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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의 개념과 입증
1)

*

李 宣 憙
요 약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의 요체는 ‘합의’이다. 민법상 합의란 사적 자치에 의한
법적 구속력의 원천이 되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비교법적으로나 우리
독점규제법에서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는 그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의 것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위와 같은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의사의 연락’이라는 용
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원칙적인 모습은 의사의 일치에서 찾되 이에 이르지 못하
는 경우를 엄격한 조건 하에 예외적, 한정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의사의 일
치에 이르지 못하는 사업자들의 행위를 개념조차 불분명한 위 용어를 빌미로 만연
히 합의의 범주에 포섭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 방법에 의하여도 가능한데, 명시적 합의는 대부분 직접 증
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하나, 은밀히 수행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속성상 간접증거
에 의하여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법 제19조에 법률상 추정규정을 두어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의 입증만으로 추가적인 정황증거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이 가능
하도록 함으로써 이제까지의 관심은 합의의 개념보다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에 있었
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이후 위 추정규정이 적용되는 예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비로소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합의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바, 향후의 관심은 정황증거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의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인지에 집중되리라고 예상된다.
주제어: 합의, 계약, 양해, 의사의 합치, 구속력, 간접(정황)증거, 추정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416

뺷서울대학교 法學뺸 제52권 제3호 (2011. 9.)

Ⅰ. 서 론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의 요체는 ‘합의’이다. 본래 사적 자치에 의한 법적
구속력의 원천이 되는 ‘의사의 합치’라는 의미를 가진 ‘합의’에 대한 계약법상의
법리가 경쟁법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경쟁법학은 물론 민법학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이다.
그런데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는 민법의 계약 성립요건인 합의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이해되고 있다. 민법상의 합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상 합의를 달리 파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중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문제되는 합의의 개념과
입증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다음, 향후 우리 법의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
(가) 개설
경쟁법은 미국으로부터 유래하여 유럽과 세계 각 국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미국
의 경쟁법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
미국 셔먼법 제1조2)는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나 기타 형태에 의
한 결합 또는 공모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들은 하나의 개념으로 융합된다. 그것은 조율된 행위

1)
2)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8), 94-120면.
Every contract, combination in the form of trust or otherwise, or conspiracy, in restraint
of trade or commerce among the several States, or with foreign nations, is declared to
be illegal. Every pEveon who shall make any contract or engage in any combination or
conspiracy hereby declared to be illegal shall be dwhmed guilty of a felony, and, on
conr ction thereof, shall be pl.ished by fine not exceeding $100,000,000 if a corporation,
or, if any other person, $1,000,000, or by imprisonment not exceeding 10 years, or by
both said punishments, 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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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ted act)로서, 그 용어자체로 불법적인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둘 또는 그 이
상의 참여자를 필요로 한다.3) 조율된 행동에 대한 사법의 태도는 일방적 행위를
규율하는 법령보다 더 단순하고 강력하다. 단독으로 행해졌다면 법위반이 되지 않
을 행위도 공동으로 행해졌다는 이유에서 경쟁당국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4)
셔먼법 제1조 위반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들 상호간에 그들의 사업활동을 제
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5)로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합의
는 위 계약, 결합 또는 공모의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6)
셔먼법 제1조에서 3가지로 열거하고 있는 합의(agreement)의 형태들은 어떻게 구
별되는가? 이에 대하여는 엄격한 형태의 합의에서부터 느슨한 형태의 합의를 표현
한 것이라거나, 가장 정형화된 형태의 합의에서 그렇지 못한 형태의 합의 또는 명
시적인 합의에서 묵시적, 암묵적인 합의를 순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
지만,7) 위 열거된 용어들을 구별할 필요는 없으며 다수 사업자의 조율된 행위라는
동일한 개념을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8)
(나) 판례의 변천
1) 초기의 셔먼법 제1조 위반사건들은 전통적인 공모를 다룬다.9) 그 증거는 공
통의 행위과정에 개입된 경쟁자들 간의 명시적인 합의(express agreement)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중요한 쟁점은 합의의 존재(agreement’s existence)가 아니라 합의의
적법성(legality)에 대한 것이었다.10) 위 사건들의 판결들에서 법원은 명시적인 합
3)
4)
5)
6)
7)
8)
9)

Lawrence A. Sullivan & Warren S. Grimes, The law of antitrust : an integrated handbook
(West Group, 2006), p.196.
Phillip. E. Areeda & Herbert Hovenkamp, Fundamentals of Antitrust Law (3 rd Edition,
Aspen Publishers, 2006), p.14-5; Sullivan & Grimes, supra note 3, p.197.
American Tobacco Co. v. United States, 328 U.S. 781(1946) 등의 판결에서 사용된 문구
이다.
이현종, “셔먼법 제1조 위반사건에서 합의(agreement)에 관하여”, 경쟁법연구, 제9권(2003),
276면.
이현종(각주 6), 279면
Sullivan & Grimes, supra note 3, p.196; Areeda & Hovenkamp, supra note 4, p.14-5.
Sullivan & Grimes, supra note 3, p.197에 의하면, 초기 사건이라 함은 trans-Missouri
Freight Ass’n case (1897), Joint traffic case (1898)로부터 시작하여 1940년경까지의 사
건들을 말하는데, 철재파이프 가격담합사건{United States v. Addyston Steel & Pipe Co,
85 Fed 271 (6th Cir. 1898)}, 목재사건{American Column & Lumber Co. v. United States,
257 U.S. 337(1921)}, 위생도기사건{United States v. Trenton Potteries Co., 273 U.S. 392
(1927)}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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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셔먼법 제1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2) 가격고정의 명시적인 합의라면 서면에 의한 것이든 구두로 한 것이든 모두
적용된다는 사법적 결정이 계속되자, 기업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그들의 행태를
변경하였다.11)
먼저, 기업은 공통된 행위과정을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직접적인 대화방식
이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증거를 줄였다.
그리고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향후 행동에 대한 확인을 교환하는 수
단으로 보다 간접적이고 미묘한 방법을 고안하였다. 예를 들어 사전에 가격을 인
상하겠다고 공지하는 따위의 행위들인데, 겉으로는 일방적인 행위처럼 보이기 때
문에 전통적인 약속의 교환을 밝히려는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실무에서 셔먼법 제1조의 합의(agreement)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민사소
송의 원고들과 형사소송의 검사들은 세 가지 다른 방식의 시도를 해 왔다.12)
i) 공모의 증거에 관한 기준을 느슨하게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양
해(understanding)는 - 비록 보통법상의 것과 꼭 들어맞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 셔먼법의 목적에서 합의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ii) 특정한 종류의 두드러진 병행행위(conspicuously parallel behaviour)는 가격이
나 산출량에 대한 합의가 있든 없든 간에 비난받아야 한다고 법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iii) 특정한 조장적 관행(facilitating practice)이 사업자들 간의 합의에 의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방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해당 산업에 걸쳐 널리 퍼져 있다
는 점을 환기시켰다.
3) 합의의 당사자는 계약조건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10)
11)

12)

셔먼법 제1조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합의의 존재와 합의의 적법성을 분리하여 분석
한다. - Areeda & Hovenkamp, supra note 4, p.14-7.
이현종(각주 6), 283면; Andrew I Gavil & William E. Kovacic & Jonathan B Baker,
Antitrust law in perspective : cases, concepts, and problems in competition policy (Thomson/
West, 2002). pp.244-245.
Hovencamp,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3rd ed,
West Group, 2005),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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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이는 셔먼법에 특별한 법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리
로서, 계약관계에서의 동의는 행동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13) 어떤 사업자의 출
고제한이나 생산제한과 같은 경쟁제한행위의 제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행위를 실행함으로써 동의할 수도 있다.14)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법원이 초기 셔먼법 위반사건들에 대하여 셔먼법
제1조의 의미를 거의 예외 없이 명시적 합의로 이해함으로써 명시적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는 사업자들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점
이 대두되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무에서의 앞서 본 i)의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 법원은 마침내 합의가 드러난 행동과 정황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
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15)
Interstate Circuit Inc.사건16)은 조율된 행위의 입증에 관한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텍사스주와 뉴 멕시코주의 여러 도시에서 개봉 및 재개봉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도시의 영화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극장업자가 8개의 영화배
급업자들에게, 수신인으로 다른 영화배급업자들을 모두 언급한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서 극장업자는 최저가격표에 따르지 않거나 동시상영영화로 개봉영화를 상
영하는 극장에게는 개봉영화를 공급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편지를 받은 영화배
급업자들은 극장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극장업자의 요구를 사실상 전
부 수용하였다.
원심법원은, 이로써 극장업자와 개개의 영화배급업자들 사이에 합의는 성립되었
다고 인정한 다음, 나아가 공동으로 하지 않는 한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한 요금책
정과 동시상영포기를 영화배급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일치하여 행한 것은, 합의가
없었다면 개별사업자의 이윤극대화와 모순되는 정황증거로서, 합의를 추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영화배급업자들 간의 공모사실도 인정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위
원심의 사실인정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연방대법원은 Paramount Pictures, Inc. 사건17)에서, 공모는 명시적인 계약
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공동이 숙고되었고, 기업들이 약정에
따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영화공급업자들 사이에 공모가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
13)
14)
15)
16)
17)

이현종(각주 6), 283면.
양명조, “공동성의 입증과 추정”, 권오승(편), 공정거래법강의 II (법문사, 2000), 206면.
Sullivan & Grimes, supra note 3, p.199.
Interstate Circuit Inc. v. United States. 306 U.S. 208 (1939).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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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시하면서, 기록에 나타나는 가격 고정의 경향에 의하여 영화배급업자들 사
이의 결탁이 존재한다고 추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American Tobacco Co. 사건18)에서 연방대법원은, 공모자들 사이에 동일한
목적이나 공통된 계획과 인식, 또는 불법적인 약정에 관한 의사의 합치에 관한 정
황이 충분히 있다면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인정은 정당화된다고 판시하였다.
4) 앞에서 본 초기 사건들은 물론, 그 후에도 상당기간동안 법원은 앞서 본 실무
의 ii), iii)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과점사업자들의 상호의존적이지만 비공모적인 행
동의 정황을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차츰 법원은 소수의 기업만이 활동하는 과
점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협력의 유용성을 서로 알고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협력행위를 보다 유리하고 가능하게 조성하는
요소에 대하여도 이해를 넓혀갔다.19)
이에 인식 있는 병행행위, 정보교환 등의 조장적 행위가 그 자체로서 셔먼법 제1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점들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보
기로 한다.
(다) 인식 있는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은 전략적 상호의존성 때문에 경쟁기업과 의사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업자 간에 경쟁제한에 대한
의사의 연락은 없지만, 동일한 행위가 사실상 평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호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인식 있는 병행행위라고 한다.20) 미국의 시카고학파에서는
묵시의 공모라는 용어를, 하버드 학파에서는 과점적 상호의존행동이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21)
과점시장 하에서의 인식 있는 병행행위에 대하여 셔먼법 제1조를 적용할 것인가
를 두고 Turner 교수와 Posner 판사 간에 논쟁이 있었다.22) Turner는 과점시장에서
18)
19)
20)

21)
22)

American Tobacco Co. v. United states, 328 U.S. 781 (1946).
Sullivan & Grimes, supra note 3, p.179.
홍대식, “과점시장에서의 합의의 추정과 그 번복”, 경제법판례연구, 제1권 (법문사,
2004), 50면; 곽상언,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범구조 연구,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07.2), 129면; 서정,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권오승(편), 독
점규제법 30년 (법문사, 2011), 275-276면.
신현윤, 경제법 (법문사, 2007), 244면.
Hovencamp, supra note 12, pp.167-169; E. Thomas Sullivan & Jeffrey L. Har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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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적인 가격책정은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것이며 시장구조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 가격책정에 있어서 인식 있는 병행행위는 추가 증거가
없다면 합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Posner는 과점시장에
서의 기업들의 행태가 시장의 구조에 의하여 조장되기는 하지만 필연적으로 강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업기업들 간의 자발적이며 조정된 행위는 인식 있는
병행행위로서 시장구조의 증거 자체가 가격신호⋅묵시적 수락 및 조정은 가격결정에
의하여 합의를 추정하는데 추가적 요소(plus factor)로서 작용하므로 묵시적 공모
(tacit collusion)로 파악할 수 있고 명시적인 합의와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인식 있는 병행행위만으로 합의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만, 그 행위의 성질이 공동으로 하지 않는 한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한 행위라는
등 추가적 요소23)에 의하여 합의가 추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24)
앞서 본 Interstate Circuit Inc.사건25)에서 연방대법원은 “공모가 동시적인 행위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셔먼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공모는 사
전에 합의가 없더라도 실행될 경우에 거래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계획에 참
여하자는 제안을 경쟁자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는데, 비록 방
론이기는 하지만 추가적 요소 없는 인식 있는 병행행위에 대한 합의의 성립을 인
정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26) 그러나 Theater Enterprises
v. Paramount Film Distributing Corp.사건27) 및 Matsushita Electrical Industrial Co.
v. Zenith Radio Corp.사건28)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당해 행위를 할 동기가 존재
한다면 인식 있는 병행행위라는 것만으로 합의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23)

24)
25)
26)
27)

28)

Understanding Antitrust and Its Economic Implications (5th ed, LexisNexis, 2009),
pp.173-174.
미국 판례상 발견되는 대표적 추가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참가사업자 각자의 이
익에 반하는 행위 2) 당해 사건의 합의와 상당히 관련된 직접적 의사연락의 증거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력 4) 원가변동, 시장상황의 결과로 가격변동 등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 5)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6) 장기간에
걸쳐 적정수준을 넘는 수익률이 유지되는 경우 - 양명조, 경제법강의 (제6판, 신조사,
2008), 166-167면.
Sullivan & Harrison, op.cit., p169; 임영철, 공정거래법 (법문사, 2007), 217면.
각주 16 참조.
임영철(각주 24), 217면 참조.
346 U.S. 537(1954). 위 사건의 방론에서는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병행행위에 대한 상황
증거가 공모에 관한 법원의 전통적인 태도에 상당한 변화를 주었을지라도 의식적 병행
행위가 셔먼법으로부터 공모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다.
475 U.S. 574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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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라) 조장적 행위(facilitating practice)
앞서 본 이유에서 합의의 개념과 관련하여 조장적 행위도 논의된다.
조장적 행위라 함은 기업들이 반경쟁적인 방식으로 가격이나 그 밖의 행위를 조
율하기 손쉽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29) 대표적인 예가 협회 또는 조합 등을 통한
가격정보 등의 교환(data dissemination)과 특정기점에 의한 운송비책정(basing point
pricing)30) 등이다.
조장적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인 결과의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
게 실현되며 순경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율에 어려움이 있
다.31) 따라서 조장적 행위는 자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순경쟁적인 효과와
의 교량 등을 통한 보다 복잡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32)
(마) 소결
1) 영미법상으로 계약, 합의는 원래 보통법상의 개념이다.
보통법상 합의란 2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하는 상호간 승낙의 표시이다.33) 합
의는 종종 계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
다.34) 영미법에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외에도 約因
(consideration)35)이라고 하는 대가관계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29)
30)
31)
32)
33)

34)
35)

Areeda & Hovenkamp, supra note 4, pp.14-262.
Hovenkamp, supra note 12, pp.180-181.
Hovenkamp, supra note 12, p.180.
이현종(각주 6), 289면 참조.
Americanh Law Institut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1981), section 3. Restatement
는 미국 판례법을 조문의 형태로 다시 고쳐서 기술한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
은 아니지만 주(州)판례법의 통일에 기여하고 있다. - 엄동섭, 미국계약법 I (법영사,
2010), 26-27면.
Restatement, op.cit., section 1, ‘Comment’.
약인이란 영국 계약법의 개념으로서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칙적으
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 계약법에 계승되었다고 한다. 약인의
판단방식에는 1) 이익⋅손실 접근방법(약속자가 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受約者가 손실
(detriment)을 보는 것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서로 이익과 손실을 함께 입는 것을 의미
한다), 2) 교환교섭 접근방법(약속자와 수약자 사이에 특정한 행위 또는 약속을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 또는 손실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교환만으로 약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3) 강제가능성 접근방법(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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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통법상 계약이란, 위반 시에는 법이 구제책을 부여하고 법이 의무라고
인식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행청구권을 부여하는 약속 또는 일련의 약속이
다.36) 따라서 당사자 간의 이행청구권은 계약의 중요한 징표가 된다. 또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를 방해하는 항변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주로 의사의 결함에
기한 항변, 계약의 내용에 기한 항변, 書面性(사기방지법에 의한다)에 기한 항변
등이 문제된다.
그 중 계약의 내용에 의한 항변으로서 공익(public policy)에 의한 제한을 들 수
있다. 위 Restatement는 이러한 공익의 완벽한 목록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법원에 의하여 자주 다루어지는 3개의 주요한 영역 빲 거래의 제한, 가족관계의 손
상, 기타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간섭 빲 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제186조 거래의 제한(restraint of trade)이다.37)
위 Restatement 제186조는 “(1) 약정이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공
익의 견지에서 강제될 수 없다. (2) 만일 약정이 영업상 경쟁을 제한하거나 직업의
행사에 있어서 청약자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38) 당초 거래제한의 개념은 통상 재산권의 양도나 고용계약에 수반되는
경업금지의무를 강제하려는 사인 간 소송에서 영국 법원들이 형성한 개념이라고
하는데39) 이제는 Restatement에서도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과 전형적인 제한
(typical restraints)으로서 독점화 및 끼워 팔기에 대하여 코멘트하고, 가격담합과
조인트벤처 등을 예시하는 등 오히려 셔먼법 위반행위가 주로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셔먼법 제1조에 위반하여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계
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36)
37)
38)

39)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요소) 등이 있다. - 가정준,뺵영미
법상의 consideration법리”, 비교법학연구, 제2권 (2003), 1면; 명순구,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8), 56면.
Restatement, supra note 33, Section 1, Definition.
Restatement, supra note 33, Chapter 8. Introductory Note.
(1) A promise is unenforceable on grounds of public policy if it is unreasonably in
restraint of trade.
(2) A promise is in restraint of trade if its performance would limit competition in any
business or restrict the promisor in the exercise of a gainful occupation.
이호영, “독점금지법상 ‘합의의 도그마’에 대한 저항 : 과점기업의 묵시적 사업조정의
규제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12권 (20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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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국 셔먼법 제1조의 대상이 되는 합의는 보통법상의 유효한 계약이나 합의
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셔먼법 제1조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보통법상의
계약이나 합의와는 달리 일방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
니고 이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해석론도 위 합의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다거나
약인을 가진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사업자들 상호간에 그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40)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통상 계약은 성립방식에 따라 명시적(express) 계약과 묵시적(implied) 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셔먼법 제1조의 대상이 되는 합의도 성립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구두
또는 서면과 같은 언어에 의한 ‘명시적 합의’ 뿐 아니라, 구두 또는 서면과 같은
언어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conduct)에 의하여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
되는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4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셔먼법 판결은 비록 합의의 증거가 정황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명시적인 합의를 요한다고 판시한다.42) 그러나 위와 같은 판시가 묵시의
합의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방대법원은 “명시적 합의
가 셔먼법상 공모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다”
고 판시하기도 한다.43)
3) 학설상으로는, 과점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상호의존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조장
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정황증거가 입증되면 셔먼법 제1조의 대상이 된
40)
41)

42)
43)

American Tobacco Co. 사건(각주 18) 등의 판결에서 사용된 문구이다.
명순구(각주 35), 8-9면. 그런데 이호영(각주 39), 30면에 의하면, 미국에서 학자들이
서술의 맥락과 논지에 따라 묵시적 합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를 다양한 의미로 사
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Posner는 묵시적 합의의 범위를 넓게 파악하여
과점기업이 명시적 의사소통 없이 행하는 비경쟁적인 가격책정을 묵시적 담합(tacit
collision)이라 하고, 이 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사소통이 전혀 없는 경우를 순수
한 묵시적 담합(pure case of tacit collusion)이라고 하였으며, Kovacic은 언어적 동의의
교환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묵시적 담합이라고 하고, Baker는 소위 추가적 요소에 해당하는 상황증거에
의하여 합의의 존재가 입증된 경우만을 묵시적 합의라고 한다. 한편 연방대법원도
Brooke Group Ltd. v. Brown & Williamson Tobacco Corp., 509 U.S. 227(1993)에서 묵
시적 합의를 과점적 가격조정, 또는 의식적 병행행위와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Theater Enterprises 사건(각주 27 참조) 등 - Hovenkamp, supra note 12, p.167.
U.S. v. General Motors Corp., 384 U.S. 127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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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면서 그 정황증거를 반드시 ‘합의’에 대한 것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주
장하는 등 단순히 입증의 기준을 완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셔먼법의 목적을 고려하
여 합의의 개념 자체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위 견해에 의하면 셔먼법
은 연방법원으로 하여금 사업과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게 하고 사회적
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하는 일련의 법칙을 만들도록 하는 입법으로 간
주될 수 있다고 한다.44)
4) 요컨대, 미국 법원은 셔먼법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셔먼법상의 합의가 보통
법상 계약의 엄격한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를 요하고
있으며, 명시적인 합의 외에도 정황에 의한 묵시적인 합의의 경우를 인정하되 그
입증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설상 ‘묵시의 합의’를 본래적 의미와는 달리 해석하여 합의의
개념 자체를 넓히려는 시도가 있고 판례에서조차 개념상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기업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더라도
단순히 시장상황이 과점적이라거나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는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당사자들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정황증거를 요구하는 등 셔먼법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되 보통법상 합의의 개념
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 유럽의 경우
(가) 개설
TFEU 제101조(1)45)에서 금지대상이 되는 행위는, 회원국 간에 영향을 미칠 수
44)
45)

Hovenkamp, supra note 12, p.53.
당초 EC Treaty 제81조(1)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2009. 11.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
해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01조(1)로 수정되었다.
Article 101 (1) The following shall be prohibited as incompatible with the common
market: all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and concerted practices which may affect trade between Member States and which have
as their object or effect the prevention, restriction or distortion of competition within the
common market, and in particular those which:
(a) directly or indirectly fix purchase or selling prices or any other trading conditions;
(b) limit or control production, markets, technical development, or investment;
(c) share markets or sources of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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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공동시장 내에서 경쟁을 방해, 제한 또는 왜곡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사
업자간의 합의, 사업자단체의 결의 및 동조적 행위이다.
조약 제101조(1)는 합의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합
의는 동조적 행위보다 당사자 간에 교감의 정도가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합의,
결정, 동조적 행위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46) 유럽 법원은 EU 경쟁위원회
가 어떤 침해의 성격을 합의 “and/or” 동조적 행위라고 두 가지에 걸쳐 규정짓는
것을 허용하였다.47)
위 합의, 결의 및 동조적 행위에 대하여는 폭넓은 해석이 행해지고 있다.48)
위 3가지 유형 중 결의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규율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합의와 동조적 행위에 대하여만 보기로 한다.
(나) 사업자간의 합의(agreement by undertakings)
1) 개념
“합의(agreement)”는 계약법 하에서와 같이 좁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49)
계약법 하에서는 법률적인 또는 준법률적인 의무가 법원(a court of law)에서 계
약의 강제이행을 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지만, 조약 제101조(1)가 적용되기 위하
여 합의가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할 의무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법적 구속력
이 없는 신사협정50)이나 단순한 양해(simple understanding)도 합의에 해당하고, 협
상절차에서 초기단계의 양해나(inchoate understanding) 조건적이거나 부분적인 합
의도 제81조(1)의 합의에 해당하는 데는 충분하며, 어느 제조자가 그 딜러들에게
회람이나 경고를 보낸 것도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합의의 부분으로 취급

46)
47)
48)
49)
50)

(d) apply dissimilar conditions to equivalent transactions with other trading parties,
thereby placing them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e) make the conclusion of contracts subject to acceptance by the other parties of supplementary
obligations which, by their nature or according to commercial usage, have no connection
with the subject of such contracts.
Whish, Competition Law (5th ed., LexisNexis UK, 2005), p.95; Jonathan Faull & Ali
Nickpay, the EC law of compet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215.
Montecatini v. Commission, ECJ, July 8, 1999, Case C-235/92P, [1999] ECR I-4539,
para 195.
Whish, op.cit., p.91.
Lennart Ritter & David Braun, European Competition Law, Practioner’s Guide(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pp.100-101.
Whish, supra note 46,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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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51)
서면이든 구두합의52)든 합의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필요한데, 그것은 “관계된 당사자들이 시장
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겠다는 결합의향의 표현(expression of joint intention)”53)
또는 “두 당사자 간의 의사의 일치(concurrence of wills)”54)이다.
당사자 간에 미래의 경쟁적 행동을 규제하는 어떠한 교감(consensus)55)도 그들의
자치와 독립성에 대한 금지된 제한을 확립시키는데 충분하다.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고 자신을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압박에 복종시키려는 의도
(상호이해, 결합된 의도 또는 의지의 일치)이다.56)
2) 합의의 증거
판매와 가격정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비밀스런 판매와 가격정보가 교환되는 정기
미팅에 참가하는 등의 행위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그들과는 다른 뜻(spirit)에서 참
가한다는 점을 나타내지 않는 한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비록 이와 같은 모임
에서 참석한 기업들이 명시적으로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공연
히 그 결과와 거리를 두지 않은 한, 그들은 다른 참석자들에게 회합에서 논의된
구조에 따를 의향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참석자들이 일반적으로 합의에 따
라 행동하는 한, 공식적으로 합의에 동의한다는 것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57)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게 의존하여 타방의 바램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달리 선
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도 합의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Belgium BMW 사건58)에
서, 유럽법원은 BMW 벨기에 지사가 벨기에 딜러들에게 독일에 대한 수출을 중지
시키라는 회람을 보내었는데 그 수령자들이 싸인을 한 회람이 합의를 구성한다고

51)
52)
53)
54)
55)
56)
57)
58)

Whish, op.cit., p.92; Faull & Ali Nickpay, supra note 46, p.196.
Tepea v. Commission, ECJ, June 20, 1978, Case 28/77, [1978] ECR 1391, paras 40-41.
SA Hercules Chemicals v. Commission(Polypropylene case), ECI, December 17, 1991,
Case T-7/89, [1991] ECR II-1711, para 2.
Bayer AG v. Commission, ECI, October 26, 2000, Case T-41/96, [2000] ECT II-3383,
para 69.
SA Hercules Chemicals v. Commission, op.cit., paras 235-236.
Ritter & Braun, supra note 49, pp.101-102.
Ritter & Braun, op.cit., pp.104-105.
BMW Belgium SA and others v Commission, ECJ, July 12, 1979, [1979] ECR 2435,
paras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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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다.
(다)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
1) 개념
동조적 행위는 합의나 결의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자간의 공모를 함축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59) 유럽법원은 “합의에 이른바 적절하게 도달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그들 간에 경제적인 독립성의 요건과는 반대로 경쟁의
위험을 실제적인 협력으로 대체하는(substitute) 일종의 조정”이라고 묘사하였다.60)
동조적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합의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반경쟁적인 방법의
공모로써 조약 제101조(1)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61) 동조
적 행위는 미래의 행동에 관계된 것이어야 하지만 일관된 행동의 계획이 수립되어
야 할 필요는 없다.62) 또한 시장에서 반드시 가시적인 반경쟁적인 효과로 인도할
필요는 없다. 가격을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거나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게 하는 동조적 행위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63)
2) 동조적 행위의 증거64)
동조적 행위의 증거가 되는 두 개의 주요한 출처(source)는 ① 직접적인 조정의
증거로서, 예를 들면 회합, 회합의 의사록, 비밀스런 시장정보의 교환 및 기타 친
밀한 접촉과 ② 간접적인 조정의 증거로서 정보교환제도의 참가 및 교환된 데이터
에 대한 연합토론, 공모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당사자들의 시장에서의 행동
으로부터 추론되는 증거로서 예를 들면 시기 및 가격상승정도의 유사성, 특정 고
객과의 거래 또는 거래거절 등이다.

59)

60)

61)
62)
63)
64)

이봉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합의’도그마의 문제점”, 경제법판례연구, 제2권 (2005), 260면;
홍명수,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비진의 의사표시와 합의의 성립”, 경제법판례연구,
제6권 (2010), 95-96면.
ICI v. Commission(Dyestuffs case) : ECI, July 14, 1972, [1972] ECR 619, para 64;
Suiker Unie v Commission(sugar case) : ECI, Dec. 16, 1975, [1975] ECR 1663, paras
173-174; 홍명수(각주 59), 95-96면; Mark Furse, Competition Law of the EC an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172.
이봉의(각주 59), 260면; Faull & Nickpay, supra note 46, p.210.
Faull & Nickpay, supra note 46, p.210.
Ritter & Braun, supra note 49, p.106.
Ritter & Braun, op.cit., 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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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시장행위가 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서면증거에 의한다. 만약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증거밖에 없다면 그 증거는 명백하고 다른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논박될 수 없어야 한다. 동조적 행위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특정
시장과 그 구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행해져야 한다.
3) 미국 판례법상의 인식 있는 병행행위와의 관계
미국 판례법상 논의되는 인식 있는 병행행위가 TFEU 제101조(1) 위반이 되는지
에 대하여 주로 동조적 행위와의 成否와 관련하여 논의된다.65)
유럽 1심법원(European Court of First Instance)은 Dyestuffs 사건66)에서 “병행행
위라는 것만으로는 동조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제품의 성질, 기
업의 크기나 숫자에 관한 시장의 정상적인 조건에 부응하지 않는 경쟁의 상태로
나아갔다면 동조적 행위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정황증거들
을 종합평가하여 동조적 행위임을 인정한 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또한 Woodpulp II 사건67)에서, 사업자들 간에 직접 간접의 정보교환이 있었고,
시장의 경제분석결과에 의하면 병행적 가격설정이 기대될 만큼 좁은 과점시장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 동조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위원회(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의 결정에 대하여, 유럽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은 동시적인 가
격공표체계를 설명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위원회가 상정하였던 것보다 시장이 더
과점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시켰다.
이와 같이 유럽법원은 대체로 병행행위가 동조적 행위의 정황증거가 될 수는 있
지만 병행행위에 대한 다른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 결정적일 수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인식 있는 병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추정되지 않지만
정황증거와 결합하여 합의를 추정할 수 있다는 미국 판례법상의 접근방식과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다.

65)
66)
67)

Whish, supra note 46, p.514; Ritter & Braun, op.cit., p.108.
각주 60 참조.
Joined Cases C-89/95, C-104/85, C-116/85, C-117/85 and C-125/85-C-129/85 [1992]
ECR I-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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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경우
(가) 개설
일본에서 카르텔은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금
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항(부당한 거래제한)68)에 의하여 규제되는데 계약, 협정
그 외의 어떠한 명칭이든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호간에 사업활동을 구속하
는 의사연락(합의)을 말한다.69)
(나) 의사의 연락
의사의 연락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understanding or meeting of minds”
라는 용어를 번역한 것이라고 하는데,70) 이 때 의사의 연락이란 “복수 참가자간에
상호 같은 내용 또는 동종의 가격의 인상을 실시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측하고 그
것에 보조를 맞추는 의사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71) 전형적으로는 2 이상의 사업
자가 회합을 열어서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합의를 형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합의,
협정, 약정이라고 바꾸어 말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72)
합의방법에는 명시적 합의 뿐 아니라 묵시의 합의도 가능하다.
판례는, 묵시의 합의와 관련하여 ‘일방의 가격인상을 타방이 단순히 인식, 용인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사업자 상호간에 서로 구속하는 것을 명시하여
합의하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상호 타 사업자의 가격인상행위를 인식하고 암묵
중에 認容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또한 의사의 연락의 추인에 관한 룰(rule)로
서 ‘특정 사업자가 타 사업자와의 간에 가격인상행위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동일 또는 그것에 준하는 행동에 나아가려는 경우에는, 위 행동이 타 사업자의 행
동과 관계없이 거래시장에 있어서 가격경쟁에 살아남으려는 독자의 판단에 의하여

68)

69)
70)
71)
72)

사업자가 계약, 협정 그 외 어떠한 명의를 가지고 하는가를 불문하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가를 결정하고, 유지하고, 혹은 인상 또는 수량, 기술, 제품, 설비 혹은
거래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서로 그 사업 활동을 구속 또는 수행하는 것에 의거 공
공의 이익에 반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
한다.
金井貴嗣, 川濱 昇, 泉水文雄 編, 獨占禁止法 (弘文堂, 2004), 42面 (瀬領真悟 집필
부분).
곽상언(각주 20), 82면.
東萊 케미칼 심결취소청구사건(東京高判 平成 7. 9. 25. 심결집 42⋅393)의 판시사항
이다.
瀬領真悟 집필부분(각주 69), 42-4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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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진 것을 시사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사업자간에는 협
조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서로 기대하는 관계가 있고 의사의 연락이 있다고 추인
된다’고 한다.73)
이것을 앞서 본 미국의 인식 있는 병행행위와 관련하여 보면, 가격에 관하여 정
보교환행동이 있었고 그 후 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특단의 사정(독자의 의사
결정에 의한 병행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의
의사연락이 성립한다고 한 것이다.74)
(다) 상호구속과 공동수행의 관계, 상호구속의 의미와 정도
‘사업 활동을 구속 또는 수행하는’이라는 법령상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심판결
및 통설은 ‘공동수행’이 독자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해석한다.75)
구속은 상호적이어야 하며 특정 사업자가 구속을 받지 않는 경우 및 구속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76)
또한 부당한 거래제한으로 되는 행위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과거에 논의되었으나, 最高裁는 석유카르텔 형사
사건(昭和 59. 2. 24. 刑集 38⋅4⋅1287)에서 사실상 구속으로 족하다는 입장을 취
하였고, 학설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77)

III. 우리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1. 합의의 개념
(가) 개설
우리 민법의 해석에 의하면, 계약이란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법적 구속
행위(법률행위)로서 계약이 존재하면 계약의 채권⋅채무가 발생하고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의 유효요건으로는 ① 계약당사자가 모두 권리능력 및 행위

73)
74)
75)
76)
77)

위 東萊 케미칼 심결취소청구사건(각주 71).
瀬領真悟 집필부분(각주 69), 44面.
瀬領真悟 집필부분(각주 69), 51-52面; 今村成和, 獨占禁止法 (有斐閣, 1978), 78面.
신문판매로협정사건의 심결취소소송(東京高判 昭和 28. 3. 9 高民 6⋅11⋅667).
瀬領真悟 집필부분(각주 69), 56面; 今村成和(각주 75), 8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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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② 청약과 승낙은 각각 의사표시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추어
양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하며, ③ 계약의 목적과 내용은 확정가능하고 이행가능
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78)
그런데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은 합의의 내용에 대하여 제1 내지 9호로 규정
하고 있으나,79) 형식에 대하여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빲
(중략) 빲 합의하는 것’이라고 개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을 “계약”에 제한하
지 않는다.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란 반드시 청약과 승낙으로 이
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는 미국 및 유럽, 일본
의 해석론과 동일하다.
합의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의사의 연락’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80) 이 의사의
연락이라는 의미에 대하여는 명백히 개념정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적 요해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며, 위 암묵
적 요해를 ‘명시적이지 않은 여타의 합의’로서 묵시적 합의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
거나 ‘서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양해하는 것’81)이라고 서술하기도 한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82)도 위 합의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
내지 암묵적인 양해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각 사업자가 국내외의 경제사정이나 경영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처한 결과 우연히 이들의 행위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
는 그것만으로는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83)

78)
79)

80)

81)
82)
83)

지원림, 민법강의 (제7판, 홍문사, 2009), 1756-176면, 1221면;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77면.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제2호 이하 제8호에서
대표적인 담합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나,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
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공동행위에 대하여 규제가 가능
하다.
권오승(각주 1), 251면; 이기수⋅유진희, 경제법 (제8판, 세창출판사, 2009), 183면; 임
영철(각주 24), 14면에서 말하는 ‘의사연결의 상호성’도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오승(각주 1), 252면.
이른바 ‘커피판결’이라 한다.
권오승(각주 1), 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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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의 연락 또는 양해⋅요해에 관하여
1) 위 ‘의사의 연락’이라는 용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판례에 언급되는
“understanding or meeting of minds”를 일본에서 ‘의사의 연락’이라고 번역하여 사
용하고 있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84)
그런데 위 의사의 連絡(연락)이라는 통상적인 의미85)는 상대방에게 표의자의 의
사를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일 뿐인데,86) 앞서 본 미국과 일본의 용례에 의하면 합
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의사의 합치에 가까운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
지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의사의 합치가 완전히 자발적인 관
계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고87) 상대방의 제의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경
우도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meeting of minds’의 뉘앙스도 단순한 의
사의 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합치에 가깝다.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업자 사이에 공동행위를 수행하기로 하는 합
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공동행위에서 의
미하는 합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88)
2) 또한 understanding이란 양해 또는 요해로 번역되고 있는데, Webster 사전에
의하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서로를 구속하는 상호합의’를 말한
다.89) 따라서 단순한 의사의 전달보다는 강한 의미를 가진다. 위 용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 뿐 아니라 유럽법원의 판례에도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된 데다가 위반행위에 형벌이 부과될 수 있
어 죄형법정주의 등의 원칙에 따라 셔먼법상의 합의에 관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이
지배하여 적어도 판결에서는 보통법상 합의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특정 사건이 합의의 개념적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으로 원고측의
승소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화해, 형사상으로는 plea bargain
등에 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고 합의의 개념에 대한 명시적 판시를 남길 필요가

84)
85)
86)
87)
88)
89)

곽상언(각주 20), 80면.
한글사전에는 ‘1.어떤 사실을 상대편에게 알림 2.서로 이어 대 줌 3.서로 관련을 가짐’
이라고 되어 있다.
곽상언(각주 20), 80면.
Sullivan & Harrison, supra note 22, p.161.
곽상언(각주 20), 83면도 同旨.
A mutual agreement not formally entered into but in some degree binding on each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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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점도 그 중 한 가지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반면 유럽의 경우, 합의에 이르지 않은 동조적 행위까지도 TFEU 제101조(1)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독점규제법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위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법규도 없어 순수한 행정적 규제
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에서 ‘합의’의 개념을
파악함에는 민법의 해석론에 비교적 덜 얽매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약 제
101조(1)의 합의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 간의 ‘결합의향’을 요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일방적인 인식, 용인에 그치는 경우는 합의를 충족하지 못하고, 유럽법원이
위원회의 카르텔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
유로 취소한 예들이 점차 발견된다.90)
3) ‘암묵적 요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일견 쌍방향적인 의사교환이 가장 약한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묵시적 합의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으며 구별
실익도 의문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이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위 용어를 차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폐기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있다.91)
위 견해에 의하면, 다만 위 용어는 일정한 전제사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
의 일치가 나타난 경우에 참가사업자는 상대방이 공동행위를 한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지칭하는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92)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개념적 불명확성이나 혼동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므로93) 묵시적 합의와 같은 뜻으로 파악하든 쌍방향적인 의
사교환이 가장 약한 형태로 보든 간에, 다만 의사의 일치에 이르지 못하는 사업자
들의 행위가 만연히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합의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빌
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합의의 구속력
독점규제법상의 합의는 민법상의 구속력 있는 계약뿐만 아니라 이른바 의사의
90)
91)
92)
93)

앞서 본 Woodpulp II 사건(각주 67 참조) 등.
곽상언(각주 20), 85면.
이기수⋅유진희(각주 80), 183면도 행위의 외형적 일치에 의하여 의사의 연락⋅교섭
이 추론될 수 있는 경우를 암묵적 요해라고 칭한다.
각주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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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meeting of minds)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률상의 구속력과는 무관한 개념이
라는 견해가 있다.94)
이에 반하여 합의의 요체는 상호구속성 및 자율적 구속성에 있으므로 단순히 상
대방에게 표의자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의사의 연락이 존재한다는 사
실만으로는 합의를 인정할 수 없고 일반 계약의 성립요건과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
낙에 의한 의사표시의 합치와 의미가 같다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95)
생각건대, 전자의 견해는 합의의 개념을 민법상의 것보다 넓게 보기 위한 설명
으로 이해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일방적인 의사의 전달만으로는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법률상 구속력과는 무관한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
나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후자의 견해는 구속성의 의미를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
로 강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독점규제법상 합의에도 구속성은 필요
하되, 민법상 유효한 계약에서 이행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근거로서의 구속성보다
약한 의미로서,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공모인식에 기하여 상대방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에 그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96)
(라) 합의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례 및 다수설에 의하면, 독점규제법상 합의란 명시적 합의
는 물론이고 묵시적 합의 내지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법에서는 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한 경우나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제543조)에 논의된다.97)
그런데 묵시적 합의와 관련하여 이를 합의의 방법에 관심을 두기 위한 것이 아
니라 합의의 입증과 관련하여 논의의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98) 위 견해에 의
하면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의 구별은 실무적으로 합의의 증거를 확보한 경우
는 전자에 해당하고 합의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합의의 존재가 명백한 경
우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94)
95)
96)
97)
98)

변동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적 효력”, 민사판례연구, 제16권 (2009),
829면.
곽상언(각주 20), 79-80면.
신현윤(각주 21), 253면도 同旨.
지원림(각주 78), 1266면; 이은영(각주 78), 94-95면.
양명조,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판례”, 권오승(편),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법문사,
2002),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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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는, 묵시적 방법에 의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과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서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의 구별은 전자
는 당사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의사를 교환한 경우이고, 후자는 당사자의 거동
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교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99)
이와 같은 논란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묵시적 합의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의 사용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100)
사견으로는, 우리 민법상 묵시적 합의의 개념에 기초하여 명시적인 언어에 의한
합의는 아니지만 거동에 의한 의사의 교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묵시
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후자의 견해에 찬동한다. 그런데 실제 적
용에 있어서는, 합의의 존재가 직접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사
이에 명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겠고, 간접증거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만일 전자의 견해에서 말하
는 “실무적으로 ‘합의’의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명시적 합의’의 증거를 확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두 견해는 사실상 같은 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
(마) 비진의표시의 경우
담합의 참여자 중 일부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합의에 가담한 경우에 이들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
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
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
가지이므로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
지 않는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
구속력을 자율적으로 수용하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로부터 유래하

99)
100)

곽상언(각주 20), 84면. 앞서 본 명순구(각주 35), 56면의 묵시적 합의에 대한 정의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각주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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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쟁제한적 성격 또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
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는 부당하다는 견해와101) 이 경우 구속력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풀이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 하에
다른 사업자들이 담합에 따랐고 그 결과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102)로 나뉜다.
당사자 간의 의사의 일치가 상호 구속의 근거를 부여하는 민법상 합의의 개념과
형사벌 또는 행정상 제재의 근거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의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들 중 일방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겠다는 결합의향을
상호 표현한 것인 이상,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 이외의 나머지 당사자들의
행위만으로도 경쟁을 제한할 위험성은 있어 규제대상으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바) 소결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개념을 민법상 합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인 모습은 의사의 일치(meeting of minds)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일방의 의사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의 의사의 연락만으로는 합
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상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에서의 합의와 같이 엄격한
의미일 필요는 없다.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형벌과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의 행정벌, 위 합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근
거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고, 상호구속성에 기하여 쌍방에게 이행청구권을 발생시
키는 적법한 계약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정한 시장 조건에서는 의사의 일치에 이르지 않은 쌍방의
양해 또는 요해가 합의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는 과점시장과 같이 고
도로 집중된 시장에 있는 사업자들은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행
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공동행위를 실행함으
로써 반경쟁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식적 병행행위나 동조적 행
위에서 미국 및 유럽 법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에 비추어 보면, 엄격한 조건
101)
102)

홍명수(각주 59), 96-101면.
정호열, 경제법 (박영사, 2008), 3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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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예외적,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합의의 입증
(가) 개설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에는 합의와 부당한 경쟁제한성 양자의 입증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부당한 경쟁제한성의 의미 및 입증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생략하기로
하고, 합의의 입증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합의의 개념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는 폭넓게
인정되나, 그러한 합의가 법률상 금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규제강도 또한 높아짐
에 따라 사업자들은 합의를 하더라도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이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합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접 증거에 의한 입증 외
에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상 추정에 의한 입증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인데, 나아가 우리 독점규제법은 다른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법률상 추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직접 증거에 의한 입증
직접증거란 다툼이 된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말한다.103) 합
의의 존재가 주요사실 내지 요건사실인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합의서가 전
형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합의내용이 기재된 수첩, 메모 등의 물증이나 합의에 참
가한 자들의 증언도 직접 증거에 해당한다.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장 이상
적인 입증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담합의 密行性으로 인하여 실무상 직접증거에
의하여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각국의 경쟁당국은 자진신고감면제도(독점규제법 제22조의2 참조)
나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등에 의하여 직접 증거의 도출을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담당직원의 구두 진술 등 직접증거에 의하여 합의가 입증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0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10), 4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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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접증거에 근거한 사실상 추정
1) 간접증거의 개념
간접증거는 주요사실 이외의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며104) 이
로써 간접사실 등이 입증되면 주요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간접증거는 정황증거 빲
즉 당사자들이 예증한 사실로부터 사실확인자(fact finder)의 추론을 필요로 하는
증거105) 빲 와도 유사한 개념이다.
실무자들의 정기적인 회합사실에 대한 증거 등 합의가 형성될 기회가 존재하였
음을 나타내는 의사연락증거 또는 접촉증거, 정보교환과 같은 담합조장행위 등의
증거, 단독으로 행할 경우에는 스스로의 이익에 반하지만 공동으로 행할 경우에는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시장행동에 대한 증거,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윤율, 안정적
시장점유율 등과 같은 증거들이 이에 해당한다.106)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뒤에서 보게 될 독점규제법상 법률상 추정에 관한 규정
이 신설된 후에는 위 법률상 추정규정을 주로 활용하였으나, 위 조항에 대한 문제
점이 지적되면서 점차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제19조 제1항의 합의를 사실상 추정하
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 위 추정조항이 개정된 후에는 대체로 간접증거에 의하
여 제19조 제1항의 합의를 입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에 관한 향후의 논의는 주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부
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함에 있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가 될 것이다.107)
2) 간접증거(정황증거)의 예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공동행위 심사기준’은 합의추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 i)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 ii)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
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사정에 대한
증거, iii)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정
에 대한 증거, iv)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사정에

104)
105)
106)
107)

이시윤(각주 103), 403면.
Shapo, Principles of Tort Law (Thomson/West, 2003), p.244 에 의하면, 미국 증거법의
주요한 2분법은 직접증거와 정황증거이다.
이호영, 독점규제법 (홍문사, 2010), 196면.
홍탁균,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의 문제 - 간접증거의 유형화”, 최근 경쟁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2010년 한국경쟁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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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증거(위 심사시준 II. 4항 참조)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이는 의식적 병행행
위와 관련하여 미국 판례상 나타나는 추가적 요소와 대동소이하다.
3) 간접증거의 증거가치평가
간접증거의 정도는, 당사자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성격
의 것이어야 한다.108) 하지만 당사자들이 합의 없이 독립적으로 행동을 했을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하는 정도는 아니고 공동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
을 정도의 상당한 증거이면 된다.109)
간접증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각 증거들을 각각 분리하여 볼 때 하나의 간접증
거로부터 합의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할 때에만 증거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
시된 모든 간접증거를 전체적으로 보아 합의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으면 충분한지
가 문제될 수 있다. 전자를 개별적 접근방법(item-by-item approach)이라 하고 후자
를 전체적 접근방법(holistic approach)이라고 할 수 있다.110) 미국의 고과당 옥수수
시럽사건111)은 전체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나, 반대취지의 판례 및 견해가 존재
한다. 유럽법원의 Woodpulp II 사건은 개별적 접근방법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나 그 후 사건들에서 위 입장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112)
4)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상 추정 및 의 번복
이러한 간접증거에 의한 주요사실 등의 추정을 뒤에서 보게 될 법률상 추정과
대비하여 사실상 추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간접증거에 의하여 합의의 존재가 사실
상 추정된 경우에도 상대방은 설득력 있는 반증을 제출함으로써 추정을 번복하는
것은 가능하다.

108)
109)
110)
111)
112)

Monsato Co. v. Spray-Rite Service Corp., 465 U.S. 752, 768 (1984).
Toys “R” Us Inc. v. FTC, 221 F3d 928, 934, 935 (2000).
홍탁균(각주 107), 71면.
In re High Fructose Corn Syrup Antitrust Litigation, 295 F. 3d 651(7th Circuit). 담당
판사가 Posner였다.
EU Competition Committee,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OECD, Global Forum
on Competition, Roundtable on Prosecuting Cartels Without Direct Evidence of Agreement
(2006. 2. 12.),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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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률상 추정
1) 의의
법률상 추정이란, 이미 법규화된 경험칙 즉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을
말한다.113) 법률에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요증사실
인 추정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추정의 전제되는 사실의 입증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서 추정사실의 입증에 갈음할 수도 있
다. 결국 법률상의 추정규정은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2) 추정조항
가) 2007년 개정 전 추정규정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속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1986. 12. 31. 법률 제3875호 개정으로 제11조
3항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조항이 도입되었다.
그 후 1992. 12. 8. 법률 제4513호 개정으로 제19조 제3항에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 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로 개정되었지만
종전 규정과 내용상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다.114)
위 추정조항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학설은 사실상 추정설, 행정법상의 추정설,
법률상 추정설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판례는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115)에서 법률상 추정이라고 판시한 후 일관되게 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법률상 명시적으로 합의를 추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위와 같은 입법례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그 규정의 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쟁점
들이 있었다. 특히 위 추정조항 자체가 입증곤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한 나
머지, 자칫 사업자들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행위임에도 이를 카르텔로 처벌하는
오류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116) 우리 독점규제법의 추정조항에서 말하는 행위의

113)
114)
115)
116)

이시윤(각주 103), 480-481면.
그 후 1996. 12. 30. 법률 제5235호 개정으로 위치만 같은 조 제5항으로 옮겨졌다.
각주 82 참조.
서정(각주 20), 292면. 그러나 대법원 2008. 9. 25. 자 2006아35 결정은 사업자가 추
정을 복멸할 길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위 법조항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거나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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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 일치는 사업자들의 인식유무를 불문하여 실제로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우연히 일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또는 유럽의 인식 있는 병행행위나 동조적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117)이기 때
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추정의 대상이 합의인지 아니면 경쟁제한성을 포함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인
지, 추정을 위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전제사실로서 행위의 외형상 일치 외에 추가
적 요소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위 99두6514,6521 판결118)에서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을 위한 2가지 요건임
을 명확히 하면서, 위 두 가지요건을 입증하면 사업자들의 합의(부당한 공동행위)
가 추정되고, 그 밖에 사업자들의 합의 내지 암묵적 양해를 추정하기 위한 정황사
실의 입증은 법률상 합의추정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위 추정조항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이유에서 긍
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었지만,119) 경쟁제한성에는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
에 없어 추정의 가부를 결정짓는 ‘사실’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 위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으로는 위 추정조항에 입법론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120)
나) 2007년 개정된 법 제19조 제5항
위와 같은 논란 등으로 2007. 8. 3. 법률 제8635호 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
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기
에 이르렀다.
이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정황적 사실이 간접사실이고 이로부터 합의를 추정
하는 취지인데, 이에 대하여는 추정요건으로서 배제되어 있던 정황적 사실을 간접
사실로 명정하고 추정의 대상을 합의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본 비판이 상당
117)
118)
119)
120)

곽상언(각주 20), 122면.
각주 82 참조.
이봉의(각주 59), 265면.
이봉의(각주 59), 263면; 홍명수; “정보교환과 카르텔 규제”, 법과 사회, 제36호, 박영사,
2009년, 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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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수용되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121) 위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일치 및 정황증거에 의하여 제19조 제1항에 기한 합의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므
로, 위 개정된 규정이 법률상 추정규정으로서의 독자적 의미가 존재하는지는 의문
이고122) 법률상 추정규정 내에 사실상 추정의 의미를 가진 ‘개연성’이라는 개념이
혼재하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개정 후 실무의 주류는 위 추정조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황
증거 등을 통한 사실상의 추정을 통하여 합의를 입증하는 것이 되었고, 위 개정
후 위 추정조항의 적용에 대한 내용이 쟁점으로 된 대법원 판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3) 법률상 추정의 복멸
법률상 추정이 성립하게 되면, 그 추정을 복멸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합의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위 2007년 개정 전 법률상 추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 입증되면 별도의 정황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당한 공동
행위를 추정하는 반면, 사업자들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일치가 있었
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되기만 하면 법관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에 이
르지 않더라도 위 추정을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 우리 판례상 추정복멸사유로 인정된 사례를 분류하면123) ① 동일업계의 공
통된 원가상승 ② 가격을 인상할수록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고
가전략),124) ③ 가격선도와 가격모방,125) ④ 행정지도준수126) 등을 들 수 있다.

IV. 결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는 그 목적과 기능에

121)
122)
123)
124)
125)
126)

홍명수(각주 120), 288면.
권오승(각주 1), 255-256면도 同旨.
앙명조(각주 23), 167면.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6521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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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볼 때 민법상 합의에 비하여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위와 같은 합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미국 및 일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
이는 ‘의사의 연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미국 및 유럽이나 일본에서
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인 모습은 의사의 일치에서 찾되 이에 이르지 못하
는 경우를 엄격한 조건 하에 예외적, 한정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의사의 일
치에 이르지 못하는 사업자들의 행위를 개념조차 불분명한 위 용어로써 합의의 범
주에 만연히 포섭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 방법에 의하여도 가능한데, 명시적 합의는 대부분 직접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하나, 은밀히 수행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속성상 간접
증거에 의하여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과거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통하여 행위의 외형상 일치
와 경쟁제한성의 입증만으로 추가적인 정황증거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제까지의 관심은 합의의 개념보다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에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2007년 위 추정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비로
소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바, 향후의 관심은
정황증거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의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인
지에 집중되리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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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finition and Proof of the Existence of Agreements
of Cartel in Antitrust Law
Lee, Sun Hee*
127)

This article reviews the definition of the agreement as a requirement for improper
cartel and the proof of the existence of the agreement from a comparative point of
view and applies them to Korean antitrust law.
The main concept of the improper cartel is an “agreement”. The agreement under
the contract law is a consensus between parties, which is the source of the binding
force upon parties concerned, but the agreement in an antitrust law has a broader
meaning because it has a different purpose and function under the contract law.
Usually “meeting of minds” is used to define the agreement in cartels, but we
must start from a minimum consensus rather than merely connecting one’s mind to
the other. While a tacit understanding may become an agreement exceptionally in an
oligopoly market, it should be still done so under strict and limited conditions. Like
the U.S. and E.U. courts that require plus factors for conscious parallelism and concerted
practices to become agreements, the Korean judiciary likewise must be prudent in
recognizing so-called “meeting of minds” as agreements.
Agreements can be made explicitly and implicitly. Explicit agreements can be
proved by direct evidence, whereas implicit agreements can be inferred from indirect,
circumstantial evidences because improper cartels are acted secretly.
A provision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ad enabled presuming
improper cartels by proving only two indirect facts, the fact of external conformity
of actions and the fact of restriction on competitiveness with little emphasis on
agreements. However, the 2007 amendment of the Act will make us concentrate on
the agreement itself, and the standard of inferring implicit agreements by in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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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ofs will be needed for future studies.
Keywords: agreement, contract, understanding, meeting of minds, binding force,
indirect (circumstantial) evidence, presum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