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카르텔 형사 리니언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고발 현황 분석과

리니언시 플러스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책학과 정책학 전공

최 정 민



카르텔 형사 리니언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고발 현황 분석과

리니언시 플러스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상 헌

이 논문을 정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책학과 정책학 전공

최 정 민

최정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위 원 장 박 정 훈 (인)

부위원장 정 광 호 (인)

위 원 김 상 헌 (인)



- i -

국문초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부당 공

동행위(카르텔, Cartel)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

령, 과징금 등 각종 행정규제와 징역형, 벌금 등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카르텔은 기업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적발하기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공

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들 간의 담합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

하고 그들만의 부당한 신뢰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1997년부터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해 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한 검찰은 부당 공동행위 사범을 기소할 수 없다. 그래서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선행한 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면서

검찰에 고발하면, 사후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전속고발권 제도 아래에서 공정위는 카르텔의 수사의 단서인

리니언시 정보까지 독점하고 있는데, 그 동안 공정위는 카르텔 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거나 공소시효 완성시점에 임박하

여 지연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전속고발제의 순작용보다 부작

용이 더 크다는 비판과 함께, 카르텔의 형사 집행에 많은 공백이 초래되

고 있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학계와 실무계에 널리 공유되어 2018. 11. 30. 정부

는 전속고발제 부분폐지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개정법률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높은 카르텔, 특히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 형사 집행의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카르텔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카르텔 중 ‘입찰담합’ 사안에 대하여 최근 6년 간 공정위

에서 고발권을 행사한 사례들과 판결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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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고발권 행사의 지연 실태와 고발권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행사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실무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살펴보고,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세부적인 절차와 요건, 효과를 검토함으

로써 효율적으로 카르텔을 적발하고 규제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형사 리니언시 제도는 자진신고를 하고

자 하는 수범자 입장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를 보장하고 예측가능성

(predic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의 제고하는 방향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검찰청은 미국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카르텔 형사

집행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세부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데, 형사 리니

언시를 포함한 형사 집행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대상자가 이미 고발되어 수사

를 받고 있는 담합사실 외의 추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자 할 때 어

떤 절차와 요건을 설정하고 어떠한 효과를 부여해야 할지에 관해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은 리니언시 플러스(Leniency Plus 또는 Amnesty Plus) 제도와

페널티 플러스(Penalty Plus) 제도를 활용 중인데, 이를 우리 현실에 맞

게 도입하여 형사 리니언시 제도 내지 형사집행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

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형사집행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에게

추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할 유인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고, 추가 담합 사실의 자진신고로 새로운 카르텔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카르텔을 효율

적으로 적발하고 규제하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카르텔, 형사 리니언시, 리니언시 플러스, 페널티 플러스,

입찰담합, 공정위 고발, 전속고발

학 번 : 2006-2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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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 연구의 배경

1. 헌법과 경제질서

우리나라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경제질서의 기본원

리를 천명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우리나라 경제질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근간

으로 하면서, 동시에 그 모순과 폐해를 극복하여 사회 전체의 조화를 실

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정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수정된 사회

적 시장경제질서의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헌법적 원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

조는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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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사적

자치를 존중해야 하지만, 소수의 기업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독점, 카르텔

을 통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고 시장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자유방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한 시장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

2. 공정거래법의 제정과 집행

우리나라는 1980. 12. 31.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1981. 4. 1.부터 오늘

날까지 40년 가까이 시행하여 오면서, 이를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와 공

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기본법으로 삼고 그 집행을 점점 강화하여 왔다.1)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당시에는 동법 집행을 경제기획원장관이 담당하

도록 정하였으나, 1990년 제2차 법 개정으로 그 권한이 독립적 규제기관

인 공정위로 이관된 이래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공정위를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다. 공정위는 동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동법 위반 행위에 대

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행정집행 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집행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수

사는 검찰에 의하여 진행된다. 이러한 형사집행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

야 논할 수 있는데 이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라 한다(동법 제71

조). 따라서 통상 공정위가 조사를 선행한 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

면서 검찰에 고발을 하면, 사후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

반적인 구조(先 공정위 조사 - 後 검찰 수사)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공정위가 과징금 등의 처분만 하고 검찰에 고발하

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어 형사집행의 공백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

어 왔다. 또한 공정위는 카르텔 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 공소시효를 도

1) 이러한 경향은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하다. 미국에서는 반독점법(Sherman

Act 및 Clayton Act), EU에서는 경쟁법(Competition Law), 독일에서는 경쟁제

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일본에서는 독점금지법

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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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집행기관의 권한 등

민사

집행

피해자  ⇨  사업자 등

(손해배상청구)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과 법적 성격 동일

- 3배 배상 원칙 도입(2019. 9. 이후 범행 대상)

행정

집행
공정거래위원회

- 시정조치(위반행위 중지, 가격인상, 주식처분, 

법위반사실 공표 등)

- 과징금(부당이득환수 성격 + 행정제재 성격)

- 이행강제금

형사

집행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양벌규정)

 ※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검찰

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可 

          ⇩ (전속고발)

검찰총장

과시키거나 공소시효 완성시점에 임박하여 지연 고발하는 경우도 많았

다. 때문에 전속고발제의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도 끊임없

이 제기되어 왔다.

[표 1] 공정거래법 집행기관 및 권한 (민사 · 행정 · 형사집행)

한편 공정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까지 당한 사업자가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미 공정위의 조

사를 한 차례 받고 대형로펌 등 변호인을 선임하여 행정소송까지 대응하

고 있는 사업자를 상대로 뒤늦게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

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검찰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위한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정위 조사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

되어 이미 증거가 산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공정위가 파악한 사실

관계 외의 해당 사업자나 소속 임직원들이 은폐하고 있는 상급 임원의

공모관계 등 새로운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4 -

예외적으로 공정위의 고발과 무관하게 검찰이 수사를 먼저 진행한 후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기소하는 사례도 있고, 검찰이 입찰담

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수사한 후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하지 않는 다른

법률(예컨대, 입찰방해죄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을 의율하여 기소하

는 경우도 있으나, 그 비율이 높지 않다. 카르텔은 대개 리니언시를 통하

여 위법사실이 외부에 포착되는데, 리니언시 정보는 공정위가 독점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3. 전속고발권 제도의 개선 움직임

결국 공정거래법이 리니언시 제도와 함께 전속고발권 제도를 도입하

고 있어 카르텔의 형사집행에 많은 공백이 초래되어 왔고,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경쟁법 집행에

있어 공정위의 전문성이 선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려는 선의(善

意)에서 태생된 것이나, 공정위가 카르텔 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 공소

시효를 도과시키거나 공소시효 완성시점에 임박하여 지연 고발하는 경우

가 많아, 전속고발제의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1996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형사집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공정위에게 고발의무를 부과하고(동법 제71조 제2항), 검찰총장에게 고

발요청권을 부여하였다. 그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2013년 법 개

정을 통하여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도 고발요청권을 부여

(동법 제71조 제4항)하는 등 입법적 개선을 하였으나, 여전히 전속고발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2)

현재까지도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2012년

제18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여러 후보들이 전속고발제 폐

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전속고발제 폐지

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흐

름 속에서 2018. 8. 21. 법무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은 중대한 담합행위

2) 전속고발권 폐지 논쟁에 대하여 제2장 제2절 II. 부분에서 상술한다.



- 5 -

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

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하였다. 이 합의를 토대로 2018. 11. 30. 정부가

제안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에 제출되었는데, 법률안에는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정 내용

이 담겨 있지만, 그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이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

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전속고발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속고발권 폐지 논쟁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특히 최

근 전부 개정법률안까지 마련된 배경에는 점차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가치와 그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널리 확대

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다.

4.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 전문성 제고 노력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2015. 2.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산하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였다. 앞서 검찰은 2000년경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에 ‘공정거래’ 전담을 신설하여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오다가 2015. 2. 공정거래 및 조세 사건을 전담

하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였다.

이후 2018. 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4차장검사를 신설하면서 공정

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하여 4차장

검사 산하로 이동하였다가, 2018. 7. 조직 개편을 통하여 다시 4차장검사

산하의 공정거래조사부를 기업 수사 등 특별수사 전담 부서인 특수

1·2·3·4부가 있는 3차장검사 산하로 재편하였다.

어느 때보다 공정경쟁 질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9.

7. 25. 취임한 제43대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형사 법집행에서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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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시해야 할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언급하면서 시

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수호하는 데 형사법집행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공

언하였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하는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꼽을 수 있

다. 특히 독과점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단일 혹은 소수 기

업들의 독점행위나 담합행위는 가장 비난 가능성이 높고, 형사적으로 처

벌할 필요가 크다. 이 논문에서는 과점시장에서 소수 기업들의 담합행위,

즉 카르텔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II. 연구의 목적

이 논문에서는 먼저 카르텔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 현황

을 살펴봄으로써 전속고발권 제도가 초래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 형

사집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카르텔 중 가장 비난 가능성

이 큰 대표적인 불공정 공동행위인 ‘입찰담합’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가

최근 6년 동안 고발권을 행사한 내역과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고 판결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공정위의 고발권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

는지 살펴본다.

공정위는 2018년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의

고발요청권의 행사가 있을 경우에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 검찰 고발

면제의 혜택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면제 여부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고시의

개정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

다. 상위 법률인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의 고발요청권의 행사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부여한 리니언

시 혜택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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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리니언시 혜택 부여와 형사처벌의 감면은 정합적으로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수범자들에게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카르텔을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필요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기업들 간의 담합행위를 효

율적으로 적발하고 그들만의 카르텔을 깨뜨리기 위하여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은 카르텔 수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집행 방향과 원

칙과 가이드라인에 담길 내용을 미리 예상해 보고, 이를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이 논문에 담

고자 한다.

특히 실제 수사 과정에서 접한 경험을 토대로 수사대상자가 이미 고

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담합사실 외의 추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자 할 때 어떤 절차와 요건을 설정하고, 그 결과 새로운 담합 사실이 규

명된 경우에 어떠한 혜택을 부여할지에 관해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미국

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리니언시 플러스(Leniency Plus) 제도와 페널

티 플러스(Penalty Plus)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수립할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 연구의 범위

이 논문의 연구는 먼저 전속고발권 제도가 초래하고 있는 현행 공정

거래법 형사집행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공

정위의 카르텔 규제 사례와 통계를 분석하여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가 카

르텔 규제를 위해 적절히 행사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고발권 행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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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오랜 기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2018. 11. 30. 정부가

제안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위 개정법률안에는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친 다

양한 개정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의 전속고발권 폐지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 분석된 적이 없었던 입찰담합 사건들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실태를 통계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일부 사례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도 담고자 하였다. 입찰담합은 카르텔 중 가장 대표

적이고 악성이 높은 범죄이다. 따라서 공정위에서 입찰담합 사례들을 어

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입찰담합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권

행사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처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사례들을 선별해 보았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을 적발하기 위한 ‘형사 리니언시 제

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신설된 지 겨우 4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 형사 리니언시 제도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주목하고 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연구 대상로 하더라도, 1997년부터 도입되어

여러 차례 개정된 끝에 카르텔 적발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행정 리니언

시 제도를 형사 리니언시 제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양자는 각각

별도로 분리 운영되어서는 아니 되고 궁극적으로는 상호 유기적이고 정

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행정 리니언시 제도도 연구

의 범위에 함께 포함하여 행정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되어 20여 년간 다

양한 비난을 받고 변천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서 형사 리니언시의 바람

직한 모델을 설계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리니언시 제도는 1976년 세계 최초로 리니언시 제도

를 도입한 미국의 제도를 수입한 것으로, 미국의 제도의 변천 과정과 이

를 차용한 세계 각국의 사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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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제도는 행정규제의 감면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형사처벌의 감

면 혜택을 부여하는 데 중점이 있다. 미국은 2004년 「반독점 형사처벌

강화 및 개선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을 제정하여 담합과 관련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였고,

담합 기업의 임직원 개인에 대한 엄벌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리니언시 제도는 형사처벌 감면에 더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리니언시 제도는 행정규제의 감면에 대하여만 규

정하고 형사책임 감면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하위 법령인 공정위 고시를 통하여 자진신고

자에 대한 검찰 고발 면제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리

니언시 제도를 연구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수사 단계에서 수사대상자가 이미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담합사실 외의 다른 담합사실을 자진신고 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와 요

건을 설정하고 어떠한 효과를 부여할지에 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에 대한 지침이나 국

내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리니언시 플러스(Leniency Plus) 제도와 페

널티 플러스(Penalty Plus) 제도를 활용 중인데,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여 형사 리니언시 제도 내지 형사집행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형사집행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에게 추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할 유인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고, 추가 담합 사실의 자진신고로 새로운 카르텔이 적발

될 경우 자진신고자에게 어떠한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

은 카르텔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규제하는 새로운 수단이 조기에 정착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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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공정거래법의 형사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 현황을 실증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검토한 다

음, 수범자의 입장에서 보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법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한 결과를 담고자 하

였다.

먼저, 카르텔 중 가장 악성이 큰다고 평가되는 입찰담합 범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 현황을 최근 6년 동안의 통계와 개별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입찰담합에 관여한 사업자와 소속 개인들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가 일관성 있고 원칙에 따라 행사되고 있는지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속고발권 제도가 공정거래법의 형사집

행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의 주제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소개하고 그 요건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리니언시 플러스

(Leniency Plus)와 페널티 플러스(Penalty Plus) 제도를 실무에 도입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제2장에서 후술하는 것처럼 이에 대하여 우리나

라에서는 근거 법령이나 지침은 물론, 기존 연구가 거의 없어 연구의 방

법과 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이 연구

의 출발점은 국내・외 문헌 연구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먼저 공정거래법의 형사집행은 행정집행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

므로 공정위의 행정집행 절차와 행정 리니언시 제도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나라보다 선제적으로 민사・형사・행정집행 분야에서 불공정 공동행

위를 규제하면서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온 외국의 제도를 살피는 비교

법적 분석도 병행하고자 한다. 형사 리니언시 제도가 공정위의 행정 리

니언시 제도와 별개일 수 없고 양자는 통일적이고 정합적으로 설계・운
영되어야 수범자들의 자진신고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행정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해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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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례를 살펴보고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모델을 찾아보고자 한다.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등에 실린 저술과 리니언시 플러스 등에 대한 해외 저

술을 함께 살펴본 다음, 이러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에 관

하여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예상 가능한 결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한 실무사례를

찾아보되, 실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거시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실례와 유사한 가정적 상황을 상정하여 세부적인 절차, 요건, 효

과 등을 제안하고 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을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행정 리니언시 제도와 해외 입

법례 등을 종합하여 수사대상자가 추가 담합사실을 적극적으로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설계하고자 한다. 특히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를 구체적

으로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도입해야 할지 등에 관하여 실제 도입 중

인 미국 등 외국 입법례를 중심으로, 국내・외 논문과 저술 등 문헌 연

구를 통하여 어떻게 국내 도입할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I. 논문의 구성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힌 후 연구의 대상

에 관하여 정리한다. 제2장에서는 연구 대상인 카르텔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살피고, 카르텔의 규제 방법으로 세계 사법경쟁당국3)이 활용하고

3)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경쟁당국(Competition Agency)'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DOJ)는 주로 카르텔(반독점) 법집행을 담당하지만,

국제적으로 사법당국이자 경쟁당국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 법무부(검

찰)도 이미 전 세계 경쟁당국의 협의체인 국제경쟁당국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이하 ‘ICN')의 총회와 카르텔워킹그룹(cartel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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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하여 가볍게 개관하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상의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살펴본다. 부수적으로 카르텔

과 관련하여 입법론적 쟁점인 전속고발제의 폐지 논쟁뿐 아니라, 행정・
형사집행과 불가분 관계에 있는 민사배상과의 관계도 조명해 본다.

제3장에서는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다. 먼저 카르텔 사건에 대한 공정

위의 고발 현황을 공정위에서 발표한 통계를 통하여 살펴본다. 통계만으

로는 카르텔에 대하여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가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는

지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특히 카르텔 중 ‘입찰담합’ 사안에 대

하여 최근 6년 간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행사한 개별 사례들과 판결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해 본다. 개별적인 사안을 상호 비교해 보면 공정위의 고

발권 행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4장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카르텔 수사에

도입하여 운영 중인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참고가 될 현

행 공정거래법상 행정 리니언시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 EU

등 선진 각국에서는 리니언시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고찰한

다. 세계 각국의 카르텔 규제 법률과 규제기관, 제재 현황 및 리니언시

프로그램의 도입 과정 등을 살핀다.

다음으로, 실제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

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대상자가 기존의 고발된 카르

텔 행위 외에 검찰에 추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할 유인이 있는지, 만일

추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어떠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는

지 등을 고민하여 본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리니언시 플

러스 제도와 더불어 페널티 플러스 제도의 작동원리를 살펴본다. 이러한

group)에서 경쟁당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법무부나 미국 DOJ는

전통적으로 민・형사집행과 송무(litigation)를 담당하는 사법당국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본 논문에서 다루는 형사집행도 사법작용의 일종인바, 이하에서는 경쟁

당국과 사법당국을 아울러 ‘사법경쟁당국’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구상엽, 「카

르텔 형사 법집행 개선방안 연구 - 국제카르텔을 중심으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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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토대로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

려면 그 요건과 절차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수범자 입장에서 제도 운영

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함께 고민해 보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쟁점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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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카르텔・리니언시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카르텔・리니언시 의의

I. 카르텔(Cartel)

1. 카르텔의 정의

카르텔(Cartel)은 우리나라 법령에 명시된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기업

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결성하는 단체나 공동으로 행하는 부당한 공

동행위를 일컫는 말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다.4)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

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면서 다양한 부당 공동행위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다.

복수의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19조 제1항 제1호),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

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제19조 제1항 제2호), 상품의 생산ㆍ출고

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제19조 제1

항 제3호),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제19조 제1항 제

4) 카르텔은 문서를 뜻하는 ‘carta’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로서 원래 중세 교

전국들 간 문서에 의한 휴전협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1880년대 독일에서 기

업 간의 모임인 단체나 협회와 같은 의미로 ‘Karte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

작하였고, 이것이 1930년대 영미권에서 ‘cartel’이라는 단어로 전파된 것이라고

한다(권오승/서정, 『독점규제법』, 법문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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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제19조 제1항 제5호), 상품 또는 용역

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제19조 제1항 제6호),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제19조 제1항 제7호), 입

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제

19조 제1항 제8호) 등이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표적 유형이다. 그 외에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행위도 금지되고(제19조 제1항 제9호), 이들 부당 공동행위는 공정

위의 시정명령(제21조), 과징금(제22조) 처분의 대상이 되며, 공정거래법

제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사업자들의 공동행위 중에서는 공동 연구나 개발처럼 사회적으로 긍

정적인 효과가 나타는 경우도 있지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 중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를 통상 카르텔

(Cartel) 또는 담합(談合)이라고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사업자들의 카르텔 내지 담합을

통해 시장경제의 전제라 할 수 있는 자유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쟁 자체가

봉쇄되기 때문이다.

2. 카르텔의 분류

부당 공동행위를 경쟁제한 효과의 정도에 따라 경성(硬性) 카르텔

(Hardcore Cartel)과 연성(軟性) 카르텔(Softcore Cartel)로 구분하기도

한다. 경성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있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

대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연성 카르텔은 두 효과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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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성 카르텔의 예로는 사업자들의 가격담합(제19조 제1항 제1호), 산

출량담합(제19조 제1항 제3호), 시장분할(제19조 제1항 제4호), 입찰담합

(제19조 제1항 제8호) 등이 있다. 카르텔의 형사집행에서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경성 카르텔이다. 연성 카르텔은 공동 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

매, 공동연구・개발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자체로 당연위법(per se

illegal)이라 보지 않고 경쟁제한적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비교형량

(rule of reason)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5)

이 논문에서는 경성 카르텔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하여 카르텔의 형

사법집행과 관련된 형사 리니언시 제도에 관하여 다룬다.

II. 리니언시(Leniency)

1. 리니언시의 정의

리니언시(Leniency 또는 Amnesty)는 카르텔 참가자가 카르텔 가담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카르텔에 대한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특히 경성 카르텔은 경쟁 촉진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경제주체의

건전한 경제활동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직접적이고 강하게 저해

하는 효과가 있어 각국의 사법경쟁당국은 이를 적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

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카르텔은 과점시장에서 소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하게 경

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외부에 드러

5) 공정위의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위 예규 제235호)은 경성 카르텔과 연

성 카르텔의 구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우리 법원은 공정위의

공동행위 심사기준과 같은 행위유형별 구분을 채택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 점

차 경성 카르텔과 연성 카르텔을 구분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권오

승・서정, 『독점규제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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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합의를 사법경쟁당국이 탐지・적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사법경쟁당국의 많은 인력과 자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카르텔 제재 효과는 미미하였다.

이에 미국의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는 1978년 카

르텔을 적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니언시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카르텔에 참여한 일부 사업자가 카르텔의 내용과 다른 참여사업자에 대

하여 자진신고하고 이후 사법경쟁당국의 조사에 계속 협조할 경우 과징

금을 포함한 제재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해주었다.

이후 미국 DOJ는 1993년에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리니언시 제도 운영

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는데, 그때부터 급격하게 많은 자진신고

가 들어와 리니언시 제도의 카르텔 적발의 효율성이 입증되었고, 1996년

이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등 다른 나라에도 리니언시 제도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EU는 1996년에 리니언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02년에 이어 2006년

에 자진신고자 감면고시를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00년에는 영국과

독일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오늘날 OECD 전 회원국과 몰타를

제외한 전 EU회원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60개국 이상이 리니언시 제도

를 채택하고 있다.6)

우리나라도 1996년 12월에 공정거래법 제5차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여

1997년부터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2004년까지는 거의 활용이 되지 않다가, 2005년 법령 개정을 통해 투

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면서 급속히 활성화되어 2005년부터 2017년

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총 539건의 카르텔 사건 중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적발된 사건이 301건으로 55.8%에 달한다.7)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 과정이나 변천 경과,

적용 요건과 효과 등은 제4장에서 상세히 후술하고자 한다.

6) OECD, "Challengers and Co-ordination of Leniency Programmes",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DAF/COMP/WP3(2018), at 4 (2018)
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18, 192-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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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리니언시 제도

우리나라 학계와 많은 실무자들은 우리나라의 리니언시 제도에 대하

여 다양한 비판을 제기하여 왔고, 공정위는 여러 차례 관련 법령을 개정

하여 리니언시 제도를 정비하여 왔다.

한편, 리니언시 제도는 형사집행에 있어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고 현행

법상으로도 자진신고를 이유로 형사책임의 법적 감면이 가능하기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도

입・운영하여 유의미한 성취를 이루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자

가 추가 담합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에 관하여는 기존 행정집행 분야와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거의 없었고,

학계나 실무자들의 관심도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리

니언시 제도에 대한 학계나 실무자들의 관심은 리니언시에 따른 시정조

치 등 행정처분 감면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리니언시 플러스(Leniency Plus)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형사집행 절차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이 논문에서 기초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더불어 리니언시 플

러스 제도에 대응하는 페널티 플러스(Penalty Plus) 제도도 함께 살펴보

면서 양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세부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관련 절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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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I. 카르텔 리니언시 관련 선행연구

1. 형사 리니언시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검색한 결과, 카르텔 수사와 관련된 형

사 리니언시 제도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8)에서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로 재직하면

서 다년간 공정거래 수사 경험을 쌓은 구상엽 검사가 2019년에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카르텔 형사 법집행 개선방안 연구 - 국제카르텔을 중

심으로」 외에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연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위 논문에는 국제카르텔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형사집행 절차에서

수사권 남용을 막는 방편으로 형사 리니언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위해 미국

DOJ와 같이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내・외에 공표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자는 제안과 함께, 카르텔 수사준칙과 형벌감면준칙

의 예정안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카르텔 사건에 대하여 행정,

형사, 민사로 이어지는 순차적, 중복적 법집행에서 탈피하여 공정위와 검

찰 간 리니언시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행정집행과 형

사집행의 대상을 효율적으로 분장하여 과잉집행의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

성도 설득력 있게 강조하고 있다.

한편,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8

년 법무부와 공정위의 합의문 공표에 방점을 두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과 대응방안을 연구한 저술도 있었다. 이기종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의 전신이 2015년 2월에 신설된 공정거

래조세조사부라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하에서는 양자를 공정거래조사부

(이하 ‘공정거래부’)라고 통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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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도 운영상의 장애요소와 국

제적 부조화를 해소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 등이 이루어질 경우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검찰의 형

사면책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공정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

합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9)

2. 리니언시 플러스 및 페널티 플러스 관련 선행연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하여 카르텔이나 리니언시 제도에 대

한 연구논문은 다수 찾을 수 있었는데, 대부분 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점

을 지적하는 논문이었고,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나 페널티 플러스 제도를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설명 아래에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리니

언시 플러스 등의 세부절차나 요건, 효과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논문

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처럼 형사 리니언시 제도나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 등에 대한 국내

연구의 부재가 이 논문 주제인 형사 리니언시 제도, 특히 리니언시 플러

스 제도 도입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수사대상자로부터 리니언시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기

도 하고 그러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상세한 절

차와 요건, 효과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서 연구의 동

기가 촉발되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리니언시 도입 초기를 살펴보면, 리니언시 제도가

공표되어 수범자들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더라도, 집행기관에게 지나

치게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을 경우 리니언시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던 전례가 있다. 따라서 형사 리니언시를 활성화하여 카르텔 적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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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부조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3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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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찰의 재량권을 축소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

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검토와

결단이 필요하다.

법령이나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적용 선례도 많지 않은 상황

에서 행정 리니언시 제도의 변천 과정과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투명한

형사 리니언시 제도 내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차원

에서, 아래에서는 카르텔 및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본 논문 연구에 참고하고자 한다.

3. 카르텔 리니언시 관련 선행연구

리니언시 제도 자체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리

니언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많

았다. 특히 입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역사가 길지 않아 제도 자체

의 도입 배경, 요건, 효과 등을 설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해외

입법례, 특히 미국의 리니언시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많았다. 반면, 리니언시 적용 사례를 세

부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도입 역

사가 길지 않고 아직까지 실무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과 공정위

조사나 검찰 수사 내용의 비공개적 특성 등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부, 2009)는 카르텔 규제의 형사적 집행

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공정위 고발절차와 검찰의 수사절차를 분석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그 혜택 중 하나인 고발 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

고, 특히 카르텔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만으로는 카르텔 억지 목표 달성

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에 관해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

조하는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10)

김두진 교수(부경대학교 법학과, 2008)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주제로, 감면의 근거, 요건, 효과, 절차를

10) 홍대식, “카르텔 규제의 형사적 집행”, 법학실무연구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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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바 있다.11) 이 논문에는 우리나라 행정 리니언시 제도가 미국에

서 활용 중인 ‘Penalty Plus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

어 있다.

이호영 교수(한양대학교 법과대학, 2007)는 경성카르텔에 대한 제재

체계에 관한 논문을 통하여 카르텔에 대한 억지력(deterrence)을 제고하

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처벌을 적극 활용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경성 카르텔의 억지를 위하여 기업 내부제

재를 적극 유도하여 임직원 등에게 경성 카르텔 금지라는 메시지를 분명

히 전달하여 내부 정화를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2)

황태희 박사는 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논

문을 통하여 현행 리니언시 제도의 요건과 효과,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적용례, 외국 입법례 등을

중심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13)

고동희 교수(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2017)는 자진신고 감면제

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게임 모형을 이용하여 제시하면서, 감면비율

이 너무 높다는 문제를 시정하고, 신고 순서와 상관없이 신고 기업의 수

에 따라 과징금 감면비율에 차등을 두면서 신고한 기업이 감면 받은 과

징금의 일정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게 추가 부담시키는 대안을 제

안하여 리니언시 활용도 내지 자진신고 유인의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

다.14)

박성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2012)는 자진신고자 관점에서 리니언시

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열거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면서, 리니언시 제

도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

11) 김두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상사판례연

구 21 (2008)
12) 이호영, “경성카르텔, 누구를 제재하는가? : 공정거래법상 경성카르텔 제재

체계와 관련하여”, 한국경쟁법학회 2007. 동계학술대회 발표문, 경쟁저널(2007년

1월호)
13) 황태희,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Leniency)제도의 현황과 문

제점에 관한 법적 검토, (2007)
14) 고동희, “자진신고 감면제도 개선방안”, 한국경제학보 제24권 제1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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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① 담합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가

혹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②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

발될 위험이 오히려 커진다는 인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적발확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며, ③ 자진신고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 사

업자가 얻게 되는 혜택의 차이가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자진신고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5)

II. 전속고발권 폐지 논쟁

1. 전속고발권의 부작용

공정거래 분야에서 공정위가 경제분석 등 전문성을 발휘하여 형벌권

이 남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속고발권 제

도의 원래 취지이다.16) 실제 전속고발권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

한 형사처벌의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의 판단을 선행시키고, 형사처벌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인과 사업자의 과잉 범죄화를 막아

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17)

그런데 우리나라 공정위는 그동안 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

사하여 형사처벌을 통한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여 왔다는 비난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리니언시 정보를 독

15) 박성범,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진

신고자 관점에서 고찰-”, 경쟁법연구 26권 (2012)
16) 전속고발제의 취지에 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하여는, 구상엽, “카르텔 형사

법집행 개선방안 연구 -국제카르텔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정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30

(2008), 290면; 손영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32(4) (2018); 손수진,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11-1 (2011) 등
17) 손영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 관한 연구”, 기업

법연구 3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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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면서 부당 공동행위를 적시에 단속하여 제재를 가하지 않고, 공소시

효를 도과하여 고발하거나 공소시효 완성에 임박하여 제재하는 등의 문

제를 보이기도 하였다.1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고

발이 급증하였는데 공정위의 통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연 고발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난다.19)

이에 대해 공정위는 카르텔 사건을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부득이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거나 지연 고발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정위의 고발

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므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리니언시 정보 독

점은 형사집행의 공백을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

어 왔다.20)

18) 파이낸셜뉴스, 「2017국감, 공정위 국제카르텔 과징금 불복소송 부과액 76%

달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정위가 제재한 국제카르텔 15건 중에서 검찰에

고발한 건은 6건에 불과한데, 고발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해 보니 거의 대부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고발하지 못한 것(홍일표 의원)”」(2017.

10 19.); 머니투데이, 「공정위 국제카르텔 미스터리... 사건 절반 공소시효 넘

겨」(2018. 10. 25.); 세계일보, 「공소시효 자꾸 놓치는 공정위... 늑장조사 비판

목소리」(2017. 11. 6.) 등.
19) 공정위 고발이 급증한 2018년 상반기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

부에 접수된 카르텔 고발 24건 중 공소시효가 6개월 내 완성되는 사건이 19건

으로 80%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국제

카르텔 사건 기소 관련 참고자료」(2019. 1. 21.)
20) 검찰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공정거래사범협의회와 양 기

관 실무자 협의과정 등에서 수차례 지연고발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공정거래위

원회 측은 시간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속한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구상엽, “카르텔 형사 법집행 개선방안 연구 -국제카르텔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이러한 공정위의 입장은 언론을 통해서도 알

려졌다. 세계일보, 「공정위 “카르텔 조사 오래 걸려”, 8월에도 ‘만료 직전 고발’

비판」(2017. 11. 6.); 문화일보, 「공정위 또 ‘늑장 조사’... 檢고발 공소시효 넘

겨, “조사기간 부족”... 또 변명만, “전속고발권 독점 풀어야” 지적」(2017. 11.

7.) 등



- 25 -

2. 전속고발권 존폐론

현행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쟁의 큰 줄기는 3가지

로 나눌 수 있다.21)

하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제분석 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계속해서 전

속고발권을 가져야 하고, 그럼으로써 기업에 대한 고발권 남용 등의 폐

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존치론이다. 다른 하나는 공정위의 고발권 불행

사에 따른 당사자의 재판진술권 침해 및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하여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전면폐지론이다. 마지막은 공정

거래법 위반 행위 중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폐해가 크고 그 위법성이 당

연하게 인정되는, 가장 중대한 위반행위인 카르텔, 특히 가격고정, 시장

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 카르텔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만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일부폐지론이다.

3. 2018년 법무부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가. 합의 결과

위와 같은 전속고발권 존폐 논쟁이 계속 이어져 오던 중 2018. 8. 21.

법무부와 공정위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일부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하였

다. 이후 2018. 11. 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이 11. 30.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법률안

은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위 합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가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즉,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담합,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 카르텔에 대하

여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일부폐지론’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21) 이하 전속고발권 존치론, 전부폐지론, 일부폐지론 등에 대하여는, 손영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32(4)

(2018)



- 26 -

1. 총칙

 ◦ 법무부와 공정위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② 자진신고 제도 운영에 합의

2.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

3. 전속고발제 폐지 시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

 가.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 규정 마련

 ◦ 1순위 자진신고자 형 필요적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 형 임의적 감경

 ◦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형벌 감면 가능

 나. 행정조사 자료 및 수사 자료 제공

 ◦ 검찰 수사를 위해 공정위의 자진신고 정보를 포함한 행정조사 자료 제공

 ◦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해 검찰의 수사 자료 제공

 다. 자진신고 정보 공유 방식

 ◦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

 ◦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 공유

나. 합의의 구체적 내용

법무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민사・행정・형사 집행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

다. 한편,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경우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되

거나 리니언시 제도 자체가 비활성화 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의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 법령상 근거를 마

련하였고 자진신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등 리니언시 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변혁을 합의하였다. 합의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법무부 - 공정위 합의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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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공정위 우선 조사 사건

 ◦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 등 검찰 송부

 마. 검찰 우선 수사 사건

 ◦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하여 검찰 우선 수사

 바. 형사 면책 판단

 ◦ 자진신고 접수되면 공정위는 자료보정 후 공정위 의견과 검토 자료를 검찰에 송부

 ◦ 검찰은 형사 면책 판단 시 공정위 의견 최대한 존중

 사. 사업자에 대한 통지

 ◦ 공정위는 행정 면책 결정 전에 접수순서, 자료 누락 여부 등을 사업자에게 확인 가능

 아. 감면 취소

 ◦ 공정위 행정 면책 결정 후 행정 소송에서 비협조하는 경우 행정 면책 취소 가능

 자. 비밀 유지 등

 ◦ 자진신고 비밀 유지 및 사건 처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전문 인력 별도 지정

 차.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정위와 검찰은 제반사항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개선방안

전속고발제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는 근본 원인은 공정위의

정보 독점에 기한 폐쇄적 업무처리에 있다.22)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

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초기 단계부터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다는 일부

언론의 분석이 있으나,23) 이는 법제도 측면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소추요

건일 뿐 수사 개시를 위한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오히려

현실을 보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단서를 확보해야

하는데, 자진신고 등 중요한 단서를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

22) 구상엽, “카르텔 형사 법집행 개선방안 연구 - 국제카르텔을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3) 매일경제, 「검찰, 공정위 고발 없이도 ‘중대 담합’ 수사 가능」(2018. 8.

21.); 한겨레, 「공정위 ‘담합 고발’ 없어도 검찰이 수사한다」(2018. 8. 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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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착수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속고발

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주장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

고,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인

검찰조차도 카르텔 사건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발요청권자

의 확대는 전속고발권 문제의 적확한 해결책이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전속고발권 문제의 근본 원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독점을

개선하여 공정위와 검찰의 상호 견제와 협업을 증진하고 중대한 공정거

래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엄정한 형사 집행을 담보하는 것이 양 기관이 함

께 지향해야 할 목표라 할 것이고, 이를 통하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형사 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III. 민사배상과 리니언시의 관계

1.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24)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 제4조)은 담합을 포함한 셔먼법

(Sherman Act) 위반 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

는데, 3배 배상 원칙을 통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억지하고 부당 공동행위

를 통해 얻은 이익을 원상회복시키며,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제

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2004년 미국은 이러한 3배 배상책임의 원칙에 대하여 리니언시

신청자에게 실손해 배상책임만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유인을 부여하였다.

24) 이선희, “담합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한국비교사법학

회 23(3) (2016); 이선희, “카르텔의 자진신고에 의한 책임감경제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5권 제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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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2004년 반독점 형사처벌 강화 및 개선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을 통하여 담합과 관련된 형벌을

강화하는 한편,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 ‘만족할 만한 협조(satisfactory cooperation)'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끼친 실손해(actual damage)만 배상하면 되는 것으로 연대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2.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개정

공정거래법 집행은 그 동안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

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권리구제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었

다. 따라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

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었는데,25) 2018. 9. 18.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2019. 9. 19.부터 부당 공동행위를 하거나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

자에게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

다(공정거래법 제56조 제3항 신설).

다만 리니언시 제도를 통하여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여, 실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사업자와 공동으로 연

대배상 책임을 지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예외도 함께 규정하였다(공정거

래법 제56조 제4～5항 신설).

미국의 클레이튼법에 의한 3배 배상책임 원칙과 리니언시를 통한 실

손해 배상책임 감경 혜택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공정거

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사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11. 3. 29. 국내 법률 중 처음으로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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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7315호, 2004. 12. 31,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84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56조 (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

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

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② 삭제  <2004.12.31>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

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

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② 삭제  <2004.12.31>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제23조의3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

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9.18>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

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함

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

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자의 재산상태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19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

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18.9.18>

한 것이다.

[표 3]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한 법률 조항(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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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니언시 요건과의 결합 가능성

미국의 위와 같이 법 개정을 통하여 미국의 3배 배상 원칙과 리니언

시를 통한 민사책임 경감의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카르텔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카르텔 가담기업을 상대로 민

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

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단순히 리니언시를 통해 민사책임의 범위를 경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리니언시의 요건 중 하나로 피해자에게 실손해 상당의 배

상책임을 이행하거나 공탁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리니언시 제도에 대하여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나, 미

국의 리니언시 요건 중에는 ‘자진신고자에게 가능한 한(where possible)

손해를 배생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가능한 한’의 의미에

대한 DOJ의 공표문에 의하면 ‘if possible'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손

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해석하

여야 하는바,26)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 향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리니언시 요건 중

하나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과 그 방법에 대하여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성격, 피해자들을 대위한 국가의 범죄수익환수 가능성 등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6) DOJ는 ‘실제로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로서 자진신고회사가 파산하

여 법원이 추가적인 채무부담행위를 금지한 경우, 유일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

우, 손해배상하면 기업의 존속이 상당히 위험해지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손해배상의 상대방은 미국 내 피해자에 대하여만 이행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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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카르텔 사건에 대한 공정위 고발 현황

제 1 절 공정위 고발 현황 분석 필요성

I. 카르텔 형사 집행의 강화 추세

1. 선진 각국의 동향

카르텔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카르

텔 등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27)

해외 선진 각국의 경쟁법이 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의 셔먼법

(Sherman Act)은 카르텔 행위를 엄격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반독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하여 「2004년 반독점 형사처벌 강화 및 개선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을 발효하여 기업의 경

우 최대 1,000만 달러이던 법정형을 최대 1억 달러로, 개인의 경우 최대

35만 달러 또는 징역 3년 이하이던 법정형을 최대 100만 달러 또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기까지 하였다.

세계 최초의 경쟁법인 캐나다의 「거래제한결합 방지 및 억제법」

(Act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ombinations in Restraint

of Trade)은 1889년 제정 당시부터 1960년까지 카르텔에 대한 처벌 규정

을 두고 있었다.28)

27) 김두진, “공정거래법 집행의 이원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방안”, 법조 2008

-11
28) 캐나다는 1960년경 담합, 기업결합 및 독점 행위에 대한 기소와 형사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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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  가  명

경쟁법에 형벌 조항

(14개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이슬란드, 호주, 아일랜드, 그리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형법에 입찰담합죄

(6개 국가)
독일, 이탈리아, 터키, 슬로바키아, 헝가리, 벨기에

형벌 조항 없음

(14개 국가)

폴란드, 체코, 멕시코, 뉴질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위스, 슬로베니아, 칠레, 에스토니아

종래 형사 처벌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던 아일랜드, 영국, 호주

등도 카르텔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경쟁법이나 다른

법률에 신설하였고,29) OECD 대부분의 국가들도 카르텔 등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형사처벌

규정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30)

[표 4] OECD 국가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조항 현황

2.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추세

OECD 등 선진국들은 개인에 대한 제재(sanctions on individuals)가

효과적인 카르텔 형사 집행의 수단이라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

고 있다.31)

대한 근거 규정을 기업결합조사법(Combines Investigation Act)에 마련하면서,

다른 형사법에서는 관련 처벌 규정들을 폐지하였다.
29) 아일랜드는 2001. 12.경 경쟁법(the Competition Act, 2002)을 제정하여 경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하였고, 이는 유럽 최초의 경쟁법 위반 행

위에 대한 형사 처벌화라고 평가된다. 영국은 2003.경 발효된 기업법(Enterprise

Act) 제188조에 의하여 가격 고정 카르텔을 범죄로 규정하였다(김두진, “공정거

래법 집행의 이원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방안”, 법조 2008-11).
30)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2018. 9.)

에서 발췌(공정경쟁연합회 제공)
31) OECD, Policy Roundtables, 「Cartel Sanctions against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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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OJ(법무부 반독점국)도 카르텔 근절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

안 중 하나로서 카르텔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른바 ‘Yates Memo' 등을 통하여 담합 등 카르텔의 형사 집행에 있어

이른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천명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32)

실제 적극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회사 임직원 대하여 단지 회사를 위

하여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면제

하는 것은, 법인만 처벌됨으로써 회사가 가진 막대한 자금력으로 최대 2

억 원의 벌금만 내면 어떠한 담합 사건도 손쉽게 종결된다는 매우 잘못

된 인식을 시장에 심어줄 수 있다.33) 이는 종국적으로 담합이 반복적으

로 재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 수사 사례를 보면

수 년 전 입찰담합 행위로 처벌되었던 법인이 똑같은 담합 행위로 다시

수사대상이 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입찰담합 등 카르텔 근절을 위해서는 법인뿐 아니라 법인 소

속으로서 카르텔에 가담한 핵심 임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형사책임

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세계 각국의 사법경쟁당국의 태도가 합치

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처벌은 궁극적으로는 임직원의 보호와 기업의 준법문화

(Corporate Compliance Culture)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담합에 가담

하면 개인도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와 형사집행의 확실성

(2003).
32)「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combat corporate misconduct is by

seeking accountability from the individuals who perpetrated the wrong

doing. Such accountability is important for several reasons: it deters future

illegal activity; it incentivizes changes in corporate behavior; it ensures that

the proper parties are held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and it promotes the

public's confidence in our justice system.」 Deputy Attorney General Sally

Q. Yates, 「Memorandum for Assistant Attorney General」, DOJ(2015).
3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입찰

담합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징역형으로 처

벌할 수 없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최대 2억 원의 벌금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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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회사나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

(shield)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34)

II. 공정위 고발권 행사 현황의 분석 필요성

1. 카르텔 형사집행과 공정위 고발의 상관관계

카르텔 사건에 대한 형사집행은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 여부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받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속고발제로 인하여 수사기

관이자 소추기관인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카르텔 사건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르텔 사건은 아니지만, 공정위의 고발권 불행사로 인하여 공정거래

법의 형사집행이 무력화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백화점 식품 가공

일자 허위표시 사건」을 꼽을 수 있다.

1994년경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에서 전

날 판매하다 남은 정육, 해산물 등 포장 식료품의 가공일자를 허위로 변

조하여 새로 들어온 신선한 상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그 다음날 재판매하

는 행위를 적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부지청 검사는 백화점의 식료품

담당자들을 사기죄로 입건하는 한편, 위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6호35) 소정

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정위에 관련 백화점 사업

자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백화점의 위 행위가 공

정거래법위반 행위임을 확인하여, 관련 백화점 사업자에 대하여 식품 가

공일 허위표시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 사실 공표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34) 구상엽, “카르텔 형사 법집행 개선방안 연구 - 국제카르텔을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35) 구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

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

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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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고발 요

청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검찰의

고발 요청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전속고발제로 인하여 관

련 백화점 사업자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기소하지 못하였고, 식품 담당

직원 6명만 사기죄로만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36) 위법행위로 오

랜 기간 범죄수익을 취득한 백화점 사업자는 처벌하지 못한 것이다.

위「백화점 식품 가공일자 허위표시 사건」외에도, 「백화점 변칙 세

일 사건」,「에이스 침대의 대리점계약 해지 사건」등 공정위의 고발권

불행사 및 소극적 행사로 인하여 공정거래법의 형사집행이 형해화된 사

례가 다수 있었다.

특히「에이스 침대의 대리점계약 해지 사건」의 피해자는 공정위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데, 헌법재판소는 “행

위의 위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고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벌을 적용

하지 아니하면 법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 있어

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그에 대하여 당연히 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

가 있고, 이러한 작위의무에 위반한 고발권의 불행사는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

해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결정함으로써 공정위의 전속고발

권이 자유재량이 아니라 위와 같은 내재적 한계를 가지는 기속재량행위

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37)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96. 12. 30. 공정거래법이 개

정되면서 전속고발권의 내재적 한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과 함께, 전속고

발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규정이 신설되었

다.38)

3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57 판결.
37)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36 전원재판부 결정
38) 공정거래법(법률 제5235호, 1996. 12. 30. 일부 개정) 제71조에 다음과 같은

제2∼4항을 신설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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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위 고발권 행사 현황의 분석 필요성

앞서 제2장 제2절 II. ‘전속고발권 폐지 논쟁’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속고발제의 문제점과 그와 관련된 논의는 이미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

에 의하여 검토되었고, 2018. 11.경 이미 전속고발권의 일부폐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므로, 본 논

문에서는 관련 논의를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전속고발제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정위가

행사하고 있는 고발권 행사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웠다.

공정위는 매년 ‘백서’와 ‘통계연보’를 발표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공정

위에서 처리한 전체 카르텔 사건 수와 그 중 고발권을 행사한 사건 수

등을 알 수 있고, 고발권 행사 비율의 변동 추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별로 공정위가 고발한 경우와 고발하지 않은 경

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는지, 공

정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고발 기준을 준수하여 일관성 있게 고발권 행

사를 하고 있는지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가 고

발권을 행사한 개별적인 사건들 전부를 일일이 수집하기 곤란하기도 하

고, 이러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놓은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

문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카르텔 중에서 ‘입찰담합’ 사건에 대하여 공정위

가 고발권을 행사한 사례들을 전수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

다. 특히 카르텔에 적극 가담한 개인에 대하여 엄벌하는 세계적인 추세

에 따라 우리 공정위도 개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고 있

는지, 공정위가 스스로 마련한 고발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고발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

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

하지 못한다.<신설 19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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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 대상 및 방법

1. 카르텔 사건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통계 분석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와 관련된 통계와 그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고, 관련 기초자료도 공정위에서 매년 발간하

는 백서나 통계연보 등을 통하여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논문 제출일인 2019. 11. 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발

간된「2018년판 공정거래백서」와 「2011년도 통계연보」부터 「2018년

도 통계연보」까지의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여 공정위 고발권 행사 비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의 주제가 ‘카르텔 형사 리니언시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

므로, 카르텔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역대 시정조치 내역과 관련 통계를

살펴보고, 카르텔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비율의 변동 추이를 간략

히 정리하고자 한다.

2.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고발 현황 분석

카르텔 사건에 대한 고발권 행사 현황과 통계를 살펴보면, 공정위가

카르텔 사건 중에서도 ‘입찰담합’ 행위의 적발과 시정에 가장 비중을 높

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위는 다음과 같이 카르텔 적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39)

「1981년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래, 공정위는 카르텔 근절에 업무의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공정위가 2017년까지 과

징금을 부과한 총 2,659건의 사건 중 카르텔 사건은 581건(약

21.8%)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금액 기준으로 보면 총 과징금 부과

3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18, 206∼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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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81,397억 원) 중 약 68.9%(56,113억 원)가 카르텔 사건에 부과

된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가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역대 카르텔 사건들을 유형별

로 살펴보면, 가격 카르텔(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적발

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던 과거에 비하여 점차 입찰담합(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적발로 무게중심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2017년 총 69건의 카르텔 적발·시정조치 사건 중 입찰담합 사건

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 카르텔 사건이 13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

하였다.40) 따라서 카르텔 사건 중 입찰담합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 기준을 살펴보는 데 가장

긴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6년 동안 공정위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입

찰담합 사건들을 전수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고 간략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한 대상자

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특히 사안의 중대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법인만 고발하였는지,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하여도 고발권을 행사하

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개별적인 사안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사

안의 중대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비례하여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가 원칙

과 기준에 따라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개별 사안

이나 담당 공무원별로 일관성 없이 고발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2013년 말경부터 2019년 말경까지 공정위가 대검찰청에 고발

한 입찰담합 사건들의 고발 혐의사실을 살펴보고, 검찰의 처분 결과와

법원의 판결 선고 결과도 함께 살펴본다.

위와 같은 2가지 방법에 의한 분석을 하기 전에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고발 기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18, 206∼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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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정위의 고발기준

I. 현행 법령

1. 공정위의 고발기준 마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996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의 고발 의

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공정위는 1997년경 스스로 고발지침을 마

련함으로써 고발권 행사의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1997년 제정된 고발지침은 경쟁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경쟁

제한 효과가 크고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

우,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의 경우 공정위로 하여금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발기준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

어서 자의적인 불고발 문제가 방치된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정

위는 2007년 새로운 고발지침을 마련하여 기존의 고발 기준을 구체적이

고 계량화하면서, 각 위반 행위의 유형별로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 사업

자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지역적 범위,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일정한 점

수를 부여하고, 각각 산정된 점수의 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

로 고발하도록 정하였다.

2. 현행 고발기준

공정위는 현재 2018. 3. 8.경 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공정위 예

규 제295호, 이하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권을 행사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발지침은 과거에도 수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위

2018년 개정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개인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반영한 것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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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고발기준을 구체화, 체계화하기 위하

여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였다.

의사결정의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행위 가담 기간별로 개인의 위반행위를 점수화하였고, 각 산정된 점

수의 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정한 것이다(고발

지침 제2조 제2항 제1호 및 별표 1).

그러나 현행 고발지침에 대하여도 비난이 제기된다. 고발지침의 조문

대부분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실제 적용 과정에서 애매한 경우가

있고,41) 여전히 공정위의 고발이 소극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난이 제기

되고 있다.

더욱이 고발지침 제2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 전력 유무, 생

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 조사협조 여부 등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고

발지침 상으로도 공정위가 달리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

고 있으므로, 고발지침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그 평가는 여전히 공정위의

몫일 것이어서 현재와 같이 공정위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속고

발권의 형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분석이 강하다.42)

II. 리니언시와 고발 면제 문제

1.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면제 실무

41) 정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30 (2008),

303면
42) 구상엽, “카르텔 형사 법집행 개선방안 연구 - 국제카르텔을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최정학,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존폐론의

검토”, 형사법연구 23-3 (20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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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과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감

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두고, 형사고발을 면제하는 근거 규정은 두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의 운영 효

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사고발도 면제할 수 있

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

영고시」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무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았었다.43)

그러나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형사고발까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고, 특히 법률의 근거도 없이 공정위의 내부

지침인 고시에 근거하여 형사고발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44)

그러던 중 공정위는 2013년경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제22조의2(자

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1항 후단에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

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도 형

사고발을 면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 리니언시로 인한 고발 면제와 고발요청권과의 충돌

공정위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 고발을 면제하더라도 검찰총장 등

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경우 공정위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

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45)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하여 고발요청권자를 검찰총장 외에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

기업청장에게 확대하였는데, 같은 개정법률에서 위와 같이 자진신고자

43) 고시 제20조는 “위원회는 이 고시에 의한 지위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홍대식, “카르텔 규제의 형

사적 집행”, 법학실무연구회 (2009)].
44) 황철규, “카르텔에 대한 공정집행의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45) 강명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제주

지방검찰청이 공동 개최한 제8회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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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고발면제 근거도 신설하였는바, 양자 간의 충돌 문제에 대하

여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되는 논란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3항에서 자진신고자 등에 대

한 감면 기준, 정도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

정한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2014. 1. 29.경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에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 고발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와 공정위가 서로 상반되는 주

장을 펼쳤는데, 결국 위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되지 못하였다.46)

그런데 공정위는 2018년 고발지침 개정 시 제2조의2(타 기관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47)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고

발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마련하였다.48)

2014년경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리니언시에 의한 고발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반대에 부딪쳐 개정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정위

는 수년이 지난 2018년에 행정규칙에 불과한 공정위 내부지침인 고시에

위와 같은 고발 면제의 근거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된 두 제도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

을 법률이 아닌 하위의 행정규칙을 통하여 우열을 정하고, 특히 법률에

서 정하고 있는 검찰총장 등의 고발요청권의 효과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이라는 점에서 권력분립원칙 및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등을 규정하

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생각한다.49)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6) 이창섭, “공정거래법상 고발요청권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4

호(통권 제104호, 2015. 겨울)
47) 고발지침 제2조의2 제1항은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한 자에 대하여 고발한다.”라고 규정하

면서, 검찰총장 등이 고발을 요청한 경우를 각 호에 열거하고 있었다.
48) 법률신문, 「공정위 ‘검찰총장 고발요청권 제도’ 무력화 논란」(2018. 4. 12.) 등
49) 법제처, 법령에서 행정규칙으로의 위임 실태조사 및 위임기준 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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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처리 건수 

합계
134 81 90 173 235 273 202 315

경고 이상

시정 건수
71 41 46 76 88 64 69 157

고발 건수 8 2 13 36 9 22 27 44

고발 비율 6.0% 2.5% 14.4% 20.8% 3.8% 8.1% 13.4% 14.0%

제 3 절 공정위의 카르텔 적발 통계 분석

I. 카르텔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분석 결과

공정위가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8년까

지 카르텔(부당공동행위) 적발 사건 중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한 사건

은 많게는 전체의 53.0%에 달할 때가 있는 데 반하여, 그 중 고발권이

행사된 사건의 비율은 최대 20.8%에 머물고 있고, 적을 때는 2.5%에 불

과했던 적도 있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이다.

[표 5]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사건 처리 실적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전체 처리 건수 대비 고발 사

건의 누적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고발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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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정 실적

누적 합계
858 899 945 1,021 1,109 1,173 1,242 1,399

과징금

누적 건수  
314 338 369 423 486 529 581 675

시정명령

누적 건수 
497 525 545 571 632 659 686 777

고발

누적 건수 

52

(6.1%)

54

(6.0%)

67

(7.1%)

103 50)

(10.1%)

112

(10.1%)

134

(11.4%)

161

(13.0%)

205

(14.7%)

[표 6]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사건 처리유형별 실적 

II. 카르텔 중 입찰담합 사건의 비중 분석 결과

공정위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내린 카르텔

사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격 담합(가격 공동결정·유지), 거래조건

담합, 지역·상대방 제한 담합, 영업 공동수행 담합, 입찰담합 등의 다양

한 유형 중 입찰담합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찰담합은 2007. 8.경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독립된 카르텔 유형으

로 신설되었는데, 종전에는 가격 담합 등의 유형으로 처리되었다.51) 신

설 이전에는 가격 담합, 즉 가격 공동결정·유지 유형의 하나로 분류되어

전체 시정조치 실적의 대부분을 가격 담합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신설

이후인 2009년경 입찰담합 적발 건수가 가격 담합 적발 건수에 근접해졌

50) 2014년도 공정위 통계연보(공정거래위원회, 2015)에는 102건으로 잘못 기재

되어 있어 이 표에는 시정하였고, 이후 연도의 공정위 통계연보에도 순차 오류

가 생겨 이 논문에서는 시정된 수치로 표기하였다.
51) 공정위, 공정거래백서, 2018, 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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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고 이상

시정 실적
44 65 61 62 72 41 45 76 88 64 69 157

입찰담합 0 0 21 30 34 14 22 51 66 39 50 138

가격담합 33 52 29 23 28 17 19 16 15 19 13 17

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2012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가격 담합 적발 건

수를 넘어섰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살펴보면 입찰담합 적발 건수는 가격 담합

적발 건수의 2.1∼8.1배까지 늘어 카르텔 사건의 절대 다수를 입찰담합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표 7]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유형별 적발 ‧ 시정 실적



- 47 -

제 4 절 입찰담합 사건의 공정위 고발 현황 분석

I. 분석 결과

1. 법인 고발과 개인 고발

공정위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입찰담합 사건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

여 개별 사안을 서로 비교한 결과, 전체 고발사건 수 대비 법인 고발 비

중과 개인 고발 비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52)

2013. 10.경부터 2019. 6.경까지 공정위에서 고발한 사건 중 입찰담합

사건은 총 102건이었다.53) 총 102건 입찰담합 사건 중 법인 사업자만 고

발된 사건은 68건이었고, 법인 사업자만 고발되었으나 관여 개인의 책임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검찰에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1건을 포함하여

법인과 함께 개인이 고발된 사건은 모두 34건이었다.

앞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사법경쟁당국들이 담합

에 관여한 개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인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위 102건의 사안들

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최근 6년간 전체 입찰담합 사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담합에 관여한 개인에 대하여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

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52) 공정위가 같은 기간에 조사한 전체 입찰담합 사건들에 대한 처분 결과나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공정위의 전체 조사 사건 중 고발권을 행

사한 사안과 불행사한 사안을 비교·대조하는 등의 분석을 할 수는 없었는데, 이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53) 대검찰청에 접수된 공정위 고발 사건들을 토대로 정리한 것인데, 동일 사안

에 대하여 관여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별도로 순차 고발된 경우에는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1건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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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건수 고발 비율

입찰담합 고발 합계

(2013.10. ~ 2019. 6.)
102 건 100%

법인만 고발
68 건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사건 1건 포함)
66.7%

법인과 개인 함께 고발
34 건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사건 1건 포함)
33.3%

[표 8] 입찰담합 사건에서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고발 비율

2. 대표적인 개인 고발 사례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한 입찰담합 사건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범죄

사실을 살펴봄으로써 담합 기간, 담합 방법, 담합에 가담한 업체의 수,

담합 횟수 및 담합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

대로 개별 사안들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어떠한 사안에서 법인만 고발되

었고, 어떠한 사안에서는 법인과 개인이 함께 고발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공정위가 개인에 대하여 고발권을 행사한 사안과 불행사한 사안

이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공정위가 고발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고

발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먼저 대표적인 개인 고발 사례들을 간략히 표로 정리한 다음, 각 사

례들의 범죄사실, 공정위의 고발 경과, 검찰의 처분 결과 및 법원의 선고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가 적정하

였는지, 공정위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고발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고

발권이 행사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안이나 공정위 담당 공무원별로 통일

성 없이 고발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석하고자 한다.



- 49 -

순

번
범죄사실 요지

공정위의

개인 고발

개인에 대한

법원 선고 결과

1
 14개 건설업체가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입찰에 7회 담합해 

합계 11.2억 원 수주

수주업체 대표이사

 2명 고발
각 집행유예

(’19. 7. 6. 2심, 확정)

2
 2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

공사 입찰에 담합해 1회 131억 원 수주

임원 

1명 고발
집행유예 선고

(’14. 5. 30. 1심, 확정)

3
 14개 측량업체가 국토지리정보원 측량용역 입찰에 19회 담합해 

합계 197억 원 수주
 ※ 고발요청권 행사 사안(시효 도과된 부분 포함하면 담합 규모 366억 원)

수주업체 임직원

 6명 고발

각 집행유예 선고
(’19. 5. 3. 2심,

현재 상고심 계속 중)

4
 9개 측량업체가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DB 개선 사업 입찰에 

6회 담합해 합계 237억 원 수주

수주업체 임원

3명 고발

각 실형
(’19. 6. 13. 1심 선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5
 포스코건설이 대구 하수처리장 공사 입찰에 들러리업체를 

내세워 1회 616억 원 수주

임원 

1명 고발
벌금 선고

(’14. 12. 11. 1심, 확정)  

6
 KT 등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도시철도공사 

SMART MALL 사업에 들러리업체를 내세워 1회 680억 원 수주

3개사 임원 

3명 고발

2명 집행유예,

1명 벌금 선고
(’15. 6. 3. 1심, 확정)  

7
 2개 건설업체가 금강살리기 1공구사업 입찰에 담합해 1회 

897억 원 수주

임원 

1명 고발
벌금 선고

(’15. 3. 25. 1심, 확정)

[표 9] 공정위의 대표적 개인 고발 사례

3. 구체적 사건

가. 옥상방수공사 입찰담합 사건(위 표의 1번 사건)

1) 범죄사실

14개 건설업체가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수도권 일대 아파트의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등의 입찰에서, 각 회사의 임직원들이 사전에 모

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수주사와 들러리 참가 업체를 정하는 방법으로

총 7회 담합하여 합계 1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사안에서, 공정위

는 법인 사업자들과 함께 수주업체 대표이사 2명을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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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위 고발 경과

공정위는 위 범죄사실 중 공소시효 완성시점이 2013. 4. 9.인 사안에

대하여 시효 완성이 1개월도 남지 않은 2013. 3. 16.에 고발장을 접수하

였다.

3) 검찰 처분

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발 법인 및 개인을 수사하면서, 일부 법인

사업자의 추가 담합 사실을 규명하여 해당 법인과 관여 개인 2명을 건설

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고발 혐의인 공정거래법위반죄와

함께 기소하였다.

4) 법원 선고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0. 25. 1심 전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인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벌금 500 ∼ 3,000만 원을 선고하고, 공정위가 고발

한 개인 2명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하였다.54) 이후 항소심 법원은 고발 개인 1명에 대하여 징

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9. 7. 6. 최종 확

정되었다.55)

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위 표의 2번 사건)

1) 범죄사실

2개의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가 2009. 9.경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발주

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입찰 과정에 1회 담합

하여 131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사안에서, 공정위는 수주 법인과

소속 임원 1명을 함께 고발하였다.

2) 공정위 고발 경과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단1393, 2040(병합), 4946(병합)

판결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노3390 판결



- 51 -

공정위는 위 범죄사실의 공소시효 완성시점인 2014. 9. 29.을 기준으

로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 2014. 1. 23.경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3) 검찰 처분 및 법원 선고 결과

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발 법인 및 개인을 수사하여 기소하였고, 수

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4. 5. 30. 전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인 사업

자들에 대하여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공정위가 고발한 개인에 대

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56)

다. 서울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입찰담합 사건(위 표의 4번 사건)

1) 범죄사실

9개 측량업체가 2009.경부터 2014.경까지 서울시에서 발주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DB 개선 사업의 입찰 과정에 6회 담합하여 합계 237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한 사안에서, 공정위는 6개 관여 법인과 소속 임

원 3명을 함께 고발하였다.

2) 검찰 처분

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발 법인 및 개인을 수사한 후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및 제4호(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

하는 행위)57)를 함께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5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5. 30. 선고 2014고단468 판결
57)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71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66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66조 제1항 제

9호에 의해 처벌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각 호의 행위는 각 행위마다 하

나의 죄가 성립한다. ...(중략)...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인들을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행위를 고발한 외에,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한 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이 부

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1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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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선고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6. 13. 전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인 사업

자들에 대하여 벌금 7,50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공정위가

고발한 개인 3명 중 2명에 대하여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나머지 1명

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관여 개

인들에게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양형이유를 밝혔

다.58)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관여 개인 2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담합이 

성립되어, 유지되고, 이행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위 피고

인 회사들(관여 개인들이 소속된 2개 법인)은 그로 인한 혜택을 가장 크

게 받았다. 입찰의 공정성이 무너졌고,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인 경쟁이 실

종되었다. 이 사건 담합의 폐해로 인한 가격상승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분

석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담합기간 합계 사업비 중 담합실패 

혹은 담합대상이 아닌 지구 부분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합계 약 237억 원

(전체 사업비 약 294억 원 - 2010년 강북지구 사업비 약 26억 원- 2012년 

서남지구 사업비 약 16억 원- 2014년 서남지구 사업비 약 15억 원 = 약 

237억 원)의 10%[실질적 경쟁이 있었던 경우의 투찰율 67.7%, 60%, 75%

(낙찰자 기준)를 고려해 보고, 담합이 그대로 이행된 경우의 낙찰률 중 

최저치인 87%를 비교해 보아도 10% 정도의 가격상승효과는 보수적인 추정

이다]로만 추정해 봐도 23.7억 원 정도, 5%로 추정하여도 약 11.8억 원 

정도에 달하므로 서울시에 상당한 손실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 나아가 위 피고인 회사들은 경쟁 없이 사업실적을 축적하여 향후 입

찰에서도 계속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이익도 취하였다. 피고인 A, B(관

여 개인 2명)가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담합을 

유지 관리하면서 무형의 방식으로 취득·행사한 회사 내 지위, 산업 내 

지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담합이 위법행위로서 처벌대상이라는 사회

적인 인식이 이제는 어느 정도 보편적이라고 할 것인데, 단지 회사를 위

하여 개인이 희생하였다는 사유로 담합에 적극 가담한 임원들을 선처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의 유지 및 경쟁촉진이라는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1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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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라. 대구 하수처리장공사 입찰담합 사건(위 표의 5번 사건)

1) 범죄사실

포스코건설이 2010. 9.경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공사의 입찰에서 들러

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1회 담합하여 616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

주한 사안에서, 공정위는 포스코건설과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였다.

2) 검찰 처분 및 법원 선고 결과

이에 대하여 검찰은 위 법인과 개인을 수사하여 기소하였고, 대구지

방법원은 2014. 12. 11. 전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인에 대하여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개인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59)

마. 서울도시철도공사 스마트몰 입찰담합 사건(위 표의 6번 사건)

1) 범죄사실

KT 등 다수의 업체들이 2008. 11.경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SMART MALL 사업의 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1회

담합하여 68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한 사안에서, 공정위는 KT 등 3

개 업체와 함께 각 업체의 임원 1명씩 총 3명을 함께 고발하였다.

2) 공정위 고발 경과

공정위는 위 범죄사실의 공소시효 완성시점인 2013. 11. 10.이 1개월

도 남지 않은 2013. 10. 14.경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3) 검찰 처분 및 법원 선고 결과

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발 법인 및 개인을 수사하여 기소하였고, 서

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6. 3. 전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인들에 대하여

59) 대구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단4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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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벌금 1,500 ∼ 7,000만 원을 선고하고, 개인 3명 중 2명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60)

바. 금강살리기사업 입찰담합 사건(위 표의 7번 사건)

1) 범죄사실

2개 건설업체가 2009. 12.경 조달청이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

지구) 사업의 입찰에 1회 담합하여 897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한 사안

에서, 공정위는 수주업체와 소속 임원 1명을 함께 고발하였다.

2) 공정위 고발 경과

공정위는 위 범죄사실의 공소시효 완성시점인 2014. 12. 20.이 1개월

남짓 남은 2014. 11. 6.경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3) 검찰 처분 및 법원 선고 결과

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발 법인 및 개인을 수사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와 공정거래법위반죄를 함께 의율하여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

법원은 2015. 3. 25. 전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인에 대하여는 벌금 7,000

만 원을 선고하고, 개인에 대하여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61)

4.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사건

가. 입찰담합 사건의 고발요청 건수

2013년 말경부터 2019. 6.경까지 공정위가 고발한 입찰담합 사건 총

102건 중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은 2건이었는데, 그 중 검찰이 입찰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3고단6904 판결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고단100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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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은 단 1건 뿐이었다.62)

그동안 공정위의 불고발 내지 소극적 고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

왔지만, 검찰도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63)

나.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DB사업 입찰담합 사건

위 2건 중 공정위가 법인 사업자에 대하여만 고발한 사안에서 범행의

중대성,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담합에 관여한 개인에 대하여 고발요

청권이 행사된 사안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DB 사업 입찰담합 사

건」 1건 뿐이었다.

1) 범죄사실

14개 측량업체가 2012. 3.경부터 2013. 4.경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

주한 항공사진 촬영 및 DB구축 사업 등의 입찰에 총 19회 담합하여 합

계 197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한 사안에서, 공정위는 11개 관여 법인

에 대하여만 고발권을 행사하였다.

62) 검찰이 대기업의 부당지원 행위, 사업활동방행 행위, 거래조건 설정 행위 등

에 관하여 고발요청하거나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여 법인에 대하여 고발요청권

을 행사한 사안도 있었으나, 입찰담합에 관여한 개인에 대하여 고발요청권을 행

사한 사안은 1건 뿐이었다.
63) 검찰은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

죄를 의율하여 기소하거나,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

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

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례는 다수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은 하지 않은 채 종결한 입찰담합 사건

을 검찰이 별도의 수사를 벌여 형법상 입찰방해죄로 기소한 구체적 사례와 관

련 평가 등에 관하여는 「이용일,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 강화방안 연구-검찰

의 기소권 행사방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 자

세한 설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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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위 고발 경과

공정위는 위 업체들의 담합 범행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

가 완성된 시점까지도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기소되어

유죄 선고된 범죄사실의 담합 규모는 합계 197억 원에 불과하나, 공소시

효가 완성된 부분까지 합치면 실제 담합 규모는 366억 원에 이른다. 공

정위의 지연 고발로 전체 범행의 절반에 가까운 169억 원 상당의 담합

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다.

한편 공정위는 위와 같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완성시킨

이후에도 나머지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2018. 4. 1.경

완성될 예정임에도, 그로부터 보름도 남지 않은 2018. 3. 15.경에야 비로

소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3) 검찰 처분

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발 법인들을 수사를 진행한 후 담합 규모,

담합 방법,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각 법인의 영업담

당자 6명(리니언시 업체 소속 개인 2명 제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

유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고,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공소시효 완

성을 이틀 앞둔 2018. 3. 30.경 개인 6명에 대하여 추가 고발을 하여, 결

국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 직전에 담합에 관여한 6개 법인과 6명의 개인

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본건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전원이 담합한 사안으로서, 담합규모가 200억 원 상당(시효도과 부분 

포함하면 366억 원)에 이르고, 사다리타기로 낙찰자를 사전 선정 후 낙

찰자 명의에 상관없이 입찰참여 업체 전체가 지분을 나누어 사업을 공

동 수행하기로 합의, 실행하는 등 담합규모,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함

  ▸특히, 본건과 참여업체, 행위자, 담합기간·규모·방법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서울시 발주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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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서울중앙지검 2018형제5172

호, 2018. 1. 12. 공정위 고발, 2018. 2. 22. 기소)에서 영업담당자 개

인들이 고발되어 처벌된 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고발요청함이 상

당함」

4) 법원 선고 결과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2. 20. 전부 유죄를 선

고하면서 법인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벌금 3,000만 원 ∼ 1억 5,000만 원

을 선고하고, 고발 요청된 개인 6명 중 3명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의 실

형을,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64)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개인 3명과 법인들은 항소하였는데, 항소

심 법원은 2019. 5. 3. 항소한 개인 3명에 대하여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였고,65) 해당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II. 소 결

1. 고발권 행사의 일관성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DB사업 입찰

담합 사건’과 앞서 공정위가 법인과 개인을 함께 고발한 사건 중 ‘서울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입찰담합 사건’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두 사건의

담합 가담 업체 중에는 중첩되는 법인도 있고, 각 담합 사업의 성격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각 사건을 분리하여 조사·처리하면서 ‘국토

지리정보원 항공사진DB사업 입찰담합 사건’에 대하여는 관여 개인들에

대하여 고발 일체를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즉 ‘서울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입찰담합 사건’보다 ‘국토지리정보원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1929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9노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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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DB사업 입찰담합 사건’의 담합 규모가 더 크고(237억 원＜366

억 원), ‘서울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입찰담합 사건’은 낙찰업체만 사전

협의한 것이었나,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DB사업 입찰담합 사건’은 사

다리타기로 낙찰업체를 선정하되 모든 담합업체가 수익을 분배하기로 이

면합의를 하기까지 하여 ‘범행 방법이나 죄질’의 측면에서 더욱 지능적이

고 악성이 강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서울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관여 개인들에 대하여 고발한 것과 달리 특별한 이유 없이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DB사업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관여 개인들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담합 규모, 담합 방법,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관여

법인의 영업담당자 6명(리니언시 업체 소속 개인 2명 제외)에 대하여 고

발요청권을 행사하였다.

2. 고발 지연 문제

앞서 본 사례들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공정위가 공소시효 완성 시점에

임박하여 고발하는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옥상방수공사 입찰담합 사건(위 표의 1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공소

시효 완성시점이 2013. 4. 9.임에도 시효 완성이 1개월도 남지 않은 2013.

3. 16.경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스마트몰 입찰담합

사건(위 표의 6번 사건)’에서도 공정위는 공소시효 완성시점인 2013. 11.

10.이 1개월도 남지 않은 2013. 10. 14.경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금강살

리기사업 입찰담합 사건(위 표의 7번 사건)’에서도 공소시효 완성시점인

2014. 12. 20.이 1개월 남짓 남은 2014. 11. 6.경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심지어 공정위는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DB사업 입찰담합 사건’에

서 담합 범행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고

발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전체 담합 규모 366억 원 중 197억 원에 불과한

담합 범죄사실에 관하여만 기소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담합사실을 고발하면서도 그 공소시효가 완성될 2018. 4. 1.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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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
일반사건

(6개월)

시지남용․부당지원

(9개월)

부당공동행위

(13개월)
합계

처리기간 도과 

사건 수
1,523 건 26 건 184 건 1,733 건

름도 남지 않은 2018. 3. 15.경에야 비로소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시효 완성 2일을 앞두고서야 기소할 수 있

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8-7호, 2018. 5. 18. 일부개정) 제10조의4는 ‘사건의 처

리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원회의 내지 소회의에 제출하거나 전결처

리를 하도록 정하면서, 사건의 복잡성이나 정상가격 산정 등 실체 확인

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에 난이도가 있다고 분류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

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에는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

건의 경우 13개월을 원칙적 사건 처리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입찰

담합 사건의 경우 조사개일로부터 13개월 내 처리함이 원칙이지만, 공정

위 실무상 거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2019. 10. 6.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

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경부터 2019. 6.경까지 2년 6개월 동안 공정

위에서 종결 처리된 사건 중 사건처리기간을 넘긴 사건 수는 총 1,733건

이고, 2019. 9. 말 기준으로 공정위가 현재 처리기간을 넘겨 조사 진행

중인 사건 수는 총 805건이라고 한다.66)

[표 10] 2017. ~ 2019. 6. 종결 사건 중 사건처리기간 도과 사건

66) 경향신문, 「공정위 ‘늑장처리’ 805건」(2019. 10. 7.), 국회뉴스ON, 「[2019

국감] 장병완 의원 “공정위 늑장처리 사건 805건... 조사 단축방안 마련해야”」

(2019. 10. 7.), 연합뉴스 「사건처리기간 안 지키는 공정위... 기한 넘긴 사건

805건」(2019. 10. 7.) 등. 특히 국제 카르텔 사건 처리속도가 느리다는 분석과

관련한 보도로는 연합뉴스, 「‘거북이’ 공정위 사건처리... 3건 중 2건은 1년 이

상 걸려」(2019. 8. 21.) 참고.



- 60 -

사건유형
일반사건

(6개월)

시지남용․부당지원

(9개월)

부당공동행위

(13개월)
합계

처리기간 도과 

사건 수
707 건 30 건  68건 805 건

[표 11] 현재 조사 중인 사건 중 사건처리기간 도과 사건

   (2019. 9. 말 기준)

공정위가 현재 처리기간을 넘겨 조사 중인 805건의 사건 중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사건은 총 68건인데, 이 중 13 ∼ 26개월째 조사 중인

사건은 35건, 26 ∼ 39개월째 조사 중인 사건은 31건, 39개월 초과 사건

은 2건이며 2015. 1.경 신고된 담합 사건이 4년 9개월 가까이 조사 중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 자료에 의하면,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조사 중인 사건 중 처리기간을 초과한 건은 총 30건이라고 하는데, 그

중 9 ∼ 18개월째 조사 중인 사건은 13건, 18 ∼ 27개월째 조사 중인

사건은 15건, 27 ∼ 36개월째 조사 중인 사건과 36개월 초과 사건은 각

1건이라고 한다. 2015. 12.경 직권조사에 들어간 사건이 4년 가까이 조사

중인 경우가 있다고 한다.

나머지 처리기간을 넘긴 조사사건은 총 707건인데, 6 ∼ 12개월째 조

사 중인 사건이 342건으로 가장 많고, 24개월을 넘긴 사건은 가맹․유

통․하도급 분야에서 29건이라고 한다.

결국 공정위의 지연 고발로 인하여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이 형해화

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문제라 할 것이다.

3. 소극적 고발권 행사의 원인

공정위의 지연 고발이나 소극적 고발권 행사의 원인은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 고발권 행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을 담당하는 여러 위원들이 경제분석 결과와 고발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해당 기업의 리스크 내지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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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특정 사안에서 고발권 행사를 자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

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위가 카르텔, 특히 입찰담합 사건에 대하여 강력

한 대응 태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만큼 소극적 고발권 행사에

정책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특정 사안에서만 정책적 판단을 할 경우 고발권을 일관성 없이 행사한다

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지연 고발의 문제, 특히 공소시효 완성 이후에 고발하거나 공소

시효 완성시점에 임박하여 고발하는 관행에 대하여는 공정위의 조사 인

력 부족이나 조사 역량의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의

도적으로 조사를 지연하거나 사건을 늑장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사

능력을 제고하고 내부 시스템 개선하는 데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2018. 8.경 서울중앙지방검철청 공정거래조사

부에서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을 기소한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알선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와 대기업의 특수한 관계에서 공정위의 소

극적 고발권 행사의 원인을 찾는 견해도 있다.67)

67) 공정위 내부에서도 담합 사건 등에 대한 늑장 조사, 지연 고발 등의 관행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헤럴드경제, 「또 터진 내부고

발, 공정위는 동기보다 시시비비 가려야」(2019. 2. 15.)]. 전임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2018. 8. 20.경 ‘전속고발제 폐지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공정위 전․

현직 간부들이 ‘공정위 퇴직자 취업 알선 비리’로 기소된 것과 관련하여 “공정

위는 시장 경제에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하여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간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하여 왔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조선

비즈, 「김상조 “공정위, 최대 위기... 전속고발권 개편할 것」(2018. 8. 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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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카르텔과 형사 리니언시 제도

제 1 절 국내·외 리니언시 제도

I. 공정거래법상 행정 리니언시 제도

1. 현행 법령

카르텔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법에 규정된 행정 리니언시 제도를 어떻게 도입・운영하여 왔는지, 어떤

문제가 드러나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여 왔는지 참고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법률과 시행령, 공정위 고시 등을 통하여 자진

신고자 등에게 부여할 행정처분의 감면 혜택의 기준과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현행 법령의 내용과 법령 변천 과정을

정리하여 보면서 카르텔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

가. 공정거래법 및 근거 법령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55조의3(과

징금 부과), 동법 시행령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2항, 제35조(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 제3항 및 별표 2 등의 규정에 따라 카르텔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

조자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

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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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20호, 2017. 11. 14. 개정․시행, 이하 ‘감면고시’)를 통하여

감면제도의 상세한 처리절차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면 기준을 마련

하고 있는데, 현행 리니언시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나. 1순위 및 2순위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

우리 공정거래법은 제재 감면 대상자를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로

규정하는데,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는 감면고시에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자진신고자’는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

한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고(제2조 제1호), ‘조사협조자’는 공

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먼저 공정위의 조사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를 나눈 다음,68) 자진신고자의 경우 최초의 자진신고자는 과

징금 및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를 모두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과

징금의 50%만 감경하고 시정조치 등은 임의적으로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사협조자의 경우 최초의 조사협조자는 과징금은 전부 면제하되

시정조치 등은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순위 조사협조자

는 과징금의 50%만 감경하고 시정조치 등은 임의적으로 감경하도록 정

하고 있다. 반면 3순위 이하의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는 아

무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즉, 시행령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

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i) 부당한 공동

68) 공정위의 조사개시 시점은 공정위가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1인

이상의 사업자에게 구두,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요구, 사실관계 확

인, 출석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때를 조사개시 시점으로 보는데, 자

료제출 요구 등이 서면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공정위가 이를 발송한 때를 조사

개시 시점으로 본다(감면고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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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ii)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

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

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iii)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

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

였을 것, (iv)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v)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을 것 등이 그 요건이다.

한편,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위 (i),

(iii), (iv), (v)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

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사협조자’로서 과징금은 면제되나, 시정조치는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시행령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

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

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이고, 위 (iii),

(iv), (v)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

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

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의 한 사업자가 2순위로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리니언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1순위 자진신고자 내지

조사협조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에 2순위로 자진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리니언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

가. 1997년 리니언시 제도 도입

1996. 12. 30.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제22조의2(신고자에 대한 면책)를

신설하여 1997. 4. 1.부터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

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였다.69)

69) 공정거래법(1997. 4. 1. 시행 법률 제5235호) 제22조의2(신고자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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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는 자

진신고 감면 요건으로 3가지를 규정하였는데,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는 경우, ②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중 최초로 자진신고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한

경우, ③ 신고자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

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어

야 한다는 것이 그 요건이었다.

그러나 최초 도입된 리니언시 제도는 최초의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 감면 혜택의 부여 여부가 공정위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 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내제되어 있었다.

나. 2001년 개정 리니언시 제도

2001. 1. 16. 개정되어 2001. 4. 1.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는

조문의 제목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으로 수정하고, 자진신고자 외에

도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감면 근거를 신설

하였다.70) 함께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는 제목을 ‘(신고자 등

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제22조(課

徵金)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0) 공정거래법(2001. 4. 1. 시행 법률 제6371호) 제22조의2(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金)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

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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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으로 수정하고, ①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75% 이상을 감면하고, ② 최초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50% 이상을 감면하며, ③ 후순위 자진신고자 내지 조사협조자

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감면한다는 기준을 규정하

였다.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을 통하여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할 경우 감면 받

을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이 정하여진 것은 개선된 점이라 할 수 있지만,

과징금 감면 수준이 공정위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여전

히 존재하였다. 그 결과 수범자 입장에서는 과징금 감면 혜택의 불확실

성이 해소되지 않고 예측 가능성도 보장되지 않아 2005년 공정거래법 개

정 전까지 리니언시 제도의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2005년 개정 리니언시 제도

2004. 12. 31. 개정되어 2005. 4. 1.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제22조의2)

의 조문 내용에는 내용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많은 개

정이 있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는 ① 공정

위의 조사 개시 전 최초의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완

전히 면제하고, ②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최초의 조사협력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후순위 자진신고자 내지 조사협조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30%를 감

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면에 관하여 공정위의 재량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수범자

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시행령은 기존의 리니언시 요건 중 하나이던 ‘당해 부당한 공동

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

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담합의

기준·정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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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자도 자진신고를 통하여 리니언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리니언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71) 대신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이

라는 요건을 신설하였다. 또한 자진신고자 등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

도록 조사공무원에게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준수의무를 신

설하였다.

2005년 개정 법령을 통하여 새로 도입된 제도로 주목할 것은 미국의

‘리니언시 플러스(Leniency Plus) 제도’인데,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

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목 또는 제3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

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신고된 담합사실 외의 추가 담

합사실에 대하여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할 유인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는 이 논문의 핵심 주

제이므로 뒤에서 별도로 상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한편, 2005년 개정 시행령은 리니언시를 통한 구체적인 감면 정도와

리니언시 관련 세부 운영 절차 등을 공정위 고시를 통해 상세히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공정위는 2005. 4. 1.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고시 제

2005-7호)」(이하 ‘자진신고 감면고시’)를 제정하였다. 자진신고 감면고시

71) ‘부당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한

배경과 관련하여, ① 카르텔은 사업자간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

질적으로 어느 하나의 사업자를 주도자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특정 사업자의 주

도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 ② ‘주도’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불확정적이

고 이를 요건으로 할 경우 제도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점, ③ 외국 사례에서

담합 주도자라는 이유로 자진신고 혜택 부여를 불허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는 점, ④ 2002년 EU에서 제도 개선을 하면서 주도자 배제 요건을 삭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오행록, “Leniency 제도 집행성과와

향후 과제”, 경쟁법연구 제16권, 한국경쟁법학회, 2007, 11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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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세부 처리절차와 과징금 감면기

준 등을 규정하였는데, 미국의 이른바 Marker 제도를 도입하여 7일(예외

적으로 12일) 이내 보정할 것을 전제로 간이한 감면신청 방법도 허용(제

8조)하여 카르텔 가담자들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개선으로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 1997년부터 2004년까지는

총 7건의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반면, 2005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건에

서 자진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72)

라. 2006년 감면고시 개정

2006. 7. 1.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고시를 개정하여 서면으로 감면신

청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두로 감면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간이 신청 후 보정기한을 7일에서 15일로,

추가 연장 보정기한을 5일에서 60일(최장 75일)로 확대하였다.

마. 2007년 개정 리니언시 제도

2007. 8. 3. 개정되어 2007. 11. 4.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제22조의2)

은 조문의 제목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에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으로 수정하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강화하는 내

용을 신설하였다.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조사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를 규

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 없이 조사공무원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공정거래법에 비밀준수의무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

다.73)

한편, 함께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는 제목을 ‘(신고자 등에

7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6, 161면.
73) 공정거래법(2007. 11. 4. 시행 법률 제8631호)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

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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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에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으로 수정하고, 후순위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종전의 30%에서 50%로 상향하여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였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또한 시행령에 자진신고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

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도

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시행령 제35 제3항).

한편, 2005년 시행령 개정으로 리니언시 요건 중 하나이던 ‘당해 부당

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

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한 것

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그 무렵 밀가루 카르텔 사건, 합성수지 카르텔

사건 등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자진신고를 통해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자, 카르텔 ‘강요자’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을 다시 신설하게 되었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74) 그러나 카르텔

‘주도자’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함께 만들어지지 않아 주도자

의 경우에는 여전히 리니언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효과로 2005년부터 2007년 말까지 리니언시 제도

를 통하여 카르텔을 적발하여 처리한 사건 수가 24건(의결 기준)에 이를

정도로 제도 활용도가 높아졌다.75)

바. 2009년 개정 리니언시 제도

74) 공정거래법(2007. 11. 4. 시행 대통령령 제20360호) 제35호(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

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7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8,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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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은 없었고, 시행령과 자진신고 감

면고시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9. 5. 13. 개정․시행된 시행령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인 경우 공동으로 자진신

고를 할 수 있도록 ‘공동 자진신고’를 허용하였다.

2009. 5. 19. 개정된 자진신고 감면고시는 감면신청의 요건으로 ‘공동

행위 중단 시기’를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감면신청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심사관이 조사 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

는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자진

신고 후 공동행위를 지속하여 이익을 누리다가 조사 막바지에 이르러 공

동행위를 중단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개정된 자진신고 감면고시는 종전보다 자진신고의 접수순위 승

계사유를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선순위 감면신청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여 감면지위가 불인정된 경우에만 후순위 감면신청자가 선순위자

로 올라갈 수 있었으나, 개정을 통하여 2인 이상의 공동행위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지휘확인 등의 취소, 감

면 불인정 등에 의하여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감면신청자가

선순위 감면신청자의 접수 순위를 승계하도록 정하였다(제9조 제3항).

사. 2011년 감면고시 개정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TF'를 구성하여 논의한 끝에

2011. 7. 21.자로 자진신고 감면고시를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는 자진신고 지위 확인에 대한 위원회의 취소

권한을 명시한 것이었는데, 종전에는 사무처장의 자진신고 지위 확인을

공정위가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그 취소 주체를

사무처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무처장이 취소 권한

을 위원회의 최종 판단 전까지 행사할 수 있던 것을 공정위 심의일 전까

지로 한정하고(제12조 제2항), 위원회가 사무처장의 지위 확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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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함을 명시하는 한편, 기존의

취소 사유인 ①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② 제출된 자료가 허위인 경

우, ③ 감면신청 후 즉시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종료 후 즉시 공동행

위를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동행위 중단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④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

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 4가지 사유

외에도 ‘제출된 증거자료가 공동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지위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

(제12조 제3항)하여 자진신고자 지위 확인과 관련된 공정위의 심의 권한

을 보다 확대하였다.

한편, 자진신고 감면고시에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종전의 담합 참여자들

사이의 합의서, 회의록 등 외에도 ‘내부 보고자료 등 합의 내용, 성립과

정 또는 실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고, 기존

의 서류, 물건, 전산자료, 통신자료 외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증거자료로

서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

께 제출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의 추가적 자진신고인 ‘리니언시 플러스(Leniency

Plus)’와 관련하여 종전에 과징금 추가 감경율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20% 감경한다’고 정하였던 것을 ‘20%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고 개정하

였다. 당해 사건의 과징금 규모가 크고 추가 신고된 사안의 과징금 규모

를 적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20%를 추가 감경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

하여, 두 사안의 규모에 대한 검토하여 공정위가 합리적으로 감경률을

정할 수 있도록 시정한 것이다.

아. 2012년 개정 리니언시 제도

2012년에는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하였다.

먼저 2011. 12. 30.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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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진신고 감면제

도를 통해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35조 제1항 제5호).

이에 따라 2012. 1. 3. 개정․시행된 자진신고 감면고시에는 제6조의

3(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판단기준)을 신설하여, ①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및 ②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법 제22

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은 자

가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2012. 6. 19. 개정하여 2012. 6. 22. 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자진

신고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로 신고한 자의 신고일

부터 2년이 지나 신고한 2순위 자진신고자와 2개 사업자가 가담한 부당

한 공동행위인 경우의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 2015년 감면고시 개정

2015. 1. 2. 개정․시행된 자진신고 감면고시에서는 사무처장의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지위 확인 등의 절차를 폐지하였다. 종전에는 사무처

장이 자진신고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자료가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

할 경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자진신고자 등

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잠정적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절차를 폐지하면서, 더불어 사무처장에게 자진신고

자 등의 지위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던 규정도 폐지하

였다.

또한 2012년에 신설하였던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2개 사업자가 부당 공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73 -

하는 기준을 ‘당해 공동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하였

고, 1순위 자진신고자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신고한 2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정했던

규정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의 의미를 ‘위원회에 감면신청

서를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하였다(제6조의4 신

설).

차. 2016년 개정 리니언시 제도

2016. 3. 29.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은 자진신고 감면고사에 규정되

어 있던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이용하여 감면 혜택을 받았던 사업자가 5

년 내 다시 법 위반한 경우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근거를 공정거래

법에 신설하였다.

즉, 제22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

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새로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담합 등을 자진신고하더라도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시정조

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도록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

하였다.

한편, 2016년에는 자진신고 감면고시가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2016.

4. 15. 개정․시행된 자진신고 감면고시에서는 자진신고자 등이 위원회

심의 종료 이전에 위원회의 동의 없이 감면신청 사실 등을 제3자에게 누

설한 경우를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였

다(제5조 제2항 신설).76) 종전에는 위와 같은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여러 행위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를 판단

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2016. 9. 30. 개정․시행된 자진신고 감면고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공

76) 자진신고 감면고시(2016. 4. 15. 시행 고시 제2016-3호) 제5조(지속적이고 성

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 ② 자진신고자 등이 위원회 심의종료 이전에 위원회의

동의 없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조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진신고자 등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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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반복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자

진신고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한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을 고시에서는 삭제하였고(제6조의3), 감면신청 접수 순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방문 신청, 전자우편에 의한 신청, 팩스에 의한 신청,

구두 신청 등에 따른 접수시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제10조 제3항

신설).77)

이후 공정거래법, 동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 감면고시78)에는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II. 미국의 리니언시 제도

1. 규제 법령 - 셔먼법 및 클레이튼법

미국은 1880년대 존 록펠러가 설립한 석유회사 스탠더드 오일사의 독

과점 문제 등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기업이 등장하여 시장경제에 부작

용을 낳게 되자 1890년에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하였다. 셔먼법은

8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률로 경쟁제한적 담합행위를 규제하고 이에 대한

77) 자진신고 감면고시(2016. 9. 30. 시행 고시 제2016-11호) 제10조(감면신청의

접수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접수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접수시점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할 경

우에는 가장 빠른 접수시점을 기재한다.

1. 위원회 카르텔총괄과 방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조사공무원에게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2. 전자우편(leniency@korea.kr)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 주소로 신

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3. 팩스(044-200-4444)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팩스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

시분

4. 제8조의2에 의한 구두 감면신청의 경우 구두 감면신청을 위한 구술을 시작

한 일시분
78) 자진신고 감면고시는 2017. 11. 14.경 한차례 더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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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규정한 제1조와 독점행위를 규제하고 그 처벌을 규정한 제2조가

핵심이다. 카르텔과 관련된 규정은 셔먼법 제1조다.

[ Sherman Act ]

§ 1. 거래를 제한하는 공동행위(trust) 등은 위법; 처벌

  여러 주 사이 또는 외국과의 교역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공

동행위(trust) 기타 형태를 불문한 결합 또는 공모는 불법이다.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법임이 선언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여하한 형태의 결합

이나 공모에 관여하는 자는 중죄(felony)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고, 유죄

로 결정되면 법인의 경우에는 1억 달러 이하의 벌금, 자연인의 경우에는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법원

의 재량에 따라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 독점거래는 중죄; 처벌

  누구든지 여러 주 사이 또는 외국과의 교역 또는 거래의 여하한 부분

이라도 독점하거나 독점을 시도하거나, 독점 내지 독점 시도하기 위해 타

인과 결합 또는 공모한 자는 중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고, 유죄로 결정

되면 법인의 경우에는 1억 달러 이하의 벌금, 자연인의 경우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규제 기관 - 연방거래위원회 및 연방법무부 반독점국

미국의 반독점 관련 법령 체계를 살펴보면,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

1914년에 제정된 클레이튼법(Clayton Act), 같은 해 제정된 연방거래위

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과 이들 법령에 대한 수정법령들

이 핵심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반독점 관련 법령을 적용・집행하는 기관은 1903년 연방 법무부

에 신설된 반독점국(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이하

‘DOJ’)과 1914년에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신설된 연방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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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로 양분된다. DOJ와 FTC는 사

실상 중첩된 관할권을 가지면서 상호 견제・협력하고 있는데, DOJ는 셔

먼법과 클레이튼법을 소관하면서 담합・독점금지와 관련된 형사적 제재

수단을 주로 담당하면서 기업들의 반독점행위에 대한 수사, 기소, 유죄협

상 등의 업무를 맡아 왔고, FTC는 FTC법의 유일한 집행기관으로서 클

레이튼법의 일부를 관장하며 불공정 경쟁행위를 단속하여 행정명령을 내

리거나 민사소송 제기 등을 담당하여 왔다.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카르텔’을 규제하는 미국 법률은 셔먼법이고, 이는 일차적으로

DOJ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형사 기소되거나 유죄 협상이 이루어진다.

3.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과 변천 과정

담합행위는 그 속성상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므

로 조사 및 적발이 어렵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처음으로 리니언시 제도를 도

입하였다. 자진신고자에게 처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되 후순위 신고

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도록 하여 담합 참여자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

하고 자진신고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카르텔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담

합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은 1978. 10.경 처음으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데,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라 연방 검사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업

무처리 지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리니언시 적용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반독점국의 기소 재량에 의해 리니언시 혜택 부여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였고, 반독점국의 수사 시작 전에 정보제공이 있어야만 리

니언시 혜택이 부여되었다.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과 감면 혜택 부여 여

부의 불투명성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그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제

도가 처음 도입된 후 1993년까지 약 15년 동안 17건 정도의 자진신고만

있었다고 한다.

이후 1993년 지침 개정을 통하여 감면혜택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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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독점국의 재량을 축소하였다. 즉,

① DOJ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한 자동적으로 리니언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②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보제공을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서 리니언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③ 나아가 기업이 리

니언시 적용을 받을 경우 그 협조 과정에서 참여한 해당 기업의 모든 임

직원에게도 자동적으로 형사기소 면제라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였다.79) 이와 같은 1993년 제도 개선 이후 리니언시 제도의 이용 사례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다른 나라들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

다.

한편 미국은 2004년 반독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

였는데, 「2004년 반독점 형사처벌 강화 및 개선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을 발효하여 기업의 경

우 최대 1,000만 달러이던 법정형을 1억 달러로, 개인의 경우 최대 35만

달러 또는 징역 3년 이하이던 법정형을 최대 100만 달러 또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였다. 미국은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지침과 개인에 대한 리니언시 지침을 별도로 상세히 마련하고

있고, 현행 리니언시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별도로 살핀다.

가. 기업 면제제도(Corporate Leniency Program)

1)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 면책(Type A Leniency)80)

아래 6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수사개시 전에 자진신고한 회사는 자동

으로 면책을 받게 된다.

79) Scott D. Hammond(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Criminal

Enforcement Antitrust Division U.S. DOJ), 「The Evolution of Criminal

Antitrust Enforcement Over the Last Two Decades」 (2010)
80) Leniency Before an Investigation Has Begun, DOJ,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Antitrust Division's Leniency Program and Model

Leniency Letters」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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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자진신고 당시 DOJ가 신고된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 (ㄴ) 위반행위를 발견하자마자 해당 회사

가 위반행위에 대한 가담을 중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를 취하였을 것, (ㄷ) 해당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DOJ에 솔직하고 완전

하게 신고하고, 수사 전 과정에서 계속적이고 완전하게 협조할 것, (ㄹ)

위반행위의 자인은 당해 회사 소속 임직원 등의 개인적 차원의 것이 아

니라 회사 차원의 행위일 것, (ㅁ) 가능한 한 해당 회사는 피해자에게 피

해 회복을 할 것, (ㅂ) 해당 회사가 다른 가담자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행위의 명백한 주모자가 아니었을 것이 바로

그 요건이다.81)

2) 반독점국 인지 후 자진신고 면책(Type B Leniency)82)

1993년 지침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리니언시 혜택으로, 아래 7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DOJ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는 형사처벌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다.

(ㄱ) 해당 회사가 최초로 자진신고한 회사일 것, (ㄴ) 신고 당시 DOJ

가 해당 회사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을 것, (ㄷ) 위반행위를 발견하자마자 해당 회사가 위반

행위에 대한 가담을 중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

였을 것, (ㄹ) 해당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DOJ에 솔직하고 완전하게 신

고하고, 수사 전 과정에서 계속적이고 완전하게 협조할 것, (ㅁ) 위반행

81) 실무상으로는 범죄행위의 주모자라는 이유로 면책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단순히 담합을 위한 연락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모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범죄행위의 주모자라는 이유로 면책을 거부할 경우

자진신고 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손준성, 「미 법무부 반

독점국 연수 결과 보고」, 2008)
82) Alternative Requirements for Leniency, DOJ,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Antitrust Division's Leniency Program and Model

Leniency Letters」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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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인은 당해 회사 소속 임직원 등의 개인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회

사 차원의 행위일 것, (ㅂ) 가능한 한 해당 회사는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을 할 것, (ㅅ) 사안의 성질, 자진신고 회사의 역할, 신고 시기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회사를 면책시켜 주는 것이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불공정하지 않을 것이 요건이다. 그런데, 위 (ㅅ)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해당 회사가 얼마나 빨리 신고를 하였는

지, 그 회사가 다른 회사나 개인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행위의 명백한 주모자가 아니었을 것을 고려하도록 정하

고 있다.

3) 회사의 이사, 임원, 직원 면책 제도(Leniency for Corporate

Directors, Officers and Employees)

한편, 회사가 위 (1)항의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 면책 지침(Type A)

에 따라 각 요건을 충족하고, (ㄱ) 그 회사 소속의 임직원들이 각자의 위

반행위 가담사실을 인정하면서 (ㄴ) 솔직하고 완전하게 그 위반행위를

시인하고, (ㄷ) 수사 전 과정에서 계속적이고 완전하게 협조하면, 해당

임직원들도 자동으로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회사가 위 면책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

(1)항이 아니라 (2)항의 DOJ 인지 후 자진신고 면책지참(Type B)상 요

건만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 소속 임직원은 당연히 면책되지 않는

다. 이때는 아래에 상술할 ‘개인에 대한 리니언시 지침’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개인이 면책될 수 있을 뿐이다.

나. 개인 면제제도 (Individual Leniency Program)

DOJ는 1994년 개인에 대한 자진신고 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하여 개인

자격으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면책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인은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면책 받을 수 있다.

(ㄱ) 자진신고 당시 DOJ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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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지 못하였을 것, (ㄴ) 개인이 이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자진신고한

경우가 아닐 것, (ㄷ) 개인이 위반행위를 DOJ에 솔직하고 완전하게 신고

하고, 수사 전 과정에 계속적이고 완전하게 협조할 것, (ㄹ) 신고한 개인

이 다른 가담자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행위

의 명백한 주모자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전 세계 경쟁집행기관 사이에는 카르텔에 가담한 개인에 대하여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 카르텔을 근절시키는 유효한 집행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4. 리니언시 절차

DOJ는 2008년에 자진신고의 상세 절차와 관련하여 FAQ 자료를 발

표하여 ① 리니언시 신청 절차와 심사 담당자83), ② 기업 면제제도의 적

용기준, ③ 개인 면제제도의 적용 기준, ④ 조건부 면제 확인, ⑤ 조건부

면제 확인의 잠재적 취소 가능성, ⑥ 최종 면제 확인 등 담합 관여자 내

지 일반 기업 등이 리니언시 제도 실무에 관해 궁금해 할 내용들을 정리

하였고, 2017년에는 일부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84)

상술한 바와 같이 자진신고자가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전

과정에서 계속적이고 완전한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진신고

부터 최종 면제 결정까지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83) 리니언시 신청을 심사하고 판정하는 사람은 DOJ 내 형사 부장검사[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Criminal Enforcement("Criminal DAAG")]이고,

형사부장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법무차관보(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AGG)에게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법무차관보(AGG)가 결정한다.
84) DOJ,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Antitrust Division's

Leniency Program and Model Leniency Letters」 (originally Published in

2008, Updated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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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상황은 자진신고한 회사 입장에서는 불안요소로 작용하여 면제 가

능성에 관해 의심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협조하게 되는 유인이 있다. 반

대로 DOJ 입장에서는 면제 혜택을 일찍 제공할 경우 그 이후부터 신고

회사의 원활한 협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에 직면할 위험도 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리니언시 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진신고 절차에 마커 시스템(Marker

System)을 도입하고, 조건부 면제 확인서 발급(The Conditional

Leniency Letter), 최종 면제 확인서 발급(The Final Unconditional

Leniency Letter) 등의 세부 절차를 정하고 있다.

가. 표시제도(Marker System)

미국의 경우 최초의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만 기소 면책 특권을 인정하

는데("Only-the-first-in" Rule), 최초 자진신고자가 지침상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면책 특권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1순위 신고자와 2순위 신고자가 불과 몇 분의 차이로 결정되고, 2

순위자의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85) 자진신고를 하고

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우선적으로 1순위를 확보

하려는 경우가 있다.

미국은 이를 고려하여 최초의 신고가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우선 간략한 신고를 받고 일정기간 내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있

도록 기회를 보장하여 보완 신고서를 바탕으로 조건부 면제 확인서의 발

부 여부를 판정한다. 최초의 신고와 조건부 면제 확인서 발부 사이에 신

고자에게 부여하는 마커(Maker)가 표시 제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

른 자진신고자가 완벽한 신고서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최초 신고를 통

하여 마커를 받은 자를 추월할 수 없다. 통상 DOJ는 마커 발급 후 1달

의 보완기간을 주는데, 그 시간 동안 신고자는 자체 감사나 내부 조사를

85) 다만, 2순위 이후의 자진신고자는 리니언시 제도와 별도로 유죄 협상(plea

guilty)을 통하여 수사의 협력하는 것으로써 양형 가이드라인(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al Defendants)에 의해 형사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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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

나. 조건부 면제 확인서

마커 발급을 받은 자가 보완신고한 경우, 면제 요건 중 수사 과정에

서의 계속적이고 완전한 협조 제공이나 가능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회

복하는 등 그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조건들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DOJ는 조건부 면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로

써 신고자는 리니언시 혜택 부여에 대한 불안한 지위 내지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다.

그러나 조건부 면제 확인서는 신고자가 DOJ의 리니언시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지위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DOJ는 철회 전

에 신고자에게 사전에 알려 신고자의 의무 이행을 독촉하거나 소명 기회

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최종 면제 확인서

상술한 리니언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DOJ의 수사 과정에서 계속적

이고 완전한 협조를 제공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종 면제 확인서가 발급

된다. 통상 수사 종결 후 다른 담합 가담자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진

무렵에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최종 면제확인서가 발급된다.

라. 민사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

리니언시 제도는 원래 형사 책임 면제와 관련된 것으로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나 민사책임의 면제와는 무관하였다. 따라서 리니언시 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받은 자진신고자도 연방 또는 주정부나 고객 등으로부터

3배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2004년 반독

점 형사처벌 강화 및 개선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을 제정하여 리니언시의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리니

언시 혜택을 받는 자는 민사책임이 기존의 3배가 아니라 실손해액으로

한정되는 민사적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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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U의 리니언시 제도87)

1. 규제 법령 - EU기능조약 등

EU(유럽연합)의 경쟁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원은 EU기

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 TFEU)이다. EU

기능조약은 제7부 제1항의 제101조부터 제109조에서 EU 회원국들에게

SEC. 213. LIMITATION ON RECOVERY.

  (a) In General.

  Subject to subsection (d), in any civil action alleging a violation of

section 1 or 3 of the Sherman Act, or alleging a violation of any

similar State law, based on conduct covered by a currently effective

antitrust leniency agreement, the amount of damages recovered by or

on behalf of a claimant from an antitrust leniency applicant who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b), together with the

amounts so recovered from cooperating individuals who satisfy such

requirements, shall not exceed that portion of the actual damages

sustained by such claimant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commerce

done by the applicant in the goods or services affected by the

violation.

86) 2004년 반독점 형사처벌 강화 및 개선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제213조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87) 이하 내용은 다음 선행 연구자료들을 종합 검토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호

선, “유럽공동체(EC)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정책과 그 시사점”,

규제연구 제18권 제1호, 2009, 39면. 손영화,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에 관

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4권, 2010, 285면. 황태희, “영국의 EU탈퇴(Brexit)에

따른 EU 및 영국 경쟁법 비교 연구”, 비교사법 제26권, 2019. Peter D.

Camesasca 외 3, “EU의 카르텔 단속과 리니언시 프로그램, 한국 공정위 절차

와의 비교”, 경쟁저널 (2012). Axel Resvik, “The Introduction of ‘Leniency

Plus’ as a Tool for the European Commission in the Fight Against Cartels”,

Uppsala University (2014). CHRISTINE A VARNEY, “THE CARTELS

AND LENIENCY REVIEW”, LAW BUSINESS RESEARCH(2nd edition),

2014. 공정위,「EU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201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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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적용되는 경쟁규범을 두고 있다.88) 그 외에도 EU 이사회(the

Council),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 유럽 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등과 같은 기구들이 경쟁규범으로 제정한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권고(recommendation) 및 고시(notice) 등 하위법령도

경쟁규범을 이룬다. 한편, EU 차원의 경쟁규범과는 별도로 각 회원국들

은 별도의 경쟁규범을 두고 있다.

카르텔, 즉 부당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은 EU기능조약 제101조 제

1항인데, 「구입 혹은 판매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을 직․간접적으로 설

정하거나, 생산량, 판매, 기술적 진보, 기술개발을 제한 또는 조절하거나,

시장 내지 영업구역을 분할하거나, 거래 상대방에 따라 동일한 급부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경쟁에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본질상

혹은 거래 관행상으로 계약 내용과 무관한 추가적인 급부를 조건으로 하

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 간의 합의, 사업자단체의 결정, 그리고 사업

자 간의 동조적 행위는 회원국 사이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

쟁을 방해, 제한 또는 왜곡시킬 목적이 있거나,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경우

에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89)

88) EU기능조약은 2009년 발효된 새로운 리스본 조약에 의해 종래 EC조약이

전면 개정되면서 EU 헌법과 관련된 새로운 조항들이 삽입되면서 EU기능조약

으로 불리고 있다. 기존의 EC조약 제81조부터 제89조에서 규정되어 있던 EU

경쟁규범들은 그대로 EU기능조약 제101조부터 109조에 규정되어 있다.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1. The following shall be seen as incompatible with the internal market: 

all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and concerted practices which may affect trade 

between Member States and which have as their object or effect 

the prevention, restriction or distortion of competition within the 

internal market, and in particular those which:

  (a) directly or indirectly fix purchase or selling prices or any other 

trading conditions;

  (b) limit or control production, markets, technical development, or 

investment;

  (c) share markets or sources of supply;

89) EU기능조약 제101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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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기관 - EU집행위원회 등

EU경쟁법은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집행

위원회는 EU 회원국 대표 28명으로 구성되며 각 대표들은 EU정책 분야

별 책임자가 되고 경쟁분야는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책임자로 지정된다.

EU경쟁법의 세부적인 정책집행은 집행위원회 산하의 33개 총국 중 하나

인 경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에서 담당하는데, 경쟁

총국은 9개의 산업별 세부조직으로 구성(Directorate)되어 있다.90)

집행위원회의 제재금91) 부과 등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EU법원에

  (d) apply dissimilar conditions to equivalent transactions with other 

trading parties, thereby placing them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e) make the conclusion of contracts subject to acceptance by the 

other parties of supplementary obligations which, by their nature 

or according to commercial usage, have no connection with the 

subject of such contracts.

2. Any agreements or decisions prohibited pursuant to this article shall 

be automatically voi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may, however, be declared 

inapplicable in the case of:

  - any agreement or category of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 any decision or category of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 any concerted practice or category of concerted practices,

which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goods 

or to promoting technical or economic progress, while allowing 

consumers a fair share of the resulting benefit, and which does not:

  (a) impose on the undertakings concerned restrictions which are not 

indispensable to the attainment of these objectives;

  (b) afford such undertakings the possibility of eliminating competition 

in respect of a substantial part of the products in question.

91) 제재금을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규칙 1/2003호는 실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fine’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과징금과 과태료의 성격을 모두 가진

개념이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fine을 ‘제재금’으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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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법심사를 한다. 형사처벌과 민사적 구제는 개별 회원국의 법률과

법원에 맡겨져 있으나, 여러 장치를 통하여 EU 전체적으로 최소 기준에

관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EU경쟁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회원국 간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EU조약의 위반행위에 대

해서 시정조치, 임시명령 등의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규칙

(regulation) 1/2003 제11조 제6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우선권을 가지며,

만일 집행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집행권한을 행사할 것을 결정하

는 경우에는 회원국의 사법경쟁당국의 관할권은 배제된다.

3. 리니언시 프로그램

집행위원회는 EC기능조약 제101조를 위반에 대하여 카르텔 가담 사

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금을 정

할 수 있다(이사회규칙 1/2003호 제23조 제2항). 집행위원회는 일정 범위

에서 제재금의 액수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

행위원회는 1996년 ‘EU Commission Notice on Immunity from Fines

and Reduction of Fines in cartel cases’(이하 ‘감면고시’ 내지 ‘고시’)를

통하여 제재금 감면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2년 감면고시 개정을 거쳐

2006년에 다시 한 번 개정한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 1996년 최초의 리니언시 제도(1996년 고시)

최초의 리니언시 고시에는 감면대상을 감면의 정도에 따라 부과예정

금액의 75% 이상 감면, 50∼75% 감면, 10∼50% 감면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었다. 다만, 2000년까지는 제재금의 50% 이상 감면해준 사례가

없었고, 감면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난이 있었다.

특히 자진신고자가 자신의 위 3가지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여 리니언

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2002년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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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2년 리니언시 고시

종전까지 집행위원회는 카르텔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완전면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2년 감면고

시의 도입으로 위와 같은 정책이 유연하게 변경되었다.

1996년 고시 하에서는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제재금 감면 비율이

75% 이상으로 정해져 있긴 하였지만, 실제 집행위원회가 75%를 초과하

여 감경해준 사례는 거의 없었고, 특히 완전면책한 경우는 단 3건에 불

과한데 모두 2002년 고시의 도입 직전에 내린 결정들이었다.

2002년 고시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수정하여 사업자들 입장에서 자진

신고할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였다. 즉, 일정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완전면책이 가능하도록 리니언시 제도를 개정하였다. (i) 감면

신청 당시 신청인이 제공할 수 있는 당해 사건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들을 즉시 제공할 것, (ii) 조사 절차에 완전하며 계속

적으로 협조할 것, (iii) 신청과 동시에 당해 카르텔 가담행위를 종료할

것, (iv) 위반행위에 가담하도록 다른 사업자들에게 강제적 조치를 취한

적 없을 것, (v) 집행위원회의 입장에서 압수수색을 개시하거나 조약 제

101조 위반 판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결정적 증거를 제일 먼저 제출하였

을 것이 그 요건이다.

1996년 고시는 자진신고자가 카르텔의 선도자이었거나 카르텔에서 결

정적 역할을 한 적이 없었을 것을 면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년 고시에서는 단순히 ‘(iv) 위반행위에 가담하도록 다른 사업자들에

게 강제적 조치를 취한 적 없을 것’이라는 요건만 두고 나머지 면제요건

은 삭제하였다.

이러한 개정 이후 4년간 2002년 고시가 시행되는 동안 집행위원회가

자진신고를 받아 제재금을 감면해준 사건은 모두 167건이었고, 특히 주

목할 것은 이 신청 사건의 절반 이상이 집행위원회에서 조사 착수하기

이전에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이런 사건 중 대부분에 대

하여 제재금 면제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1996년 고시 하에서는 그 시행기간이 2002년 고시의 2배 가까이 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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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집행위원회가 접수한 건수는 80여 건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집

행위원회가 비공개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로 자진신고라기

보다는 적발 후에 마지못해 증거를 제출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02년 고시의 강화된 면책 보장에도 불구하고 제재금 감면을

바라는 사업자들이 원하는 정도로 리니언시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여 2006년경 다시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다.

다. 2006년 리니언시 고시

2006년 고시 개정의 목적은 사업자들에게 리니언시 혜택과 처리 절차

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감면신청을 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와 증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른바

마커제도(Marker System)를 도입하였다.

2006년 고시는 집행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와 증거

를 최초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금을 ‘완전면제’하는데, (i) 집행위원회

가 카르텔 참여자의 소재지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와 증거이거나 (ii) 집행위원회가 EU기능조약 제101조 위반 판정이

가능할 정도로 입증할 수 있게 하는 정보와 증거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

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출된 당해 정보와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또는 실제 그에 따른

조사가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감면 혜택 부여의 판단

은 오로지 당사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유형과 질에 따른다.

추가로, 완전면책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iii) 감면 신청 이후부터

조사 및 행정적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집행위

원회의 업무에 전적으로 완전,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iv) 감면 신

청 후 즉시 당해 카르텔 가담행위를 종료하여야 하며, (v) 증거를 인멸,

은닉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vi) 다른 사업자에게 카르텔에 참여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한편, 최초의 자진신고에 실패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집행위원회가 이

미 확보한 증거에 비하여 ‘상당한 부가적 가치(significant add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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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제재금의 일부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부가적 가치란 증거의 성격과 정도가 집행위원회의 당해 사건에

대한 위법 판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증명력을 보강할 수 있는 수준

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위원회는 감경의 유형을 3가지로 예정해 놓고, 증거 제출의 순서

에 따라 첫 번째 제공자에게는 30∼50%, 두 번째 제공자에게는 20∼

30%, 세 번째 이후의 제공자에게는 20%를 각 감경해 주고 있는데, 집행

위원회는 신고자의 지위가 과징금 감경에 있어서 첫 번째인지, 두 번째

인지, 아니면 그 이하의 순위인지 알려준다.

한편 조사 개시 이후에 협력한 자는 자진신고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감경만이 허용되는데, 2006년 고시는 조사 후에 협조한 자로

서 제재금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면책신청자가 없어야 한다고 정하

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금 감경 대상이 될 뿐이라고 한다.

2006년 고시는 감면신청자들이 자신의 자진신고 순위가 어떻게 되는

지 파악할 수 있는 표시제도(Marker System, 간이신청 제도)를 도입하

였다. 종전에는 표시제도가 없어 잠재적 감면신청의 의사가 있던 사업자

들도 리니언시를 주저하고 회피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마커는 자진신

고를 주저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절차의 투명성과 감면 신청에 따른

결과에 대한 확고한 기대를 부여하게 되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수

단이 된다. 이 제도는 감면요건을 충족시킬 정보와 증거를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카르텔 탈퇴와 자진신고의 결심을 굳힌 사업자로

하여금 조기에 자진신고의 절차를 밟고, 현실적으로 집행위원회가 요구

하는 수준의 정보나 증거를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유예 받을 수 있도

록 해줄 수 있다.

마커는 첫 신청자에게만 허용되는데, 통상 정보나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은 3주를 넘지 않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 등을 기초로 집행위

원회로부터 ‘조건부 감면’ 결정을 받으면, 조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조건

부 감면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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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의 부존재

EU의 리니언시 제도에서는 미국의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와 같은 감

면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나 2006년 고시는 감경신청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당해 카르텔의 위법성에 관한 새로운 사실관계, 즉 그 위반의 정

도나 지속기간이 종전에 파악하고 있던 내용보다 심각하거나 장기간이어

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 그 증거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한 제재

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기준대로, 즉 새로 현출된 증거에 의한

가중 부과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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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카르텔 형사 리니언시 제도

I. 의의 및 법적 근거

1. 경성 카르텔 형사집행의 문제

앞서 입찰담합 사건에 있어서 최근 6년 간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 현

황을 분석하면서 공정위의 고발권이 얼마나 지연되어 행사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전속고발권 제도 하에서 카르텔 사건은 리니언시 정보와

관련 권한을 쥐고 있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

지만, 공정위의 지연 고발로 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집행이 지지부

진하였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점도 상술한 바 있다.

실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2018. 8. 사이 약 14개

월 동안 공정위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180건이었는데, 이

중 84건(46.4%)은 고발 당시 남은 공소시효가 3개월 미만이었고, 공소시

효가 1개월 미만인 사건도 17건(9.4%)이너 되었다.92)

이로 인해 입찰담합 등 그 악성이 중대한 경성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

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8. 11.

30. 정부는 국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

안」을 제출하였는데, 위 개정법률안은 경성 카르텔의 경우 공정위의 전

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성 카르텔에 대하여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는 더 이상 형사

집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명분이나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

다. 이는 공정위가 수사 정보를 독점할 논리나 명분도 사라진다는 의미

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독자적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체계화

92) 경향신문, 「“공정위 독점 리니언시, 검찰에도 적용 가능해”」(2019. 3. 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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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하에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리니언시 정보 등 수사의 단서를 검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을 위하여 공정위와 검찰이 리니언시

정보 등 수사의 단서를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위 개정법률안에는

공정위 및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검찰청 및 그 소속 공무원’도 리

니언시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검찰의 수사 및 재판’

도 리니언시와 관련된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개정법률안 제43조 제

4항). 나아가 공정위와 법무부의 합의에 따르면, 양 기관이 범정부 차원

에서 리니언시 관련 단일 창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기에 추후 공

정위와 검찰은 실시간으로 리니언시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변화의 추세를 고려할 때 검찰의 카르텔 형사집행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담보하며 적법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대검찰청

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등 일선 수사부서는 카르텔 형사

집행 가이드라인 등 수사준칙을 마련하기 위하여 검토를 하고 있다. 현

재의 시스템에서는 카르텔 사건이 어떻게 수사되어 기소되는지 사건 관

계인이 잘 알 수 없다.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 등 검찰의 수사준칙

이 수립되면 수범자들은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형사

집행 절차와 처리 과정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력하게 보

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93)

2. 법적 근거

형사 리니언시 제도는 현행법에서도 그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형법의 자수자 감면 규정94)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보

93) 카르텔 수사준칙, 형벌 감면 준칙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선행연구로는 구상엽, “카르텔 형사 법집행 개선방안 연구 – 국제카르텔을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94) 공정거래법상 수범자는 사업자인데, 법인에 대하여도 형법의 자수 감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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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규정 등을 통하여 형사책임 감면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리니언시 제도는 법령에서 부

여된 사법경쟁당국의 재량권을 내부지침이나 고시 등을 통하여 축소하고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공개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

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리니언시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미국 DOJ 반독점국의 경우 리

니언시 등 카르텔 형사집행 절차에 대하여 비법률가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놓은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만들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고,95) EU는 내부지침인 고시를 통하여 리니언시 제도의 근거를 마련

해 두고 있다.96)

따라서 검찰의 형사 리니언시 제도도 현행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나,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기준을 통하여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라 생각된다. 이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

청 공정거래조사부 등 수사부서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와 조사

협조자뿐만 아니라, 형법상 자수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까지

아울러 관련 제도 간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

드라인을 체계화 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실무 수사를 통해

서도 적극적으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 리니언시의 혜택을 부여하는

중이다.

II.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

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학계 다수와 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5. 7. 5. 선고 95

도391 판결 등).
95) DOJ, 「Antitrust Division Manual」(2012);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Antitrust Division’s Leniency Program and Model Leniency Letter

s」(2017) 등.
96) EU Commission Notice on Immunity from Fines and Reduction of Fines

in cartel cases(감면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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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계

검찰의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은 검사의 재량통제에 목표를 두

고, 일정한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와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검찰청 등에서 검토 중일 텐데, 구상엽 부장검사

는 우리나라에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경우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수사준칙 및 형벌감면준칙, 해설서의 4단계로 구성하

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97)

2. 구체적 내용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을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수사

준칙 및 형벌감면준칙, 해설서의 4단계로 구성할 경우 ‘카르텔 수사준칙’

에는 검찰의 카르텔 사건 관련 수사 절차의 검증 및 통제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될 것이고, ‘카르텔 형벌감면준칙’에는 공정위의 리니언시 고시에

준하는 형식과 내용이 담길 것이다. 해설서에는 상위 법령과 지침에 담

긴 입법자의 의사와 카르텔 형사집행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담길 것이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설

명은 구상엽 부장검사의 “카르텔 형사 법집행 개선방안 연구 – 국제카

르텔을 중심으로-” 논문에 상술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논의를 생

략하고, 아래에서는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 그 중에 ‘카르텔 형벌

감면준칙’이나 해설서에 미국의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와 페널티 플러스

제도를 담을 때 세부적으로 실무상 고민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등을 살

펴보고자 한다.

다만, 위 논문에 언급된 ‘카르텔 수사준칙’과 ‘카르텔 형벌감면준칙’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차원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97) 구상엽, “카르텔 형사 법집행 개선방안 연구 – 국제카르텔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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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카르텔 수사준칙

카르텔 수사준칙은 검사의 재량을 축소하여 수사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형사집행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검사의

재량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개시, 종료,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제한에 대한

기준을 담고, 그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사준칙의 적용범위는 검찰의 형사집행이 일관성 있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카르텔과 관련된 다른 형

사법 규정에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입찰 담합의 경우 공정거

래법뿐 아니라 형법의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에 기한 형사집행에도

아울러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준칙에는 ‘자수자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인신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자수자 등이 기업일 경

우 기업과 입장을 같이 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위 원칙을 적용함

으로써 리니언시의 유인과 인센티브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수자

등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정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인멸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형사책임 감면을 위한 협

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가능함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나. 카르텔 형벌감면준칙

카르텔 형벌감면준칙은 형사책임 감면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여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활성화하고, 카르텔의 적발과 예방의 효율성

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 본 수사준칙과 마찬가지로 형벌감면

준칙의 적용 범위는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자수자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까지 아우름으로써 관

련 제도 사이의 정합성을 추구해야 한다.

한편, 기존 공정위의 행정 리니언시 기준과 유사하거나 크게 벗어나

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 리니언시 혜택 부여 기준이 정립되어야 수범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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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정위는 미국 DOJ와 달

리 2순위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와 담합 주도자에 대하여도 리니언시

자격을 인정하는 한편, 개인 리니언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8) 개인 리니언시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공정위의

집행 방향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고, 이를 비판하는 견

해가 많다.99) OECD 등 선진국들은 개인에 대한 제재(sanctions on

individuals)가 매우 효과적인 카르텔 형사집행의 수단이라는 것을 당연

하게 받아들이고 있고,100) 미국 DOJ 반독점국도 카르텔 근절을 위한 가

장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로서 카르텔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

조하면서, 이른바 ‘Yates Memo' 등을 통하여 담합 등 카르텔의 형사집

행에 있어 개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천명하고 이를 철

저히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카르텔 형벌감면준칙에서는 개인 리니언시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서는 개

인 리니언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카르텔 형법감면준칙이나

해설서에서 자수자, 공익신고자, 자진신고자 등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98) 2018. 12. 3.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8년도 제2차 법․정책 세미나 –

공정거래법 형사집행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서 공정위 김재신 경쟁정책국

장은 개인 리니언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99) OECD, 「Fighting Hard-Core Cartel: Harms, Effective Sanctions and

Leniency Programmes」(2002), p. 26; 김현수, “부당공동행위의 적발유인제도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경영벌률 19-3 (2009), 327면; 주진열, “독

점규제법상 형사제재 조항과 전속고발제 존폐 문제에 대한 고찰”, 경쟁법연구

38 (2018), 331-332면.
100) OECD, Policy Roundtables, 「Cartel Sanctions against Individual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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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리니언시 플러스 도입 필요성

I. 미국의 경우

1. 도입 배경

미국은 이미 진행 중인 담합 사건으로부터 새로운 담합의 단서를 얻

는 경우가 많다. 자진신고가 있으면 해당 자진신고자가 연루된 모든 카

르텔을 적발할 목적으로 리니언시 플러스 및 페널티 플러스 제도를 운영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리니언시 혜택을 최초의 자진신고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데,

‘최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리니언시 감면 대상이 되지 못한 신고자에

대하여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가 리니언시 플러스, 즉 추가

감면 제도이다.101)

2. 리니언시 플러스 및 페널티 플러스

가. 리니언시 플러스

리니언시 플러스란, 리니언시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

담합행위가 아닌 다른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였을 경우 새

로이 증거를 제공한 다른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1순위 신고자로서 리니언

시 혜택을 부여하고, 그에 더하여 이미 수사 중인 해당 담합행위에 대하

101) DOJ는 1순위 자진신고는 아니더라도 2순위로 신고한 자의 협력이 가진 수

사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유죄 협상 과정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가 담합을 적발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였다

[Scott D. Hammond(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Criminal

Enforcement Antitrust Division U.S. DOJ), 「Measuring the Value of

Second-In Cooperation in Corporate Plea Negotiation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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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형사처벌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甲 회사가 담합한 A사건에 대하여는 자진신고가 늦어 리니언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다른 담합 사건인 B사건에 대하여

새로이 자진신고를 하고 리니언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회사는 B사건

에 대한 처벌을 감면 받는 데에서 나아가, A사건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도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이

다.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를 이용하면 리니언시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에

있는 회사에게 벌금 등 형사처벌의 감면 가능성이 열어주고, 기업 등 자

진신고자로서는 새로운 담합 사건에 대한 정보를 DOJ에 제공할 유인이

생긴다. 한편, DOJ로서는 통상 카르텔 참가자가 다른 카르텔에도 참여하

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미 자진신고를 받아 수사 중인 사건보다

규모가 크거나 분야가 상이한 새로운 카르텔을 적발할 수 있다. 미국에

서는 실제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에 의하여 대형 국제카르텔 사건인 비타

민 사건이나 라이신 사건을 적발할 수 있었고, 국제 카르텔 적발 사건의

50% 이상이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를 활용한 결과라는 보고도 있다.

나. 페널티 플러스와 옴니버스 질문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에 대응되는 제도로 페널티 플러스 제도가 있

다. 하나의 카르텔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자가 자신이 가담한 다른 카르

텔 사건에 대하여 신고(내지 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적발될 경우

추가 카르텔에 대한 제제의 정도를 가중하는 제도이다. 리니언시 플러스

지침에 따라 카르텔 수사 담당자는 수사 중인 카르텔 피의자에게 ‘다른

담합행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추가 범죄사실을 은폐한 자는 추후 DOJ가 독자

적으로 추가 카르텔 사실을 발견하여 기소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추가 담합의 자진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DOJ에 통보하

지 않은 자에게 동인의 악성을 추후 발견된 추가 담합 사실에 대한 양형

가중 사유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페널티 플러스 제도는 수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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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iency Plus” 

8. If a company is under investigation for one antitrust conspiracy but is too 

late to obtain leniency for that conspiracy, can it receive additional credit 

for substantial assistance in its plea agreement for that conspiracy by 

reporting its involvement in a separate antitrust conspiracy? 

Yes. Many of the Division’s investigations result from evidence 

developed during an investigation of a completely separate conspiracy. This 

pattern has led the Division to take a proactive approach to attracting leniency 

applications by encouraging subjects and targets of investigations to consider 

whether they may qualify for leniency in other markets where they compete. 

For example, consider the following hypothetical fact pattern: 

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를 활용하도록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효과도 있다.

결국 리니언시 플러스와 페널티 플러스 제도는 한 쌍의 제도로 함께

활용되고, 카르텔 수사 담당자는 카르텔 피의자에게 추가 담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양 제도를 이용한 선택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옴니버스 질문(Omnibus

Question)이라고 한다. 옴니버스 질문은 카르텔에 가담한 회사 임직원들

을 대상으로 현재 수사 받고 있는 외에 다른 공동행위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이에 거짓으로 답변할 경우 가중된 제재(페널

티 플러스)를 받을 뿐 아니라, 별도로 위증죄 내지 허위진술죄 등의 형

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3. 리니언시 가이드라인

이러한 일련의 제도들은 DOJ의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Antitrust Division’s Leniency Program and Model Leniency

Letters」(2017)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들 제도는 사업자가 선택적

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진신고 제도의 필수적인 부

분으로서 자진신고 사업자나 카르텔 수사 대상자들은 반드시 리니언시

플러스, 페널티 플러스, 옴니버스 질문을 거치게 된다. 아래는 리니언시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위 FAQ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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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cooperation received pursuant to a leniency 

application in the widgets market, a grand jury is 

investigating the other four producers in that market, 

including XYZ, Inc., for their participation in an 

international cartel. As part of its internal investigation, 

XYZ, Inc., uncovers information of its executives’ 

participation not only in a widgets cartel but also in a 

separate conspiracy in the sprockets market. The 

government has not detected the sprockets cartel because 

the leniency applicant was not a competitor in that market 

and no other investigation has disclosed the cartel 

activity. XYZ, Inc. is interested in cooperating with the 

Division’s widgets investigation pursuant to a plea 

agreement and seeking leniency by reporting its 

participation in the sprockets conspiracy. Assuming XYZ, 

Inc. qualifies for leniency with respect to the sprockets 

conspiracy, what credit for substantial assistance can XYZ, 

Inc. receive? 

Assuming that XYZ, Inc. qualifies for leniency with respect to the 

sprockets conspiracy and provides truthful, full, continuing, and complete 

cooperation with the Division’s investigation into the widgets conspiracy, XYZ, 

Inc. can obtain what the Division refers to as “Leniency Plus.” The Division 

would grant leniency to XYZ, Inc. in the sprockets investigation, meaning that 

XYZ, Inc. would pay zero dollars in fines for its role in the sprockets 

conspiracy and none of its current12 directors, officers and employees who 

admitted to the Division their knowledge of, or participation in, the sprockets 

conspiracy and provided truthful, full, continuing, and complete cooperation to 

the Division would receive prison terms or fines in connection with the 

sprockets conspiracy. Plus, in the sentencing hearing for the company’s 

participation in the widgets cartel, the Division would recommend that the 

court, in calculating XYZ, Inc.’s fine, make a substantial assistance departure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company’s cooperation in both the widgets 

and sprockets investigations. The substantial assistance departure that the 

Division would recommend for XYZ, Inc., therefore, would be greater than if 

XYZ, Inc. had cooperated in the widgets investigation alone. Consequently, 

XYZ, Inc. would receive credit for coming forward and cooperating in the 

sprockets investigation both in terms of obtaining leniency in that matter and 

in terms of receiving a greater reduction in the recommended widgets fine.  

9. How is the substantial assistance for Leniency Plus measured?

How much credit a company receives for reporting an additional 

conspiracy depend on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1) the strength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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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that the cooperating company provides with respect to the leniency 

investigation; (2) the potential significance of the violation reported in the 

leniency application, measured in such terms as the volume of commerce 

involved, the geographic scope, and the number of co-conspirator companies 

and individuals; and (3) the likelihood that the Division would have uncovered 

the additional violation without the self-reporting, e.g., if there were little or no 

overlap in the corporate participants and/or the culpable executives involved in 

the original cartel under investigation and the Leniency Plus matter, then the 

credit for the disclosure will be greater. Of these three factors, the first two 

are given the most weight.

To receive any credit for Leniency Plus at sentencing, the company 

pleading guilty must also provide truthful, full, continuing, and complete 

cooperation with the investigation that led to the guilty plea. 

10. What is Penalty Plus?

Like the Leniency Plus policy described above, the Division’s Penalty 

Plus policy also creates substantial incentives for a company to conduct a 

thorough internal investigation to detect and report any additional antitrust 

crimes it uncovers. If a company pleads guilty to an antitrust offense but fails 

to report an additional antitrust crime it was also involved in, that company not 

only foregoes potential credit from the Division’s Leniency Plus policy, but the 

Division will generally seek a more severe punishment under its Penalty Plus 

policy for the additional crime. Under the Penalty Plus policy, if the Division 

independently uncovers evidence that a company, which previously pleaded 

guilty to an antitrust crime, was also involved in one or more additional 

antitrust crimes that it did not report to the Division by the time of the prior 

guilty plea, then at sentencing for those additional crimes the Division will seek 

an appropriate sentencing enhancement. 

The severity of the Penalty Plus enhancement the Division seeks 

depends on the reason the company failed to report the additional antitrust 

crime. If a company conducts an internal investigation and fails to discover the 

additional antitrust crime but, after the Division discovers that crime, agrees to 

plead guilty and cooperate with respect to that crime, the Division would begin 

any downward adjustment for that cooperation from a higher point in the 

Guidelines range for the additional antitrust crime. The sentencing 

consequences will be greater for a company that made no meaningful effort to 

conduct an internal investigation or was aware of the additional antitrust crime 

but elected not to report. In that case, the Division will seek a more severe 

Penalty Plus enhancement and will likely recommend that the district court 

impose probation on the company pursuant to U.S. Sentencing Guidelines 

§§8D1.1 – 8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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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ost egregious cases, the Division will recommend that the 

district court consider the company’s failure to report the additional antitrust 

crime as an aggravating sentencing factor which warrants a fine at the top 

end of the Guidelines range or an upward departure and a sentence above the 

Guidelines range. In such cases, the Division may also recommend that the 

district court appoint an external monitor to ensure that the company develops 

an appropriate culture of corporate compliance. 

II. 우리나라 도입 필요성

1. 사례 1

필자는 수사 실무에서 여러 차례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여러 경험을 종합하여 카르텔 관여 사업자들을 익명으

로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여 보기로 한다.

가. 사건 개요

갑, 을, 병은 유수의 대기업들로 특정 분야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매년 발주되는 정부 조달 입찰 과정에서 3사는 수년 동안

입찰담합을 하며 수천 억 원의 매출을 나눠가지며 성장해 오던 중 을과

병이 1순위 및 2순위로 자진신고를 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조사 등

조사에 착수한 다음 갑, 을, 병 3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

의 끝에 갑 법인에 대하여만 검찰에 고발하고, 갑 소속 임직원은 물론,

을과 병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고발을 면제하는 의결을 하였다.

나. 검찰 수사 과정

고발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에 있던 갑과 경쟁하던 을과 병이 조달 입찰 시장에서 수주 실적을 쌓고

일정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갑과 담합을 하였고, 을과 병이 담합에 적

극 가담하였음에도 리니언시를 이유로 형사고발을 면제 받은 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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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나아가 갑, 을, 병 모두 임직원들의 조사 과정에서 상급 임원에

대한 관여사실을 공정위에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공정위가 고발한

범행기간과 범죄사실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더 많은 범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제기되었다.

이 상황에서 갑 법인은 상급 임원의 범행 관여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등으로 처벌의 위험이 커지고, 여죄 발견 또한 우려되

자, 을, 병과 함께 담합했던 다른 입찰담합 범죄사실을 자진신고 하고자

마음먹었다. 이때 수사기관으로서는 갑 법인이나 관여 임직원들의 자진

신고를 거부할 명분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이들의 자진신고를

받아 해당 시장에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막대한 국고

손실을 밝히고 관련 담합범행을 모두 규명하여 갑, 을, 병 및 잠재적 경

쟁사업자들의 향후 담합 의사나 의지를 발본색원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여죄를 규

명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다. 공정위 처분

한편, 을과 병은 리니언시를 이유로 고발을 면제 받고 과징금 등 행

정처분에서도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을과 병도 임직원들의 조사 과정에

서 상급 임원의 관여를 은폐하여 하급 실무자들만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밝혀졌다면, 공정위가 리니언시를 이유로 과징금을 면제하

거나 감면하고, 형사고발을 면제한 것이 적정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

한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면 공정위의 처분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례 2

앞의 사례 1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갑이 리니언시 플러스 혜택을 받기

위해 마커를 신청한 다음, 법인 내 법무팀이 외부의 법무법인이나 내부

의 감찰부서와 함께 자체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추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 하였다. 동시에 갑 법인은 의심되는 추가 담합 사실을 특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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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련 임직원들의 이메일을 임의제출하는 등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

하였다.

그 결과 갑이 을, 병과 추가로 담합한 여죄를 찾았고, 갑은 여죄에 대

하여 모두 자수하면서 리니언시를 하였다면, 을과 병에 대한 수사는 어

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갑일 리니언시 플러스 신청을 한 결과, 을

과 병이 수사대상이 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후 미처 갑이 자진신고

(리니언시 플러스 신청)를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여죄를 찾아내어 새로운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우해야 할 것인지도 고민해 볼 문제

다.

실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리니언시

플러스를 무한정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카르텔 형사 리니언

시 제도를 수립하고 향후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앞서 제시한 가정적 사례에 대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가볍게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3. 리니언시 플러스의 도입 필요성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를 보면,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무상 위와 같은 사례가 발

생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실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수사대상자로

하여금 리니언시를 못하게 할 방법도 없다.

갑 법인이 스스로 자수하는 것을 자유국가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형법 총칙에 규정된 자수 규정에 의하여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갑 법인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기 때

문이다(형법 제52조 제1항).

동시에 갑 법인이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를 이용하여 자진신고한 위

여죄에 대하여 공정위에도 리니언시를 한다면, 공정위는 1순위 리니언시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여

죄에 관하여 검찰의 수사와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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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플러스는 이미 현실에 존재하는 제도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와 관련된 절차와 요건, 그 효과를 규정

함으로써 수범자 입장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를 보장하고 예측가능

성(predic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의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우리나라 행정 리니언시 플러스

우리나라는 2005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행정 리니언시 제

도에 미국의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목 또는 제3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

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현행 시행령도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

면제도 운영고시」 제13조는 리니언시 플러스를 한 경우에 과징금을 감

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위 감면고시 제13조 제2항은 추가 자진신고한 공동행위의 규모

(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

다)가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20% 범위 내에서

감경하고,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에는 30%를,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감경하며, 4배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정한다.

한편, 위와 같은 추가 감경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리니언시

를 통한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경 비율에 위 리니언시

플러스로 인한 추가 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일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감면고시 제13조 제4항). 그러나 감면고시나 상위 법령은 위와 같이 리

니언시 플러스의 효과를 정하고 있는 외에, 달리 리니언시 플러스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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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절차나 앞서 두 가지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공

정위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수범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 것

인지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II. 형사 리니언시 플러스의 적용요건과 절차

아래에서는 위 사례 1과 사례 2에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

로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를 운영해야 할지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향후 카르텔 형벌감면준칙 등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미미하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강의 얼개만 고안해 본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리니언시 제도는 기본적으로 ‘게임이론’의 심리적 측면이 고려된 것이

므로, 리니언시 플러스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이상 무엇이든 찾아 여

죄를 자진신고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착수된 수사는 신

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를 수립할 때에는 실체

발견과 수사의 효율성이 동시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1. 적용요건

리니언시 플러스의 요건은 기존의 리니언시 요건과 크게 달리 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합의대상의 품목, 합의 내용, 공동행위한 기

간, 카르텔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 카르텔을 위해 실제 회합에 참석한 사

람의 성명·직위, 회합의 일시·장소·횟수, 의사연락의 방법·횟수, 합의 실

행 여부 및 방법, 공동행위의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자진신고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기존 리니언시를 통해 고발된 혐의사실이 있

으므로 동종 여죄의 범행 태양이나 시기, 방법 등을 특정하기 수월할 것

이다.

그러나 리니언시 플러스로 인하여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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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자진신고서만으로도

새로운 범죄에 관여한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 별도의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

가. 리니언시 플러스 신청 내용 및 증거의 제출

리니언시 플러스 신청에는 새로운 카르텔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적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진신고만으로도 기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채 다른 관여 업체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압수수색영장 청

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

다. 특히 신고 내용에는 범행에 관여한 다른 업체들과 관여 직원들이 최

대한 특정되어야 하고, 일시·장소·방법·범죄일람표·대가관계 등에 대하여

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신고서에는 자진신고자의 범행 관여 임직원들의 진술서, 내부

결재서류·상부 보고서, 관여된 다른 업체 소속 임직원들과 교신한 자료

(이메일, 녹취록 등) 및 해당 계약서 등 관련 증거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

다.

공정위가 감면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별지 「신청서」서식에는 구체적

으로 사실관계를 특정하도록 필요한 항목이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므

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보증서 내지 서약서 제출

리니언시 플러스를 신청하는 자는 비밀 엄수 및 철저한 협조를 약속

하여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종의 보증서 내지 서약서를 징구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진신고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담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① 신고 후 수사 종결 전까지 자진신고

한 추가 범행은 물론, 스스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물색하는

데에도 철저한 협조 이행을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②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추가 리니언시를 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성실한 책임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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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것이다. ③ 신고 내용에 허위가 없다는 점을 약속하되, 고의로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및 ④ 이상

의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니언시 플러스로 인한 혜택의 취

소를 감수하는 것은 물론, 혜택 취소에 더하여 페널티 플러스를 감수한

다는 약속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리니언시 관련 국내외 제도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상기 내용

은 미국, EU는 물론, 우리나라 행정 리니언시 제도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 위반행위를 DOJ에 솔직하고 완전하게 신고하고,

수사 전 과정에서 계속적이고 완전하게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

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미국의 ‘솔직하고 완전한 신고’ 내지 우리나라의 ‘관련된 사실

을 모두 진술하고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은 상기 내용과 상이하지 않다.

우리나라 감면고시 제5조에 의하면, 자진신고자가 ‘성실하게 협조하였

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들은 ①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

된 사실을 지체 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②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

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

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③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

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④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

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및 ⑤ 공동행위와 관련

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등을 말한다.

한편 공정위는 ①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

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나 ②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발각

된 경우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바(감면고시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결국 위와 같은 보증서 내지 서약서에 담길 내용은 새

로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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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절차

가. 절차의 주재자

리니언시 플러스 절차를 주관하는 부서 내지 담당자를 누구로 정할지

는 수사의 효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검찰청에서 검토 중인 카르텔 수사준칙에는 직접 수사 기능을 수

행하지 않는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리니언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리니언

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수사 절차를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통할하려

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공정위의 고발이 접수되어 수사가 착수된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가 리니언시 플러스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된 수사검사 대신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부서의 담당자가

절차를 관장하는 것은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적인 리니언시 절차와 달리 리니언시 플러스 절차는 기존

수사를 담당하여 오던 검사가 직접 리니언시 플러스에 관한 절차와 요건

에 대하여 상담하면서, 해당 자진신고가 리니언시 플러스의 요건을 구비

하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세부절차와 스케줄을 협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사검사는 대검찰청과 중요한 의사결

정을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신청서와 증거의 제출 및 보완

이미 고발장을 접수받아 공정위의 심사분석서, 각종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수사검사는 해당 사건의 실체를 상당히 파악한 상태로 수사대상

자를 조사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검사가 여러 정보를 분석하여

고발된 카르텔 범죄 외에도 고발된 기간 이전부터 범행이 계속되어 온

사정, 유사한 다른 분야나 상품에서 부당 공동행위가 진행된 사정을 파

악하고 동종 여죄의 규명을 위해 신속히 압수수색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

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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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리니언시 플러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에는 기존 행정 리니언시 제도에서와 같이 마커 제도를 이용하여 일응

‘추가 담합의 존재 사실 및 리니언시 플러스 신청의사’ 등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그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불측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저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커를 신청한 다음에는, 신속히 내부 실사 등을 통해 신청서를 보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 수사기관에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 리니언시의 경우 마커 신청 후 원칙적으로 신청서 보정 기한은 15

일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 심사관은 신청인이 증거

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

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감면고시 제8조 제3

항).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60일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 보

정기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정기간은 통상

1달, EU의 경우 3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수사의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만연히 신청서 내지 증거의 보완 기간을 60일 넘게 부여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단서 없이 카르텔 범죄를 규명해야 하는 최

초의 리니언시 절차와 리니언시 플러스 절차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이

미 수사대상 법인은 최초의 리니언시로 인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 중 누가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는지, 범행 내용은 무엇이며, 관련

시장과 추가 담합이 의심되는 다른 상품은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마커 신청 후 신청서 및 증거 보완 기간은 2～3주면

적정하고,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더라도 1개월을 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수사대상자가 마커 신청 후 보완기간 동안 내부 실사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신청서와 증거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만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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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연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보정기간을 만연히 길게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수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관

여자들의 이메일을 제출하면서 그 분석 등에 많은 시간 소요된다고 소명

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사검사가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 페널티 플러스와의 관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미국은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를 페널티 플러스

및 옴니버스 질문과 한 쌍의 제도로 함께 활용하고 있다.

리니언시 플러스는 최초의 리니언시와는 다른 독자적 제도이고, 담합

에 관여한 타사와의 순위 경쟁 필요성도 크지 않다. 따라서 리니언시 플

러스 신청은 더 정확하고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

편, 마커 신청 후 보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은 ‘페널티 플러스 부여의 기

준시점’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즉, 마커 신청 후 보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사대상자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위법행위가 검찰에 의해 발각될 경우 페널티 플러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수사대상자가 옴니버스 질문을 받은 후 리니언

시 플러스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검찰의 수사로 동종의 부당공

동행위가 발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사대상자는 보완기간

까지는 추가 위법행위를 스스로 찾아 보완해야 할 부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보완기간의 종료시점 내지 최종 접수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접수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신고 이후 수사 과정

리니언시 플러스 신고 이후의 수사는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

다.

먼저, 갑의 리니언시 플러스 신청 내용과 관련 담합 과정을 확인하는

수사가 필요하다. 리니언시 플러스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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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개인 관여자의 범위, 담합 과정에서 각 관여자

들이 구체적으로 가담한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른

여죄나 관여자를 은폐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도 명확히 규명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갑 법인과 갑 소속 임직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서 앞서 제시한 사례 1에서 본 것처럼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을과 병 법

인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상급 임원의 관여를 은폐하도

록 지시하여 하급 실무자들만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한편, 리니언시 플러스로 인하여 밝혀진 새로운 범행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들이 관여한 기 고발된 혐의

에 대하여도 사실관계를 함께 규명해야 한다.

가. 리니언시 플러스 신청자에 대한 임의수사

리니언시 플러스를 신청한 사업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메일이나 결재서류 등을 임의제출 받거

나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허위 신고한 것은 아닌

지, 더 큰 카르텔 범행을 숨기거나 가담자를 은폐한 것은 아닌지 등을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신고자

의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약속의 이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위 과정에서 신청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증서 내지 서약서

에 기재된 대로 리니언시 플러스의 혜택은 취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리니언시 플러스를 신청하면서 성실한 협조까지 약속한 사업자가 이

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협조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는 해설서 내지 사례집을 통해 세부기준을 제시해 둘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요구자료의 범위와 제출기한뿐 아니라, 허위제출이

나 미제출 내지 지연 제출의 예시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기

요청의 방법 등을 설명하여 둔다면 리니언시 플러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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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수사를 통해 신청자가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행위

를 발견한 경우는 다시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① 신청자가 해당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데 고의가 인정되

지 않는 경우라면, 검찰은 신청자의 협조 정도와 내용에 따라 리니언시

플러스 혜택의 감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신청자가 내부 감사

절차 등을 통하여 추가 위법행위를 물색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적극적으

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각종 자료를 임의제출한 결과, 미처 신청자가 발

견하지 못한 새로운 범행을 수사기관이 발견한 것이라면, 리니언시 플러

스 혜택을 무조건 감경하는 것이 가혹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는 리니언시 플러스 혜택을 그대로 부여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 플러스

혜택의 취소 내지 축소를 필요적으로 정하지 말고 임의적으로 정함으로

써 수사기관에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신청자에게도 유리하고 정책적으로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② 신청자가 해당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데 고의가 인정되

는 경우에는 리니언시 플러스의 혜택을 취소 내지 축소하고, 경우에 따

라서는 페널티 플러스를 통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다.

나. 추가 범행에 관여한 업체에 대한 수사

리니언시 플러스 신청자를 통하여 확인된 추가 담합 행위에 대하여

는 다른 법인의 담합 관여자는 누구인지, 구체적인 회합 방법, 공동행위

로 인한 대가 수수 관계 등에 대하여 통상의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사례1에서 등장한 을과 병 법인에 대하여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공정위에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채 일부만 제

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실제 관련 증거가 인멸되었을 위험도 높

다. 추가로 밝혀진 담합 범행에 대하여 성실한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렵

다.

한편, 기존 고발된 혐의(을과 병 법인이 리니언시를 통해 고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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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부분)에 대하여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개인 관여자를 은폐하였거나

담합 범위를 축소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 이런 부분까지

모두 규명한 후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기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사 사례가 축적되면 최초 리니언시 신청 과정(위 사례1의

을과 병 법인의 경우)에서 실체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불성실하게

협조하려는 시도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공정위 리니언시와의 관계

2018. 11. 21. 법무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

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

지 합의안」에 서명하였다. 이후 실무관계자들 사이에서 세부 절차에 대

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에서의 개정 법률안 통과 및 관련 법령

의 개정이 뒤따르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이 정합적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검찰에 리니언시

플러스 신청을 하더라도 당연히 행정처분의 감면까지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 따라서 현 제도 아래서는 기존의 행정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추가 범죄에 대한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다만, 그 방법과 시점 등에 관하여는 수사의 밀행성과 해당 사안

의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이나 관여 개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다른

피해가 생긴다면 리니언시 플러스의 유인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검찰과

공정위가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카르텔 형벌감면준칙 등에 반영

앞서 리니언시 플러스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미리 고민해 보아야 할 점들을 두서없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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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모두 예측하여

아우를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대검찰청에서 검

토 중에 있는 카르텔 수사준칙 및 카르텔 형벌감면준칙에는 상술한 리니

언시 플러스 관련 절차와 요건 등을 담고, 나아가 공정위와의 검찰 간

리니언시 정보 공유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뤄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편 수사준칙이나 형벌감면준칙에 담지 못하는 세부적이

고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하여는 해설서에 사례별 대응방법이나 예시들

을 담아 수범자가 리니언시 플러스를 손쉽고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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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가 초래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 형사집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 실무에서 적

극 활용되고 있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경성 카르텔 중 가장 악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입찰담합 범죄에

대한 공정위의 최근 6년 동안의 고발권 행사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

고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인 고발권 행사 내용과 검찰 처분 및 판결 선고

결과 등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가 개인

관여자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되어 왔다는 점, 고발권 행

사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정거래법의 형사집행의

공백을 초래하여 왔다는 점, 고발권 행사 기준이 존재함에도 고발권이

일관성 없이 행사되어 왔다는 점 등을 엿볼 수 있었다.

2018. 11. 30. 정부가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

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종

국에는 전속고발권의 일부 폐지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개정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

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낙관적인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를 준비하고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 실무에서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가 활용되고 있

는데, 아직까지 형사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관련 설명

내지 해설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형사 리니

언시 제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활용 과정에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연

구의 대상으로 삼아 보았다. 더불어 관련 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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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 동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등의 개정 연혁과 변천 이유를 살펴보

고 정리하면서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해 참고하고자 하

였다. 한편, 국제 경쟁법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경쟁법과 유럽의

선진 각국이 함께 협의하여 정한 EU의 경쟁법 체계와 변천 과정도 살펴

보면서 우리 형사 리니언시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나지 않기

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자 하였다.

나아가 형사 리니언시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수사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카르텔 범죄에 대한 추가 리니언시 신청 가능성에 대하

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미국의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를 살펴보고,

그와 함께 하나의 제도를 이루는 페널티 플러스, 옴니버스 질문에 대하

여도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리니언시 플러스, 페널티 플러스 및

옴니버스 질문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현지의 실무 사례나 적용례를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리니언시 플러

스를 실무에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하여 필자 스스로

고민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할 리니언시 플러스 제도의 절차나 요건의 대

강을 본 논문에 담아보려 하였으나 그 결과가 미진하여, 향후 실무례 축

적에 따른 후속 연구를 기대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공정거래법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법경쟁당국들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공정과 경쟁’이라는 가치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더욱 무

거워지고 있으며 카르텔 등 악성이 높은 위법행위자, 특히 개인 관여자

에 대하여 엄정하게 형사 집행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공정위와

검찰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고, 검찰 스스로도 체계적이고

정합적으로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 수사준칙 등을 마련하여 계속

개선하여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법집행 제도가 세계적으로 인

정받고 외국에서도 차용해가는 체계적이고 우수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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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riminal Leniency in Cartel

– Focus on the Analysis on KFTC

Accusation for Bid Rigging Case and

the Introduction of Leniency Plus

Choi, Jung Min

Department of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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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Fair Trade Act”) bans the cartel and imposes administrative

sanctions, criminal sanctions such as imprisonment, fines, etc on the

violator. However, it is difficult to catch the cartel from the outside,

because it is made secretly among business entities. According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KFTC”)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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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d and used the Leniency Program since 1997 as a means of

effectively detecting cartel among business entities and breaking their

own unfair trust.

Fair Trade Act empower the KFTC an exclusive right to accuse.

So unfair cartel offenses will not be prosecuted unless a criminal

charge is filed by the KFTC. Therefore, when the KFTC accuses

violators to the prosecution while conducting an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a penalty, Prosecution Service investigate unfair

cartel activities.

Under the exclusive accusation system, the KFTC has monopolized

Leniency information, which is a clue to investigate the cartel. The

KFTC often accuse in conditions that exceed the statute of

limitations or approach completion of prescription. It has been

criticized that the KFTC causes a vacuum in the execution of a

criminal.

As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was widely shared with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e working world on November 30th 2018,

the government prepared a revised draft of the Fair Trade Act,

which included the abolition of exclusive accusation system, and

submitted it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it is not properly

reviewed by the National Assembly over 1 year.

The thesis starts with the view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leave the vacuum of criminal execution for cartels, especially bid

rigging that is highly reprehensible and punishable.

First, the KFTC’s accusations on the cartel were analyzed, in

particular, the ‘bid rigging’ cases for the last six years and the court

decision of them. It also examines accusations by the KFTC are

being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and standards in a

consistent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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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I will examine the ‘Criminal Leniency System’, which is

being actively applied in recent practice, and review the detailed

procedures,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Criminal Leniency

System. I would like to find ways to improve it. The Criminal

Leniency Systems needs to be activated to ensure due process and

enhance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from the standpoint of those

seeking self-repor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s currently

looking into providing detailed instructions similar to the ‘Cartel

Criminal Enforcement Guide-lines’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United States as part of efforts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criminal enforcement procedure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tudy wha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should be established and what effects should be given

when voluntarily reporting additional collusions other than the ones

that have already been accused and under investigation at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stage. Although practical situations can

occur at any time, it is difficult to find domestic prior studies.

The U.S. DOJ use the Leniency Plus(Amnesty Plus) program and

the Penalty Plus program.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o

incorporate this into our reality and include it in the Criminal

Leniency System or criminal execution guidelines. Examining specific

ways to give incentives to report voluntarily additional collusions in

the process of criminal execution and looking at the benefits of the

Leniency Plus may help to detect and regulate cartels effectively.

Key words : cartel, criminal leniency, leniency plus, penalty plus,

bid rigging, KFTC, exclusive accusation, amnesty

Student Number : 2006-2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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