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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정거래위원회는 본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제도를 모델로

설계되었으나, 대륙법계 행정법전통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행정

법 체계 속에서 변형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과 절차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경제법적 시각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가 사법기관에 준하는 조직이고,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접

근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를 비판하였

다. 그러나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

정기관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그 조직 및 절차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 행정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 현황을 행정조직법

과 행정절차법의 분석틀을 통해 정리하고, 주요 운영원리로서 전

문성, 공정성, 효율성, 독립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

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

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상이한 행정법적 전통을 가진 경쟁법 집행기관으

로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를 비교법적

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의 주요 운영원리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

다.

결론적으로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

직 및 절차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과 관

련하여서는 첫째, 독임제 요소가 심판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

록 위원 간 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심판기능과 정책기능을 기준으로 조직을 분리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으나, 엄격한 직능분리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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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

는 비상임위원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위원 수를 확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심

주의뿐만 아니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직권주의도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첫째, 신고사건의 선별적 처리 및

심사관 전결권 확대를 통한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

째, 조사단계에서 조사범위를 특정하고, 사건자료관리시스템을 확

충하여 과잉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심

의단계에서 편면적 접촉을 금지할 실질적 방안으로 심의준비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의결단계에서

소수의견 부기 의무화와 무혐의 등의 경우에도 의결서 작성을 의

무화하여 의결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았다.

주요어 : 공정거래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 대심주의, 공정성, 효율

성, 연방거래위원회

학 번 : 2012-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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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그 절차는 본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제

도를 모델로 설계되었으나,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 속에서 변형되어 운영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법은 대륙법계 행정법을 계수하였고, 대

륙법계 행정법과 미국의 행정법은 행정과 사인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 등이 다르고, 그로 인해 행정 조직과 절차도 각기

다른 형태와 특징을 가진다.

위와 같이 상이한 배경을 가진 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

에 혼재되어 함께 운영된다는 특이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

와 관련하여 많은 법적 논쟁을 야기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는 경제법

적 시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법기관에 준하는 기관이고, 그 권한의

성격에 있어서도 미국식의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접근하였다. 이

러한 견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는 미국의 연방거래

위원회처럼 사법기관의 절차와 조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와 다른 조직과 절차는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정법인 정부조직법 상 명백한 행정기관에 해

당한다. 둘째, 그 권한도 미국과 달리 본래적 의미의 행정권한에 속한다.

셋째, 그 임무에 있어서도 심판기능과 정책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정책기

능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이므로 양자를 모두 고려한 조직

과 절차의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

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그 조직 및 절차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에 있어

서 행정법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한다. 특히,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와 행

정 현실을 고려하여 경쟁법 집행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는 특

- 2 -

수성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과 절차가 재설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양

자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조화점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목적이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제2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절차의 현황을 행정조

직법과 행정절차법의 분석틀을 통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행정

이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원리를 도출한다. 특히, 독임제와 합

의제, 대심주의와 직권주의를 대비시킴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가 상반되는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에 대한 문

제점과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한다. 앞서 정리한

독임제와 합의제, 대심주의와 직권주의를 기준으로 각 요소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에 제기된 비판이 타당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한

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공정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치중되어 있는 것

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를 제재하여 공익을 담보하는 행정기

관이므로 효율성과 전문성 또한 중요한 운영원리라는 점에서 이를 강화

시키기 위한 방안도 비중있게 다룬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독임제 요소를 살펴

본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도와 사무처 중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비

판적 견해를 재검토한다. 합의제 요소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서는 전

문성, 공정성, 효율성, 독립성 관련 문제를 각각 나누어 정리한다. 전문성

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의 복잡성과 전문성에 비하여

위원과 일반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룬다. 공정성과 관련하

여 하나의 조직에서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

하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효율성과 관련하여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위원구성이 비합리적이지 않은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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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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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과 관련하여 독립성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위원회 판단의 공정성

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직권주의와 대심

주의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직권주의와 관련하여 조사단계에서 모든 신

고사건에 대한 심사개시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심의단계에서 약식절차가 위임근거 없

이 행정규칙인 사건처리절차규칙에서 규정한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닌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의결단계에서 모든 사건처리를 합의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지 않은지 논의한다.

대심주의와 관련하여서는 조사단계에서 과잉조사로 인한 피심인의 방어

권 침해 문제를 다루고, 심의단계에서 편면적 접촉의 문제와 증거채택의

문제를 검토한다. 끝으로 의결단계에서 소회의의 경우 만장일치로 합의

하는 현행 방식이 소수의견을 무시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보고, 무혐의

결정 등의 경우 의결서가 작성되지 않아 의결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당시 모델이 되었던 미국 연방거

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와 그와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경쟁분야 담당)의 조직 및 절차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조직 및 절차를 개선함에 있어 고려하

여야 할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를 설계하

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조직과 관련하여서는 위원회, 사무처를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절차와 관련하여서

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기능과 정책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일

반 행정절차와 구별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심판기능을 중심으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절차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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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행정법상 예비적 고찰

제 1 절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행정조직법 분석

Ⅰ.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1. 행정기관의 의의

행정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 등 행정의 주체를

구성하는 기관으로서 그 행정주체의 의사와 활동을 법적으로 표현하는

단위이다.1) 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계통적 조직이 행정조직이며, 행정조

직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 행정조직법이다. 현대사회에서 행정조직이

국민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그 기본적인 사항은 대부분 법

률로 정하고 있다.2) 우리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국가행정조

직에 관한 일반법으로 「정부조직법」을 두고 있고, 개별 행정기관에 대

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

거래법’이라 한다) 등에 근거한 권한 내에서 행정주체의 행정에 관한 의

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공정거

래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법으로는 「정부조직법」과 공정거래법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동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두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35조).

1) 박정훈, “公正去來法의 공적집행”, 「공정거래와 법치」권오승 편, 법문사,

2004, 1003면.
2) 김동희, 「행정법Ⅱ」제22판, 2016,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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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의 종류: 독임제와 합의제

행정기관은 그 구성과 의사결정의 구조를 기준으로 독임제와 합의제

로 구분할 수 있다3). 독임제 행정기관이란, 1인이 결정을 내리고, 1인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이다. 반면에 합의제 행정기관은

의사결정체가 다수인으로 구성되고, 그 다수인의 의사합치로 의사를 결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4) 독임제 행정기관은 그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

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기능을 주된 임무로 하는 행정기

관의 대표적 형태이다. 이에 반해 합의제 행정기관은 독립성과 공정성에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따라서 행정은 신속한 사무처리와 책임의 명확성을 위해 독임제

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 판단의 신중성 및 공정성, 각종 이해관계의 조정

이 요청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합의제 형태를 취한다.6)

한편, 정부조직법은 독임제 행정기관의 일반적 형태로 부, 처, 청을 규

정하면서(제2조 제2항),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행정위원회 등을 둘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행정위원회는 형식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권의 일부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의 일종이나,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

상의 성질상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직무상 독립성이

인정된다.7) 중앙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의 대표적인 예는 공정거래

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

제 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5

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

관이다. 이들을 합의제로 구성한 목적은 각각 공정거래, 금융 및 방송에

대한 정책과 규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들은

3) 박석희·정진우, “합의제 행정기관 현황분석과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행정

논총」제42권 제4호, 2004, 164면.
4)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2, 530면.
5) 박균성, 「행정법론(하)」, 제12판, 박영사, 2014, 12~13면.
6) 김동희, 전게서, 7-13면.
7) 김동희, 전게서,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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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책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임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8)9)

Ⅱ. 독임제가 가미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배경 및 연혁

공정거래위원회는 1975년 12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어 1976년 2월 구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로

출발하였다. 이후 1980년 12월 공정거래법의 제정으로 구경제기획원 소

속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공정거래실이 신설되었다.10) 당시 공정

거래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

정·처분 등을 하기 앞서, 이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기구였다. 공정거래

위원회를 설치한 배경은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통하여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11)

1994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경제기획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무총

리 소속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이 되었고, 1996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으로 격상되었다. 이는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과 공

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12)

8)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260-274면.
9) 서승환,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 금융규제기관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 2014, 189면.
1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

1981~2010」, 2011, 5면.
11) 법제처, www.moleg.go.k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028&ancYd=19801231&ancNo=033

20&efYd=198104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검색일: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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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의 종류: 독임제와 합의제

행정기관은 그 구성과 의사결정의 구조를 기준으로 독임제와 합의제

로 구분할 수 있다3). 독임제 행정기관이란, 1인이 결정을 내리고, 1인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이다. 반면에 합의제 행정기관은

의사결정체가 다수인으로 구성되고, 그 다수인의 의사합치로 의사를 결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4) 독임제 행정기관은 그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

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기능을 주된 임무로 하는 행정기

관의 대표적 형태이다. 이에 반해 합의제 행정기관은 독립성과 공정성에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따라서 행정은 신속한 사무처리와 책임의 명확성을 위해 독임제

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 판단의 신중성 및 공정성, 각종 이해관계의 조정

이 요청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합의제 형태를 취한다.6)

한편, 정부조직법은 독임제 행정기관의 일반적 형태로 부, 처, 청을 규

정하면서(제2조 제2항),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행정위원회 등을 둘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행정위원회는 형식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권의 일부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의 일종이나,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

상의 성질상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직무상 독립성이

인정된다.7) 중앙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의 대표적인 예는 공정거래

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

제 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5

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

관이다. 이들을 합의제로 구성한 목적은 각각 공정거래, 금융 및 방송에

대한 정책과 규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들은

3) 박석희·정진우, “합의제 행정기관 현황분석과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행정

논총」제42권 제4호, 2004, 164면.
4)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2, 530면.
5) 박균성, 「행정법론(하)」, 제12판, 박영사, 2014, 12~13면.
6) 김동희, 전게서, 7-13면.
7) 김동희, 전게서,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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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책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임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8)9)

Ⅱ. 독임제가 가미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배경 및 연혁

공정거래위원회는 1975년 12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어 1976년 2월 구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로

출발하였다. 이후 1980년 12월 공정거래법의 제정으로 구경제기획원 소

속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공정거래실이 신설되었다.10) 당시 공정

거래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

정·처분 등을 하기 앞서, 이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기구였다. 공정거래

위원회를 설치한 배경은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통하여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11)

1994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경제기획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무총

리 소속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이 되었고, 1996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으로 격상되었다. 이는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과 공

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12)

8)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260-274면.
9) 서승환,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 금융규제기관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 2014, 189면.
1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

1981~2010」, 2011, 5면.
11) 법제처, www.moleg.go.k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028&ancYd=19801231&ancNo=033

20&efYd=198104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검색일: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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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1) 구성

가. 위원회와 사무처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구

성된다13). 즉,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명칭은 위원회와 사무처를 통합한 하

나의 행정기관을 지칭하기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의사결정기

구를 지칭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14)(이하에서는 전자

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후자를 ‘위원회’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7인의 위원 중 3인은 상임위원,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공정거래법 제37조 제1항).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가 설치(공정거래법 제47조)되어 있으며, 현재 5국 3관 1대변인 및 5개

의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15)

12) 법제처, www.moleg.go.k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55&ancYd=19941223&ancNo=048

31&efYd=1994122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검색일: 2016. 11. 1.)
13) 공정거래위원회, 전게서, 5면.
14)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거래와 법치」 권오승

편, 법문사, 2004, 988~989면.
15)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조직도.

http://www.ftc.go.kr/ftcinfo/organization/orgMapNew.jsp, (검색일 :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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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도16)

상임위원 위원장

비상임위원

부위원장

심판관리관
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

사무처장

기획
조정관

경쟁
정책국

소비자
정책국

시장
감시국

카르텔
조사국

기업거래
정책국

시장구조
개선관

나. 회의: 전원회의와 소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

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로 구분된다(공정거래법 제37조의2).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 이내의 소회

의를 둘 수 있으며, 현재 3개의 소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1소회의는 제1

상임위원 담당으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 2소회의는 제2상임위원 담당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 3소회의는 제3상임위원 담당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16) 이외에도 대변인, 감사담당관, 자문관, 법률보좌관, 5개 지방사무소 등 세부

적으로 더 많은 조직이 있으나,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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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1) 구성

가. 위원회와 사무처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구

성된다13). 즉,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명칭은 위원회와 사무처를 통합한 하

나의 행정기관을 지칭하기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의사결정기

구를 지칭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14)(이하에서는 전자

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후자를 ‘위원회’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7인의 위원 중 3인은 상임위원,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공정거래법 제37조 제1항).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가 설치(공정거래법 제47조)되어 있으며, 현재 5국 3관 1대변인 및 5개

의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15)

12) 법제처, www.moleg.go.k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55&ancYd=19941223&ancNo=048

31&efYd=1994122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검색일: 2016. 11. 1.)
13) 공정거래위원회, 전게서, 5면.
14)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거래와 법치」 권오승

편, 법문사, 2004, 988~989면.
15)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조직도.

http://www.ftc.go.kr/ftcinfo/organization/orgMapNew.jsp, (검색일 :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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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도16)

상임위원 위원장

비상임위원

부위원장

심판관리관
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

사무처장

기획
조정관

경쟁
정책국

소비자
정책국

시장
감시국

카르텔
조사국

기업거래
정책국

시장구조
개선관

나. 회의: 전원회의와 소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

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로 구분된다(공정거래법 제37조의2).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 이내의 소회

의를 둘 수 있으며, 현재 3개의 소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1소회의는 제1

상임위원 담당으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 2소회의는 제2상임위원 담당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 3소회의는 제3상임위원 담당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16) 이외에도 대변인, 감사담당관, 자문관, 법률보좌관, 5개 지방사무소 등 세부

적으로 더 많은 조직이 있으나,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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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률」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제6조 제4항 내지 제6항, 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규칙, 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동법 제53조에 의한 이의신청,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변경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소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

도록 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동법 제37조의3 제1항 및 제

2항).

<표 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구성

구성 심의·의결 사항

전원회의 위원 전원(9인)

- 소관 법령, 규칙, 고시 등의 해석·적용

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법 제53조에 의한 이의신청,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

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

정한 사항

-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변경 사항

소회의
위원 3인

(상임위원 1인 포함)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사항

이외의 사항

- (1소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안건

- (2소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등 관련 안건

- (3소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등 관련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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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 및 임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권을 가진다. 행정권에는

행정입법권, 행정사법권, 행정행위권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절차를 제정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행위 등 소관 법령위반행위

에 대하여 조사 및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독과점 시장구

조 개선 시책의 추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수립 등 적극적인 형성적 행

정작용도 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이 소극적으로 공정하

고 자유로운 경쟁의 왜곡을 예방 또는 제거하는 데에 국한되지 않고, 적

극적으로 경제 질서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7)18)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준입법권,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견해19)도 있으나, 이는 다른 행정기관도

모두 가지고 있는 행정입법권과 행정행위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만의 특

성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 특히 일반적으로 준사법권이라고

지칭되는 제재처분권한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전형적인 행정권

에 속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준사법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21)

17) 이봉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통제”, 「규제연구」제11권 제1호(2002), 20면.
18)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사법적 기능이라는 점을 강

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기능을 더 중시하는 듯한 현상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권오승, 「경제법」, 제6판, 법문사, 2008, 446면.
19) 권오승, 전게서, 371면.
20) 박정훈, “공정거래법의 공적집행”, 「공정거래와 법치」 권오승편, 법문사,

2004, 25~29면.
21) 이원우, 전게서, 278~279면. 같은 생각으로는 오세덕, “우리나라 위원회제도

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희법학」제13권 제1호(1975), 131면에서 “중앙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권, 법령을 제정하는

준입법권은 물론 경우에 따라 재결과 같은 준사법권도 행사하고, 합의제 행

정기관 역시 동일하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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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률」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제6조 제4항 내지 제6항, 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규칙, 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동법 제53조에 의한 이의신청,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변경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소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

도록 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동법 제37조의3 제1항 및 제

2항).

<표 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구성

구성 심의·의결 사항

전원회의 위원 전원(9인)

- 소관 법령, 규칙, 고시 등의 해석·적용

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법 제53조에 의한 이의신청,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

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

정한 사항

-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변경 사항

소회의
위원 3인

(상임위원 1인 포함)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사항

이외의 사항

- (1소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안건

- (2소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등 관련 안건

- (3소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등 관련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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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 및 임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권을 가진다. 행정권에는

행정입법권, 행정사법권, 행정행위권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절차를 제정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행위 등 소관 법령위반행위

에 대하여 조사 및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독과점 시장구

조 개선 시책의 추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수립 등 적극적인 형성적 행

정작용도 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이 소극적으로 공정하

고 자유로운 경쟁의 왜곡을 예방 또는 제거하는 데에 국한되지 않고, 적

극적으로 경제 질서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7)18)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준입법권,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견해19)도 있으나, 이는 다른 행정기관도

모두 가지고 있는 행정입법권과 행정행위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만의 특

성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 특히 일반적으로 준사법권이라고

지칭되는 제재처분권한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전형적인 행정권

에 속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준사법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21)

17) 이봉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통제”, 「규제연구」제11권 제1호(2002), 20면.
18)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사법적 기능이라는 점을 강

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기능을 더 중시하는 듯한 현상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권오승, 「경제법」, 제6판, 법문사, 2008, 446면.
19) 권오승, 전게서, 371면.
20) 박정훈, “공정거래법의 공적집행”, 「공정거래와 법치」 권오승편, 법문사,

2004, 25~29면.
21) 이원우, 전게서, 278~279면. 같은 생각으로는 오세덕, “우리나라 위원회제도

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희법학」제13권 제1호(1975), 131면에서 “중앙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권, 법령을 제정하는

준입법권은 물론 경우에 따라 재결과 같은 준사법권도 행사하고, 합의제 행

정기관 역시 동일하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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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임제 요소가 가미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즉, 공정

거래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일반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만,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기관이다.22)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제37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전

원회의와 상임위원 소회의로 구분하고(제37조의 2), 각 회의의 의사는 다

수결 또는 만장일치로 의결한다는 점(제42조)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의 다수 의견에서 공정

거래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서도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47조에서는 그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

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하여 독임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이

를 뒷받침하는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

하고,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점(동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사무처에 사무처 1명을 두고, 제3항에서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

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제5조 제2항) 등이 있다.

이처럼 합의제와 독임제를 혼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을 구성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기능과 심판기능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각 기능에 적합한 조직형태를 절충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이 타당한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각 임무의 성격에 따라 분리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체의

조직을 평가하는 것은 각 요소의 존재이유를 간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경

계하여야 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어느 하나의 순수한 형태를 택일하기

어려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독임제와 합의제의 충

돌을 최소화하고 양자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22) 김동희, 전게서,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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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합의제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행정위원회 등을 의미한

다23).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일반적 근거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5

조인데, 동조에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

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또한, 실

제 설치근거는 당해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 행정기관은 어느 행정기관

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써 그 자체가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동법 동조에 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부조직법과는 별개로 창설

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견해가 있다.24) 생각건대, 「정부조직법」제5

조의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동법 제3조 제2항에서 명

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정부조직법」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다

른 법률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동법의 적용을 제

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다.

제 2 절 공정거래위원에 대한 행정절차법 분석

Ⅰ. 행정절차의 의의 및 행정절차구조론

23) 김동희 전게서, 33면.
24) 박정훈, 전게논문, 1003-10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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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의 의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

어 요구되는 외부와의 교섭과정을 의미한다. 즉,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

과정상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25)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화·적정화·능

률화를 보장하고, 상대방에게 의견진술과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사전구제적 기능 수행한다.26)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절

차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27)에 근거하여 행정절차법과 개

별법에서 구체화된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은 동법이 규율하는 사항

으로 처분·신고·행정법상 입법예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이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

제되고, 공정거래법 제10장 및 동법 시행령 제10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처리절차규칙’), 「공

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

에 관한 규칙」등 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생략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의견청취를 생

략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8)

2. 행정절차구조론: 직권주의와 대심주의

1) 행정절차구조론의 의의

25) 김동희, 「행정법Ⅰ」제20판, 2014, 370면.
26) 위의 책, 371-372면.
27) 헌법 제12조 제1항이 직접적으로는 형사사법권의 발동에 대한 조항이지만,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한, 행정법학자들 다수도 동 규정의 취지가 행정절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

다고 본다. 김동희 전게서, 376-377면.
28)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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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구조론은 행정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

행정절차의 전반적인 구조를 유형화하는 원리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

다.29) 즉, 행정청의 의사결정과정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지와 각 행위

자들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이다. 제재

처분절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은 형사소송절차구조론을 차

용하여 대심주의와 직권주의로 유형화할 수 있다.30) 이를 통해 각각의

행정절차가 가지는 특징을 일반화하고, 추구하는 목표와 수행하는 임무

에 따라 그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행정절차구조론은 하나의 절차법

체계 속에 대심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되고 있는 경우 각각을 분리하여

평가함으로써 상호 충돌·모순을 파악하여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는 데 용

이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도

출하고 기존이 비판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행정절차구조론을 기준으로 공

정거래위원회의 절차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2) 대심주의와 직권주의의 개념징표

행정절차구조론은 대심주의와 직권주의를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

념징표를 제시한다.31) 첫째, 행정절차의 행위자들 및 그 상호간의 관계

가 형성하고 있는 구조이다. 대심주의는 소추자, 처분의 상대방, 중립적

인 심판자가 존재하는 3면관계이고, 직권주의는 소추자와 심판자가 동일

한 2면관계이다.32) 둘째, 행정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

29) 이희정,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집행절차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절차에

대한 對審主義 접목의 의의와 방식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제3권

제1호(2010), 188-189면.
30) 이희정, 전게논문, 188-190면.
31) 이하에서 서술한 행정처분절차구조의 개념징표는 이희정, 전게논문,

193-200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2) 이와 유사한 견해로 대심주의와 직권주의의 구분을 조사단계와 처분단계가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직권주의는

심판자가 조사 및 절차진행, 처분(결정)을 모두 담당하여 조사단계와 처분

단계가 분리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심주의는 조사단계에서 소추자가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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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의 의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

어 요구되는 외부와의 교섭과정을 의미한다. 즉,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

과정상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25)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화·적정화·능

률화를 보장하고, 상대방에게 의견진술과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사전구제적 기능 수행한다.26)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절

차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27)에 근거하여 행정절차법과 개

별법에서 구체화된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은 동법이 규율하는 사항

으로 처분·신고·행정법상 입법예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이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

제되고, 공정거래법 제10장 및 동법 시행령 제10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처리절차규칙’), 「공

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

에 관한 규칙」등 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생략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의견청취를 생

략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8)

2. 행정절차구조론: 직권주의와 대심주의

1) 행정절차구조론의 의의

25) 김동희, 「행정법Ⅰ」제20판, 2014, 370면.
26) 위의 책, 371-372면.
27) 헌법 제12조 제1항이 직접적으로는 형사사법권의 발동에 대한 조항이지만,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한, 행정법학자들 다수도 동 규정의 취지가 행정절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

다고 본다. 김동희 전게서, 376-377면.
28)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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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구조론은 행정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

행정절차의 전반적인 구조를 유형화하는 원리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

다.29) 즉, 행정청의 의사결정과정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지와 각 행위

자들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이다. 제재

처분절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은 형사소송절차구조론을 차

용하여 대심주의와 직권주의로 유형화할 수 있다.30) 이를 통해 각각의

행정절차가 가지는 특징을 일반화하고, 추구하는 목표와 수행하는 임무

에 따라 그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행정절차구조론은 하나의 절차법

체계 속에 대심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되고 있는 경우 각각을 분리하여

평가함으로써 상호 충돌·모순을 파악하여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는 데 용

이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도

출하고 기존이 비판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행정절차구조론을 기준으로 공

정거래위원회의 절차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2) 대심주의와 직권주의의 개념징표

행정절차구조론은 대심주의와 직권주의를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

념징표를 제시한다.31) 첫째, 행정절차의 행위자들 및 그 상호간의 관계

가 형성하고 있는 구조이다. 대심주의는 소추자, 처분의 상대방, 중립적

인 심판자가 존재하는 3면관계이고, 직권주의는 소추자와 심판자가 동일

한 2면관계이다.32) 둘째, 행정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

29) 이희정,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집행절차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절차에

대한 對審主義 접목의 의의와 방식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제3권

제1호(2010), 188-189면.
30) 이희정, 전게논문, 188-190면.
31) 이하에서 서술한 행정처분절차구조의 개념징표는 이희정, 전게논문,

193-200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2) 이와 유사한 견해로 대심주의와 직권주의의 구분을 조사단계와 처분단계가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직권주의는

심판자가 조사 및 절차진행, 처분(결정)을 모두 담당하여 조사단계와 처분

단계가 분리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심주의는 조사단계에서 소추자가 조사를



- 15 -

당하는 주체이다. 직권주의는 심판자가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

하기 위해 절차를 주도하는 반면, 대심주의는 심판자가 절차의 진행을

소추자와 처분의 상대방의 공방에 맡기고 수동적으로 판단한다. 셋째, 당

사자의 처분권이다. 대심주의는 처분의 상대방이 절차의 일방 당사자로

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안을 종결

시킬 수 있는 처분권이 있지만, 반면에 직권주의에서 상대방은 처분권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세 번째 징표는 일반적 소송구조론에서 당사자주의

를 철저히 관철하는 경우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이나 행정처분

등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므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위와 같은 개념징표에 따르면, 대심주의와 직권주의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될 수 있다. 먼저 대심주의란, 소추자와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에서 공

격과 방어를 통해 주도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심판자는 중립적인 입장

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행정절차구조를 의미한다. 이때,

처분의 상대방은 경우에 따라 사안에 대하여 제한적인 처분권을 가진다.

반면에 직권주의란, 심판자가 소추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할 수 있는 등 주도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행정절차

구조를 의미한다. 또한,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권을 가지지 않는다.

3) 행정절차구조의 연혁적 결정요인

행정절차에 있어서 대심주의와 직권주의라는 구조의 차이는 국가의

지위, 법치주의, 권력분립과 적절한 절차에 관한 전통적인 관념에 대한

근본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권력분립의 역사적 과정에서 대륙법계 국

가와 영미법계 국가가 행정권의 독자성을 인정하였는지 여부, 즉 행정법

전통의 연혁적 차이가 해당 행정절차가 대심주의 또는 직권주의를 중심

으로 형성된 주요 요인이다.33)

진행하고, 처분단계에서 중립적인 청문주재관이 청문을 진행한 뒤 심판자가

최종결정을 한다. 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해외 방송통신규제기

구 심판관리제도 연구Ⅱ(유럽)”,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2011,

1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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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입법·사법과 구별되는 행정권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왔다. 이들 국가는 행정의 고권적 지위를 인정하고, 행

정행위가 ‘법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무엇

이어야 하는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아 행정의 적극적·주도적인 법집

행 행위를 정당화하였다.34)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절차는 행정주

체의 주도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직권주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에 영미법계에서는 19세기말 이전까지 국가 등의 작용에 관한 특

수한 법으로서의 행정법은 존재하지 않았다.35) 19세기말부터 행정기능이

확대·강화되어 행정권과 함께 준입법권·준사법권이 함께 부여된 행정위

원회가 설치되고, 이들에 대한 권한행사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

는 법으로서 행정법이 발달하였다.36) 국가는 사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법

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 사인의 행위와 같은 법적 효력만을 인정받았

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처분의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대립하는 당사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심주의 구조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37)

Ⅱ.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구조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은 크게 조사․심의․의결이라는 세 단계

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우선, 조사는 사건의 단서를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해당 사건을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

여 조사 및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조사는 심사관38)으로 지정된 사

33) 이희정, 전게논문, 107-208면.
34) 최승원·양승미, “프랑스, 미국에서의 행정행위 개념에 대한 소고”, 「행정법

연구」통권 19호, 2007, 211-212면.
35) 최승원·양승미, 전게논문, 219-220면.
36) 김동희, 전게서, 29-30면.
37) 이희정, 전게논문, 208면.
38) 심사관은 위법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행하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

회 직제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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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주체이다. 직권주의는 심판자가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

하기 위해 절차를 주도하는 반면, 대심주의는 심판자가 절차의 진행을

소추자와 처분의 상대방의 공방에 맡기고 수동적으로 판단한다. 셋째, 당

사자의 처분권이다. 대심주의는 처분의 상대방이 절차의 일방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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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입법·사법과 구별되는 행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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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영미법계에서는 19세기말 이전까지 국가 등의 작용에 관한 특

수한 법으로서의 행정법은 존재하지 않았다.35) 19세기말부터 행정기능이

확대·강화되어 행정권과 함께 준입법권·준사법권이 함께 부여된 행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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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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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희정, 전게논문, 107-208면.
34) 최승원·양승미, “프랑스, 미국에서의 행정행위 개념에 대한 소고”, 「행정법

연구」통권 19호, 2007, 211-212면.
35) 최승원·양승미, 전게논문, 219-220면.
36) 김동희, 전게서, 29-30면.
37) 이희정, 전게논문, 208면.
38) 심사관은 위법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행하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

회 직제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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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처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다. 다음으로 심의는 심사보고를 받은 위원회

가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심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의결39)은 위원회가 법위반

사실을 인정 또는 불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무혐의 결정 등 최

종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다.40)

<그림2> 공정거래위원의 절차

심사관의 조사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의 의결

2. 세부 절차

1) 조사 단계

방사무소장이 된다(사건처리절차규칙 제10조).
39) 의결은 주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위원회 판단을

의미하고, 결정은 심의절차종료, 동의의결절차 개시 등에 대한 위원회 판단

을 의미하나 이 글에서는 사업자의 법위반 여부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 판

단을 의결로 표현하기로 한다.
40) 홍대식․최수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검토”, 「경쟁법연구」제13권(2006), 2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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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법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사실을 인지하면 사무처장은 그 사건의

심사를 담당하게 될 심사관을 지정하고, 심사관에게 정식 심사절차를 개

시하기 전에 사실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할 수 있다(사건처리절차규칙

제10조 제1항). 실무적으로는 담당 심사관이 조사공무원을 통하여 사실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조사개시여부를 판단한다.

정식사건으로 심사에 착수하는 경우 심사관은 위원장에게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고,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사건처리절차규

칙 제11조).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사업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다만, 공

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동법 50조의 2). 또한, 조사공무원은 조사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동법 제50조 제4항), 당사자 등을 출

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건

명, 일시, 조사 내용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5

조).

심사관이 조사 대상인 사업자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

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하고, 시

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조치의견을 제시한다(사건처리절차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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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공정거래위원의 조사절차

사건의 인지(직권 또는 신고)

심사관의 사전심사

(혐의가 있는 경우)

정식사건으로 조사착수

(심사관이 법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상정

2) 심의 단계

심의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정식절차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 구조 하에 사실관계 등

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피심인 등에 대한 본인확인,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의 의견진술,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참고인 등의 심의참가,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약식절차는 대심구조 하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피심인의 동의하

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회의 소관사항 중에서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과징금 납부명령 또는 고발 이외에 시정명령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관은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

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사건처리절차규칙 제28조

제1항). 피심인이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서면으로 심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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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41),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한 약식의결서로 의결

서를 갈음한다(사건처리절차규칙 제59조 내지 제63조).

3) 의결 단계

위원들은 심의가 종료된 후 비공개로 위법여부, 조치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합의한다(공정거래법 제43조).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회

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

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정거래법 제42조). 의결된 사항은 의결서의

형식으로 공개된다.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와 일반 행정절차의 비교

1. 개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해지는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등 제재처분은 행정행위이지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행정절차에 관련 규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중복절차를 예방하기 위함이다.42) 따라서 행정기관으로서 공정거

래위원회의 절차는 우리 행정절차법의 역사적·법체계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43)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는 행정처

41)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

로 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43조 제2항).
42) 박정훈, 전게논문, 1041-1050면.
43) 같은 생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도 우리 행정절차체계의 일부이므로,

행정절차에 관한 헌법적 요구 내지 행정절차법이 담고 있는 일반적인 법원

칙에 따라야 한다.”, 이희정, 전게논문, 186면., 대법원 판례로 같은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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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공정거래위원의 조사절차

사건의 인지(직권 또는 신고)

심사관의 사전심사

(혐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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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사전절차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대심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영미법계 행정법과 직권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행정법의 영향을 모두 받아 대심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직권주의가 혼재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

반 행정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절차를 비교한다. 이러한 작업

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가 일반 행정절차 보다 상대방의 방어권

을 더욱 엄격하게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는 없

는지, 만일 필요하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규범적 당위는 무엇인지 논의하

는데 중요한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2. 행정절차구조의 공통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는 행정처분의 사전절차이고, 사법절차와 구별

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절차와 동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은 행

정법상 처분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이해관계의 조정보다는 시장경쟁질

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44) 또한, 공정거래법에는 행정조

사, 하명, 확인, 과징금 부과 등 대부분의 행정법적 수단들을 활용하고

있고45),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는 그러한 행정법적 수단들을 행사할 것

인지 결정하기 전에 행해지는 절차로서 일반 행정절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행정절차구조의 차이점

1) 일반 행정절차: 직권주의 중심

행정절차법은 직권주의를 바탕으로 대심주의 요소가 매우 제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44) 신현윤, 전게논문, 214-215면.
45) 박정훈, 전게논문, 999-10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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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되었다.46) 직권주의 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이익처

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문(동법 제28조)과 의

견제출(동법 제22조) 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나, 두 경우 모두 소추기관

없이 처분권자인 행정청 자신이 조사와 판단을 모두 수행한다. 또한, 처

분의 상대방이 절차에 참여하지만, 행정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즉,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일정한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받는 것이지

공격과 방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행정청과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47)

한편, 청문주재자가 청문절차를 진행하고(동법 31조), 청문주재자는 행

정주체와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여야 한다는 점에서(동법 28조)

대심주의가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48)

이처럼 일반 행정절차가 직권주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원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행정법 전통에 있다. 즉,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대륙법

계의 사고와 구조를 계수하였고, 대륙법계 행정법이 직권주의를 바탕으

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반 행정절차도 직권주의를 중심으로 구성

되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 대심주의 중심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는 대심주의를 중심으로 직권주의 요소가 가미

되어있다. 소추자인 심사관과 피심인이 회의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주

도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위원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위법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대심주의 구조에 해당한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공정거래법 제

43조 제2항),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당해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는 점(사건처리절차규칙 제34조 제1항),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질문권이 있다는 점(동규칙 제39조 제2항),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증거조

46) 이희정, 전게논문, 199면.
47) 이희정, 전게논문, 198~199면.
48) 이희정, 전게논문, 198-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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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현윤, 전게논문, 214-215면.
45) 박정훈, 전게논문, 999-10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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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되었다.46) 직권주의 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이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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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처분권자인 행정청 자신이 조사와 판단을 모두 수행한다. 또한, 처

분의 상대방이 절차에 참여하지만, 행정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즉,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일정한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받는 것이지

공격과 방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행정청과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47)

한편, 청문주재자가 청문절차를 진행하고(동법 31조), 청문주재자는 행

정주체와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여야 한다는 점에서(동법 28조)

대심주의가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48)

이처럼 일반 행정절차가 직권주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원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행정법 전통에 있다. 즉,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대륙법

계의 사고와 구조를 계수하였고, 대륙법계 행정법이 직권주의를 바탕으

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반 행정절차도 직권주의를 중심으로 구성

되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 대심주의 중심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는 대심주의를 중심으로 직권주의 요소가 가미

되어있다. 소추자인 심사관과 피심인이 회의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주

도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위원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위법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대심주의 구조에 해당한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공정거래법 제

43조 제2항),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당해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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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이희정, 전게논문, 199면.
47) 이희정, 전게논문, 198~199면.
48) 이희정, 전게논문, 198-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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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신청권이 있다는 점(동규칙 제41조),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동법 제51조의 2) 등이 대표적인 대심주의 요소이다.

반면에 심판관인 위원이 심리에 대하여 일정부분 통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직권주의 요소가 가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장이 직권

으로 심의부의를 연기·철회할 수 있는 점(사건처리절차규칙 제32조), 위

원은 의장의 허락 하에 석명권을 가진다는 점(사건처리절차규칙 제39조

제1항), 의장이 일정한 경우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질문이나 진술을 제

한할 수 있다는 점(사건처리절차규칙 제40조) 등이 직권주의 요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가 대심주의와 직권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구성

된 원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당시 지향한 모델과 우리 행정법 전통

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치 당시 미국 연방거래위

원회의 규제집행절차모델을 지향하였고49), 그로 인해 대심주의를 기본으

로 절차를 설계하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기획원의 부서에서

출발하였고, 입법·행정·사법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미국의 연방

거래위원회와 달리 행정부 소속의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 일반

행정법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Ⅳ. 소결

일반 행정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는 둘다 행정처분의 사전절차

에 해당한다. 이는 일반 행정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가 각기 직권

주의와 대심주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향점이

효율적 공익실현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대심주의의 요소이지만 행정통제수단의 하

나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국민의 권리

보장 및 행정남용 방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절차적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

하되 행정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위하여 절차를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

49) 이희정, “EU행정법상 행정처분절차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제12권 제4

호), 2011, 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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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대심주의를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 행정법 체계를 고려하여 필

요한 경우 직권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는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가 그 동안 간과되었던 행정절차로서의

기본 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의 개선이 필

요하다.50) 이러한 점을 전제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문제

점을 정리한다.

제 3 절 행정이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원리

Ⅰ. 행정이념의 의의

행정조직과 절차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다. 따라서 모든 행정조직과 절차는 공익에 의해 뒷받침되는 당해 행정

에 부여된 임무와 기능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조

직과 절차에 있어서 “합목적성 원리”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며, 합목적성

의 원리로부터 다양한 파생원리들을 도출할 수 있다.51)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용시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

래위원회의 주요 운영원리는 전문성, 공정성, 효율성, 독립성이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판기능과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의 형성이라는 정책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둘째, 공정거래

위원회는 행정조직법상 독임제가 가미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셋째, 공

정거래위원회의 절차구조는 행정절차법상 대심주의를 기본으로 직권주의

를 가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원리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

의 대변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설계하는 기준으로 활용

하고자 한다.

50) 신현윤, 전게논문, 214-215면.
51)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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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원리

1. 전문성

전문성이란, 복잡하고 난해한 현상에서 객관적 진실을 취득해내는 인

식능력을 의미한다.52) 특히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동시에 전문

적 지식에 대한 다양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또 그것이 다양한 이해집

단 사이에 대립되는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구조가 조직 및 절차상으로 담보되어 있어야 한

다.53) 만일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객관적 인식에 있어서 전문

가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이러한 인식 작용을 어느 1인의 결정

에 맡기는 것보다 다수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

다.54)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임무가 전문적 지식에 대한 인식·판단

이라는 점에서 위원회 구성과 절차의 수립에 있어서 전문성을 충실히 구

현할 것이 요구된다.55)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경쟁

정책의 수립·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자, 소비자, 이익집단 등 다양한 이해

관계가 다극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자로

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2. 공정성

공정성은 적법절차원리의 규범적 내용이다. 적법절차원리는 헌법의 근

본원리로서 법치주의가 구체화된 것으로 행정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실체

52) 이원우, 전게서, 275면.
53) 이원우, 전게서, 267면.
54) 이원우, 전게서, 276면.
55)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대거 충원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권오승, 전게

논문, 9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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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내용뿐 아니라 그 절차도 정당한 법적 근거에 의할 때 비로소 적법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56)따라서 적법절차원리는 행정기관에게는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권력이 행사될 것을 요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국

민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한다.57) 판

례는 적법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58)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리는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59),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 한다고 구체화되고 있

다. 이에 공정거래법에서는 주요 절차를 직접 규정하면서 동법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법률에

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므로 형식적 의미의 공정성(혹은

적법절차)은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공정성을 실현하고 있

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때, 공정성의 내용이 일률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의 목적과 수단, 대상, 고려되는 다른 가치들과의 조화

등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60) 모든 경

우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게 되면 상대방의 권리는 충실히 보장될 수

있지만,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결론적으로 공익 실

현이 저해될 수 있다.61)

56) 박정훈, 전게논문, 23면.
57) 이원우, 전게서, 263-265면.
58)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4헌바60 결정.
59)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적법절차 원리가 형사절차만

이 아니라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 적용된다고 본다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60)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3, 575면.
61) 이혜진, “금융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논문, 2015,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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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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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통한 의사결정구조가 조직 및 절차상으로 담보되어 있어야 한

다.53) 만일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객관적 인식에 있어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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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맡기는 것보다 다수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

다.54)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임무가 전문적 지식에 대한 인식·판단

이라는 점에서 위원회 구성과 절차의 수립에 있어서 전문성을 충실히 구

현할 것이 요구된다.55)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경쟁

정책의 수립·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자, 소비자, 이익집단 등 다양한 이해

관계가 다극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자로

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2. 공정성

공정성은 적법절차원리의 규범적 내용이다. 적법절차원리는 헌법의 근

본원리로서 법치주의가 구체화된 것으로 행정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실체

52) 이원우, 전게서, 275면.
53) 이원우, 전게서, 267면.
54) 이원우, 전게서, 276면.
55)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대거 충원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권오승, 전게

논문, 9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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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내용뿐 아니라 그 절차도 정당한 법적 근거에 의할 때 비로소 적법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56)따라서 적법절차원리는 행정기관에게는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권력이 행사될 것을 요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국

민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한다.57) 판

례는 적법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58)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리는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59),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 한다고 구체화되고 있

다. 이에 공정거래법에서는 주요 절차를 직접 규정하면서 동법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법률에

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므로 형식적 의미의 공정성(혹은

적법절차)은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공정성을 실현하고 있

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때, 공정성의 내용이 일률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의 목적과 수단, 대상, 고려되는 다른 가치들과의 조화

등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60) 모든 경

우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게 되면 상대방의 권리는 충실히 보장될 수

있지만,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결론적으로 공익 실

현이 저해될 수 있다.61)

56) 박정훈, 전게논문, 23면.
57) 이원우, 전게서, 263-265면.
58)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4헌바60 결정.
59)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적법절차 원리가 형사절차만

이 아니라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 적용된다고 본다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60)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3, 575면.
61) 이혜진, “금융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논문, 2015,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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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성

효율성은 행정이 공익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

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원래 행정이 효과성 내지

실효성을 목표로 한 것에서 나아가 국가의 활동이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의 사용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여서는 안된

다는 자명한 요청에 기반한다.62)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설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도 규제의 효과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의 원리를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다.63)

일반적으로 독임제보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되므

로64)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임제 요소의 보

완이 필요한지 여부와 합의제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독립성

독립성이란, 정치적 통제를 배제하는 동시에 독립규제기관 스스로 의

사결정을 하는 역량을 갖는 것이다.65) 이러한 독립성 개념은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정치적 통제의 배제뿐만 아니라 조직내부 인력이나 재정 기타

기능수행과 관련된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정

치적 독립성과 구별되는 “행정적 독립성”이라고 본다.66)

62) 이원우, 전게서, 268-269면.
63) 이혜진, 전게논문, 43면.
64) 조성국, “경쟁법집행기관의 조직 및 절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박

사학위 논문, 2009, 26면.
65) 서성아,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위원회

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제45권 제2호(2001), 245면.
66) 서성아, 전게논문,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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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독립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용시켜 보면, 외부로부터 특

히 대통령으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을 외적 독립성과 위원들 사

이에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내적 독립성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67)

외적 독립성은 공정거래법 제35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신분보장을 통해 위원의 독립성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독립성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독립성이 민주적 통제가능성이나 책

임성의 원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다른 원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수

적인 원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성은 민주적 통제가능성 및 책임성

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도록 조화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구현되어야 한

다.68)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달리 행

정부 소속으로써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중

앙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독립성을 요

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Ⅲ. 소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전문성, 공정성, 효율성, 독립성의 원

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러한 원리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가 지향하여야 하는 바 이기도 하다. 이때, 공정성과 효율성 등 각

행정이념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라는 점에 주의하

여야한다. 행정의 조직과 절차는 어느 하나의 운영원리에 치우쳐서 구성

되는 것을 경계하고, 그 임무의 성격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의 운영원리를 조절하고, 조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현대 행정법이

공익실현과 더불어 복잡한 갈등과 출동을 조절하는 광범위한 이해조절

기능을 수행한다69)는 점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다.

67) 공정거래위원회의 외적 독립성과 내적 독립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성

국, 전게논문, 61-65면 참조.
68) 이원우, 전게서,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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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성

효율성은 행정이 공익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

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원래 행정이 효과성 내지

실효성을 목표로 한 것에서 나아가 국가의 활동이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의 사용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여서는 안된

다는 자명한 요청에 기반한다.62)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설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도 규제의 효과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의 원리를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다.63)

일반적으로 독임제보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되므

로64)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임제 요소의 보

완이 필요한지 여부와 합의제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독립성

독립성이란, 정치적 통제를 배제하는 동시에 독립규제기관 스스로 의

사결정을 하는 역량을 갖는 것이다.65) 이러한 독립성 개념은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정치적 통제의 배제뿐만 아니라 조직내부 인력이나 재정 기타

기능수행과 관련된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정

치적 독립성과 구별되는 “행정적 독립성”이라고 본다.66)

62) 이원우, 전게서, 268-269면.
63) 이혜진, 전게논문, 43면.
64) 조성국, “경쟁법집행기관의 조직 및 절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박

사학위 논문, 2009, 26면.
65) 서성아,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위원회

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제45권 제2호(2001), 245면.
66) 서성아, 전게논문,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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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독립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용시켜 보면, 외부로부터 특

히 대통령으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을 외적 독립성과 위원들 사

이에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내적 독립성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67)

외적 독립성은 공정거래법 제35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신분보장을 통해 위원의 독립성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독립성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독립성이 민주적 통제가능성이나 책

임성의 원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다른 원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수

적인 원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성은 민주적 통제가능성 및 책임성

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도록 조화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구현되어야 한

다.68)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달리 행

정부 소속으로써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중

앙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독립성을 요

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Ⅲ. 소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전문성, 공정성, 효율성, 독립성의 원

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러한 원리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가 지향하여야 하는 바 이기도 하다. 이때, 공정성과 효율성 등 각

행정이념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라는 점에 주의하

여야한다. 행정의 조직과 절차는 어느 하나의 운영원리에 치우쳐서 구성

되는 것을 경계하고, 그 임무의 성격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의 운영원리를 조절하고, 조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현대 행정법이

공익실현과 더불어 복잡한 갈등과 출동을 조절하는 광범위한 이해조절

기능을 수행한다69)는 점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다.

67) 공정거래위원회의 외적 독립성과 내적 독립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성

국, 전게논문, 61-65면 참조.
68) 이원우, 전게서,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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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합의제와 독임제, 대심주의와 직권주

의가 절충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순수한

형태의 조직과 절차를 채택하지 않은 데에는 연혁적으로는 미국의 행정

법과 대륙법계 행정법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는 점,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공정성·효율성·독립성을 조화롭게 실현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와 기능

이 심판기능과 정책기능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과 절차가 현재의 모습으로 설계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이하에서

논의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함에 있어 예컨대 독임제가 바람직한지, 합의제가 바람직한지 등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만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에 대하여 각각의

제도가 지향하는 바를 실제로 적절히 구현하고 있는지, 각기 다른 제도

간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사항은 없는지,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조직과 관련하여서는 위원회 조직의 장점인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람직하게 구현하고 있는지와 위원회 조직의 단점으

로 제기되고 있는 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공정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대심주의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와 만일 그러하지 않다면 대심주의 요소를 강화시키

거나 반대로 직권주의 요소를 더 가미할 필요는 없는지를 검토한다.

69) 최승원·양승미, 전게논문, 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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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절차의 문제점

제 1 절 개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기존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독임제처럼

운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제 요소가 온전히 구현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는 임무는 심판기능과 정책기능이라는 각기 다른 성질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각각에 적합한 조직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제

와 독임제가 절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각각의 기능을 독임제와 합

의제의 두 조직으로 나누는 것은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

하지 않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임제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정

책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합의제를 바탕으로 심판기능을 공정하게 처리하

는 것이 가능한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합의제가 수행하여야할

임무와 기능에 독임제가 개입하거나 독임제가 처리하여야할 임무와 기능

을 합의제가 처리하지 않도록 임무에 따라 각각의 운영원리를 구별하여

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

임제 요소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재검토하고, 심판기능을 중심으로 합의

제 요소의 보완을 위해 요구되는 노력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기존의 비판은 대심주의를 충실히 구

현하고 있지 못한 데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입장은 공정

거래위원회에 대한 불복소송이 2심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

절차보다 대심주의를 더 강하게 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70)

그러나 공정성의 구현에만 치우친 행정절차의 설계는 정작 필요한 부분

에 행정기관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70) 홍대식·최수희, 전게논문, 306-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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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합의제와 독임제, 대심주의와 직권주

의가 절충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순수한

형태의 조직과 절차를 채택하지 않은 데에는 연혁적으로는 미국의 행정

법과 대륙법계 행정법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는 점,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공정성·효율성·독립성을 조화롭게 실현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와 기능

이 심판기능과 정책기능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과 절차가 현재의 모습으로 설계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이하에서

논의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함에 있어 예컨대 독임제가 바람직한지, 합의제가 바람직한지 등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만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에 대하여 각각의

제도가 지향하는 바를 실제로 적절히 구현하고 있는지, 각기 다른 제도

간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사항은 없는지,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조직과 관련하여서는 위원회 조직의 장점인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람직하게 구현하고 있는지와 위원회 조직의 단점으

로 제기되고 있는 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공정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대심주의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와 만일 그러하지 않다면 대심주의 요소를 강화시키

거나 반대로 직권주의 요소를 더 가미할 필요는 없는지를 검토한다.

69) 최승원·양승미, 전게논문, 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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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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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독임제처럼

운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제 요소가 온전히 구현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는 임무는 심판기능과 정책기능이라는 각기 다른 성질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각각에 적합한 조직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제

와 독임제가 절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각각의 기능을 독임제와 합

의제의 두 조직으로 나누는 것은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

하지 않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임제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정

책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합의제를 바탕으로 심판기능을 공정하게 처리하

는 것이 가능한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합의제가 수행하여야할

임무와 기능에 독임제가 개입하거나 독임제가 처리하여야할 임무와 기능

을 합의제가 처리하지 않도록 임무에 따라 각각의 운영원리를 구별하여

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

임제 요소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재검토하고, 심판기능을 중심으로 합의

제 요소의 보완을 위해 요구되는 노력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기존의 비판은 대심주의를 충실히 구

현하고 있지 못한 데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입장은 공정

거래위원회에 대한 불복소송이 2심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

절차보다 대심주의를 더 강하게 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70)

그러나 공정성의 구현에만 치우친 행정절차의 설계는 정작 필요한 부분

에 행정기관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70) 홍대식·최수희, 전게논문, 306-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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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가 행정절차

로서의 기본성격을 분명히 하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

요하다. 이는 결국 대심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를 의미한고, 대심주의만

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정절차로서 직권주의적 성격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대심

주의와 직권주의의 두 가지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 2 절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문제점

Ⅰ. 독임제 요소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재검토

1.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도 문제

1) 비판적 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

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에 해당하며, 기타 상임위원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다(공정거래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동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위원장이 사고로 인

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동

법 동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제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비판이

있다. 첫 번째 비판은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

회의 사건처리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을 저해한다는 견해71)이다. 두 번째 비판은 위원 간 직급의 차이가 있고,

71) 권오승, 전게논문, 9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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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위원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이 있어 대등한 협의를 통한 의사결

정이 어렵다는 견해72)이다. 특히 이 견해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달

리 부위원장 제도를 둠으로써 위원간 직급 구분이 분명하게 되었다는 점

을 비판한다.

2) 비판적 견해에 대한 재검토

공정거래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이 저해된다는 비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공정거

래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경쟁제한적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협

의권73)을 행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건처리와는 무관하다. 또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는 정해진 절차와 실체법적 기준에 근거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의 개인문제는 국무회의 참석여부와 무

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의 독립성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

이다.

다음으로 위원 간 직급의 차이로 인해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

렵기 때문에 부위원장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은 다음과 같은 점

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위원장의 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은 위원의

임기가 공정거래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임명 이후 위원의 의사결정에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부위원장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

행정기관으로 타 부처와 업무협조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직급 간 차이로 인한 문제는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도 정무직으로 보

72) 조성국, 전게논문, 62-65면.
73) 공정거래법 제63조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

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등을 제·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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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가 행정절차

로서의 기본성격을 분명히 하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

요하다. 이는 결국 대심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를 의미한고, 대심주의만

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정절차로서 직권주의적 성격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대심

주의와 직권주의의 두 가지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 2 절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문제점

Ⅰ. 독임제 요소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재검토

1.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도 문제

1) 비판적 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

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에 해당하며, 기타 상임위원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다(공정거래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동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위원장이 사고로 인

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동

법 동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제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비판이

있다. 첫 번째 비판은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

회의 사건처리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을 저해한다는 견해71)이다. 두 번째 비판은 위원 간 직급의 차이가 있고,

71) 권오승, 전게논문, 9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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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어렵다는 견해72)이다. 특히 이 견해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달

리 부위원장 제도를 둠으로써 위원간 직급 구분이 분명하게 되었다는 점

을 비판한다.

2) 비판적 견해에 대한 재검토

공정거래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이 저해된다는 비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공정거

래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경쟁제한적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협

의권73)을 행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건처리와는 무관하다. 또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는 정해진 절차와 실체법적 기준에 근거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의 개인문제는 국무회의 참석여부와 무

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의 독립성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

이다.

다음으로 위원 간 직급의 차이로 인해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

렵기 때문에 부위원장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은 다음과 같은 점

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위원장의 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은 위원의

임기가 공정거래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임명 이후 위원의 의사결정에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부위원장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

행정기관으로 타 부처와 업무협조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직급 간 차이로 인한 문제는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도 정무직으로 보

72) 조성국, 전게논문, 62-65면.
73) 공정거래법 제63조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

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등을 제·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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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간 직급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견해74)는 참고

할만 하다.

2. 사무처 중심의 위원회 운영 문제

1) 비판적 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공

정거래법 제47조), 사무처에 일반직공무원인 사무처장이 있다. 사무처장

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이에 따라 사무처는

협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와는 별개로 사무처장을 정점으로 계서제 조직

으로 운영된다. 법령 위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사건심사를 개시할

권한이 사무처장에게 있으며(사건처리절차규칙 제10조), 사건 심사를 담

당할 공무원(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립취지에서 벗

어나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국장으로 이어지는 사무처 중심의 독임

제 행정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75)이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미

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심사개시 권한을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달

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에게 있고, 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상정한

안건을 사후적으로 추인해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더 나아가 사무처 중심의 위원회 운영은 대통령-위원장

-사무처장으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심

각한 위협이 된다고 본다.76)

74) 조성국, 전게논문, 248-249면.
75) 권오승, 전게논문, 993-994면.
76) 권오승, 전게논문, 993-9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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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판적 견해에 대한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되어 본래 합의제로 구성한

취지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

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수한 형태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와는 달리 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에 사무처라는 독임제 기구

가 혼합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는 독임제 기능을 수행하고,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보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심주

의를 기본으로 절차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처리의 중립성을 위

해서는 오히려 사건의 심사 단계에서는 위원들의 개입을 최소화시킬 필

요성도 있다. 셋째, 실제로 최근에 무혐의 또는 심의절차종료 등 심의에

서 사무처의 소추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위원들이 사무처의 의견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정도의 역할에만 그

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Ⅱ. 합의제 요소와 관련한 비판과 그에 대한 검토

1. 전문성: 인적구성의 전문성 부족 문제

1) 위원의 전문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 수를 보면, 2015년 기준 4,367건이

다.77) 일반적으로 조치수준이 경고, 과태료 부과, 무혐의 등인 경우 정식

회의에 부의되지 않는다78)는 점을 고려하여 조치수준이 시정명령인 사

건 수(고발, 과징금의 경우 시정명령과 병과되므로 제외)를 통해 정식 회

의에 부의되는 사건 수를 추정하면 450건이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과도

77)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도 통계연보」, 2016, 3면.
78) 사건처리절차규칙 제53조의2에서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시정권고 등에 대하

여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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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간 직급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견해74)는 참고

할만 하다.

2. 사무처 중심의 위원회 운영 문제

1) 비판적 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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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이에 따라 사무처는

협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와는 별개로 사무처장을 정점으로 계서제 조직

으로 운영된다. 법령 위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사건심사를 개시할

권한이 사무처장에게 있으며(사건처리절차규칙 제10조), 사건 심사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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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립취지에서 벗

어나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국장으로 이어지는 사무처 중심의 독임

제 행정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75)이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미

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심사개시 권한을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달

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에게 있고, 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상정한

안건을 사후적으로 추인해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더 나아가 사무처 중심의 위원회 운영은 대통령-위원장

-사무처장으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심

각한 위협이 된다고 본다.76)

74) 조성국, 전게논문, 248-249면.
75) 권오승, 전게논문, 993-994면.
76) 권오승, 전게논문, 993-9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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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판적 견해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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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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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 수는 위원들이 각각의 사건을 세세하게 검토하기 어려운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위원을 심결보좌하는 공무원도 사건 1건 당 1명

만 배정되어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판단하기 어렵

다. 이는 결국 위원의 전문성과 연결되어 위원회의 의결이 이후 소송과

정에서 배척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3소

회의, 2소회의, 1소회의 순으로 위원들의 보직이 주심위원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체제는 위원이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일종의

승진으로 인식되어 위원 간 위계질서를 만든다는 점 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9인의 위원 중 4인이 비상임위원으로 공정거래사건에 전문성을

갖추거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공정거래위원회

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상임

위원을 두도록 한 취지를 살펴보면, 1990년 1월 13일 공정거래법 전부개

정 당시 개정 이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79) 그러나 비상임위원은 변호사나 교수 등의

직업을 겸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할애할 수 있는 물리적 시

간이 부족하여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거나80) 공정거래위원

회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임명되기도 한다는 비판81)을 받고 있다.

생각건대 공정거래법상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자격요건은 동일하

기 때문에(동법 제37조 제2항) 비상임위원을 통해서 위원의 전문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전문성 있는 자가 비상임위원으로 임명

79)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공정거래법 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079&ancYd=19900113&ancNo=041

98&efYd=199004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검색일: 2016. 11. 2.)
80) 신현윤, 전게논문, 199면.
81) 한겨레, “공정위 SKT-CJ 합병심사 및 CD금리 담합사건으로 국민신뢰 타

격”, 2016. 7. 19. 기사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겸하는 4명의 비상

임위원들 중 일부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심의한다는 지적을

듣는다.일부 비상임위원들은 공정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를 전공

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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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더라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회의에 몰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 비상임위원을 두고 있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쟁법 집행기관에서는 비상임위원제도를 두고 있

지 않다.82)

2) 직원의 전문성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 직원들에 대하여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일반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원과 보직관리를 통한 적절한 인재 배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채용과 보직관리 모두 전문가를 양성하기보다는 일반행정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의 전문성이 낮고, 이러한 문

제는 위원회 전체의 전문성에도 큰 문제로 작용해왔다83). 공정거래위원

회의 충원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통

해서 채용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시험과목은 직

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5급의 경우 행정법, 경제학, 행정학 등 공정거

래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일부 직원들은 경력채용시험을 통해 회

계사, 변호사, 경쟁법 학위소지자 등 전문성을 갖추어 임용되기도 한다

(동법 제28조 제2항).

보직관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법에서 소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

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정

하고 있다(제32조의 5). 이에 따르면 직원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보

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행정인사관리

관행에 따라 순환보직을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공분야를

설정하고,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보직을 관리하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한

82) 조성국, 전게논문, 68면.
83) 이와 같은 견해로는 조성국, 전게논문, 68~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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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당시 개정 이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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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공정거래법상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자격요건은 동일하

기 때문에(동법 제37조 제2항) 비상임위원을 통해서 위원의 전문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전문성 있는 자가 비상임위원으로 임명

79)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공정거래법 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079&ancYd=19900113&ancNo=041

98&efYd=199004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검색일: 2016. 11. 2.)
80) 신현윤, 전게논문, 199면.
81) 한겨레, “공정위 SKT-CJ 합병심사 및 CD금리 담합사건으로 국민신뢰 타

격”, 2016. 7. 19. 기사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겸하는 4명의 비상

임위원들 중 일부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심의한다는 지적을

듣는다.일부 비상임위원들은 공정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를 전공

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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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더라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회의에 몰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 비상임위원을 두고 있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쟁법 집행기관에서는 비상임위원제도를 두고 있

지 않다.82)

2) 직원의 전문성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 직원들에 대하여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일반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원과 보직관리를 통한 적절한 인재 배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채용과 보직관리 모두 전문가를 양성하기보다는 일반행정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의 전문성이 낮고, 이러한 문

제는 위원회 전체의 전문성에도 큰 문제로 작용해왔다83). 공정거래위원

회의 충원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통

해서 채용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시험과목은 직

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5급의 경우 행정법, 경제학, 행정학 등 공정거

래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일부 직원들은 경력채용시험을 통해 회

계사, 변호사, 경쟁법 학위소지자 등 전문성을 갖추어 임용되기도 한다

(동법 제28조 제2항).

보직관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법에서 소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

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정

하고 있다(제32조의 5). 이에 따르면 직원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보

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행정인사관리

관행에 따라 순환보직을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공분야를

설정하고,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보직을 관리하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한

82) 조성국, 전게논문, 68면.
83) 이와 같은 견해로는 조성국, 전게논문, 68~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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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충원 과정에서 법률적 전문가, 경제분석 전

문가, 회계 전문가 등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처리 경험이 많거

나 공정거래법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사건국에서 조사

및 소추 시 법률적 자문을 해주는 부서를 신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2. 공정성: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의 융합·분리 문제

1)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 담보 문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소추)기능을 담당하는 사무처와 심판기능을 담

당하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하나의 조직이 조사(소추)

기능과 심판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것은 피심인의 방어권을 제한하거나,

위원들이 소추자인 심사관의 주장에 치우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공

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84).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2003. 7. 24. 2001헌가25 결정의 반대의견

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적 전문성과 사법절차적 엄격성을 함께 가

져야 하며 그 규제절차는 당연히 ‘준사법절차’로서의 내용을 가져야 하

고, 특히 과징금은 당해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생각

할 때, 그 부과절차는 적법절차의 원칙상 적어도 재판절차에 상응하게

조사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어야 하고, 심판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증거조사와 변론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심판관의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만 할 것인데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미흡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의 융합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

84) 김하열, 이황, “공정거래위원회 법적 성격과 사건처리 및 불복의 절차”,

「고려법학」제75권(2014), 191면.

- 38 -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기능을 분리하여 조직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85)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행정심판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86)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서는 우선, 두 기능을 분리하여 각

각 별개의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조사․소추기능과 심결 기능의 분리에 대한 모델87)

가. 담당기관 자체를 분리하는 방안

조사와 심결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자체를 분리하는 방안 중 하나는

캐나다의 경쟁당국처럼 공정거래위원회를 조사․소추 권한만을 가지는

일반 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은 특별법원이

담당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소추 기

능을 분리하여 일반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청으로 독립시키고, 공정거래위

원회는 심의․의결만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영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나. 내부 직능을 엄격히 분리하는 방안

담당기관을 분리시키지 않는 방안으로는 현재와 같이 조사 및 소추,

심의 및 의결 기능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담당하되 내부 직능

을 엄격히 분리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대표적이며, 연

방거래위원회에서는 직능을 엄격히 분리하고88), 심결의 공정성을 높이기

85) 김하열, 이황, 전게논문, 198면.
86) 황태희, “독점규제법 집행시스템의 개선방안”, 「저스티스」통권 제123호

(2011), 198면.
87) 이에 대한 내용은 신현윤, “공정거래위원회 심결구조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사판례연구」제14권(2003), 200~204면을 정리한 것이다.
88)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행정청에는 재결권한과 조사·기소권한이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무장관 위원회는 행정절

차에 수인불가능한 비용 초래, 개별 행정청 간의 갈등, 중복된 개별 행정청

들의 다층화, 정책결정책임의 이분화 등의 단점 때문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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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충원 과정에서 법률적 전문가, 경제분석 전

문가, 회계 전문가 등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처리 경험이 많거

나 공정거래법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사건국에서 조사

및 소추 시 법률적 자문을 해주는 부서를 신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2. 공정성: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의 융합·분리 문제

1)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 담보 문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소추)기능을 담당하는 사무처와 심판기능을 담

당하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하나의 조직이 조사(소추)

기능과 심판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것은 피심인의 방어권을 제한하거나,

위원들이 소추자인 심사관의 주장에 치우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공

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84).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2003. 7. 24. 2001헌가25 결정의 반대의견

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적 전문성과 사법절차적 엄격성을 함께 가

져야 하며 그 규제절차는 당연히 ‘준사법절차’로서의 내용을 가져야 하

고, 특히 과징금은 당해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생각

할 때, 그 부과절차는 적법절차의 원칙상 적어도 재판절차에 상응하게

조사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어야 하고, 심판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증거조사와 변론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심판관의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만 할 것인데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미흡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의 융합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

84) 김하열, 이황, “공정거래위원회 법적 성격과 사건처리 및 불복의 절차”,

「고려법학」제75권(2014),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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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기능을 분리하여 조직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85)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행정심판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86)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서는 우선, 두 기능을 분리하여 각

각 별개의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조사․소추기능과 심결 기능의 분리에 대한 모델87)

가. 담당기관 자체를 분리하는 방안

조사와 심결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자체를 분리하는 방안 중 하나는

캐나다의 경쟁당국처럼 공정거래위원회를 조사․소추 권한만을 가지는

일반 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은 특별법원이

담당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소추 기

능을 분리하여 일반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청으로 독립시키고, 공정거래위

원회는 심의․의결만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영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나. 내부 직능을 엄격히 분리하는 방안

담당기관을 분리시키지 않는 방안으로는 현재와 같이 조사 및 소추,

심의 및 의결 기능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담당하되 내부 직능

을 엄격히 분리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대표적이며, 연

방거래위원회에서는 직능을 엄격히 분리하고88), 심결의 공정성을 높이기

85) 김하열, 이황, 전게논문, 198면.
86) 황태희, “독점규제법 집행시스템의 개선방안”, 「저스티스」통권 제123호

(2011), 198면.
87) 이에 대한 내용은 신현윤, “공정거래위원회 심결구조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사판례연구」제14권(2003), 200~204면을 정리한 것이다.
88)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행정청에는 재결권한과 조사·기소권한이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무장관 위원회는 행정절

차에 수인불가능한 비용 초래, 개별 행정청 간의 갈등, 중복된 개별 행정청

들의 다층화, 정책결정책임의 이분화 등의 단점 때문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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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행정심판관을 별도로 두고, 행정심판관은 독립적으로 청문을 주

재하여 1차 결정을 내린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조사기능과 심결

기능을 각기 분리하는 방안은 비효율적이고, 적절하지 않다. 첫째, 공정

거래위원회는 조사와 심결을 포함한 심판기능이외에도 정책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두 업무가 상호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확

립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둘째, 반드시 조사기능과 심판기

능이 조직적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야만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

니다. 오히려 두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에 공정위의 전문성,

공정성이 함께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른 방향

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89) 셋째, 다른 행정청의 경우에도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행정청이 법의 요건에 해당

하는지 직접 판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도 행정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하고, 세부적으로는 조사 및 소추 기능을 수행하는

자와 의결하는 자가 다르기는 하나 위원회가 행정청으로서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검찰과 법원처럼 담당기관을 분리하는 등의 엄격한

기능상의 분리가 필요해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2003. 7. 24. 2001헌가25 결정에서 “공정

거래법에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

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 경제행위

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관한 사실수집과 평가는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정

책적 결단에 입각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

의 결정권자인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위하여 기관을 분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박수헌, “미국의 행

정법판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제27집(2005), 281면).
89) 이와 같은 견해로 신현윤, 전게논문 논문 205~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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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절차에서는 통지, 의견진술

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절차에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

거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

고 밝히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결을 함에 있어서 소추권자(사무처)와 심

결권자(위원회)가 하나의 조직 안에 있어 외부에서 특히 피심인의 입장

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3. 독립성: 위원의 독립성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되었다(공정거래법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

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이 독립성

을 가지고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의 위원은 의결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오로

지 법령에만 구속된다.90)

그러나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또는 공정거래위원장

의 제청으로 위원들을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3년)가 대통령의 임기(5년)

보다 짧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에 의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임

의 형식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91)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일부에서

90) 이봉의, 전게논문, 25-26면.
91)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이 실제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

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례도 있어 심결의 독립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신현윤, 전게논문,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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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행정심판관을 별도로 두고, 행정심판관은 독립적으로 청문을 주

재하여 1차 결정을 내린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조사기능과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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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는 조사와 심결을 포함한 심판기능이외에도 정책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두 업무가 상호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확

립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둘째, 반드시 조사기능과 심판기

능이 조직적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야만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

니다. 오히려 두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에 공정위의 전문성,

공정성이 함께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른 방향

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89) 셋째, 다른 행정청의 경우에도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행정청이 법의 요건에 해당

하는지 직접 판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도 행정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하고, 세부적으로는 조사 및 소추 기능을 수행하는

자와 의결하는 자가 다르기는 하나 위원회가 행정청으로서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검찰과 법원처럼 담당기관을 분리하는 등의 엄격한

기능상의 분리가 필요해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2003. 7. 24. 2001헌가25 결정에서 “공정

거래법에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

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 경제행위

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관한 사실수집과 평가는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정

책적 결단에 입각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

의 결정권자인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위하여 기관을 분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박수헌, “미국의 행

정법판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제27집(2005), 281면).
89) 이와 같은 견해로 신현윤, 전게논문 논문 205~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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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절차에서는 통지, 의견진술

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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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

고 밝히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결을 함에 있어서 소추권자(사무처)와 심

결권자(위원회)가 하나의 조직 안에 있어 외부에서 특히 피심인의 입장

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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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의 위원은 의결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오로

지 법령에만 구속된다.90)

그러나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또는 공정거래위원장

의 제청으로 위원들을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3년)가 대통령의 임기(5년)

보다 짧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에 의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임

의 형식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91)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일부에서

90) 이봉의, 전게논문, 25-26면.
91)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이 실제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

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례도 있어 심결의 독립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신현윤, 전게논문,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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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의 임명 시 의

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92) 헌법재판소도 2003. 7. 24. 2001헌

가25 결정의 소수의견에서 “위원의 임명권한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되

어 있고 위원회 자체가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부조직

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의 하나로 조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

조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구체적 시책에 반하는 판단을 하기 곤란

하고, 위원회의 결정은 정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의견

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임명 시 의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조직의 구성에 대하여 의회가 개입하는 것이 독립성을 보

장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으며, 오히려 이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할뿐

만 아니라 의회도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게 되어 결국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야기시킨다.93)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기관이라는 점, 공정거래 관련 정책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에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임명

에 의회가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예컨대, 위원의 소신있는 임무 수

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임기를 늘리고, 실질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보

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Ⅲ. 소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혼재되어 있는 독임제와 합의제 요소를 분

리하여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 측면에서 기존의 비판을 재검토하고, 문

제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독임제 요소와 관련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

도의 운영, 사무처 중심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존의 비판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심판기능과 정책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간

92) 조성국, 전게논문, 62~63면.
93) 이원우, 전게서, 280-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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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기존의 비판에서 제기된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 및 공정성 훼손 문제에 대한 원인은 독임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독임제가 심판기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있으므로 이는 순수한 형태의 합의제

로 조직을 변경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보완 장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합의제 요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전문성 측면에서 과도한 사건처리 문제와 보좌

인력의 부족, 비상임위원으로 인해 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행정

가 위주의 인사관리로 인해 직원의 전문성이 앉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공정성 측면에서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소추기능과

심결기능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각 기능간 상승효과를 고

려할 때,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셋째, 효율성 측면에서 9인의 위원 중 4인

을 전문성과 공정성의 담보가 보장되지 않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현

재의 위원구성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넷째, 독립성 측면에

서 위원들이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 대통령으로부터 불합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임기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문제점

Ⅰ. 직권주의와 관련한 문제점94)

1. 조사단계 : 신고사건 처리의 비효율성 문제

94)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전문적 규제행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권주의 요소도 필요하다. 이는 기능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의 이

해관계에 구속되지 않고,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권

한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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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의 임명 시 의

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92) 헌법재판소도 2003. 7. 24. 2001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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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혼재되어 있는 독임제와 합의제 요소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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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조성국, 전게논문, 62~63면.
93) 이원우, 전게서, 280-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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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기존의 비판에서 제기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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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심사불개시사유95)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수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제11조 제1항) 모든 신고에 대하여 조사개시여부를 검토하여

야 한다. 그런데 신고사건은 2014년 2,777건, 2015년 2,190건으로 1990년

대 초반 연간 500여건이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96). 이로 인해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

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사건처리의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

다.97)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사건처리절차규칙에서 신고의 법적 성

격을 고려하지 않고 심사불개시 요건을 소극적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다

는 데에 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는 법위반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

인에게 신고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 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 5682 판결). 이에 따르면 신고는 단순히 직권발동을 촉구

하는 단서 제공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사개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건처리절차규칙에서는 심

사불개시 사유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소를 취하한 경우’, ‘법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은 사실상 대부분의 신

고사건에 대하여 심사를 개시하거나 심사를 개시한 것과 유사하게 구체

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고사건의 심사개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95) 공정거래위원회 절차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불개시 사유는 매

우 제한적이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

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
96)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1996년, 2014년, 2015년) 참고.
97) 이와 같은 견해로 조성국, 전게논문,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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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예컨대 신고자가 피해보상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

우,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에 의한 방식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더 효

율적인 경우, 위반 사업자가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이고98), 피해

사례가 극히 드문 경우 등은 신고 사건의 심사불개시 요건을 보다 적극

적으로 신설하여 사건처리절차규칙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사건을 이해당사자가 특정되는 사건과 그렇지 않

은 사건으로 분류하여, 당사자 간 분쟁 성격의 사건은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처리하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건들은

당사자 간 분쟁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남겨 사건을 처

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99)

2. 심의단계 : 약식절차의 위임근거 문제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경우에는 약식절차에 의해서 사건이 처리된다(사건처리절차규칙

제59조). 이 경우 각 회의는 서면으로 심의하고(제60조), 심사관이 작성

한 약식의결서로 의결서를 갈음한다(제61조). 이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

건처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진

술 등의 기회가 봉쇄된다는 점에서 상위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비

판100)이 있다.

98) 실제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심사면제대상으로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지대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공정

거래저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외형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을 의미한다. 불공저거래

행위 혐의사실을 실행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

이 10%미만인 경우이거나, 당해 업체의 연간매출액 또는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

합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99) 한국개발연구원, “신고사건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2015, 208면.
100) 박정훈, 전게논문, 10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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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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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고려하지 않고 심사불개시 요건을 소극적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다

는 데에 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는 법위반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

인에게 신고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 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 5682 판결). 이에 따르면 신고는 단순히 직권발동을 촉구

하는 단서 제공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사개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건처리절차규칙에서는 심

사불개시 사유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소를 취하한 경우’, ‘법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은 사실상 대부분의 신

고사건에 대하여 심사를 개시하거나 심사를 개시한 것과 유사하게 구체

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고사건의 심사개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95) 공정거래위원회 절차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불개시 사유는 매

우 제한적이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

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
96)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1996년, 2014년, 2015년) 참고.
97) 이와 같은 견해로 조성국, 전게논문,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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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예컨대 신고자가 피해보상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

우,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에 의한 방식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더 효

율적인 경우, 위반 사업자가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이고98), 피해

사례가 극히 드문 경우 등은 신고 사건의 심사불개시 요건을 보다 적극

적으로 신설하여 사건처리절차규칙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사건을 이해당사자가 특정되는 사건과 그렇지 않

은 사건으로 분류하여, 당사자 간 분쟁 성격의 사건은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처리하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건들은

당사자 간 분쟁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남겨 사건을 처

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99)

2. 심의단계 : 약식절차의 위임근거 문제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경우에는 약식절차에 의해서 사건이 처리된다(사건처리절차규칙

제59조). 이 경우 각 회의는 서면으로 심의하고(제60조), 심사관이 작성

한 약식의결서로 의결서를 갈음한다(제61조). 이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

건처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진

술 등의 기회가 봉쇄된다는 점에서 상위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비

판100)이 있다.

98) 실제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심사면제대상으로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지대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공정

거래저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외형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을 의미한다. 불공저거래

행위 혐의사실을 실행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

이 10%미만인 경우이거나, 당해 업체의 연간매출액 또는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

합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99) 한국개발연구원, “신고사건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2015, 208면.
100) 박정훈, 전게논문, 10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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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사건처리절차규칙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의 위임을 받아 제

정된 위임명령101)으로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야한다. 더욱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정식회의

에 부의되어 정식절차를 거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

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52조 제2항). 반면에

약식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과 자료를 제시할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그들의 권리를 제한한다.

따라서 현행 사건처리절차규칙의 약식처리절차는 상위법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식절차를 폐지하거나 공정거래법

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약식절차가 상대방의 동의하에 진행된다

는 점과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사건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서 약식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의결단계 : 합의제의 비효율성 문제

심사관은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경고, 시정권고 등에 해당

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사건처리절차규

칙 제53조의 2). 이 규정에 의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에 해당하

는 모든 사건의 경우 소회의 또는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그런데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 수를 보면, 2015년도

기준 4,034건으로 위원들이 처리하여야하는 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아 사

안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하여 합의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법원의 소송에서

101) 공정거래법 제55조의2에서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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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위원의 수를 늘리거나 위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후자의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모

든 사건을 합의제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원리에서 살펴보았듯이 합의제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객관적인 인식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그 판단을 다수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

리적일 때 유용한 의사결정방식이다.102)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객관적 인식에 대한 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관한 사

항이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합의제 방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의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1인이 단독으로 판단하거나 권한위임을 통해서 심

사관이 전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권한이 합의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합의제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기 위하여 최소한 위원 1인이

나 심사관의 자의에 의해서 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예컨대, 기존에 유사한 심결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거나

피심인이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또는 피해가 적은 경우 등 합의제의 예

외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

안이 복잡한 경우, 심결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소회의 또는 전원회

의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합의

를 거치도록 하여 합의제의 합리성을 구현시켜야한다.

과징금, 고발의 경우에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경고 등과 달리 피심인

에게 더 침익적인 행정작용이라는 점임에도 합의제 방식을 포기하는 것

은 공정성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과 고발지침이 상세히 규

102) 이원우, 전게서, 275~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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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사건처리절차규칙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의 위임을 받아 제

정된 위임명령101)으로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야한다. 더욱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정식회의

에 부의되어 정식절차를 거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

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52조 제2항). 반면에

약식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과 자료를 제시할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그들의 권리를 제한한다.

따라서 현행 사건처리절차규칙의 약식처리절차는 상위법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식절차를 폐지하거나 공정거래법

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약식절차가 상대방의 동의하에 진행된다

는 점과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사건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서 약식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의결단계 : 합의제의 비효율성 문제

심사관은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경고, 시정권고 등에 해당

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사건처리절차규

칙 제53조의 2). 이 규정에 의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에 해당하

는 모든 사건의 경우 소회의 또는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그런데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 수를 보면, 2015년도

기준 4,034건으로 위원들이 처리하여야하는 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아 사

안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하여 합의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법원의 소송에서

101) 공정거래법 제55조의2에서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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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위원의 수를 늘리거나 위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후자의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모

든 사건을 합의제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원리에서 살펴보았듯이 합의제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객관적인 인식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그 판단을 다수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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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고, 심결례와 판례 등에 비추어 판단할 경우 자의적인 법적용

이 어렵다는 점에서 과징금과 고발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

Ⅱ. 대심주의와 관련한 문제점

1. 조사 단계 : 과잉조사 및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문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

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 청취를 요구할 수 있고(이하 ‘출석요

구’),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자료를 조사(이하 ‘현장조사’)

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50조).

그런데 과잉조사와 조사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출석요구의 경우 출석요

구서에 명시된 사항만으로는 피심인이 어떤 유형의 법위반으로 인해 조

사를 받게 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103). 공정거래법 상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55조 제

1항). 그러나 사건명의 경우 예컨대 “00사의 시장지위남용에 대한 건”으

로 표현되어 이를 통해서는 언제, 어떤 행위와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지

는지 알 수 없다. 둘째, 현장조사의 경우 사건명, 피조사인, 조사일시, 조

사대상 등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조차 없어 실

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는 조사공문에 사건명 또는 조사대상 등

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현장조사는 진행 과정에

서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 범위가 다른 조사유형

보다 불확정적이고 포괄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

하다.104)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2월 ‘공정거래위

103) 조성국, 전게논문, 71면.
104) 강수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행사와 형사절차상 원칙과의 관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7호(20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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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동 규칙 제16조에서 현장조사

시 조사기간, 목적, 조사 대상과 방법을 명시한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은 공정거래법에서 조사권 남

용 금지 규정(동법 제50조의 2)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고무적인 변

화이나, 피조사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출석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출석요구보다 피심인에게 더 침익적일 수

있는 현장조사공문의 구체적 내용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심의 단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의결은 본질상 행정처분절차이지만, 일반

행정절차와는 달리 소송에 준하는 절차적 보장이 요구된다. 이는 공정거

래사건은 여타의 행정처분과 달리 2심제를 취하고 있고(공정거래법 제55

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절차가 사실상 1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입법자가 공정거래사건이 고도의 전

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아 이에 대한 1차적 판단권한을 전문성

이 있는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처분절차는 비록 행정처분이나, 일반 행정절차보다 더 강화된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적절

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1) 편면적 접촉의 문제105)

사건이 회의에 상정되면, 심의기일에는 당해 사건의 심사관과 피심인

이 모두 출석하여(사건처리절차규칙 제34조 제1항), 자신의 주장에 관한

105) 편면적 접촉의 문제라 함은 심결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당해 사건 또는

그것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예단 또는 편견을 가

질 가능성이 있는 지위 또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비공식적인 협의를 금

지하는 법리를 말한다(신현윤, 전게논문,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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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의기일 이전에 피심인이 없는 장소에서 심

사관이 위원에게 사건보고를 하는 것(‘편면적 접촉’의 문제)이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

고 있다106). 사건처리절차규칙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 일방만을 대면 접촉하여서는 안된다(제

30조의 7 제3항)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이 주심위원 또는 소회

의 의장으로 국한되어 있고, 그마저도 준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생각건대 위원이 사건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거나 일방의 주장에 치

우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의 의견을 동등한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가 구

체적으로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

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심사관이 심의기일 전에 편면적으로 위

원을 접촉하는 것은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으며, 피심인과 심사관 모두

배석한 자리에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도록 하여야 한다는 비판은 타당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실무 상 심사

관이 위원에게 안건보고를 할 경우 심결보좌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여 공

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심결보좌 공무원이

피심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해결방식은 타당하

지 않다. 따라서 편면적 접촉을 금지하고, 편면적 접촉에 의하여 제기된

주장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배제하는 규정의 신설을 검토하는

등 심사관과 피심인이 모두 배석한 장소에서 위원을 접촉하도록 할 실질

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 증거조사와 증거채택의 문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상대방이 제출

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

106) 조성국, 전게논문,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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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있

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사건처리절차규칙 제30조의 7 제1

항 내지 제2항).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도 통상의 재판

절차처럼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107). 이 견해에 따르면 다음의 두 가지가 문제된다. 첫째, 현재 공정

거래위원회의 증거조사 권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둘째,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첨부된 참고자료나 공정거래법 제

52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제출한 자료처럼 임의제

출 문서에 대하여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되거나 다

투어질 수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다투어지고 있지 않다.108) 이와 관련하

여 헌법재판소 2003. 7. 27. 선고 2001헌가25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공

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절차에서 사법절차에서와 같은 증거조사절차

나 변론절차는 법률상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형사소

송법 등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증거법칙 같은 것도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총

칙이 마련하고 있는 여러 보장적 조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과징금부과절차가 민사나 형사의 소송절차와 반드시 같아야 할 필요는

물론 없다. 그러나 소송절차에서 부당한 처벌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발

견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 예컨대 당사자에게 사실과

법률 모두에 관하여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 진정성립이 담

보되지 아니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 등

의 최소한의 적법절차는 반드시 법률 자체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공

정거래법에는 이와 같은 보장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

한 바 있다.

생각건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은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절차가

민·형사 소송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심주의를 바탕으로 심

107) 홍대식․최수희, 전게논문, 314면.
108) 홍대식․최수희, 전게논문,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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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의기일 이전에 피심인이 없는 장소에서 심

사관이 위원에게 사건보고를 하는 것(‘편면적 접촉’의 문제)이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

고 있다106). 사건처리절차규칙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 일방만을 대면 접촉하여서는 안된다(제

30조의 7 제3항)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이 주심위원 또는 소회

의 의장으로 국한되어 있고, 그마저도 준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생각건대 위원이 사건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거나 일방의 주장에 치

우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의 의견을 동등한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가 구

체적으로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

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심사관이 심의기일 전에 편면적으로 위

원을 접촉하는 것은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으며, 피심인과 심사관 모두

배석한 자리에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도록 하여야 한다는 비판은 타당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실무 상 심사

관이 위원에게 안건보고를 할 경우 심결보좌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여 공

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심결보좌 공무원이

피심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해결방식은 타당하

지 않다. 따라서 편면적 접촉을 금지하고, 편면적 접촉에 의하여 제기된

주장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배제하는 규정의 신설을 검토하는

등 심사관과 피심인이 모두 배석한 장소에서 위원을 접촉하도록 할 실질

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 증거조사와 증거채택의 문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상대방이 제출

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

106) 조성국, 전게논문,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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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문서에 대하여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되거나 다

투어질 수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다투어지고 있지 않다.108) 이와 관련하

여 헌법재판소 2003. 7. 27. 선고 2001헌가25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공

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절차에서 사법절차에서와 같은 증거조사절차

나 변론절차는 법률상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형사소

송법 등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증거법칙 같은 것도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총

칙이 마련하고 있는 여러 보장적 조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과징금부과절차가 민사나 형사의 소송절차와 반드시 같아야 할 필요는

물론 없다. 그러나 소송절차에서 부당한 처벌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발

견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 예컨대 당사자에게 사실과

법률 모두에 관하여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 진정성립이 담

보되지 아니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 등

의 최소한의 적법절차는 반드시 법률 자체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공

정거래법에는 이와 같은 보장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

한 바 있다.

생각건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은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절차가

민·형사 소송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심주의를 바탕으로 심

107) 홍대식․최수희, 전게논문, 314면.
108) 홍대식․최수희, 전게논문,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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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

하고 있고, 그 전제로 양측이 제시한 증거가 의결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는 점에서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경청할만 하

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에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판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3. 의결단계

1) 만장일치 합의 방식과 소수의견 부기 문제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정거래법 제42조).

또한, 소수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사건처리절차규칙 제54조 제3항). 다만,

실무상으로는 전원회의도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관행이

며, 실제로 소수의견이 부기된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

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만장일치 합의방식은 위원 간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의

견이 다를 경우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의 영향력이 더 크게 행사되어 공

정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109). 합의제 방식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의제

의 장점은 위원의 판단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속에서 자유롭게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의 해석과 적용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된 공·사익에 따라 위

원들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만장일치에

의해 합의하도록 한다는 것은 소수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만든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동

법 제43조 제3항).

109) 조성국, 전게논문,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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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 관행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투명

성과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다수의견에 따른 합의결과만 공개하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심

사관, 이해관계자 등이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특히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이 팽팽

한 논쟁이 있는 경우 합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그에 따른 결

론은 의결 그 자체의 합리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있

다. 또한, 소수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이후에 다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피심인의 입장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기록으로 남겨야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대법원의 판례변

경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도 현재의 소수의견이 훗날의 다수의견

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수의견과 대등한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전원회의와 소회의 모두 다수결에 의한 합의방식으로 하고, 대

법원(법원조직법 제15조)과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처럼

소수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무혐의 결정 등에 대한 의결서 작성 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의 소관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한다(공정거래

법 제45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르면 무혐의 처분, 심의절차종료 등 법위

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의결서로 하지 않

아도 되고, 관행적으로도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회의의 결과를 간단한 공

문으로 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혐의나 심의절차종료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판단 근거나 이유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의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신고인 등 이해

관계자의 재신고 기회가 박탈될 수 있고, 공정위 내부에서도 선례의 근

거를 찾기 어려워 일관성 없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결정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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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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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정거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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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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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만장일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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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 제3항).

109) 조성국, 전게논문,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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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 관행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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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맡은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법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이후 신고인이 근거서류 일체를 공개청구

한 사안에서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대법원 2007. 6. 1.선고 2000두9212 판결). 이와 같은 판결의 취지는 정

보공개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그 근거를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히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에 비추어 공정거래법에서도 무혐의 결정 등에 대한 판단 근거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하반기부터 무혐의 결정의

경우에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업무 방침을 정하였다.110)

이를 통해 심사관이 조사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무혐의 결정서가 다른

사건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성

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111) 또한, 선례로서 이후의 사건에

근거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선례가 축적되어 일반적인 기준이 만

들어질 수도 있다. 피심인이나 일반 국민에게는 의결의 기초가 된 근거,

논리적인 판단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후 의결(또는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사법심사를 청구할 때에도 적절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다만, 무혐의 결정 이외에도 위원회에 상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담은 의결서 또는 약식 결정서 등을 작성

하여 공개하도록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소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에 혼재되어 있는 직권주의와 대심주의 요소를

110) 공정거래위원회, 제343회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2016. 6. 28.
111) 연합뉴스, “공정위 무혐의 의결서 첫 공개…심의 투명성 높인다”, 2016. 9.

5.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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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고, 각각의 요소를 조사·심의·의결 단계로 구분하여 기존의 비판을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112) 먼저 직권주의와 관련하여 조사단

계에서는 신고사건의 심사개시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이

확보되지 않아 대부분의 신고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심의단계에서 효율적인 사건처리

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약식절차가 위임명령인 사건처리절차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의결단계에서는 심사관 조치의견이 시정명령·과징

금·고발에 해당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위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물리적으로 심결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대심주의와 관련하여 조사단계에서는 출석요구와 현장조사

에 있어서 조사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정함으로써 과잉

조사 및 피심인의 방어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심의

단계에서는 편면적 접촉으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사건처리절차규칙에서 편면적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

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증거조사와 증거채택에 있어서 증거능력과 증

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어 위원회의 판단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의결단계에서 소회의의

만장일치 합의방식으로 인해 소수의견이 무시될 수 있고, 소수의견이 부

기되지 않음으로써 향후 위원회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사라

지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무혐의 결정 등에 대한 의결서가 작성

되지 않아 의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 상 문제점은 앞서 살펴 본 조직의

문제점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둘

112) 직권주의와 대심주의가 각각 하나의 행정이념에만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

만, 주로 직권주의는 효율성에 방점이 있고, 대심주의는 공정성을 강화시

키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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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개하도록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소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에 혼재되어 있는 직권주의와 대심주의 요소를

110) 공정거래위원회, 제343회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2016. 6. 28.
111) 연합뉴스, “공정위 무혐의 의결서 첫 공개…심의 투명성 높인다”, 2016. 9.

5.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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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고, 각각의 요소를 조사·심의·의결 단계로 구분하여 기존의 비판을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112) 먼저 직권주의와 관련하여 조사단

계에서는 신고사건의 심사개시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이

확보되지 않아 대부분의 신고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심의단계에서 효율적인 사건처리

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약식절차가 위임명령인 사건처리절차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의결단계에서는 심사관 조치의견이 시정명령·과징

금·고발에 해당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위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물리적으로 심결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대심주의와 관련하여 조사단계에서는 출석요구와 현장조사

에 있어서 조사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정함으로써 과잉

조사 및 피심인의 방어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심의

단계에서는 편면적 접촉으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사건처리절차규칙에서 편면적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

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증거조사와 증거채택에 있어서 증거능력과 증

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어 위원회의 판단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의결단계에서 소회의의

만장일치 합의방식으로 인해 소수의견이 무시될 수 있고, 소수의견이 부

기되지 않음으로써 향후 위원회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사라

지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무혐의 결정 등에 대한 의결서가 작성

되지 않아 의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 상 문제점은 앞서 살펴 본 조직의

문제점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둘

112) 직권주의와 대심주의가 각각 하나의 행정이념에만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

만, 주로 직권주의는 효율성에 방점이 있고, 대심주의는 공정성을 강화시

키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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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모델이 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절차와 대륙법계 전통을 바탕

으로 구성된 EU의 집행위원회의 절차를 비교하여 직권주의와 대심주의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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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비교법적 연구

제 1 절 개설

제3장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일

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 경쟁법 규제기관의 조직과 절차를 비교법적으

로 연구하고자 한다. 보다 입체적인 비교를 위하여 연혁적으로 행정법

체계에서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경쟁법

규제기관 중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경쟁총국을 살펴본다.113) 특히

행정기관의 조직과 절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독임제와 합의제, 직권주의와 대심주의 요소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에 차용할만한 제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우리나

라와 미국, EU 등의 행정법 발전과정, 규제행정기관의 성격 등에 대한

이론적·현실적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사례와의 단순비

교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비판한 점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처럼 규제행정기관의 조직과 절차

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점은 같아야 하고, 어떤 점은 달라야하는지, 그

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고민함으로써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구해야할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13) 이와 관련하여 경쟁법 집행을 대륙식 모델과 미국식 모델로 구별하는 견

해가 있다. 미국식 모델은 독립한 행정위원회가 준사법 절차를 거쳐 심판

을 내리는 대심주의(행정기관 구조 자체의 사법화)이고, 대륙식 모델은 행

정관청이 직권으로 조사부터 처분까지 행하며 그 과정에서 일반 행정절차

의 일환으로 사전고지와 청문기회를 제공한다(행정절차의 사법화)고 설명

한다. 신현윤, 전게논문, 196-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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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비교법적 연구

제 1 절 개설

제3장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일

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 경쟁법 규제기관의 조직과 절차를 비교법적으

로 연구하고자 한다. 보다 입체적인 비교를 위하여 연혁적으로 행정법

체계에서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경쟁법

규제기관 중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경쟁총국을 살펴본다.113) 특히

행정기관의 조직과 절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독임제와 합의제, 직권주의와 대심주의 요소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에 차용할만한 제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우리나

라와 미국, EU 등의 행정법 발전과정, 규제행정기관의 성격 등에 대한

이론적·현실적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사례와의 단순비

교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비판한 점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처럼 규제행정기관의 조직과 절차

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점은 같아야 하고, 어떤 점은 달라야하는지, 그

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고민함으로써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구해야할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13) 이와 관련하여 경쟁법 집행을 대륙식 모델과 미국식 모델로 구별하는 견

해가 있다. 미국식 모델은 독립한 행정위원회가 준사법 절차를 거쳐 심판

을 내리는 대심주의(행정기관 구조 자체의 사법화)이고, 대륙식 모델은 행

정관청이 직권으로 조사부터 처분까지 행하며 그 과정에서 일반 행정절차

의 일환으로 사전고지와 청문기회를 제공한다(행정절차의 사법화)고 설명

한다. 신현윤, 전게논문, 196-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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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와의 비교

Ⅰ. 개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당시 조직 및 절차 상

모델이 되었다.114)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조직과 절차는

연방거래위원회의 그것과 유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의 문

제점을 지적함에 있어서도 연방거래위원회와 자주 비교된다. 한편, 공정

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우리나라의 행정현실에 맞추어 변형된 형태

로 도입·운영115)되고 있으므로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와 상당한

차이점도 존재한다.116) 이는 각각의 제도가 나름의 배경과 목적을 가지

고 설계된다는 점에서 연방거래위원회의 제도를 단순히 차용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두 기관을 비교·분석하여 공

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우리 행정

법 체계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 조직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연방거래위

원회의 조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미국의 연방행정절차법(Federal

114) 다수의 논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식의 독립한 행정위원회제도에 기

초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권오승 편, 전게서, 300~301면; 박정훈, 전게

논문, 999면; 신현윤, 전게논문, 205면.)
115)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 제도가 미국 행정법판사 제도의 취지를

우리식으로 수용하여 탄생한 제도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권오승 편, 전게

서, 315면.
116) 헌법재판소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률체계, 사법과의 행정관계, 경제현실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취해지는 규제수단에 대하여 사법적 체계나 요소를 어느 정도로 적용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제도 형성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선태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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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을 바탕으로 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절차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조직 및 절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단, 시사점

을 도출함에 있어서 연방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이한 설립 배

경을 가지고 있으며, 행사하는 권한의 법적 성격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Ⅱ.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직과 절차

1.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직

1) 개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합의제 규제기관으로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

쳐 경쟁법을 집행한다117). 특히, 연방거래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

적인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에 해당한다.118)

미국연방대법원도 1935년 Humphrey’s Executor v. U.S판결119)에서 연방

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순수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의 장이 아니

라 행정부에서 독립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규제위원

회의 장이라고 하여 연방거래위원회가 독립규제위원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5명의 위원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지

117) 미국에서는 경쟁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FTC이외에도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가 있다. 참고로 DOJ는 행정처분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행위중지명령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통해 당사자를 기소하여

셔먼법(Sherman Act), 클레이튼 법(Clayton Act) 등을 집행한다.
118) 정하명, “미국 행정법상의 독립규제위원회의 법적지위”, 「공법연구」제31

집 제3호(2003), 149면.
119) 앞의 글, 149면. 재인용(295 U.S. 60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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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와의 비교

Ⅰ. 개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당시 조직 및 절차 상

모델이 되었다.114)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조직과 절차는

연방거래위원회의 그것과 유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의 문

제점을 지적함에 있어서도 연방거래위원회와 자주 비교된다. 한편, 공정

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우리나라의 행정현실에 맞추어 변형된 형태

로 도입·운영115)되고 있으므로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와 상당한

차이점도 존재한다.116) 이는 각각의 제도가 나름의 배경과 목적을 가지

고 설계된다는 점에서 연방거래위원회의 제도를 단순히 차용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두 기관을 비교·분석하여 공

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우리 행정

법 체계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 조직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연방거래위

원회의 조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미국의 연방행정절차법(Federal

114) 다수의 논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식의 독립한 행정위원회제도에 기

초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권오승 편, 전게서, 300~301면; 박정훈, 전게

논문, 999면; 신현윤, 전게논문, 205면.)
115)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 제도가 미국 행정법판사 제도의 취지를

우리식으로 수용하여 탄생한 제도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권오승 편, 전게

서, 315면.
116) 헌법재판소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률체계, 사법과의 행정관계, 경제현실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취해지는 규제수단에 대하여 사법적 체계나 요소를 어느 정도로 적용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제도 형성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선태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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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을 바탕으로 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절차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조직 및 절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단, 시사점

을 도출함에 있어서 연방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이한 설립 배

경을 가지고 있으며, 행사하는 권한의 법적 성격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Ⅱ.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직과 절차

1.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직

1) 개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합의제 규제기관으로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

쳐 경쟁법을 집행한다117). 특히, 연방거래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

적인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에 해당한다.118)

미국연방대법원도 1935년 Humphrey’s Executor v. U.S판결119)에서 연방

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순수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의 장이 아니

라 행정부에서 독립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규제위원

회의 장이라고 하여 연방거래위원회가 독립규제위원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5명의 위원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지

117) 미국에서는 경쟁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FTC이외에도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가 있다. 참고로 DOJ는 행정처분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행위중지명령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통해 당사자를 기소하여

셔먼법(Sherman Act), 클레이튼 법(Clayton Act) 등을 집행한다.
118) 정하명, “미국 행정법상의 독립규제위원회의 법적지위”, 「공법연구」제31

집 제3호(2003), 149면.
119) 앞의 글, 149면. 재인용(295 U.S. 60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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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의제 규제기관이자 독립규제위원회이다. FTC는 우리나라의 공정거

래위원회와 같이 조사·소추 및 심의 기능을 모두 담당한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 이외에도 1차 결정(Initial Decision)을 담당하는 행정법판

사, 사건의 조사·소추 또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120)가

있다.

2) 위원

연방거래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연방거래위원

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FTC법) 제1조에 근거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보

장을 위해 4명 이상이 같은 정당의 소속으로 구성될 수 없다. 대통령으

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4년)보다 긴 7년을 임

기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어 업무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의원의 임기를 3년, 4년, 5년, 6년, 7년으로 차등화하였고, 두 번째

위원부터 7년으로 고정하였다. 위원장은 호선제로 임명되다가 조직의 효

율성을 위해 1950년부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121)

3)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

연방거래위원회는 위원 이외에도 행정법판사를 두고 있다. 행정법판사

는 위원의 최종결정 이전에 내려지는 1차 결정(initial decision)을 담당한

다. 행정법판사는 사법부의 판사와 구별되며,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120) 엄격히 말해서 FTC에는 우리나라의 사무처와 같이 사무처장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나,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사건조

사 및 행정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틀어 사무처로 통칭하기로 한

다.
121)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

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2015,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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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직원이다.122)

행정법판사는 행정청 소속의 공무원으로써 법원의 판사와 구별되며,

연방거래위원회로 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청문을 주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123) 행정법판사는 연방거래위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연방행정절차법(APA) 상 근거를 두고 있어 사회보장

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등에서도 활용되는 제도이다.124)

위원과 별개로 행정법판사를 두는 목적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조사·소

추 기능과 심의·의결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취약할 수 있는 공정성

을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원은 강제조사를 허

가하고, 심판개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추기능을 담당하는 직원들

과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행정법판사의 역할은 심의의 공정성을 보장하

기 위해 중요하다.125) 즉, 연방거래위원회는 조사 및 소추 기능을 담당하

는 사무처 직원과 기능면에서 분리된 행정법판사가 1차적인 심리 및 결

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126)

4) 사무처

연방거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

여 인사·예산·조직과 같은 일상적인 행정사무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처리

한다는 점에서 독임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위원장은 행정사무 처리권

한을 사무처에 위임하여 대부분 총무담당관실(Office of the Executive

122)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전게논문, 57면.
123) 박수헌, “미국의 행정법판사에 관한 고찰”, 전게논문, 271면.
124) 연방행정절차법(APA)에서 공식적인 심판은 행청청의 수장이나 FTC의 위

원들과 같은 행정청의 고위구성원 또는 행정법판사가 주재하도록 하고 있

다(§556(b)). 따라서 행정청이 청문이나 심리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초의 청문 또는 심리와 결정은 행정법판사가 행한

다(§557(b)). 조성국, 전게논문, 119-122면.
125) 조성국, 전게논문, 131-132면.
126)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전게논문,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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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의제 규제기관이자 독립규제위원회이다. FTC는 우리나라의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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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위원 이외에도 1차 결정(Initial Decision)을 담당하는 행정법판

사, 사건의 조사·소추 또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120)가

있다.

2) 위원

연방거래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연방거래위원

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FTC법) 제1조에 근거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보

장을 위해 4명 이상이 같은 정당의 소속으로 구성될 수 없다. 대통령으

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4년)보다 긴 7년을 임

기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어 업무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의원의 임기를 3년, 4년, 5년, 6년, 7년으로 차등화하였고, 두 번째

위원부터 7년으로 고정하였다. 위원장은 호선제로 임명되다가 조직의 효

율성을 위해 1950년부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121)

3)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

연방거래위원회는 위원 이외에도 행정법판사를 두고 있다. 행정법판사

는 위원의 최종결정 이전에 내려지는 1차 결정(initial decision)을 담당한

다. 행정법판사는 사법부의 판사와 구별되며,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120) 엄격히 말해서 FTC에는 우리나라의 사무처와 같이 사무처장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나,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사건조

사 및 행정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틀어 사무처로 통칭하기로 한

다.
121)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

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2015,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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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처

연방거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

여 인사·예산·조직과 같은 일상적인 행정사무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처리

한다는 점에서 독임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위원장은 행정사무 처리권

한을 사무처에 위임하여 대부분 총무담당관실(Office of the Executive

122)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전게논문, 57면.
123) 박수헌, “미국의 행정법판사에 관한 고찰”, 전게논문, 271면.
124) 연방행정절차법(APA)에서 공식적인 심판은 행청청의 수장이나 FTC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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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조성국, 전게논문, 131-132면.
126)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전게논문,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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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이 처리하고 있다.127)

연방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에 대비되는 조

직으로 법무담당관실(Office of General Counsel), 행정국장실(Office of

the Executive Director), 소비자보호국(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경쟁국(Bureau of Economics) 등 11개의 실과 3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조사는 소비자보호국(Bureau of Consumer protection)과 경쟁

국(Bureau of Economics)이 담당하고, 심의와 관련된 행정처리는 비서실

(Office of the Secretary)이 담당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장

과 같은 직위는 없다.128)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직도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127)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전게논문, 56면.
128) 조성국, 전게논문, 110면.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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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ftc.gov(검색일:201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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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절차

1) 개요

연방거래위원회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연방행정절차법(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에 따른다. 연방행정절차법은 대심

주의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절차적 참여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에 따른 연방거래위원회의 절차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연방거래위원

회에서 절차가 중시된 결정적 이유는 미국의 행정법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연방거래위원회가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원래 법

원에 속하는 것으로서 입법자에 의해 위임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

이 권한을 부여받은 연방거래위원회는 그 권한을 가능한한 재판절차와

유사하게 행사하여야 할 당위가 부여된다.130)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재처분 중 행정절차를 거치는 처분의

경우 연방행정절차법(APA)에서 규정한 정식처분절차(formal

adjudication)131)를 거친다. 연방행정절차법에서는 정식처분절차이외에도

비정식처분절차(informal adjudication)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방거래위원

회 규정집(U.S Federal Trade Commission Operating Manual)에서 연방

거래위원회의 절차를 청문실시 후 기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정식처분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정식처분절차는 대부분 배제된다.132)

제재처분절차를 크게 나누어보면 아래 <그림 5>와 같이 조사-행정법

130)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562-563면.; 최승원·양

승미, 전게논문, 219-221면에서 재인용.
131) formal adjudication과 informal adjudication을 “공식적 심판절차”와 “비공

식적 심판절차”로 번역하는 사례(조성국, 전게논문, 123면)도 있으나, 우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에 대응시켜 설명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 사

법 판단과는 구별되는 행정의 고유한 결정절차라는 점에서 “정식처분절차”

와 “비정식처분절차”로 번역하는 견해(이희정,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집행

절차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제3권 제1호, 2010, 201면)

를 따른다.
132) 조성국, 전게논문, 123~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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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의한 심의(청문) 및 1차 결정-이의신청 및 위원회에 의한 최종결

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5>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절차

조사

행정법 판사에 의한 심의 및

1차 결정(initail decision)

이의신청 및

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cision)

2) 조사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이루어진다. 예비조사는 신고, 직권인지,

다른 국가기관의 요청 등을 통해서 개시되며,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협

조를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예비조사를 마치게 되면 담

당자가 예비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소관국에서 사건화 여부를 결정한

다.133) 이때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점은 모든 신고에 대하여 심사를 개

시할 의무가 없고, 공익성과 예산, 인력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134)

본조사는 예비조사의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강제적인 자

료제출명령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강제절차 진행시에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사에 활용되는 수단에는 FTC법 제9조에

의해 발부되는 영장(subpoena), FTC법 제20조에 근거한 민사조사요구

133) 조성국, 전게논문, 128면.
134) 조성국, 전게논문,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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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조성국, 전게논문, 128면.
134) 조성국, 전게논문,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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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조사청문회, 열람명령 등이 있다135).

3) 행정법판사에 의한 심의 및 1차 결정

연방거래위원회의 절차에서 특이한 점은 위원이 아닌 행정법판사가

심의를 진행하고, 증거의 채택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행정법판사는 연방

거래위원회 결정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로서 조사에 관여한 위원과 소추

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사건을 판단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법판사는 연방행정절차법(APA)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면적 의사소통

의 금지 원칙136)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만일 행정법판사가 편몀ㄴ적 의

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서면자료와 구두 의견의 내용 및 자신의

응답 내용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137)138)

행정법 판사는 심의 후 1차 결정을 하고, 1차 결정문이 송달된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거나 FTC가 스스로 재심결정을 하지 않는 이

상 추가적인 절차의 진행없이 종국적인 결정이 된다.139)

4) 이의신청 및 위원회에 의한 최종결정

행정법판사의 1차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거나 위원회 스스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원회는 행정법판사의 1차 결정에 포함된 사실인정, 법적 결론

을 그대로 채택하거나 수정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법판사의

1차 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최종결정만이

불복의 대상이 된다.140)

135) 조성국, 전게논문, 129~131면.
136) 5. U.S.C. §551(14)
137) 조성국, 전게논문, 132면~133면.
138) 5. U.S.C. §554(d)(1)(A).
139) 조성국, 전게논문, 134면~135면.
140) 조성국, 전게논문,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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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비교

1) 공통점

조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두 기관은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

회를 통해 합의에 의한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 동일하다. 또한 일정기간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임면권자의 영향력을 배제시킴으로써 소신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두

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 있는 점도 같다. 기능분리와 관

련하여서도 조사 및 소추 기능과 심판 기능이 한 조직 내에서 융합되어

있으며, 직능분리를 통해 공정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

다.

절차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크게 심사-심의-의결의 단계를 거쳐 위원

회의 결정이 내려진다는 점이 동일하다. 또한, 상대방의 절차적 참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심의가 대심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같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2) 차이점

조직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원의 수가 연방거래위원회는 5인, 공정거

래위원회는 9인으로 각기 다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 외에도 부

위원장, 사무처장, 비상임위원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원장과 평위원

만 두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또한, 위원의 임명 시 연방

거래위원회의 경우 의회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는 반면에 공정

거래위원회는 위원장 임명 시에만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개입이 매우 제한적이다. 즉,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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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조성국, 전게논문, 129~131면.
136) 5. U.S.C. §551(14)
137) 조성국, 전게논문, 132면~133면.
138) 5. U.S.C. §554(d)(1)(A).
139) 조성국, 전게논문, 134면~135면.
140) 조성국, 전게논문,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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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만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공정거래법 제

37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행정법판사제도가 없다.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방거래위원회의 경우 연방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판사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와 다르다. 즉, 심의를 주재하는 자가 연방거래위원회는 위원과 독립된

행정법판사인 반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들 자신이고, 심의 후 연방

거래위원회는 행정법판사에 의한 1차 결정이 내려지는 것과는 달리 공정

거래위원회는 위원들에 의한 의결이 바로 내려진다.

2. 고려사항

1) 설립 배경과 독립성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설립 배경에

서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독립규제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것은 엽관

제141)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비당파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해밀턴 모델

의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합의제 형식의 위원회

가 등장하였다.142) 연방거래위원회도 독립규제위원회로써 1914년 연방거

래위원회법(FTC법) 제정과 함께 설립되었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설립 이

전까지 독점금지법의 집행은 연방법무부 소속 반독점국에서 담당하였는

데, 행정부 소속 법무부의 법집행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의회는 보다 적극적인 반독점법 집행을 위하여 대통령과 연방정부

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143) 따라서 연

방거래위원회는 그 설립부터 대통령과 연방 행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강한 규제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배경에서 비롯되었기 때

141) 이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당원이 공직을 차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42) 황의관, “미국의 독립규제행정청 개념 및 법적위상에 관한 연구”, 「토지공

법연구」제65집(2014), 259-260면.
143) 황의관, 전게논문, 259-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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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조직과 기능상 독립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에 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경제기획원의 한 부서로 출발하였고,

구경제기획원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

되었다. 따라서 소위 권력의 제4부라고 명명되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와 행정부 소속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기 요구되는 독립성의 정도가 태생

적으로 다르고,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각 기관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

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

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용할만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권한의 성격과 ‘준사법적 권한’의 의미

공정거래위원회와 연방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성격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설립 배경과 관계되는 것

으로 이른바 ‘준사법적 권한’의 의미에 대한 오해와 연결되어 있다. 즉,

미국의 ‘준사법적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권한에 대응하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견해

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미국에서는 19세기 말까지 법적용작용은 모두 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행정은 단지 사실행위만을 담당하였다. 20세기부터 법원의 법적용 권한

이 행정기관에게 이전되었는데, 이를 통상 준사법권이라고 한다.144) 원래

법원이 행사하던 권한이 행정기관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권한의 행사

는 가능한한 재판절차와 유사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

다.145)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준사법적 권한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행정

행위의 다른 표현일 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권한도 전

형적인 행정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146)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임무가 사법기능에 있다는 주

144) 박정훈, 전게논문, 1005-1007면.
145)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562-563면.
146) 이원우, 전게서, 278-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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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만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공정거래법 제

37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행정법판사제도가 없다.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방거래위원회의 경우 연방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판사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와 다르다. 즉, 심의를 주재하는 자가 연방거래위원회는 위원과 독립된

행정법판사인 반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들 자신이고, 심의 후 연방

거래위원회는 행정법판사에 의한 1차 결정이 내려지는 것과는 달리 공정

거래위원회는 위원들에 의한 의결이 바로 내려진다.

2. 고려사항

1) 설립 배경과 독립성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설립 배경에

서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독립규제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것은 엽관

제141)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비당파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해밀턴 모델

의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합의제 형식의 위원회

가 등장하였다.142) 연방거래위원회도 독립규제위원회로써 1914년 연방거

래위원회법(FTC법) 제정과 함께 설립되었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설립 이

전까지 독점금지법의 집행은 연방법무부 소속 반독점국에서 담당하였는

데, 행정부 소속 법무부의 법집행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의회는 보다 적극적인 반독점법 집행을 위하여 대통령과 연방정부

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143) 따라서 연

방거래위원회는 그 설립부터 대통령과 연방 행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강한 규제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배경에서 비롯되었기 때

141) 이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당원이 공직을 차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42) 황의관, “미국의 독립규제행정청 개념 및 법적위상에 관한 연구”, 「토지공

법연구」제65집(2014), 259-260면.
143) 황의관, 전게논문, 259-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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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조직과 기능상 독립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에 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경제기획원의 한 부서로 출발하였고,

구경제기획원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

되었다. 따라서 소위 권력의 제4부라고 명명되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와 행정부 소속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기 요구되는 독립성의 정도가 태생

적으로 다르고,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각 기관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

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

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용할만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권한의 성격과 ‘준사법적 권한’의 의미

공정거래위원회와 연방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성격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설립 배경과 관계되는 것

으로 이른바 ‘준사법적 권한’의 의미에 대한 오해와 연결되어 있다. 즉,

미국의 ‘준사법적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권한에 대응하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견해

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미국에서는 19세기 말까지 법적용작용은 모두 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행정은 단지 사실행위만을 담당하였다. 20세기부터 법원의 법적용 권한

이 행정기관에게 이전되었는데, 이를 통상 준사법권이라고 한다.144) 원래

법원이 행사하던 권한이 행정기관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권한의 행사

는 가능한한 재판절차와 유사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

다.145)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준사법적 권한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행정

행위의 다른 표현일 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권한도 전

형적인 행정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146)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임무가 사법기능에 있다는 주

144) 박정훈, 전게논문, 1005-1007면.
145)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562-563면.
146) 이원우, 전게서, 278-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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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달리 본질적으로 행정영역에 속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법절차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147)은 타

당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은 독자성이 인정되고, 사법과 구별되는

발전과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목표와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그 나름의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직과 그 절차에 있어서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비판받

고 있는 경우148)가 많은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임무의 중대성에 비추

어 조직과 절차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149)

3.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통해서 공정거래위

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연방거래위원회의 임무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

판기능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방거래위원회의 합의

제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에 대한 심판기능뿐만 아니라 경제정책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연방거

래위원회와 달리 독임제 요소가 가미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원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것은 미

국 특유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147) 헌법재판소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행정권과 사법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

로 간주하면서 그 권한의 수행에 있어서 엄격한 적법절차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절차를 주재하는 기관을 ‘준사법기관’이라고 판시한 바 있

다(헌법재판소 2003. 7. 27. 선고 2001헌가25 결정 중 반대의견).
148) 헌법재판소 2003. 7. 27. 선고 2001헌가25 결정 중 반대의견.
149) 박정훈, 전게논문, 1005-10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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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즉, 미국은 대의제민주정치에서 이

익집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이해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

라 특정 이해관계자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구성은 정파에 따라

배분하게 되고, 그 결과 의회가 위원의 임명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150)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른 방식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셋째, 연방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소추기능과 심판기능

이 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행

정심판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방거래위원회의 경

우 위원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차이

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만일 행정심판관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장치

는 없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제 3 절 EU 집행위원회와 비교

Ⅰ. 개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모델로 설

립되었지만, 대륙법계 전통을 가진 행정법에 기반한 행정기관이라는 점

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의 전

통을 반영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비교·분석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법 현실에 적합한 제도로 현행 문

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EU 집행위원회의

절차는 직권주의를 기반으로 대심주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심주의를 기반으로 직권주의 요소를 가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를

150) 이원우, 전게서, 278-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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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달리 본질적으로 행정영역에 속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법절차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147)은 타

당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은 독자성이 인정되고, 사법과 구별되는

발전과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목표와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그 나름의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직과 그 절차에 있어서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비판받

고 있는 경우148)가 많은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임무의 중대성에 비추

어 조직과 절차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149)

3.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통해서 공정거래위

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연방거래위원회의 임무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

판기능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방거래위원회의 합의

제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에 대한 심판기능뿐만 아니라 경제정책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연방거

래위원회와 달리 독임제 요소가 가미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원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것은 미

국 특유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147) 헌법재판소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행정권과 사법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

로 간주하면서 그 권한의 수행에 있어서 엄격한 적법절차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절차를 주재하는 기관을 ‘준사법기관’이라고 판시한 바 있

다(헌법재판소 2003. 7. 27. 선고 2001헌가25 결정 중 반대의견).
148) 헌법재판소 2003. 7. 27. 선고 2001헌가25 결정 중 반대의견.
149) 박정훈, 전게논문, 1005-10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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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즉, 미국은 대의제민주정치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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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행

정심판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방거래위원회의 경

우 위원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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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장치

는 없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제 3 절 EU 집행위원회와 비교

Ⅰ. 개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모델로 설

립되었지만, 대륙법계 전통을 가진 행정법에 기반한 행정기관이라는 점

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의 전

통을 반영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비교·분석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법 현실에 적합한 제도로 현행 문

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EU 집행위원회의

절차는 직권주의를 기반으로 대심주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심주의를 기반으로 직권주의 요소를 가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를

150) 이원우, 전게서, 278-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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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EU의 경쟁법 절차가 두 가지 상반된 특징

을 적절히 활용하여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도모하고 있다는 점

은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도 공정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EU 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정리한다. 또한, EU 집

행위원회가 영미법과 대륙법의 전통이 적절히 혼합된 제3의 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설계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한

다.

Ⅱ. EU 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절차

1. EU 집행위원회의 조직

1) 개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해

당하는 조직을 두고 있는데, 행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유럽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이다. 집행위원

회는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각 분야를 담당하는 총 28명의 집행위원들로

구성된다.151) 집행위원은 각 회원국에서 추천한 사람들에 대하여 유럽이

사회가 지명하고, 유럽의회에 의하여 승인된다.152) 집행위원회는 그 산하

에 33개 정책국(Directorates-General)을 두고 있는데, 경쟁법을 집행하

는 곳은 경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이다. 경쟁총국의

세부 조직도는 아래 <그림 6>과 같다.

151) 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2011, 2면.
152) 한국법제연구원, “EU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공정거

래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20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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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의 조직도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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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2011, 2면.
152) 한국법제연구원, “EU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공정거

래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20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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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

경쟁총국은 1명의 총국장(Director General)과 3명의 부총국장(Deputy

Director-General)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개의 세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9

개의 부서는 각각 에너지와 환경, 금융서비스 등 각 분야의 시장과 사건

분석, 그리고 카르텔 업무 등을 담당한다.154)

경쟁총국은 조사, 소추, 결정문 초안 마련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다. 이 때문에 경쟁총국이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Cimenteries CBR SA v.

Commission 사건에서 집행위원회의 절차가 공평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

이 아닌지 문제되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최종결정은 경쟁총국이 아니

라 위원회가 집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의 위반은 아

니라고 판시하였다.155)이에 대한 대안으로 집행위원회는 경쟁총국으로부

터 완전히 독립된 청문주재관(Hearing Officer)을 두고 있다156).

3) 청문주재관(Hearing Officer)

EU는 조직적·업무적으로 경쟁총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중립자

의 입장에서 청문을 실시하는 2명의 청문주재관을 두고 있다.157) 청문주

재관은 청문의 실시 결과 및 절차적 권리 보장 결과에 관하여 경쟁 담당

집행위원(Competition Commissioner)에게 보고한다158). 청문주재관은 절

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과 절차적 문제를 감독할 권한을 보

유하지만, 실체적 문제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다159).

154)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21면.
155) 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24면.
156)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23~24면.
157) 청문주재관 제도는 1982년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

입되었다. 청문주재관 제도는 미국의 행정법판사 제도를 차용하였으나 실

체적 내용에 대한 결정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행정법판사와 차이가

있다.(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23면.)
158)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23~24면.

- 74 -

이들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두심리를 진행

하고, 조사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 피심인의 절

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집행위원(Competition Commissioner)에게 심리절

차의 결과 및 절차적 권리의 적절한 행사에 관하여 보고하는 등의 기능

을 수행한다160).

4) 경제분석관(Chief Economist)

경쟁총국은 경제분석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경제분석관(Chief

Economist)를 두고 있다. 이들은 복합적인 경제이슈와 관련된 사건·정책

또는 정량분석이 필요한 사건·정책 등과 관련하여 경쟁총국에 독자적인

경제분석 자문을 제공한다.161)

2. EU 집행위원회의 절차

1) 개요

경쟁총국은 경쟁조약 집행규칙(Regulation 1/2003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 81

and Article 82 of the Treaty, 이하 ‘집행규칙’), 경쟁법절차 운영규칙

(Commission Regulation 773/2004 relating to the conduct of

proceedings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81 and Article 82

of the EC Treaty) 등에 근거하여 사건을 처리한다162). 사건처리 절차는

조사-청문주재관(Hearing Officer)에 의한 청문-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와 협의-집행위원회에 의한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159) 이희정, “EU행정법상 행정처분절차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제12권 제4

호), 2011, 492~494면.
160)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224면.
161)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23면.
162)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4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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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지 문제되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최종결정은 경쟁총국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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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고 판시하였다.155)이에 대한 대안으로 집행위원회는 경쟁총국으로부

터 완전히 독립된 청문주재관(Hearing Officer)을 두고 있다156).

3) 청문주재관(Hearing Officer)

EU는 조직적·업무적으로 경쟁총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중립자

의 입장에서 청문을 실시하는 2명의 청문주재관을 두고 있다.157) 청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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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21면.
155) 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24면.
156)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23~24면.
157) 청문주재관 제도는 1982년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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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23면.)
158)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2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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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두심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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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결과 및 절차적 권리의 적절한 행사에 관하여 보고하는 등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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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총국은 경제분석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경제분석관(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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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집행위원회의 절차

1) 개요

경쟁총국은 경쟁조약 집행규칙(Regulation 1/2003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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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rticle 82 of the Treaty, 이하 ‘집행규칙’), 경쟁법절차 운영규칙

(Commission Regulation 773/2004 relating to the condu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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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EC Treaty) 등에 근거하여 사건을 처리한다162). 사건처리 절차는

조사-청문주재관(Hearing Officer)에 의한 청문-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와 협의-집행위원회에 의한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159) 이희정, “EU행정법상 행정처분절차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제12권 제4

호), 2011, 492~494면.
160)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224면.
161)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23면.
162)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4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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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EU집행위원회의 절차

조사

청문주재관(Hearing Officer)에 의한 청문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와 협의

집행위원회에 의한 결정

2) 조사

사건의 단서는 신고나 직권인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고사건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간주하여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등 집행위원회는 조사의 착수

및 절차 개시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163). 집행위원회는

공동체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조사를

개시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반경쟁의 위법성이 심각한 경우, 해당

사건에 걸 맞는 유럽재판소의 판례나 집행위원회 자체의 결정 사례가 없

어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선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되는 당해 사건의 관행이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상당한 영

향을 끼치는 경우 공동체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간주된다.164)

163)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45~46면.
164) EC Commission, Notice on cooperation within the network of

competition authorities, OJ 2004 C101/42, paras. 14, 15 and 54., 이호선,

“유럽공동체 경쟁법규상의 집행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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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4년 집행위원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승인통지제

도165)를 폐지하고, 경쟁법 분야에서의 심각한 위반사례들에 집행위원회

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166)

조사는 피심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집행규칙 제18조 제1

항), 진술을 청취, 현장조사(집행규칙 제20조 제2항 및 제4항)를 하는 등

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67). 이때, 유럽재판소는 일관되게 집행위원회가 권

한을 남용하여 수집한 자료는 경쟁법위반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함으

로써 조사·소추 및 처분권을 사실상 독점하여 행사는 집행위원회의 자의

적 증거수집으로부터 사업자들을 보호한다.168)

집행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의 심사보고서에 해당하는 이의고지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송

부한다. 이때 사업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의고지서에 대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고, 집행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된 파일에의 접근권

(Access to the File)169)이 보장된다.

2004, 223면. 재인용
165) 사전승인통지제도는 일종의 면책권한으로서 집행위원회가 사업자의 행위

가 EU경쟁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해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

는 각 EU회원국의 시장상황과 경쟁규율의 원리가 상이하여 사업자의 법

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로

서는 법적 지위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집행위원회에 면

책신청을 하고보자는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로인해 집행위원회는

업무과중으로 정작 심각한 위반사례에 집중되어야 할 역량이 분산되었다

는 비판을 받았다. 이호선, 전게논문, 219-223면.
166) 이호선, 전게논문, 219-223면.
167)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46~47면.
168) 이호선, 전게논문, 247-248면.
169) 파일에의 접근권은 청문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집행위원회가 결정의

기초로 삼은 문서들을 사업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

업자는 더 나은상태에서 집행위원회 결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evidentiary

basis), 논리적 근거(reasoning)를 이해하고, 집행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반

론을 제기할 수 있다.(이희정, “EU행정법상 행정처분절차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제12권 제4호), 2011, 4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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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문주재관에 의한 심리

EU집행위원회의 경쟁법 집행 시 가장 특징적인 절차는 청문주재관에

의해 청문이 실시된다는 점이다. 청문주재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청문

을 주재하고, 그 결과를 경쟁담당 집행위원에 보고하여 집행위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피심인의 진술권, 집행위원

회의 자료에 대한 접근권, 절차의 공정성 등을 보장한다.

청문주재관은 집행위원회가 소추자 및 심판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

기 때문에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1982년 도입되었다.170)

3)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와의 협의

집행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각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Advisory

Committee)와 협의하여야 한다(집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5항).171) 따

라서 조사관은 사건의 예비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의 법률

자문부서(legal service)에서 검토하여 자문위원회에 송부한다.172) 이때,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지만(집행규칙

제14조 제5항)만,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그

의견이 결정문에 첨부되거나 공개되지는 않는다.173)

170)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48면.
171)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와 회원국들의 의견을 소통하는 통로역할을 담당하는

데 이 제도는 각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EU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24면.)
172) 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20면.
173)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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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위원회의 결정

경쟁총국의 조사는 집행위원회 전체회의(College)를 통해 결정된다.

집행위원회 전체회의는 집행위원장을 포함 각 분야를 담당하는 총 20명

의 집행위원들로 구성되며, 분야에 관계없이 집행위원회 전체의 입장을

결정한다.174) 집행위원회는 합의체로 운영되며, 경쟁정책 담당 위원이 있

으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고, 그 책임도 위원회 전체가 진다.

최종결정에는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유제시에는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적·법적 근거 뿐만 아니라 증거에 대한 검토의견

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75)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은 유

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Ⅲ.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비교

1) 공통점

조직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 기관은 복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합의에 의한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 동일하다. 또한 조사 및 소추

기능과 심판 기능이 한 조직 내에서 융합되어 있다는 점도 같다.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심사-심의-의결의 단계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다는 점이 동일하다. 또한, 상대방의 절차적 참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같다.

2) 차이점

조직과 관련하여서 EU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28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74) 외교통상부, 「EU정책브리핑」, 2007, 313면.
175) 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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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문주재관에 의한 심리

EU집행위원회의 경쟁법 집행 시 가장 특징적인 절차는 청문주재관에

의해 청문이 실시된다는 점이다. 청문주재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청문

을 주재하고, 그 결과를 경쟁담당 집행위원에 보고하여 집행위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피심인의 진술권, 집행위원

회의 자료에 대한 접근권, 절차의 공정성 등을 보장한다.

청문주재관은 집행위원회가 소추자 및 심판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

기 때문에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1982년 도입되었다.170)

3)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와의 협의

집행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각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Advisory

Committee)와 협의하여야 한다(집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5항).171) 따

라서 조사관은 사건의 예비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의 법률

자문부서(legal service)에서 검토하여 자문위원회에 송부한다.172) 이때,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지만(집행규칙

제14조 제5항)만,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그

의견이 결정문에 첨부되거나 공개되지는 않는다.173)

170)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48면.
171)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와 회원국들의 의견을 소통하는 통로역할을 담당하는

데 이 제도는 각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EU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24면.)
172) 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20면.
173) 한국법제연구원, 전게논문,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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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위원회의 결정

경쟁총국의 조사는 집행위원회 전체회의(College)를 통해 결정된다.

집행위원회 전체회의는 집행위원장을 포함 각 분야를 담당하는 총 20명

의 집행위원들로 구성되며, 분야에 관계없이 집행위원회 전체의 입장을

결정한다.174) 집행위원회는 합의체로 운영되며, 경쟁정책 담당 위원이 있

으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고, 그 책임도 위원회 전체가 진다.

최종결정에는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유제시에는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적·법적 근거 뿐만 아니라 증거에 대한 검토의견

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75)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은 유

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Ⅲ.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비교

1) 공통점

조직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 기관은 복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합의에 의한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 동일하다. 또한 조사 및 소추

기능과 심판 기능이 한 조직 내에서 융합되어 있다는 점도 같다.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심사-심의-의결의 단계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다는 점이 동일하다. 또한, 상대방의 절차적 참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같다.

2) 차이점

조직과 관련하여서 EU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28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74) 외교통상부, 「EU정책브리핑」, 2007, 313면.
175) 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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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으로 각기 다르다. 또한, EU 집행위원회에서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위

원은 1명에 불과하다. EU 집행위원회의 경우 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 직

속의 청문주재관을 두고 있어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수

행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또한, 위원의 임명 시

EU의 경우 EU이사회의 지명과 EU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지는 반면

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위원장만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되

어있다(공정거래법 제37조).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EU 집해위원회의 경우 청문주재관 제도가 활용

되고 있다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즉, 청문을 주재하는

자가 EU 집해위원회는 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 직속의 청문주재관인 반

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들이 직접 심의를 수행한다. 다만, 청문주재

관은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만 위원에게 보

고하고, 실체적인 내용은 관여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EU 집해위원회의 절차는 직권주의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경쟁법 위반행

위에 대한 조사 및 의결은 경쟁총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피

조사인은 비교적 제한적인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받는다. 이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의가 심사관과 피심인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한 대심주의

를 기본으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EU 집행위원회

의 청문은 피조사인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상

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공정거래위

원회 위원의 임무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있는 것과 달리 EU의 청

문주재관의 임무는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존중하는데 있다.176)

2. 고려사항: EU 경쟁법 집행의 특징

EU를 구성하는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적 전통을 가진 국가

와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가 공존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행정법적 특징

이 EU 경쟁법 집행에도 공동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EU 경쟁법 집행

176) 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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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이한 법전통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원칙에 바탕한 제3의 모

델에 해당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177)

그 결과 EU 경쟁법 집행은 직권주의를 중심으로 대심주의가 일부 가

미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영국이 EU에 가입하기 이전에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한 대륙법적 전통을 바탕으로 직권주의 절차를

구성하였고, 이후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청문주재관에 의한 청문절차 등 일부 대심주의적 요소를 가미

하였기 때문이다. 즉, EU 집행위원회가 절차에 있어서 피조사인의 방어

권 보장을 강화한 데에는 영국이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에 비추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자연적 정의에 따르면,

행정처분절차에도 중립적인 의사결정자가 필요하고, 고지를 받을 권리,

구두로 진행되는 청문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등이 필요하다.178)

3.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EU 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통해서 공정거래위

원회의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EU 집행위원회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중대한 법위반 사안에 역량을 집중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

원회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EU 집행위원회가 사전

승인통지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

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행정역량을 극대화시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도 연간 4000여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

하고 있고, 그로인해 정작 중요한 사안을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는 점에서 절차의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EU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둘째, EU 집행위원회의 절차는 직권주의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당사자

177) 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1면.
178) 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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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으로 각기 다르다. 또한, EU 집행위원회에서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위

원은 1명에 불과하다. EU 집행위원회의 경우 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 직

속의 청문주재관을 두고 있어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수

행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또한, 위원의 임명 시

EU의 경우 EU이사회의 지명과 EU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지는 반면

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위원장만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되

어있다(공정거래법 제37조).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EU 집해위원회의 경우 청문주재관 제도가 활용

되고 있다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즉, 청문을 주재하는

자가 EU 집해위원회는 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 직속의 청문주재관인 반

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들이 직접 심의를 수행한다. 다만, 청문주재

관은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만 위원에게 보

고하고, 실체적인 내용은 관여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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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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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이한 법전통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원칙에 바탕한 제3의 모

델에 해당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177)

그 결과 EU 경쟁법 집행은 직권주의를 중심으로 대심주의가 일부 가

미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영국이 EU에 가입하기 이전에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한 대륙법적 전통을 바탕으로 직권주의 절차를

구성하였고, 이후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청문주재관에 의한 청문절차 등 일부 대심주의적 요소를 가미

하였기 때문이다. 즉, EU 집행위원회가 절차에 있어서 피조사인의 방어

권 보장을 강화한 데에는 영국이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에 비추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자연적 정의에 따르면,

행정처분절차에도 중립적인 의사결정자가 필요하고, 고지를 받을 권리,

구두로 진행되는 청문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등이 필요하다.178)

3.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EU 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통해서 공정거래위

원회의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EU 집행위원회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중대한 법위반 사안에 역량을 집중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

원회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EU 집행위원회가 사전

승인통지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

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행정역량을 극대화시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도 연간 4000여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

하고 있고, 그로인해 정작 중요한 사안을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는 점에서 절차의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EU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둘째, EU 집행위원회의 절차는 직권주의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당사자

177) 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1면.
178) 정용우·한국전파진흥협회·키투에스, 전게논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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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지향하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문주재관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실체적 판단과 절차적 권리보장 모두

위원에게 과도하게 역할이 집중되어 있어 절차적 권리보장에 소홀할 우

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청문주재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만일 청문주재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면, 그 어떠한 형태로 수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청문주재관처럼 새로운 지위를 창설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여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EU 집행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는 각각 직권주의와 대

심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양자 모두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

는 공정성의 원리가 대심주의와 직권주의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 행

정절차의 보편적 원리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상대방의 방

어권을 존중하는 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실체

적 적법성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의 향후 절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에서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

장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제 4 절 소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를 개선함에 있어서 미국 연방거래위

원회와 EU 집행위원회의 사례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연방거

래위원회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심판기능과 정책기능을 모두 수행하

는 행정기관으로서 독임제 요소가 가미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둘째, 미국

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위원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 임명 시 국회

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셋째, 심결의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한 장치로 연방거래위원회의 행정심판관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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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EU 집행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집행위원회가 사건처

리의 효율성을 위해 심사개시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위

원회의 청문주재관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는 직권주의와 대심주의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 보편적인 것이므로 절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방어권 보

장을 위한 개선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절차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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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절차의 개선방안

제 1 절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개선방안

Ⅰ. 기본 방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임제가 가미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

하여 독임제와 합의제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한 독임제와 합의제 각각이 담당하는 임무와 기능에 대하여 서로 개입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독임제 요소가 심판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조직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둘째, 심판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독임제

인 사무처와 합의제인 위원회 간 엄격한 직능분리가 이루어지도록 공정

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위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넷째, 위원의 구성을 개선하여 합의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위원들이

규범적 판단을 내리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이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이들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법을 해석·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어있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179).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

여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Ⅱ. 독임제 요소와 관련한 개선방안: 기능을 고려한 조직 운영

일부에서는 합의제의 전제조건인 위원간 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일반 위원으로 구별하지 말고 모두 정무직으로

179) 이봉의, 전게논문,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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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되 위원장은 호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80).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

에 관한 사건처리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

기 위한 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 구성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경우에도 1949년까지

위원장을 호선하였다가 1949년 Hoover 위원회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비효율성 및 국가정책과의 부조화에 대한 비판이 가해진 후 위원장의 권

한이 강화되었으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임명하고 있다는 점181)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직위는 현행처

럼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간 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

여 합의방식 개선 및 합의결과 공개 또는 소수의견 부기 등 절차를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는 절차와 관련한 개선방안에서 자세히 정

리하기로 한다.

Ⅲ. 합의제제 요소와 관련한 개선방안

1. 전문성 확보방안

1) 비상임위원제도 폐지, 분야별 담당 위원 배정 및 보좌진 확충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상임위원을 둔 취지가 현실에서

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182). 현재 9인의 위원 중 4명을 차지하고 있는 비상

임위원 직위를 폐지하고, 상임위원을 7명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상임

180) 권오승, 전게논문, 993면.
181) 조성국, 전게논문, 248면.
182) 같은 견해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거래와

법치」, 법문사, 2004, 991-993면과 조성국, 전게논문, 246-247면이 있다.



- 83 -

제 5 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절차의 개선방안

제 1 절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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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임제와 합의제 각각이 담당하는 임무와 기능에 대하여 서로 개입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독임제 요소가 심판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조직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둘째, 심판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독임제

인 사무처와 합의제인 위원회 간 엄격한 직능분리가 이루어지도록 공정

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위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넷째, 위원의 구성을 개선하여 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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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이봉의, 전게논문,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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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되 위원장은 호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80).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

에 관한 사건처리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

기 위한 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 구성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경우에도 1949년까지

위원장을 호선하였다가 1949년 Hoover 위원회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비효율성 및 국가정책과의 부조화에 대한 비판이 가해진 후 위원장의 권

한이 강화되었으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임명하고 있다는 점181)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직위는 현행처

럼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간 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

여 합의방식 개선 및 합의결과 공개 또는 소수의견 부기 등 절차를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는 절차와 관련한 개선방안에서 자세히 정

리하기로 한다.

Ⅲ. 합의제제 요소와 관련한 개선방안

1. 전문성 확보방안

1) 비상임위원제도 폐지, 분야별 담당 위원 배정 및 보좌진 확충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상임위원을 둔 취지가 현실에서

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182). 현재 9인의 위원 중 4명을 차지하고 있는 비상

임위원 직위를 폐지하고, 상임위원을 7명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상임

180) 권오승, 전게논문, 993면.
181) 조성국, 전게논문, 248면.
182) 같은 견해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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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이나 정책에 경험이 있는 법률가, 학자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

춘 자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회의의 경우 EU 집행위

원회처럼 분야를 세분화하여 위원들이 자신의 임기 동안 해당 분야의 사

건을 담당하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현재 3소회의(소비자 사

건), 2소회의(기업거래 사건), 1소회의(공정거래 사건) 순으로 각 소위별

로 공석이 생길 때마다 상임위원들이 1소위씩 위로 담당을 옮겨가는 것

은 전문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의 비중에 따라

7명의 상임위원이 공정거래 사건 3명, 기업거래 사건 2명, 소비자 사건 2

명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맞추어 상임위원을 보좌하는

사무처의 기구도 재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심판관리관 아래 심판총괄담

당관, 경쟁심판담당관, 협력심판담당관,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송무담당

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경쟁심판담당관, 협력심판담당관, 소비자거래

심판담당관을 상임위원별로 세분화하여 상시적으로 해당 상임위원을 보

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엄격한 직능분리를 통한 공정성 보장을 위해 현재의 심판관실

을 사무처와 분리하여 별도의 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조직하는 것도 검토

해볼만 한다.183)

2) 전문성 위주의 직원 충원 및 보직관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신규 직원을 다수 충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일괄적으로 공무원을 선발

하여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주요 충원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선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선발된 직원의 전문성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183) 신현윤, 전게논문,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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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관리가 필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선발할 수 있는 특별채

용 공무원의 경우 공정거래법 전공자, 경제분석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

춘 직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전보방식을 폐지하고 직원별로 2개의 전문분야를 설정하여 전문분야

에서만 근무하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 것184)은 바람직하다.

2. 공정성 확보방안

1) 엄격한 직능분리

심결을 함에 있어서 소추권자(사무처)와 심결권자(위원회)가 모두 공

정거래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

으나,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무처 조직을 분리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판기능과 정책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두 업무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

무처와 위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한 기관에

서 소추기능과 심결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직원들이 두 기능을 모두 수

행해봄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184)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223

호, 2015.11.19., 일부개정) 제13조의2(전문분야설정에 따른 보직관리) ①

공정위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에 대해 적성 및 업무능력, 주변의 평가와

본인의 의견을 감안하여 〈별표4 〉에 따른 본부 내 본업부서 중 2개의

전문분야를 설정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등 다른 규정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 제한자, 8급 이하 직원은 제외한다.

② 전문분야는 공정위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개인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설정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전략적으

로 배치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분야 부서(국·과)의 남·녀비율

2. 해당 전문분야 부서(국·과)의 공채 등 비율

3. 해당 전문분야 부서(국·과)내의 근무경력에 대한 균형 있는 배분

4. 제13조2제1항의 대상자 중 승진이 임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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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관리가 필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선발할 수 있는 특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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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도 있다.

다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사건을 심결하여야 할 위원회가 사

무처에 편파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정성

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엄격히 마련할 필요는 있다. 즉, 심결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는 조직을 분리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절차적 측면에

서 상대방의 방어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특히 편면적 접촉 금지 등과 같이 소추권자(사무처)와 동등한 수준

으로 상대방의 의견이 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의 행정심판관과 EU의 청문주재자 도입 문제

일부에서는 심리의 주재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의

주장을 판단하여 대심구조가 보다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 행정심판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185)가 있다. 이에 따르

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처소속의 심사관과 심결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속의 행정심판관으로 직능을 구분하

여 조사기능과 심결기능을 엄격하게 분리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위원이 사건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

에 조사에 개입하지 않은 중립적인 심의 주재자로서 행정심판관이 도입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이 직

접 조사에 관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 즉,

조사나 소추에 관하여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원들과 직원 간에는 직능분리

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위원들이 강제조사를 허가하고 심판개시여부

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자주 접촉한다. 이러한 요소는 사건조사

시기부터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 형성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사건

조사에 개입하지 않은 행정법판사를 통한 1차적 판단의 필요성이 더욱

컸다고 볼 수 있다.186)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위원회가 사건조사에

185) 신현윤, 전게논문, 206~211면.
186) 조성국, 전게논문, 131-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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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는 정도가 낮은 경우 공정성을 이유로 행정법판사를 도입할 필요

는 크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피심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더욱 보장하고, 공정성을 강

화하기 위하여 EU의 청문주재관을 우리 현실에 맞추어 도입하여야 한다

는 주장도 있다.187)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제재처분절차 전반에 있어

서 권한이 집중되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소홀할 수 있다.

실제로 주심위원은 사건의 심의부의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미비

점이 있는 경우 담당심사관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사건처리절차규

칙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위원들은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의

의견서를 종합하여 처분을 내린다. 이에 더하여 주심위원은 피심인의 자

료접근권에 대한 결정권(제29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허가(제29조의 제17항) 등 청문주재관의 역할까지 겸하

고 있다.188)

실제로 위와 같은 요인 때문에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피심인의 자료접

근권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등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적 권리보호와 관련된 권한을 위원에게서 분

리시켜 제3자가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심판

관리관으로 하여금 EU의 청문주재관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189)

3. 독립성 확보방안: 위원의 실질적 임기보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

위원회의 판단에 정부의 정책과 대통령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

은 현실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크게는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비전과

187) 이호선, “경쟁정책 집행에서의 절차적 권리보호-피심인의 방어권을 중심으

로-”, 「비교사법」제21권 제3호, 2014, 1314-1316면.
188) 이호선, 전게논문, 1314-1316면.
189) 이호선, 전게논문, 1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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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사법」제21권 제3호, 2014, 1314-1316면.
188) 이호선, 전게논문, 1314-1316면.
189) 이호선, 전게논문, 1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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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원들이 자

신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위원장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지

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치주의를 해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원들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임기를 대통령

의 임기와 동일하게 5년으로 늘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위원장이 교체되는 경우에 형식상 의원면

직으로 사실상 위원을 면직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권 교체기

나 위원장 교체 시에는 전후 상당기간동안 의원면직에 대한 수리요건을

더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언적인 의미에서 위

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법에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

다190).

제 2 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Ⅰ. 기본 방향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는 대심주의를 바탕으로 직권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요소는 각각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여러 가

지 제도로 구체화된다. 대심주의는 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정거

래위원회의 재량범위가 넓고191), 경쟁사업자 및 피해 소비자 등 이해관

계를 가지는 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보장할

필요를 설명한다. 반면에 직권주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이 단순

히 위법행위를 판단·제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시장경

190) 조성국, 전게논문, 248면.
191) 법률 요건의 불확정 개념이 많고, 선택재량 및 정도의 재량이 넓다. 예컨

대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액수 산정, 시정명령 여부 및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재량통제는 주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가

이루어진다.(이봉의, 전게논문,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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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서”를 형성192)하는데 근본적인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절차의 효율

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도출시킨다193). 따라서 절차를 개선함에 있어

서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충분히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의 적법성

을 보장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처리에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직권주의 요소를 강화하여 사건처리

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신고사건에 대한 선별

적 처리와 위원회의 적극적인 권한위임을 통한 심사관 전결권한 확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둘째, 대심주의 요소를 강화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

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조사단계에서 조사범위를 특정하는 것과 의결

단계에서 합의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의방식 및 의결서 작

성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Ⅱ. 직권주의 요소 강화와 관련한 개선방안

1. 조사단계: 신고사건에 대한 선별적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신고사건에 대하여 사건화할 것인지 구체적으

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고, 시급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신고 사건이 대부

분 당사자 간 사적 분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

되고 있다.194)

따라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나 EU의 집행위원회와 같이 신고사건

을 선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넓은 재량권을 부여

192) 이봉의, 전게논문, 19면에서도 입법자가 공정거래법에 불확정개념을 규정한

취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규범형성적 내지 질서 형성적 권한을 부여하려

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3) 권오승, 경제법(제5판), 법문사, 2005, 455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

자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

여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같은 견해

로 홍대식·최수희, 전게논문, 308면.)
194) 김하열·이황, 전게논문, 197-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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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사안인 경우, 소비자 피해가 극히 미미한 경우, 개인적인

분쟁해결이 신고의 주요 목적인 경우195) 등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판단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196)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고사건을 선별하여 처리하는데 있어서 넓은

재량을 가지게 되면, 그 재량은 대단히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는지에 대하여 통

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예컨대 신고사건의 심사불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197)

2. 심의단계: 공정거래법 상 약식절차 근거 규정 마련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여 약식절차에 의해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절차규칙

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식절차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진행되

는 것으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과중한 사건처리의 부담을 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상위법인 공정거래법 상 약식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건

처리절차규칙이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위임명령이 될 수 있다는 문제

가 있다.198)

따라서 현재 사건처리절차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약식절차의 근거규정

을 공정거래법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사건처리절차규칙에서 약식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서 명시적인 위임규정을

195) 예컨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그 청구내용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와 중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로 이봉의, 전게논문, 46면.
196) 이와 같은 견해로 조성국, 전게논문, 73-74면.
197) 조성국, 전게논문, 265-266면.
198) 박정훈, 전게논문, 10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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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도록 하여야 한다.

3. 의결단계: 심사관 전결권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이 연간 450건의 사건을 처리한다(2015년 기

준)는 사실은 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

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처리되는 사건 중에는 기존에 유사

한 선례가 있거나 근거 법령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보아 위법성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건처

리절차규칙에 따르면, 피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비교적 판단이 용이한

사건임에도 모두 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한다.

이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만, 이로 인해 오히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사건의 검토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피심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

권주의적 요소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약식처리를 동

의한 경우 이외에도 유사한 선례가 존재하거나 위법성 판단에 다툼의 여

지가 적은 경우에는 심사관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대심주의 요소 강화와 관련한 개선방안

1. 조사단계

1) 현장조사 시 조사범위 특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조사 시 증거인멸 등 조사방해를 예방하기 위

한 목적으로 조사공문에 조사 대상, 일시, 위반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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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사안인 경우, 소비자 피해가 극히 미미한 경우,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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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규칙이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위임명령이 될 수 있다는 문제

가 있다.198)

따라서 현재 사건처리절차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약식절차의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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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견해로 이봉의, 전게논문, 46면.
196) 이와 같은 견해로 조성국, 전게논문, 73-74면.
197) 조성국, 전게논문, 265-266면.
198) 박정훈, 전게논문, 10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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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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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심주의 요소 강화와 관련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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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하지 않아 과잉조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사업자의 입장에

서는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적절한 방어

권 행사가 어렵다. 더욱이 공정거래법에서도 조사권의 남용금지를 규정

(동법 제50조의2)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사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행정법 상 비례원칙

을 준수하여야 하고, 조사범위의 특정은 위반혐의의 태양·강도 등을 고

려하여 그게 적합하고도 필요한 조사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

요하다.

따라서 현장조사 시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내용과 조사대상을 특정하

여 이를 명시한 공문을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의 방어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동 규칙 제16조에서 현장조사 시

조사기간, 목적, 조사 대상과 방법을 명시한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규정

하였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은 고무적이나, 피조사인의 입장에

서 출석요구 보다 현장조사가 더 침익적인 행적작용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법 체계상 현장조사 시 구체적 조사 범위를 명시한 조사공문을 교부

하는 것도 출석요구와 동일하게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바람직하다.

2) 사건자료관리 시스템 확충

중복 조사로 인해 피조사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

및 심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동일한 사업자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할 때나 유사한 사건을 처

리할 때 등 기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조사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덜

고, 사건 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건부서, 심결보좌부서, 송무부서에서 각각 수집한

자료를 시간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목록을 빠짐없이 기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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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 1. 27.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기록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심결·소송 등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편철·보관하도록 의무화

되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다만, 자료의 정리 및 검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내부 업부시스템인 사건처리시스템(ThinkFair)에서 사건명 또

는 사업자명 검색 시 수집 또는 보관 중인 자료의 목록 또는 주요 내용

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심의 단계

1) 편면적 접촉 금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기일 이전에 사업자 또는

심사관 어느 일방이 없는 자리에서 일방만이 위원과 접촉하여 자신의 주

장을 펼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사건처리절차규칙에서

편면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으로 그 대

상을 국한시키고 있으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

심인 입장에서 소추자와 의결자가 모두 한 기관 소속이라는 점에서 공정

거래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편면

적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편면적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두도록 하고, 그

대상을 위원 전체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

기 위해서 피심인 또는 심사관이 위원을 대면할 때, 그 일시·장소·참석

자·면담내용을 기록하여 심의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해볼 수 있다. 더불어 편면적 접촉에 의하여 제기된 주장이나 근거에 대

해서는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의무적으로 심사관과 피심인이 모두

배석한 장소에서 위원을 접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의준비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사관과 피심인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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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시간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목록을 빠짐없이 기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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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 1. 27.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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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을 접촉하고, 각자의 주장을 제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심의준비

절차는 회의 이전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절차규칙 제30조의2, 제

30조의5 제1항)199). 심의준비기일은 심사관과 피심인이 출석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최될 수 없어(제30조의5 제2

항)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편면적 접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2) 증거능력 및 증거력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증거법

칙상 사실상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200).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인정

에 사용하는 자료는 사법절차에서의 증거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따라서 적어도 증거에 대한 기본적인 증명력과 증거능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툴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정거래위

원회 의결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도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증거법칙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견해201)도 있으나, 행정의 효율

성과 신속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신속한 사건처리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본

적인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 판단을 위한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우선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 증거 중 대부분이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함께 첨부한

첨부자료,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첨부

자료, 회의에 출석하여 제출한 자료 등 임의제출문서라는 점은 증거조사

199) 심의준비절차는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2005년 도입되었

으나, 그 활용사례는 미미하다.
200)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과제”, 「공정경쟁」제98호

(2003), 12~13면.
201) 홍대식·최수희, 전게논문 3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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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높인다.202) 또한, 현재 사건처리절

차규칙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를 공정거래법 상 명시하고, 증거조사 결과를 심사보고서와 함께 각 회

의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203)

3. 의결 단계

1) 소회의 의결방식 변경 및 소수의견 부기 의무화204)

합의제 방식의 장점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

도록 되어 있는 소회의 의결방식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반 수 찬

성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각 위원의 판단에 있어 동등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처럼 소수의견이나 반

대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의결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의결 과정에서 고려

된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심의 당사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더욱이 축적된 소수의견은 공정저래위원회의 사건처리에 중요한 지

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의 근거를 풍부하게 할뿐

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의결에 대한 위원 개개인의 책임성을 높

여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규정에도 소수의견을 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소수의견이 부기된 사례는 없으므로 현재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 의

결의 합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의견이 나누어진

202) 홍대식·최수희, 전게논문 314면.
203) 2014. 12. 29. 공정거래위원회는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증거조사에 따른

사실여부를 판단할 때 자유심증주의에 따른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도

록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2016. 2. 18. 국회에서 개정

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해당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다.
204) 같은 견해로는 조성국, 전게논문, 277-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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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소수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부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서 작성 의무화

위원회의 합의 결과 무혐의 결정, 심의절차 결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 해당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

이 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크

게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으나,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

으로 하여금 판단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 입장에서도 선례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 활용

가치가 높다. 이는 특히 공정거래법에 다수의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

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적용 기준을 예측할 수 있다면 위법행위를 사전

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현재 소관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

의결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에서 정

식처리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의결서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야 한

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사업자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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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 특히 제재절차에 대한 문제

점을 행정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있

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형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에 해당

함을 분명히 하고, 그 임무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판기능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형성을 위한 정책기능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

여 그에 적합한 조직과 절차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

직과 절차가 각각 합의제와 독임제, 대심주의와 직권주의를 절충한 형태

로 구성된 이유는 입법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에 적합한 조직 및 절

차를 형성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자의 충돌과 모순을 해소

시키고,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고자 하였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의 현황을 행정조직법과 행정절

차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조직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

임제가 가미된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정부조직법」제5조와는

별개로 창설된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다. 절차와 관련

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가 대심주의를 기본으로 직권주의를 일

부 혼용하고 있으며, 직권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일반 행정절차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행정절차구조론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대심

주의와 직권주의라는 구조의 차이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각각의 행정법

전통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행정

이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의 특징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

회의 주요 운영원리는 전문성, 공정성, 효율성, 독립성임을 도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제 조직임에도 독임제처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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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소수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부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서 작성 의무화

위원회의 합의 결과 무혐의 결정, 심의절차 결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 해당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

이 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크

게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으나,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

으로 하여금 판단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 입장에서도 선례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 활용

가치가 높다. 이는 특히 공정거래법에 다수의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

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적용 기준을 예측할 수 있다면 위법행위를 사전

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현재 소관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

의결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에서 정

식처리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의결서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야 한

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사업자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

다.

- 98 -

제 6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 특히 제재절차에 대한 문제

점을 행정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있

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형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에 해당

함을 분명히 하고, 그 임무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판기능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형성을 위한 정책기능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

여 그에 적합한 조직과 절차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

직과 절차가 각각 합의제와 독임제, 대심주의와 직권주의를 절충한 형태

로 구성된 이유는 입법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에 적합한 조직 및 절

차를 형성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자의 충돌과 모순을 해소

시키고,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고자 하였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의 현황을 행정조직법과 행정절

차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조직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

임제가 가미된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정부조직법」제5조와는

별개로 창설된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다. 절차와 관련

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가 대심주의를 기본으로 직권주의를 일

부 혼용하고 있으며, 직권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일반 행정절차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행정절차구조론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대심

주의와 직권주의라는 구조의 차이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각각의 행정법

전통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행정

이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의 특징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

회의 주요 운영원리는 전문성, 공정성, 효율성, 독립성임을 도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제 조직임에도 독임제처럼 운영



- 99 -

된다는 기존의 비판에 대한 재검토이고, 나머지는 현행 합의제 요소가

온전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검토이다. 첫째, 독임제 요소

와 관련하여 위원간 직급에 차이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대등한 합의가 어

렵다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존의

비판은 일응 타당하나, 최근에는 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사건처리의 중립성을 위해서는 심사개시에 위원이 개입하지 않고, 사무

처에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둘째, 합의제 요소와 관련하여 위원

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위원을 보좌하는 인력이 부족

하고,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으며, 9인의 위원 중 4인이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합리적이

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위원에게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독립성이 훼손되므로 의회가 위원의 임명에 관여하

여야 한다는 비판에 대하여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위원의 임명에 의회

가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직권주의와 대심주의 요

소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우선 직권주의와 관련하여서는 조사단계에서

신고의 법적 성격이 구체적 청구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고사건

에 대하여 심사가 개시된 사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심사개시여부를 검토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심의단계에서는 약

식절차가 공정거래법의 명시적 위임없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위법 소지

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의결단계에서는 조치수준이 시정명령

이상인 모든 사건을 합의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비효율

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대심주의와 관련하여서는 조사단계에서

조사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잉조사 및 피심인의

방어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였고, 심의단계에서는 편면적 접촉으로 인해

공정성이 침해된다는 문제점과 증거채택에 있어서 증거의 기본적인 증명

력과 증거능력을 검토하지 않아 의결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

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의결단계에서는 소회의의 만장일치 합의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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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부기하

고 있지 않으며, 무혐의 결정 등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 의결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교법적으로 해외 경쟁법 집행기

관의 조직 및 절차의 살펴보았는데, 보다 입체적인 비교를 위하여 각기

상반되는 특징을 가진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심판기능만을 담당하는 것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기능도 수행하므로 조직 구성에 있어서 독임제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 미국식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은 구분되어야

하므로 위원의 미국처럼 위원의 임명에 의회가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직능분리를 위하여 미국의 행정심판관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와 관련하여서

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중대한 법위반 사안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담보하는 장치로서 청문주재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직권주의와 대심주의의 구분과 관계 없이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보장

이라는 가치는 행정절차의 보편적 원리로 작동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조직과 관련하여서 첫째, 현행

독임제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위원간 대등성

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합의제가 훼손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분야별 담당위원을 배정하고 보좌진을

확충하고, 일반 직원의 충원 및 보직관리도 전문성 원리를 중심으로 운

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엄격히 직능을 분리하고, 심판

관리관이 유럽연합의 청문주재관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심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본

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비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위원 수를

확충하여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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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기존의 비판에 대한 재검토이고, 나머지는 현행 합의제 요소가

온전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검토이다. 첫째, 독임제 요소

와 관련하여 위원간 직급에 차이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대등한 합의가 어

렵다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존의

비판은 일응 타당하나, 최근에는 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사건처리의 중립성을 위해서는 심사개시에 위원이 개입하지 않고, 사무

처에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둘째, 합의제 요소와 관련하여 위원

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위원을 보좌하는 인력이 부족

하고,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으며, 9인의 위원 중 4인이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합리적이

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위원에게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독립성이 훼손되므로 의회가 위원의 임명에 관여하

여야 한다는 비판에 대하여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위원의 임명에 의회

가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직권주의와 대심주의 요

소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우선 직권주의와 관련하여서는 조사단계에서

신고의 법적 성격이 구체적 청구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고사건

에 대하여 심사가 개시된 사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심사개시여부를 검토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심의단계에서는 약

식절차가 공정거래법의 명시적 위임없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위법 소지

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의결단계에서는 조치수준이 시정명령

이상인 모든 사건을 합의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비효율

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대심주의와 관련하여서는 조사단계에서

조사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잉조사 및 피심인의

방어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였고, 심의단계에서는 편면적 접촉으로 인해

공정성이 침해된다는 문제점과 증거채택에 있어서 증거의 기본적인 증명

력과 증거능력을 검토하지 않아 의결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

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의결단계에서는 소회의의 만장일치 합의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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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부기하

고 있지 않으며, 무혐의 결정 등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 의결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교법적으로 해외 경쟁법 집행기

관의 조직 및 절차의 살펴보았는데, 보다 입체적인 비교를 위하여 각기

상반되는 특징을 가진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심판기능만을 담당하는 것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기능도 수행하므로 조직 구성에 있어서 독임제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 미국식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은 구분되어야

하므로 위원의 미국처럼 위원의 임명에 의회가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직능분리를 위하여 미국의 행정심판관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와 관련하여서

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중대한 법위반 사안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담보하는 장치로서 청문주재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직권주의와 대심주의의 구분과 관계 없이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보장

이라는 가치는 행정절차의 보편적 원리로 작동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조직과 관련하여서 첫째, 현행

독임제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위원간 대등성

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합의제가 훼손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분야별 담당위원을 배정하고 보좌진을

확충하고, 일반 직원의 충원 및 보직관리도 전문성 원리를 중심으로 운

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엄격히 직능을 분리하고, 심판

관리관이 유럽연합의 청문주재관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심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본

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비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위원 수를

확충하여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 101 -

다섯째, 위원의 실질적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고 보았다.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직권주의 요소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신고사건의 선별적 처리, 공정거래법상 약식

절차 근거 규정 마련, 심사관 전결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

였다. 둘째, 대심주의 요소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현장조사

시 조사범위를 특정하고, 사건자료관리 시스템을 확충함으로써 과잉조사

를 줄여야 한다는 점, 편면적 접촉을 금지할 실질적 방안으로 심의준비

절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검토할 절차를 마

련하여 의결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 소회의

의 의결방식을 다수결로 변경하고, 소수의견 부기를 의무화하며,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의결의 투명성과 예측가능

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제 2 절 결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에 해당함에도 설치 당시 미국의 연방거래

위원회를 모델로 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식의 독립규제행정기관으로 이해

되거나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이러한 오해의 주

요한 원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륙

법계 행정법전통에서도 영향을 받았으며, 입법자는 양자의 상반되는 요

소를 절충하여 우리 행정현실에 적합한 조직과 절차를 구상하고자 하였

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행정

조직법과 행정절차법적 접근방식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합의제와 독임제, 대심주의와 직권

주의를 기준으로 현행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

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쟁법 집행조직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통하여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자칫 상반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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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혼용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체성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절차는 그 설치배경과

임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하고, 각 제도 간의 모

순과 충돌이 없도록 전체적인 조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항상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결국 조직과 절차는 각각 분리

된 것이 아니라 조직도 절차를 수행하는 구성에 대한 문제이므로 큰 범

위에서 절차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행정환경에 영향을 받는 유기체로써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고, 또 그에 적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조직 및 절차

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공익의 대변자이자 복잡한 이

해관계의 조정자로서 행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앞서 살펴 본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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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ing administrative powers, and tries to approach the legal and

legal perspective in critically reviewing its organization and

procedures.

For this purpose, the organization and procedur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re summariz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nd

the professionalism, fairness, efficiency, and independence are

examined as the main operating principles. Based on this, the

problems of the organization and procedur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revious studies are

summarized and the feasibility is examined. Before presenting the

improvement plan, we examine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European Union as

comparative law enforcement agencies with different administrative

and legal traditions.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mprove the main operating principl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conclusion, major improvements to the organization and

procedur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summarized all the

discussions, are as follows. First, in regard to the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a device to ensure the equality between the

committee members so that the element of the reproductive system

does no affect the function of judging. Second, it is not reasonable to

separate the organizations based on the judging function and the

policy function, And that there is a need to ensure fairness through

strict separation of functions. Third, the non-permanent committee

members who can not guarante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should

be abolished and the number of permanent committees should be

increased. Regarding the procedure,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not

- 108 -

only the adversary structure for fairness but also the duty for

securing the efficiency should be treated as important.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through the selective processing

of the notification cases and the enlargement of the examination

authority. Second, if is suggested that the scope of investigation

should be specified at the stage of investigation, and the incident data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xpanded to prevent over

investig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preparation

procedure for deliberation as a practical measure to prohibit the

contact with the flat area at the deliberation stage. Fi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the draft of the deliberation in the case of

dropping the charges and to record minority opinion so that We

should increase th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keywords : Fair Trade Commission, Consensus Administration,

adversary structure, Fairness, Efficiency, Federal Trade

Commission,

Student Number : 2012-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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