를 충실히 이루기 위한 보완적 성격이라 보는 것

이 한층 정확한 시각이 될 것이다. 지면관계상 간략히만 지적하면, 매우 흥미롭게도 

비슷한 시각이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나오고 있다.
45) 이러한 과징금제도를 운용하려면 에 대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경제

주체들마다 상이한 를 추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이유들이 존재하는데, 가령 공정위가 조금이라도 나 

를 과소평가하면 체계적으로 

과소억지력이 발생한다(김일중, supra not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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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자료수집 및 기초통계

1. 심결자료 수집 

이제 과징금제도에 대해서 공정위의 심결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전술되었던 법제와 경제이론이 산정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물론, 이제까지 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결정요인이 있는지의 여

부도 파악(즉 문자 그대로의 ‘실증적 발견’)하고자 한다. 나아가 공정위가 과징금

제도에 관한 고시 및 운영지침을 충실히 따르며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는지 여부

도 일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부과 전반에 대

한 실증적 연구는 부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제도의 운영 실태를 알아야 

평가와 향후 개선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심결자료에서 과징금제도의 결정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상

기 목적의 실증분석을 위해 더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는 찾기 힘들어 보인다.

심결자료들의 수집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후 <그림 2>의 산정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양질의 심결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가

장 최근자료 순으로 자료를 축척하였다. 여러 물리적 제약으로, ‘의결일자’ 기준 

일단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를 2008년 상반기에 우선 확보한 후 상당기간 

동안 pilot 분석을 거쳤다. 그 후 2009년 상반기까지 재수집과정을 거쳐, 2008년 8

월까지 의결된 심결자료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결국 표본추출기간은 2006년 1월부

터 2008년 8월까지 약 2년 8개월이다.

심결자료는 공정위 웹사이트(www.ftc.go.kr/심결⋅법령/의결서)에서 ‘의결일자’, 

‘위반행위유형’, ‘조치유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필자들은 초기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이후 과징금부과 사건의 누락을 극소화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다음 

검색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술한 의결일자를 설정한 후 입력 가능한 위반유형을 활

용하였다. 즉,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표 1>에서처럼 과징금이 부과되는 규제

위반유형을 검색어로 선택했다. 이상의 방법은 일견 간단해보이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다.46) 결국 확인을 거듭하고 누락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46) 즉, 이렇게 구한 심결자료는 변수별 정형화작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이외에도 예

기치 못했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통계연보�와 심결자료의 불일치였다. 예

를 들어 200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건 수는 24건이었는데, 실제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심결자료

를 전수 검색하면 총 19개의 사건을 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 19개를 일일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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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확보한 심결자료는 1,686건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과징금의 부과

와는 무관한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들을 일일

이 추출한 결과 608개의 ‘과징금부과 사건’의 심결자료를 구하였다.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크게 두 가지 추출기준을 사용한

다. 첫째, 사건번호가 다르더라도 실제 내용상 동일한 사건이면 의결번호를 근거

하여 1건으로 처리했다. 즉 의결번호를 관찰치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과징금 부

과액은 ‘최종’ 심결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림 2>에서처럼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하

면 재심요청이 가능한데 실제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 피심인이 재심을 요청했

던 사건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 역시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하고 모든 

심결자료의 의결일자를 추적하여 재심이 있었던 사건은 원심사건과 일일이 대응

하여 최종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액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추

출기준을 사용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더 조정작업을47) 거친 후, 최종적으로 

수집된 심결자료의 숫자는 490건으로 결정되었다.48)

2. 심결자료를 통한 과징금제도의 분석

<표 2>로써 사건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이전, 본 자료를 통해 확인한 

과징금 관련 개관은 다음과 같다. 표본추출기간 동안 부과된 총과징금액수는 약 

7,728억 원이었고, 사건 당 평균액수는 약 16억 원이었다. 사건 당 평균액수는 2006

하였더니 그 중 6개만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건이었다. 둘째는 기술적 문제로서, 간

혹 사건명과 의결번호는 나와 있지만 상기 웹사이트에 첨부된 파일이 손상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해당 심결자료를 청구

하여 구하였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47) 즉 위반행위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한 사건에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에서는 여러 개의 규제위반행위 중 과징금

이 가장 많이 부과된 행위를 해당사건의 위반행위로 정했다. 두 가지 위반행위를 모두 

사용하면 둘 중 어느 위반행위가 과징금액수를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끼쳤는지 분

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심결자료를 보면 사건제목을 표기하고 있는데 과징금

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행위를 사건제목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도 

상기 기준을 사용하는데 대한 일부 근거가 될 수 있을 듯하다.
48)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심결자료 숫자는 공정위의 �통계연보�에 나온 과징금 부과 

건수보다 작다. 2008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06년은 146건, 

2007년은 315건이다. 하지만 위의 방법으로 실제 추출한 표본수는 2006년 144건, 

2007년 280건이다. 위의 두 가지 기준(의결번호 및 최종심결)을 적용했기 때문에 줄어

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에는 더욱 부합하는 자료가 생성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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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3억 원, 2007년 15억 원, 2008년 2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49) 이제 

과징금 부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전적으로 판단되는 경제적⋅법

적 변수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보자.

1) 규제위반행위(Vio_Type)

제II절의 <표 1>에서 보듯 법률에 각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

근거’가 명시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출액과 연동되어 있으며 “매출액의 100의 

a (또는 b억원)까지 ”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매출액과 연동된 과징금액수의 

최대금액에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정거래법에 각 위반행위에 따

른 최대 부과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이러한 산정근거의 차이로 인해 (다른 조건

이 일정할 때) 과징금액수가 달라질 것이다. 동시에 이 규제위반행위 유형 변수는 

가령 평균 피해규모 또는 부당이득 등 과징금액수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과도 연

관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제Ⅲ절에서 보았듯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과징금을 산

정하는데 이론적으로 중요한 정보들 중에는 적발확률(

)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아 특히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50)

심결자료에서 실제로 위반된 행위는 모두 5개였다.51) <표 2>에서 보듯이 ‘불공

정 거래행위([23조 ①])’를 위반한 사건이 3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당한 

공동행위([19조 ①])’로서 88건이었다. 한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3조의

2])’을 위반한 경우는 사건당 평균 과징금부과액이 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

체평균의 5배 가량 되었다. 그 다음은 ‘부당한 공동행위([19조 ①])’로서 사건 당 

평균 과징금액수가 약 68억 원이었다. 

49) 피심인들은 평균적으로 각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많게는 최대 

약 2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피심인(의결 제2007-281호, 2007.5.18)도 있었다.
50) 예를 들어 신고와 직권조사에 대한 상이한 의존도는 적발확률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

일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통계연보�(p. 4)에서 사건접수 현황을 살펴보니 불공정 

유형별로 신고에 의한 적발과 공정위의 직권조사로 인한 적발된 사건의 비율이 크게  

상이했다. 후술되는 실증분석에서는 매우 실험적인 시도로서, 이 행위별 상이성 가설

에 기초하여 적발확률의 영향을 검토해볼 것이다.
51) 규제위반유형과 해당조항을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Vio_Type_1([3조의2]), Vio_Type_ 

4([8조의2 ②, ⑤]), Vio_Type_6([19조 ①]), Vio_Type_7([23조 ①]), Vio_Type_8([26조 

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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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분포(Ind) 

<그림 2>에서 설명했듯이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를 반영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과징금액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

러나 아쉽게도 매출액 그 자체를 활용할 수 없었다.52) 숙고 끝에 하나의 대안으

로서, 매출액은 해당 피심인이 속한 산업별로 상이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였다. 

실제 2007년 산업분포에 따른 기업 당 평균매출액을 구해보니 많은 차이가 있었

다.53) 또한 사전적으로 명쾌히 제시할 수는 없으나, 이 산업분포 변수는 앞의 위

반유형변수와 어떤 연계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54) 따라서 문자 그대로 실증

적인 탐구를 위해 이 변수를 실증방정식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피심인들의 속성을 파악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7-53호)로써 

산업분포를 결정하였다. 상위분류기준은 21개 범주로 나뉘는데, 심결자료에서 포

착된 산업은 11개였다. <표 2>를 보면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J)에

서 344건, 그 다음으로 제조업(C)에서 51건이 발생했다. 산업별 과징금액수에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평균 과징금액수가 가장 큰 산업은 제조업(C)이며 사건당 약 

52) 본고의 초고를 읽은 일부 논평자들은 설명변수로 규제위반피해액수 또는 매출액을 쓰

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제언을 한 바 있다. 우선 피해액수 부분으로서, 심결자료에

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 심결과정에서 피해액을 대개 구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

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는 두 가지 원칙적인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차례의 보도자료(예: 2007.6.15 등)를 통하여 소비자피해액을 구하기 어렵다

는 사실을 밝힌 점 및 OECD가 평균 관련매출액의 15∼20%를 소비자피해액으로 간

주하는 반면 공정위는 10%에 그 기준을 맞춘다는 점을 발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전자의 추측이 더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경향닷컴(www.kyungyhang.com, 

2009.12.16)의 기사 역시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사실 설사 피해액수를 전수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필자들은 본고와 같은 시도를 하고자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고

의 목적은 (아직은 그 계산과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공정위 자체가 결정한 

피해액보다는 피해규모와 관련성이 클 것으로 사료되는 변수들과의 연관성 여부를 좀

더 ‘원론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반면 필자들

이 애초 활용하고자 했던 매출액변수는 심결자료의 초기 분석 단계에서 아쉽게도 포

기해야만 했다. 먼저 가령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같은 규제위반에 대해서는 매출액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되는 규제위반 사건들에 대해서도 결측치가 많았다. 따

라서 아쉽게도 총결측치 숫자가 커져 향후 정형화된 실증방정식으로 상정하기에 매출

액변수가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였다.
53) 산업분포별로 구한 총 매출액에서 그 분야에 속한 기업수로 나누어 기업 당 평균 매

출액을 구하였다. 이 자료는 통계청(www.nso.go.kr/국가통계포털)에서 구하였다. 기업

당 평균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산업은 금융⋅보험업으로 약 1조 4,792억 원이었으며, 

가작 작았던 것은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으로 약 227억 원이었다. 
54) 490개 심결자료를 통해 실제로 잠정적인 분석을 해본 결과 가령 과징금을 부과받은 

피심인이 제조업에 속한 경우를 보면 66%가 부당공동행위([19조 ①])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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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징금부과 관련 주요변수들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변수명 정의 및 설명 평균 최대 최소

 사건 당 부과된 과징금액수 (백만원) 
1,577.1

(7,325.1)
† 62,383.0 0.4







a)

과징금부과 규제위반행위별 더미변수. 해당 규제

위반행위이면 1, 아니면 0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0.014 1.0 0

  : 지주회사 행위제한 0.004 1.0 0

  : 부당한 공동행위 0.180 1.0 0

  : 불공정거래행위 0.757 1.0 0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0.045 1.0 0






사건 당 피심인이 속한 산업별 더미변수. 해당

산업 1, 아니면 0

  : 광업 0.008 1.0 0

  : 제조업 0.104 1.0 0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0.002 1.0 0

   : 건설업 0.039 1.0 0

  : 도매⋅소매업 0.027 1.0 0

  : 운수업 0.006 1.0 0

   : 숙박⋅음식점업 0.010 1.0 0

  :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0.702 1.0 0

  : 금융⋅보험업 0.029 1.0 0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024 1.0 0

   :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

스업
0.049 1.0 0




 사건 당 과징금을 부과받은 피심인의 수 (개)
1.7

(2.2)
† 26.0 1.0





코스피⋅코스닥 상장 유무별 더미변수. 상장되어 

있으면 1, 아니면 0
0.12 1.0 0

 위반행위 개시일부터 의결일까지의 기간 (개월) 
23.4

(22.2)
† 200.0 5.0





규제위반행위별 위반행위 개시일부터 의결일까

지의 평균 기간 (개월)

23.5

(9.1)
† 42.5 18.8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심결한 기준 연도. 더미

변수. 해당연도이면 1, 아니면 0

  : 2006년에 의결된 사건이면 1 0.3 1.0 0

  : 2007년에 의결된 사건이면 1 0.6 1.0 0

  : 2008년에 의결된 사건이면 1 0.1 1.0 0


중복위반에 대한 더미변수. 시정조치 3회 이상 

받아서 가산됐으면 1, 아니면 0
0.02 1.0 0

주 : ∙의결일 기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추출된 표본수는 490건이다.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그러나  





 와 


는 소숫점 넷째자리, 




와 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a) 는 <표 1>의 10개 규제위반행위의 순서별 번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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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억 원으로서 전체평균의 7배에 해당된다. 가장 작았던 산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M)으로 사건당 평균 약 3천만 원이었다. 

3) 피심인의 수() 

위반행위자 숫자도 사건당 부과된 과징금액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최적액수를 결정할 때 피해규모는 중요한 고려요소인데, 위반자 수가 증가하면 대

개 피해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존하는 제재위험 하에서 각 피심인

들은 일정 수준의 기대편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법행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인데, 

그때의 기대편익들은 대체로 피해와 비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2>를 보

면 전체 사건의 평균 피심인수는 1.7개였다. 피심인이 가장 많았던 사건(의결 제

2008-209호)의 경우 26개나 되었고, 전체 평균보다 무려 15배가 컸다.55) 

4) 상장회사 여부() 

피심인이 KOSPI/KOSDAQ 상장회사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제Ⅲ절의 사회

최적 과징금모형의 주요 특성에서 지적되었던 바, 규제위반자의 지불능력이 담보

되어야 효율적인 억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Ⅱ절 <그림 2>의 부과과징금 산

정단계(4단계)에서도 이런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정위가 

이런 사항을 실제로 고려하고 있다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상장회사일수록 산

정단계에서 경감률이 적을 것이다.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나 매출액에 대해

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장회사의 富가 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56)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는 피심인의 시장점유율과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위법행위는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피해

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들은 상장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하여 다분히 실험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표 2>를 보면 피

심인의 과반수 이상이 상장회사인 사건은 59건으로 전체 사건에서 12%를 차지하

고 있었다. 그런데 이 경우 사건 당 평균 과징금액수가 101억 원으로 전체 평균

55)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부당한 공동행위([19조 ①])’를 위반한 사건은 평균 피심인수

가 4.5개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더불어 산업분포별로도 작지 않은 차이가 있

었다.
56) 한국거래소(www.krx.co.kr/규정⋅법령⋅제도/유가증권시장상장심사)를 통하여 상장을 위

한 자본금, 매출액, 영업현금흐름 등의 요건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명제는 성립한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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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우 크게 상회하였다.

5) 위반기간() 및 행위별위반기간()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규제위반기간이 길수록 ‘피해액’은 증가할 것이다. 현 

법제는 이 명제를 반영하여 기본과징금의 산정 시 위반기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

고 있으며(시행령 ‘별표2’ 2.가.비고), 관련매출액 개념이 없어서 만약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의무조정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고시 Ⅳ.2.가). 이상을 포착하기 위하여 규제위반일로부터 공정위의 최종심의일까

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을 구하였다.57)

<표 2>를 보면 의 평균은 약 23개월이다. 산업분포별로도 은 

차이를 보였다. 가장 길었던 산업은 제조업( )으로 56개월이었다. 반대로 

이 가장 짧았던 산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으로서 약 13개월이었다.

이제 본고의 실증분석에서 가장 실험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 가지 작업을 시도

하고자 한다. 제Ⅲ절의 최적 과징금액수 ‘  




’에서 설명하였듯 ‘적발확

률’이 낮을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제II.2절 과징금 산정절

차 관련 법률에서는 적발확률에 대해서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과징금

의 산정에서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고시’와 공정위로부터 직접 구한 ‘운영

지침’도 살펴보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사실 그 중요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집행기관이 적발확률을 정확히 알아

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가령 탈루세금에 대한 경우가 대표적 

예일 것이다. 적발은 조사⋅신고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적발

57) 따라서 은 규제위반의 적발일이 아닌 공정위가 심의를 끝내고 의결한 날까지

의 기간이다. 다시 말해 ‘위반기간+심의기간’이다. 원론적으로 위반기간만 사용하는 것

이 대리변수로서 보다 적합한 듯하여, 애초 사건별 규제위반기간을 사용하고자 하였지

만 심결자료에서는 심의일(혹은 규제위반의 적발일)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어렵게 88건에 대해서만 심의일을 구할 수 있었다. 전

체 490건에 비해서는 작은 숫자이지만, 이 88건으로써 ‘심의기간’에 대한 기본적인 추

측은 가능할 것이다. 우선 사건 당 평균 심의기간은 1.7개월이었다. 나아가 위반행위

별로 평균심의기간은 





이 2.2개월, 





는 1.5개월, 





은 1.8

개월, 





은 1.6개월, 및 





은 1.5개월이었다(또한 표준편차는 위반행

위별로 각각 0.8, 0.7, 1.0, 0.7, 0.5개월로서 비교적 짧았음). 따라서 위반행위별로 심

의기간에 큰 편차가 없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했다. 더군다나 이 사건 당 평

균 2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1.7개월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설사 에서 ‘심

의기간’을 제외하고 실증분석을 하여도 그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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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위반행위 빈도수, 은밀성 등이 복합적으로 적발확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

라서 예를 들어 인력보충 등과 같은 ‘적발노력’의 정도를 적발확률에 대한 대리변

수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적발노력에 관한 이상적인 대리변수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쉬운 작업이 아닐뿐더러, 설사 찾아내어도 위반행위별로 혹은 사건별로 

적발자원의 배분율을 식별해내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인다. 

적발확률의 대리변수를 고안하기 위해서 숙고 끝에 <표 1>의 규제위반행위별 

평균위반기간, 즉 ‘행위별위반기간()’이라는 변수를 고안하였다. 이

미   더미변수에 대한 논의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의 

핵심은 “적발확률은 대개 행위유형별로 차이가 날 것 ”이라는 추론에 있다.58) 물

론 은 행위별 평균위반기간이므로, 실증방정식에 포함된 이 변수는 

(앞서 마치 에서 기대했듯) 문자 그대로 행위별 평균위반기간이 과징금액

수에 미친 영향을 측정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개별 사건에서 

피해규모(또는 관련매출액)를 해당 ‘개별’ 으로써 반영했다면, 행위별 평

균 피해규모를 공정위가 ‘추가적으로’ 반영하려는 (내지는 반영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성립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과 함께 실증방정식에 포함되

는 경우’ 는 해당 개별사건이 갖는 뭔가 다른 속성을 포착할 수 있

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위법행위에서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적발확률이 낮을수록 평균적으로 위반(즉, 적발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것이

라는 명제에도 착안하였다. 이상의 추론들을 따른다면 은 규범적으

로 보아 과징금에 (+) 영향을 주어야 한다. 

거듭 이는 매우 실험적 시도라는 점을 필자들은 인정하며,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라 본문의 추론들은 그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상실할 수 있을 것

이다.59) 요컨대, 사전적으로 볼 때 에 대한 필자들의 적발확률 대

58) 적발확률의 대리변수를 찾기 위해 장시간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시행착오

를 내포하고 있던 원고를 읽고 궁극적으로 본문의 이 추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2009

년 여름 그 시행착오를 설득력있게 지적해준 한 논평자에게 감사한다.
59) 개별 피해규모의 대리변수인 이 유의한 (+) 영향을 갖는다고 전제하자. 이제 




을 실증방정식에 추가하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역시 (+)의 효과를 보였다고 하자. 그런데 만약 이전 의 (+) 추정계

수가 여전히 유의하되 그 계수크기는 줄었다면, 이는 공정위가 행위별 위반기간(피해

규모)을 이미 대강 생각한 후 개별 위반기간을 부차적으로 고려했다는 해석도 가능해

진다. 하지만 이미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이는 공정위가 ‘행위별’ 평균위반기간(피해규

모)을 ‘개별’ 사건에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그 논리적 근거가 그리 명쾌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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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변수 논리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는 상황은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 중 희소

한 확률로써만 달성가능하리라 기대된다.60) 

V. 실증분석: 부과과징금의 주요 결정요인

1. 실증방정식

본절에서는 제Ⅳ절의 심결자료를 사용하여 과징금액수의 결정 요인을 추정해봄

으로써, 제II절과 제III절에서 논의한 법제적 요인 및 경제적 논리가 반영되고 있

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 실증방정식 (1)에서 설명변수는 ‘논의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한다. 세 변수그룹은 각각 경제적( ), 법제적

( ), 실증적(통제적)( ) 변수그룹이다. 설명변수들은 그 다양한 속성

상 당연히 두 그룹 이상에 중복되어 포함될 수도 있다. 






 





 





 





 


, 

      (  ⋯ ).     (1)

첫째, 는 제III.2절에서 논의하였던 경제학적 요소들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최적 과징금모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로 피해, 피해확

률, 적발확률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리변수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피해규

모를 반영할 수 있는 위반기간(), 상장회사(), 피심인수()

가 이 그룹에 포함된다. 적발확률의 매우 실험적 대리변수인 행위별위반기간(  

다. 물론 


에 대한 해석도 모호해진다. 한편, 은 여전히 유의하되 

추가된 


의 계수가 유의한 (－) 값을 갖는다고 하자. 이 경우, 필자들의 ‘적

발확률 대리변수론’은 그 정당성을 확연히 잃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더 이상 유의한 (+) 영향을 보이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의 

해석은 역시 불분명해질 것이다.  
60) 본문의 정의 및 <표 2>의 






 구분을 따라 





를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8.1, 





 = 21.5, 





 = 42.5, 







 = 18.8, 





 = 24.6이다. 특히 대체로 ‘은밀하게’ 행해진

다고 알려진 부당공동행위의 


이 42개월로서 전체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된다는 점이 다소 희망적으로 여겨진다. 한편 다음 절의 실증분석에는 이밖에도 몇 변

수를 더 포함하겠지만 이들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직접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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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는 공정거래법, 고시 등에서 과징금산정과 직접 관련된 현 법제내

용을 반영하는 변수들이다. 가령 규제위반행위() 변수로써 각 규제위반

행위별 최대 과징금부과액수를 명시한 법률의 특성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반기간()도 포함된다. 산정과정에서의 매출액 고려를 반영하는 산업분포

(∈ )도 여기에 포함시킨다. 한편 의 상장회사()는 지불부담능력을 

참고하는 법제를 반영한다는 맥락에서 이 그룹에도 포함 가능할 듯하다. 

셋째, 은 위 경제 및 법제요인과 명시적으로 연계되지는 않거나, 또

는 종속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논리가 사전적으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필자들이 

자료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증방정식 (1)에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예측되

었던 통제변수들이다. 규제위반행위( ), 산업분포(∈) 등이 여기에 해당

할 것이다.61)

마지막으로, 위 식 (1)과 같은 형태의 실증방정식에 대해서 한 가지 원천적인 

질문도 제기될 수 있다. 가령 “법제에 의해 대부분 정해질텐데 굳이 결정요인을 

추정하는가 ”와 같은 의문이다. 이러한 시각에는 법집행기관에 전혀 재량권이 없

고 법제에 의해 수동적으로 (그리고 가급적 정확하게) 과징금액수가 결정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는 마치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나, 국세청에서 결정되는 

추징세액이 법제에 의하여 늘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해버리는 것과 유사

하다. 하지만, 무수한 공공선택이론 연구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아마 

모든 종류의 공공정책의 집행에서 ‘재량권(discretionary power)’을 갖는다고 표현

해도 무방할 것이다. 국가 및 해당 정책들의 종류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사료된다. 공정거래규제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과징금 부과여부 및 

부과액 산정에 있어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 및 일탈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여러 대법원 판결들도 존재한다(예: 2001.2.9. 선고, 2000두6206 판결; 2002.5.28. 

선고, 2000두6121 판결, 2004.10.27. 선고, 2002두6842 판결 등). 이들에 더하여 몇 

가지 구체적 추가근거들로써 재량권이 존재한다고 필자들은 판단한다.62) 나아가 

61) 참고로 제IV절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후술될 


는 이 셋째 그룹에, 은 

둘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62) 첫째, 가령 제II.2절에서 설명한대로 ‘부당한 공동행위’([19조 ①])에 대한 부과기준율

을 보면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7.0∼10.0%, 3.0∼5.0%, 0.5∼3.0% 등 구간으로 

정해져있는데, 어떤 숫자로 결정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 지면관계상, 그리고 본고의 논

의법주를 넘어가므로 상세한 소개는 생략하지만, 사실 이러한 ‘법제상의 재량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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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들은 좀더 이론에 근거하고 동시에 객관적인 대리변수들로써 주요 결정요인

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법집행과정’을 탐구하는 식 (1)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실증분석의 결과

<표 3>에 식 (1)의 추정결과가 나와 있다. 에 로그를 취한 값을 종속

변수로63) 한 회귀분석결과들을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1)-a를 추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앞에서 언급한 설명변수를 포

함하는 추정결과를 ‘단계적으로’ 검토해보자.64)

1) 규제위반유형()

심결자료에 따르면 <표 1>의 10개 규제위반행위 중에 실제로 위반한 유형은 5

개이다. 분석에 앞서 <표 2>의 5개 변수 중에 과 는 관찰

치 숫자가 너무 작아 추정에서 제외했다. 다른 세 변수를 이용하여 잠정적인 실증

분석을 하였으나 다중공선성 문제로65) 인하여 도 추정에서 제외하고 

는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 둘째, 이러한 법제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후술될 심결자료를 개관하면 실제 심결과정(특히 마지막 두 단계)에서 자의적 수준이

라고까지 판단되는 많은 재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일중, 

supra note 24). 이는 권오승 외(supra note 25, p. 210) 및 홍대식(supra note 16, p. 

384) 등에서 지적한 ‘주관적 요소에 대한 고려’ 단계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셋째, 

공정위 심결에 대하여 급증하고 있는 소송제기율, 즉 불복율로서, 대표적으로 “2008년

도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건수나 그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며 최근 3년간 지

속적 증가추세에 있다 ”(공정위, supra note 5, pp. 59-60). 소송이론 관련 무수한 문헌

들로 미루어 ‘피심인들의 상이한 기대’와 ‘법집행자의 착오 및 재량’ 등이 그 주요 사

유라는 점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63) 로그를 취한 이유는 종속변수로 사용한 과징금의 단위가 백만 원으로 <표 2>에서 짐

작하듯 그 분포가 아주 넓기 때문이다. 즉 설명변수와의 선형관계 가정에 좀 더 부합

되도록 하기 위하여 로그를 취했다.
64) 이는 선행연구의 부재로 정형화된 실증방정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장시간 법제와 

심결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고안했던 설명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함으로써, 과징금액수에 

미치는 영향을 ‘한계적으로(marginally)’ 탐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었다. 
65) 후술되는 회귀분석을 하기 위한 이상적인 전제 중 하나는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중공선성은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아져

서 회귀분석을 할 수 없거나 추정결과가 신빙성을 잃을 위험을 초래한다. 여러 가지 

다중공선성테스트 방법 중에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요인)를 사용하

였다. 세 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추정식으로 다중공선성테스트를 시행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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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와 을 포함시킨 결과가 (1)-a이다. 

실증분석 결과 와 의 계수추정치 부호는 모두 (+)이며 

1% 내에서 유의했다. 그렇다면 가령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한 사건

은 얼마나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고 있을까? (1)-a의 결과에 근거하여 종속변

수의 평균값에서 평가했을 때, 부당공동행위는 여타 규제위반에 비하여 약 2,998

억 원만큼 증가한다.66) 후술되는 논의에서 보듯, 이 규제위반유형 더미는 피해규

모를 가장 크게 포착하고 있으며, 기타요소들도 일정 수준 부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산업분포() 

<표 2>에서 설명한대로 21개 산업분포 중 11개 산업에서 규제를 위반했다. 먼

저  ,  ,  , 는 관측치의 수가 너무 작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남은 7

개 변수를 포함하여 추정을 시도하였지만, 다중공선성 문제로 와 도 제외하였

다. 최종적으로 제조업( ), 건설업( ), 도매⋅소매업( ), 금융⋅보험

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의 5개 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

가 (1)-b이다. 

4개 변수( , , ,  )의 추정계수가 1% 내에서 유의했고 부

호는 모두 (+)였다.  
값이 향상되어 74%가 되었는데, 이는 규제위반유형과 

피심인의 산업분포만으로도 과징금액수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7할 이상 설명이 가

능했다는 의미이다. 역시 주목할만한 발견으로서, 여전히 매우 유의한 

의 계수추정치 값이 약 절반인 2.717로 감소하였다.67) 이미 앞 소절에서 산업분포

와 규제위반유형과는 일정한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한 바 있으나, 특히 

의 추정치에는 산업변수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과 





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66) 물론 이는 추정결과의 직관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극히 잠정결과이며, 후술되듯 실

증방정식의 체계가 더욱 안정된 틀을 갖출수록 이 수치는 하향조정된다.
67) 이 새로운 수치에 의하면, 부당공동행위를 하면 여타 규제위반보다 (이전보다 대폭 줄

어든) 약 223억 원 과징금이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참고로 이하 계속되는 추정결

과에 따르면 이 액수는 조금씩 감소하여, 예를 들어 (1)-g에 의하면 상당히 안정적으

로 약 66억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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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심인수()

식 (1)의 에 포함되었던 피심인수가 증가할수록 피해규모가 커지고 과징금

부과액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다. (1)-c를 보면 추정계수값은 10% 내

에서 유의했고, 부호는 (+)였다. 특히 앞서 추정모형의 다른 변수들 계수치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피심인수는 순수히 독립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 있

을 듯하다. 

4) 상장회사()

상장회사 변수는 두 가지 요소, 즉 피심인 지불능력과 피해규모를 포착할 것으

로 기대된 바 있다. 추정결과인 (1)-d를 보면, (+) 부호를 갖는 추정계수값은 1% 

내에서 유의했으며  
값도 4% 포인트 향상되었다. 한편 이 변수를 추가하니 

두 가지 변화가 눈에 띄었다. 첫째, 가 1% 내에서 더욱 유의해졌고 추정

계수값도 증가하였다. 둘째, 산업 변수의 추정계수값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특히 

와 에서 그 감소가 두드러졌다. 

5) 위반기간()

(1)-e에서의 분석결과를 보면, 필자들의 (규범적) 예측대로 (+) 부호를 갖는 - 

의 추정계수값은 1% 내에서 유의했다.  
값도 3% 포인트 정도 향상되었

다. 또한 과 의 추정계수 값만 다소 줄어들었을 뿐 다른 변수에

는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규제위반기간이 길수록 피해액은 증가할 것

이라는 경제적 논리는 물론, 기본과징금과 의무조정과징금 과정에서 위반기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현행 법제는 제대로 집행되어 온 듯하다. 이 추정결과

에 따라 종속변수의 평균값에서 평가해 보면, 위반기간이 한 달 늘어날수록 과징

금액수가 평균 약 4천 5백만 원씩 증가했다. 

6) 두 가지 추가분석 

실증방정식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두 가지 추가분석을 해보았다. 첫째, (1)-f에서

는 연도더미변수를 고려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은 제외하고 

과 만 포함시켰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과 

은 모두 (+)였지만, 전자만 5% 내에서 유의했다. 

둘째, (1)-g는 법제의 집행 효과를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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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55조의3 ① 2] 및 고시 Ⅱ.2에서는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결자료를 재확인하니 ‘위반 횟수’가 높아서 

과징금을 ‘실제로 가산했다는 사실을 밝힌’ 소수의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바로 이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한다.68) 분석 결과 의 추정계수 

부호는 (+)이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7) 적발확률의 효과에 관한 실험적 시도 

마지막으로, 제IV절에서 조심스럽게 제시한 바처럼 적발확률 대리변수로서의 

‘행위별위반기간()’이 미친 영향을 검토해보자. 거듭 이 시도의 핵

심은 개별 사건들의 적발확률 최소한 일정부분이 ‘행위유형에 따라’ 결정될 것이

라는 추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적발확률 대리변수가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은 과 동시에 추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상기할 가치가 있다.

이에 따라 를 (1)-g에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행위유형 더미변수들

과 공교롭게도 다중공선성을 보였다. 따라서 실증방정식 전체의 설명력을 크게 저

하시키지 않으면서 이 실험적 시도를 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위더미들을 누락한 후 (1)-g를 재추정한 결과가 (1)-h이다. 먼저 두 개의 

설명변수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가 4% 포인트 정도만 하락한 것에 미루어, 

(1)-b 이후 추가된 변수들(특히 피해규모의 대리변수들)이 이미 행위더미변수가 가

졌던 설명력의 많은 부분을 대체해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기존 다른 변수

들의 유의수준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연도더미의 유의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가장 중요한 관찰은 이 실험적 시도에 필요조건이었던  변수의 추정계수 

크기는 물론 유의도에도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었다.

(1)-h에 를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가 (1)-i에 나와 있다.   가 

80%로 상승하여 (설명변수의 수가 하나 감소했음을 고려할 때) 행위유형 더미 있

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과 의 추정계수에 생긴 변화

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1)-h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컸

던 다음의 두 가지 관찰이 가능했다. 첫째,  변수의 추정계수 크기는 물

론 그 유의도에도 변화가 없다. 둘째, 의 추정계수는 1% 유의수준

에서 (+) 값을 갖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 관찰은 (제IV절에서 자세히 논의한대로) 

68) 지면제약상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지만, 법의 반복위반(repeated violation)에 대해서는 

제재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법경제학의 일반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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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설명변수 관련 추정결과들의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했을 때 그대로 실

현되리라고 사전적으로 그리 쉽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다. 따라서 

은 적발확률의 대리변수로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조심스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더불어 두 변수 모두 개월수라는 동일한 단위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 추정계수가 보다 약 3배 이

상이 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렇다면 사후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개별사건의 피해규모를 반영하는 맥락에서는 위반기간이 한 달 늘수록 약 4,500만 

원 증가한 반면, 적발확률을 반영하는 맥락에서는 한 달 늘수록 1억 5,200만 원씩 

더 부과되었다.69) 

종합하면, 필자들의 다양한 숙고 끝에 고안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결

과가 적발확률의 효과를 정확히 포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재검

증작업이 필요할 듯하다. 무엇보다도, 심결자료는 물론 법적 근거인 법률, 고시, 

운영지침 등에서 ‘적발확률(난이도)을 반영한다’ 등의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필자들은 기꺼이 본고의 결과를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며, 이론상 핵

심이었던 한 변수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해 보았다는 사실 

자체에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VI. 결론 및 함의

  다양한 공공정책 및 규제정책의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부의 주요 금전적 제

재인 과징금의 제반 속성들을 현행 법제와 경제이론에 의거하여 추론하고, 이어 

실제 결정된 액수에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하여 실증적 분석을 수행

하는 것이 본고의 주요 목적이었다. 한국에서는 100여 개의 실정법 분야에서 과징

금조항을 두고 있으나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한 과징금부과가 건수 및 액수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필자들의 pilot 서베이 결과, 본고에서는 

연구의 효율을 위하여 분석대상을 공정거래법에 국한시켰다.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이전 공정거래 분야에서 운용되는 과징금제도를 개관하고, 

69) 나아가 적발이 가장 용이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에 대해서는 4억 1,000만 원, 





에 대해서는 4억 7,100만 원, 





에 대해서는 5억 3,200만 원, 그리고 적발확률이 가장 낮은 





에 대해

서는 21억 8,900만 원씩 더 부과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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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제도의 목적에 관한 현존하는 주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았다. 나아가 

현 제도로부터 추상하여 구성한 간략한 경제모형으로써 최적 과징금제도의 골격

을 파악해보았다. 이 모든 논의들은 과징금이 실제로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가에 

관한 문자 그대로의 실증적(positive) 탐구와, 또 사회효율적 과징금제도가 되기 위

해서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규범적(normative)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대리변수들을 포착하기 위함이었다. 

표본추출기간 동안 전수 수집된 공정위 심결자료로써 시도된 실증분석 결과, 

본고에서 논의편의상 고안된 세 가지 그룹(, ,  )의 대리변수

들은 고르게 높은 설명력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종속변수의 총 80% 이상을 설

명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발견만 요약하면, 먼저 규제위반행위 유형 자체만으로

도 부과된 과징금액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였다. 피심인이 속한 산업, 피심인의 숫

자, 그리고 상장회사 여부 또한 적지 않은 설명력을 보였다. 특히 위반기간이 1개

월 늘수록 과징금액수가 약 4천 5백만 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반기

간이 길수록 피해액은 증가할 것이라는 경제적 논리와 부합되며, 기본과징금과 의

무조정과징금 과정에서 위반기간을 반영토록 명시하고 있는 현행 법제가 제대로 

집행되어 왔다는 유효한 근거로 간주할 수 있을 듯하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최적 과징금제도의 요체는 규제위반자가 야기한 ‘피해’와 

법집행기관에 의한 ‘적발확률’이다. 본고에서 고안된 여러 대리변수들을 통한 실

증분석결과, (개별 규제위반 사건이 야기한 피해액을 심결자료에서 구체적으로 밝

히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인 ‘피해’ 부분은 실제 법집행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

고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반면, 후자인 ‘적발확률’의 적절한 대리

변수를 찾기는 매우 힘들었다. 사실 학계에서 시도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개별 

위반사건들의 적발난이도가 상당부분 불공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중요한 추론을 토대로, 적발확률이 갖는 효과의 측정이라는 극히 실험적인 시도를 

해보았다. 그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적발확률이 낮을수록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증가했다는 실증적 발견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직결된 법제가 현재

로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술한 추정결과가 정책당국의 의도적인 법집행 성과

인지의 여부를 명쾌하게 판별하기 위해서는 실제 법집행과정에 관한 추가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적발확률의 대리변수 자체에 대해서도 향후 더욱 창의적인 

대체기법을 통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향후 훨씬 대규모의 표본

을 확보하여 행위유형별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동일한 설명변수의 차별적 영향을 

좀 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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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과징금제도가 무수한 규제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좀 더 효율적인 제도의 고안은 매우 시급한 숙제로 떠오르고 있

다. 정책개발이 이 연구의 주제는 아니었으나,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함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함의는 비단 공정거래 분야에 국

한되지 않고 안전, 환경, 복지, 위생, 조세, 금융, 건설 등의 다른 공공정책들에도 

상당부분 적용될 것으로 믿는다. 

첫째, (부당이득보다는) 피해규모에 대하여 더욱 정확한 추정기법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미 전술한 여러 문헌에서 지적된 바, 특정 불공정행위로 인한 

사중손실의 크기를 측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매우 중

요하며 향후 공정위 및 학자들의 노력에 따라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다.70) 둘째, 적발확률은 법집행노력만의 함수는 아니다. 본고에서도 잠정적으로 확

인한 바, 위반빈도는 물론 특히 불공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적발난이도의 상당부분

이 결정되는 듯하다. 따라서 불공정행위별로 적발확률의 주요 결정요인을 파악하

는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 그래야 법집행자원을 다양한 불공정행위들에 효율적으

로 배분하는 최적적발확률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피해규모와 최적적

발확률로써 최적과징금의 근사치를 구하더라도, 실제 부과(및 실효성) 여부는 아

직 담보할 수 없다. 본문에서 일부 설명한 ‘자산불충분성’, ‘사후형평성’, 또는 ‘정

보불확실성’ 문제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장기적으로는 형사벌칙이

나 손해배상 등 다른 제재들과 과징금의 조합 필요성이 대두된다.71) 넷째, 이상 

정책기법⋅정보의 발굴 결과를 잠재적 위법행위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전달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로써 위법행위자들의 유인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

며, 궁극적으로는 과징금제도의 최적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법경제학적 연구결과가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학계의 그간 축적된 다양한 연

구들과 향후 큰 상호보완성을 갖기를 소망한다. 

투고일 2010. 1. 5     심사완료일 2010. 3. 5     게재확정일 2010. 3. 9

70) 일부 OECD 국가들에서는 이에 관한 계량경제학적 혹은 비계량경제학적 방식들이 이

미 여러 형태로 탐구되어 왔다(이인권, supra note 12, pp. 23-27). 어쨌든 필자들 판단

으로 향후 노력의 핵심은 기본과징금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한 피해규모의 ‘주요 대리

변수들을 발굴해내는데’(홍대식, supra note 16, p. 357) 있다고 본다. 
71) 이 문제에 관한 해외의 대표적인 참고문헌들은 Kim(“Securities Laws ‘Facilitating’ Private 

Enforcement”,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25 (2008), pp. 19-21), 

김일중(법경제학 연구 : 핵심이론과 사례분석(한국법제연구원, 2008), pp. 331-356) 등

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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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against Regulatory 

Viol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he Surcharges Imposed by the Korean Fair Trade Law

Iljoong Kim*, Jinho Kim**, and Jaewook Byeon***

72)

  This article probes into the legal and economic grounds underlying the admini-

strative monetary penalty (i.e., surcharge), the use of which has been growing very 

rapidly as a monetary penalty against the violation of numerous areas of public 

policy in Korea. Subsequently, it empirically examines the major determinants of 

the surcharge amounts actually imposed. Although the surcharge is stipulated in 

more than 100 substantive laws, we focus on the Korean Fair Trade Law, the 

reason being that its imposition, both in frequency and scale, has been overwhel-

ming especially in the area of antitrust and unfair trades. We use surcharge cases 

decid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most of 

the proxies included in three groups (, ,  ) experimentally 

designed for this article command high explanatory power, statistically explaining 

around 80% of the dependent variable.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the essence 

for warranting the optimal surcharge system is to reflect accurately the ‘harm level’ 

caused by a violator and the ‘detection probability’ of violation. Our empirical 

investigation reveals that the former has been adequately reflected. In addition, the 

latter seems to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too, although it is unclear to how 

much extent the result has actually been the outcome of the Commission’s 

intentional efforts. Finally, this article offers critical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agenda derived from the overall empirical analyses in order to construc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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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efficient system of surcharge in longer terms.

Key words: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urcharge, Regulatory Violation, Harm, 

Detection Probability, Internalization of Harm, Deterrence, Korean Fair 

Trade Law, Law Enforcement, Law and Econom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