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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칙 형식의 고시, 예규, 훈령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하고 있는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와 같은 연성법(soft law)적 수단의 사

용은 공정거래법 규정들의 성질에서 유래되는 규범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

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의 관리 또는 

통제 역시 중요한 법적 과제로 대두된다. 이 글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소재로 

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위의 역할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정위가 제정, 운용하는 행정입법 중에서도 요건 규정 및 효과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주로 수행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행정입법의 유형, 기능과 

효력을 다룬다(II). 다음 두 장은 일부 심사지침들의 검토와 평가를 제공한다(III, IV). 

이들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요건과 관련된 것과 과징금

부과처분과 같이 위반행위의 효과와 관련된 것을 구분된다. 결론에서는 공정거래위

원회가 법 집행자로서의 기능을 보다 규범합치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분

명히 하도록 행정입법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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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중앙행정기관인 공

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한 공적 집행에 의존하는 집행절차를 갖고 있다. 

공정위의 법 집행절차는 행정절차이지만 여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그 이유는 공정거래법이 행

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같이 행정의 투명성과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자

세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공정위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대심적 구조에 의한 심리 등을 내용으로 한 더 엄격한 절차규정

을 두고 있고 처분의 이유가 기재된 의결서 또는 결정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절차가 준사법적(quasi-judicial)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공정위의 행정행위는 주로 공정거래법상 요건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행위사

실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위반행위를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법에 규정된 

효과인 시정조치나 과징금납부명령을 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공

정거래법은 그 집행자인 공정위의 행위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예컨대, 공정

위가 특정한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여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정한 요건

으로서 복수의 사업자들이 가격결정 등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사실

이 있고,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규범적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당해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그 효과로서 시정조치(법 제21조)를 명하거나 과징금(법 제22조)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는 요건 규정은 불확정개념 또는 

일반조항을 포함하는 법규범으로 구성되어 그 유형적인 특성상 재량 또는 판단여

지가 허용되어 있고, 공정위의 행정행위의 내용이 되는 효과 규정은 공정위에 재

량을 직접 부여하는 내용1)의 법규범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사실상 거의 모든 거래관계에 미치면서도 행정기관인 공정위가 주된 

1)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효과인 시정조치나 과징금 규정은 “명할 수 있다.” 또는 “부과할 

수 있다.”는 법규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시

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시정조치의 내용과 과징금의 

부과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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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한을 갖고 법규범의 유형에서 유래되거나 법규범이 직접 부여한 재량을 행

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재량의 관리 또는 통제는 중요한 법적 과제로 대두

된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인 대통령령 규정에 근거하여 법을 

집행한다. 그런데 법령에 정한 요건 규정과 효과 규정에서 그 포섭범위와 판단기

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위

가 법령에만 근거하여 법을 집행할 경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선례에만 

의존하거나 선례가 없는 경우 재량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수범자인 사업자 

입장에서도 법적 확실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해석원리와 규칙, 그리고 판단기준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규범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행정규칙 

형식의 고시, 예규, 훈령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수는 점차 증

가하고 있다.2)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와 같은 행정적 집행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연합(EU)의 경쟁당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EU의 학자들은 고시(notices), 지침

(guidelines)3) 등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의 행정규칙을 일반적으로 연

성법(soft law)4)이라고 부른다. 

공정위가 제정하는 행정입법5)의 법규적 효력은 다양할 수 있으나,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규

범적인 검토를 요한다. 규범적인 검토는 행정입법의 형식과 절차, 내용 면에서 모

두 이루어질 수 있고, 행정입법의 대상은 요건 규정과 효과 규정은 물론 절차 규

정에도 걸쳐 있으므로 대상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2) 공정위 홈페이지의 심결/법령>위원회 소관 법령 란(http://www.ftc.go.kr/laws/laws/laws.jsp? 

lawDivCd=01)에 표시된 공정거래법 관련 각종 행정규칙의 숫자는 48개이다(2011. 4. 

29. 최종방문).
3) 지침도 고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침이라고 불리는 고시는 위원회가 실체법

을 해석하는 방법을 다루는 것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컨대, 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2000] OJ C 291/1; Guidelines on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 [2001] 

OJ C 3/2; Guidelines on the assessment of horizontal mergers [2004] C 31/5 등. Jones, 

Alison and Brenda Sufrin, EC Competition Law,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115-116.
4) 연성법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행위규범”이다. Snyder, F., “Soft Law and Institutional 

Practice in the European Community”, EUI Working Papers (Law) No. 93/5 (1993).
5) 행정법학자들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통틀어서 행정입법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므로, 

그 용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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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소재로 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위의 

역할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이 글에서는 

그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정위가 제정, 운용하는 행정입법 중에

서도 요건 규정 및 효과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주

로 수행하기로 한다. 

경제학적 설명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의 시장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하여 규칙성(ruleness)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행정적 집행이 위주가 되어 사

법심사를 통한 법리 정립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공정거래법의 특성상, 공정거래

법의 영역에서는 그 법의 집행자인 공정위가 행정입법이라는 법적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다른 행정법의 영역보다 더 중요한 법적 과제가 된다. 이 연구의 

성과가 그와 같은 법적 과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설립 30주년을 맞는 공정

위가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법 집행을 위해 규범적 틀을 정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이론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되었으면 한다.       

     

II. 공정위의 행정입법의 유형, 기능과 효력

1. 행정입법의 유형

공정거래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즉 법규사항을 법규명령인 대통

령령에 위임한 경우6)가 적지 않다. 또한 공정거래법에서 법규사항을 공정위의 규

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7) 법규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정한 

6) 공정거래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지주회사의 자산총액과 주된 사업의 기준 및 

자회사의 범위(제2조 제1의2호, 제1의3호), 기업집단의 기준(제2조 제2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3조의2 제2항), 기업결합이 금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제7조 제1항),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범위(제12조 제1항), 상호출자금지의 범위(제9조), 

채무보증금지의 범위(제10조의2 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제14조 제1항),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 제2항), 공동행위의 인가의 요건 및 기준(제19조 제2항, 

제3항),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23조 제2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

되는 저작물(제29조 제2항), 국제계약 체결제한의 범위(제32조 제1항), 과징금 부과의 

상한액 산출기준인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제6조, 제22조, 제24조의2, 제31조의2, 제34조

의2), 과징금 부과기준(제55조의3 제3항) 등이다.  
7) 공정거래법 제48조 제2항은 공정위에게 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부

여하고 있고, 여기에 근거하여 고시 형식으로 제정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등에 관한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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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8)도 있다. 나아가 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정하기도 하고,9) 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대통령

령에서 법에 정한 내용을 공정위의 고시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직접 위임하기도 

한다.10)  

행정기관이 법규명령을 제정할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11)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법규사항은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와 같은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대통령령의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공정위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의 

형식은 행정규칙일 수밖에 없다. 다만 법령의 근거가 있는 행정규칙은 보통 고시의 

형식을 취한다. 법률의 위임은 없으나 대통령령의 위임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에 공정위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의 형식은 고시, 예규 

또는 훈령이다. 여기서 고시, 예규, 훈령의 형식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7조, 

행정안전부령인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것이다.12)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는 

 8) 공정거래법에서 공정위의 고시에 위임한 사항은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제7조 제5항),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의 준수지침(제23조 제3항), 사업자단체의 준

수지침(제26조 제3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 상품의 지정(제29조 제4항), 국제계약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2조 

제3항), 공정거래법 규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55조

의2)이다. 

 9)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영 

제5조 제3항 제4호, 제4항 제4호, 제6항), 탈법행위의 추가적인 유형(영 제21조의3 제1항 

제3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영 제36조 제2항)이 있다. 
10)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에 필요한 세부기준(영 제4조 제

4항)이 있다. 
11) 헌법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제75조), 총리령과 부령(제95조), 국회규칙(제64조 

제1항), 대법원규칙(제108조), 헌법재판소규칙(제113조 제2항)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제114조 제6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12) 훈령과 예규는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

시하는 문서를 말하는 지시문서에 해당한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예규는 행정사

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한편 고시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하는 공고문

서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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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지침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행정규칙도 있다. 지침은 사무관리규정 시행

규칙에서 분류된 문서의 종류에는 없는 용어로서, 훈령, 예규 또는 고시와 구별되

는 별도의 문서 형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13) 실무상 훈령, 예규 또는 고시 등을 

구별 없이 통칭하여 지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14) 이 경우는 문서의 형식이 지

침인 경우와는 구별된다.  

2. 행정입법의 법규적 효력

대법원은 공정위의 행정입법의 법규적 효력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그 규정이 법

령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 여부와 함께 실질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는 행정법학계의 

다수설15)이자 대법원16)과 헌법재판소17)의 판례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또는 행정

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론에 따른 것이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란 법률의 

내용이 일반적이므로 구체화가 필요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훈령으로 정한 경우, 그 고시⋅훈령이 법규성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18)

대법원이 형식과 실질의 양 측면에서 공정위 고시 규정에 대하여 법령보충적 행정

규칙으로서의 법규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례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13) 지침은 내용은 훈령, 예규 또는 고시인데 그와 같은 문서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일

련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며, 그 결과 문서가 잘 관리가 되지 않아 후임자나 이해관계

자들에게 그것의 제⋅개정 연혁, 그 내용 등이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더러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형식의 공정위 지침으로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

지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 등이 

있다. 
14) 공정위의 행정규칙 중에도 문서의 형식은 예규 또는 고시이지만 지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규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고시인 ‘사업자단체활동지침’이 그와 같은 경우

이다. 
15) 홍정선, [제17판]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235-236쪽,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9), 164쪽. 반대 견해는 류지태⋅박종수, [제14판]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0), 

319-321쪽. 그 밖에 이 주제에 대한 국내 학설의 분류에 대하여는 김기진,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정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9권 2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2010), 138쪽. 
16) 대법원은 국세청 훈령인 ‘재산세사무처리규정’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여 법규성을 인정(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한 이래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7) 헌재 1992. 6. 26.자 91헌마25 결정 등 다수.
18) 홍정선, 전게서(주15),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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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심사기준’19)의 전신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20)을 들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고시 규정 중에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정한 상품

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 규정들은 법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보충하는 이른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21) 다만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도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즉,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되는 것일 뿐 그 행정규칙 

자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22) 또한 대법원의 이러한 판

단은 고시 규정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해결과 관련된 부분에 한

정된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해결 과정에서도 대법원이 고시의 규정을 그대로 적

용한 것이 아니라 고시에서 요건으로 제시하면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하지 않은 개

념에 대한 판단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여 그에 따라 판단하였다는 점23)에 주목할 필

19) 2000. 9. 8. 공정위 고시 제2000-6호로 제정되었고,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9. 10. 6. 

공정위 고시 제2009-62호이다. 
20) 공정위 고시 제1997-12호.
2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남양유업 사건).
22) 헌재 2004. 10. 28.자 99헌바91 결정.
23) 종전 고시의 관련 내용은 부당한 출고조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생산량 또는 

판매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할 것’을 각 그 요건

으로 하면서,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는 요건의 의미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공

정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최근의 추세’와 대비할 ‘상당한 기간’을 ‘생산량 또는 판

매량 감소’ 내지 ‘재고량의 증가’가 평상시에 비하여 현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서, 

출고조절 직전 및 직후기간(1997. 12. 1.∼같은 해 12. 6.과 1997. 12. 17.∼같은 해 12. 

31.)과 출고조절기간(1997. 12. 8.∼같은 해 12. 16.)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공정위 1998. 6. 10.자 의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의 판단은 이러한 

기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외 당해 제품의 유통기한, 수요의 변동요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 등 정상적인 수급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함께 살펴, 

그 기간 동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감소’ 내지 ‘재고량의 증가’가 시장의 수요에 

현저하게 역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당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기해서만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도 아울러 감안하여 획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원고 회사의 경우 거래처의 대금결제가 다음 달 말일에 행

하여지는 관계로 항상 월말의 출고량이 월초나 월중에 비하여 현저하게 소량인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월말 출고량의 현저한 감소만으로는 그것이 원고 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공정위가 기준으로 삼은 기간은 원고 

회사의 출고량 감소 및 그로 인한 재고량 증가가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

부를 알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흥미로운 점은 공정위가 

위 의결에 대한 불복소송 제1심에서 패소(서울고법 1999. 10. 7. 선고 99누13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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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행정입법의 법규적 효력에 관하여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현재는 폐지된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들 수 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

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직접 위임한 규정인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

정⋅고시된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의 여러 규정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예

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은 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다.24)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고시가 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는 형

식적인 측면보다 고시의 규정이 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라는 실질적인 측

면이 더 중시되었다. 그에 따라 위임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이 공정위로 하여금 불

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을 뿐 입증책임전환과 같은 법의 운용방침까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

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에 정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

하는 내용의 고시 규정의 경우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어서 법규적 효

력이 없다고 판시되었다.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는 법률의 직접 위임이 있는 경우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재위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법률의 직접 위임이 있는 경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25)에서 정한 것처럼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

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법 규정에 근거하여 제

정된 고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26) 이에 

후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일 때인 2000. 9. 8. 종전 고시를 전면 개편하여 ‘시장지

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새롭게 제정하였는데, 이 고시 IV. 2. (1)에 대법원의 

판단에 부합하는 취지의 규정이 들어갔고, 대법원 역시 이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4)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12772 판결.
25) 이 규정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홍정선, 전

게서(주 15), 235쪽. 다만 행정법학계에는 이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

한다. 김기진, 전게서(주 15), 148-149쪽. 
26) 헌법재판소 역시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나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인정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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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재위임한 경우는, 적어도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고시에 

다시 위임하여 고시에서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충하도록 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재위임에 따라 제정된 고시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 

여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27)   

법령의 위임 근거에 의하여 제정된 공정위의 행정입법은 그 규정 내용이 법률을 

보충할 만한 내용인 경우 법규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데 반하여,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된 공정위의 행정입법은 그 규정 내용에 관계없이 법규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지침의 형식으로 제정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28)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9)의 전신인 ‘과징금 산정방법 및 부과지침’30) 중 ‘과징금 

부과기준’이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31)  

 

3. 행정입법이 공정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행정입법이 법규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그 행정입법이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

력을 갖는지 여부와 연결된다. 법원이 법규적 효력을 인정한 공정위의 행정입법의 

경우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그에 구속될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이에 위

판시하였다. 다만 고시의 규정 내용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

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

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헌재 99헌바91 결정. 
27) 법률 → 대통령령 → 부령의 형식으로 재위임하는 경우의 위임입법과 재위임의 한계에 

대하여는 헌재 1996. 2. 29.자 94헌마213 결정.
28) 1997. 7. 29.에 제정된 공정위 지침으로서,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0. 12. 22.에 이루어

졌다. 
29) 1999. 4. 16. 공정위 고시 제1999-5호로 제정되었고,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0. 10. 20. 

공정위 고시 제2010-9호이다. 
30) 1997. 4. 29.에 제정된 공정위 지침으로서,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기준의 원칙과 각 행위유형별 부과기준 및 의무적 참작사유

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공정거래법령에 의하면, 과징금부과기준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권한은 공정위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과징금 부

과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임의 근거가 없었다.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6. 8.), 58쪽.  
31)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과징금 산정방법 및 부과지침 중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등이 있다. 



182   �서울대학교 法學� 제52권 제2호 (2011. 6.)

반한 경우 위법의 문제가 제기된다. 반면에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정위의 

행정입법은 공정위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정입법이 법규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가 그 행정입법이 공정위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공정

위의 행정입법의 상당수가 공정거래법상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거나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입법이 규정하는 내

용은 법에 사용된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요건사실의 존재를 확인하여 특정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는 기속적인 규범일 수도 있고, 요건 

판단이나 효과 선택 시에 따라야 할 원칙과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제시해 

두는 재량적인 규범일 수도 있는데, 행정입법이 공정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력은 이러한 규범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32)    

행정입법의 규정이 법률해석규칙과 같이 기속적인 규범일 경우에는 그것이 법규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게 나타

난다. 공정거래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의미 범위나 요건사실 존재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확립된 법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석이나 적용지침이 행정입

법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을 경우 공정위 공무원들이 그에 따라 판단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로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33)을 들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는 시행령에 공시의 대상으로 된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하여 

공시하여야 할 주요내용을 위임하고, 시행령 제17조의8은 공시의 주요 내용 중 일

부를 공정위의 고시에 재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 고시는 이와 같이 재위임을 

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공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구성하는 법상의 개념요소를 해석하는 내용과 대규모내부거래의 판단

기준까지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고시의 내용 중 재위임을 받은 사항을 제외한 나

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32) 이희정, “행정입법 효력의 재구성-시론”, 행정법연구 제25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9), 

114쪽.
33) 2000. 4. 1. 공정위 고시 제2000-2호로 제정되었고,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0. 6. 11. 

공정위 고시 제2010-3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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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34) 그러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정위 공무원 

입장에서는 관련된 법령과 행정입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공정위 고

시에 포함된 사항이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 여부가 그 의사결정에 별다른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 규정의 해석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공

정위 고시의 규정이 행위규범이자 의사결정규범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령에서는 대규모내부거래를 “거래금액이 당해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거래행위로서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1조의2 제1항, 영 제17조의8 제2항).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각 거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행위를 단위로 하여 판단

하고 거래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공정위가 대규모내부거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러한 판단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입법으로 그 개념의 해석⋅적용에 관한 규칙을 정해 둘 경우 그 규칙은 공정

위 공무원의 법해석을 지원하고, 단일의 법 적용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규범을 구속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뿐이므로, 공정위가 

행정입법으로 정한 사항이 규범합치적인 법 집행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사법심사 과정에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구속력 있는 해석과 상충될 가능

성이 있다는 점이다. 2003. 6. 공정위 고시 제2003-4호에서는 유가증권의 거래에 

있어서의 거래금액에 관해서 거래금액의 산정을 당해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여 그에 따라 법 집행이 이루어져 왔는데, 대법원이 유가증권의 거

래에 있어서의 거래금액은 거래대상인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아니라 그 유가증권

의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35)이 그러한 사례이다.

반면에 행정입법의 규정이 재량지도규칙과 같이 재량적인 규범일 경우에는 그것이 

법규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34) 대법원 2007. 4. 12.자 2006마731 결정.
35) 대법원 2006마731 결정. 공정위는 대법원 결정이 선고된 후인 2007. 7. 25. 공정위 

고시 제2007-6호로 고시를 개정하여 종전에 ‘액면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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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재량지도규칙은 통일적이고도 동등한 재량 행사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재량을 행사할 것인가에 관한 규칙으로서, 재량준

칙이라고도 한다.36) 공정거래법상 요건 규정은 불확정개념 또는 일반조항을 포함

하는 법규범으로 구성되어 그 유형적인 특성상 재량 또는 판단여지가 허용된 경우가 

많고, 효과 규정 역시 공정위에 재량을 직접 부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따라 공정위의 행정입법의 상당수는 이를 집행하는 공정위에서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이나 위

반행위에 부과할 처분의 내용과 정도를 정하는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의 행정입법은 외형적으로는 일반⋅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과 유

사하지만, 직접적인 외부적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없고 원래는 공정위가 법 집행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권한의 

일부이다. 그러나 재량적 규범의 경우 기속적 규범과 달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정인 경우가 많아 사법심사 과정에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구속력 있는 

해석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공정위가 재량 영역에서 통일적이고도 동등한 

재량 행사를 확보하기 위해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정립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그 규범 내용이 합리적인 한 법원에서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규범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학계에서도 재량준칙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의

하여 간접적인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고,37) 헌법재판소도 

행정규칙이 예외적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로서 재량준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어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38) 다만 재량적 규범의 경우 규범의 내용이 형량요소(factors), 

기준(standard), 지침(guideline)이나 원리(principle)39)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

36) 홍정선, 전게서(주 15), 244쪽.
37) 상게서(주 15), 74쪽.
38) 헌재 1990. 9. 3.자 90헌마13 결정.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

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

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할 자

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39) Sunstein, Cass R., “Problems with Rules”, California Law Review, Vol. 83, No. 4 (1995), 

pp.959-968에서는 규칙(rule)과 구속 받지 않는 재량(untrammeled discretion)을 양 극단

으로 한 스펙트럼 상에 규칙성(ruleness)의 정도에 따라 법 규정의 유형을 구속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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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성이 완화된 이러한 규범의 경우 법규적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기속적 규범에 

비해서는 공정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40) 

III. 요건 규정, 특히 위법성 요건과 관련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 규정은 대체로 

행위자 요건, 행위 요건, 그리고 위법성 요건을 두고 있다. 행위자 요건의 경우 사

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면 되므로 비교적 판단이 간단하지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행위자 요건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의 행위자 요

건인 행위자의 복수성의 경우 그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비록 법률의 직접 위임

이나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의 재위임 근거가 없더라도41) 공정위가 고시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42) 또한 행위 요건의 경우 법령에서 행위 유형을 어느 

정도 분류하고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법령에서 공정위가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

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공정위가 고시로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적어도 

재량과 규칙 외에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규칙(rules with excuses), 추정(presumption), 형량

요소들(factors), 기준(standard), 지침(guideline), 원리(principle), 유추(analogy)로 분류한다. 

Sunstein에 의하면, 형량요소들과 기준은 결과를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

하지만 형량요소들은 특정한 적용 상황에 관련된 고려사항들을 열거하는 것인 반면에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지침은 기준보다는 상한과 하한을 정하거나 

공직자 또는 시민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에는 벗어날 수 있는 지점을 특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유연성의 정도(형량요소들과 기준의 경우)와 재량 통제의 정도(규

칙의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한다. 형량요소들, 기준과 지침의 

구별은 쉽지 않은데, 실제 규범의 내용을 구성할 때는 이들이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

고, 원리는 다른 규범의 유형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규정될 수 있다. 
40) 이희정, 전게논문(주 32), 123쪽.
41) 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 제7호와 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해석과 재량행사

기준을 규정하고, 그 밖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공

정위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시행령에 두도록 하는 법의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 
4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행위자 요건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기준에 대하

여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II.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행위자 요건

인 행위자의 복수성과 관련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행위 심

사기준’ V.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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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요건이나 행위 요건의 경우에는 공정위 고시에서 정한 사항이 법원에서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인정되거나 재량준칙으로서 존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위자 요건, 행위 요건에 비하여 위법성 요건은 매우 추상적⋅포괄적인 불확정개

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가 외형상 법에 규정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재량 또는 판단여지가 허용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관되고 

예측가능하며, 평등(equality)의 원칙,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의 원칙, 비례

(proportionality)의 원칙43)에 부합하는 재량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량 

행사의 준칙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법성 요건을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정위가 시장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제활동의 어떤 영역까지 개입할 

것인가에 관한 공정위의 정책적 결정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요건 규정 중

에서도 위법성 요건에 관하여 공정위의 행정입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신

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 나누어 공정위 고시의 관련 내

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44)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로서 사후적으로 금지

되는 행위를 “남용행위”라고 표현하면서 남용적 특징을 갖는 행위를 각 호에 열거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각 호의 요건은 공통적으로 “부당하게”라는 요건과 나

머지 요건으로 구성되는데, “부당하게”라는 요건은 제1항에서 남용성으로 표현되는 

43) 평등의 원칙, 법적 확실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EU 법원에서 연성법 수단의 법적 

효과 및 집행위원회의 권한의 한계와 연결시키는 법 원칙들이다. 집행위원회의 법 적

용이 적법⋅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평등의 원칙, 법적 확실성의 원칙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Stefan, Oana Andreea, 

“European Competition Soft Law in European Courts: A Matter of Hard Principles?”, 

European Law Journal, Vol. 14, Issue 6 (2008),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 

1284013, pp.15-16.
44) 이 항목에서의 설명은 홍대식,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판단기준 개선방안”, 경

쟁법연구, 제21권, 한국경쟁법학회 (2010), 112-118쪽에 기초하면서, 논의를 발전시킨 

것이다.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洪大植   187

위법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남용성과 부당성을 구

별할 실익은 별로 없다. 

문제는 남용성 또는 부당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공정거래법상 

규제되는 행위의 위법성 요건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쟁제한성’(법 제2조 

제8의2호 참조)이지만, 법에서는 경쟁제한성을 명시적으로 위법성 요건으로 설정

하고 있지는 않다. 법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호에서도 위법성 요건의 내용을 구체화하지는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제1 내지 4항),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제3, 4항), 그리고 “부당하게”

(제5항)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고시의 IV. 부분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법의 직접적 위임은 없으나 

법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의 재위임이 있는 부분이다(영 제5조 제6항).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규정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위법성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위법성 요건 관련 부분이 행위요건 해당성 판단기준과 구별되는 규정은 필수요소 

사용⋅접근 거절에 의한 사업활동 방해행위45)와 배타조건부 거래에 의한 경쟁사

업자 배제행위46) 정도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실제 고시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가 아직 없어 고시에 제시된 기준이 법 집행에 어떤 실제적인 작용을 

45) 고시는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영 제5조 제3항 제3호)의 경우, 위법성 요건과 관련

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필수요

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다만, 경

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아니한다), 기존 사용자

에 대한 제공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필

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술표준에의 불합치 등으로 인해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

가능한 경우, 그리고 서비스 이용고객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경우를 고려되는 상황으로 예시하고 있다. 
46) 고시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의 한 유형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영 

제5조 제5항 제2호)에 대하여는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

의 목적⋅기간⋅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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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에는 열거된 고려요소들

만으로는 위법성의 내용이나 기준을 알 수 없고 판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47)가 있다. 더욱이 이들 행위 유형을 제외한 다른 세부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을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고 어떤 

기준 또는 형량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공정위 의결서에 나타난 판단이유를 

통하여 추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위법성 기준의 설정 방식과 관련하여, 다른 위반행위 유형에 비하여 고시에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독자적 기준 제시의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점

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의 집행에 있어 공정위가 

대체로 위법성의 의미를 경쟁제한성보다 훨씬 더 넓게 해석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

히는 법 적용을 행해 온 배경이 되었다. 포스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48)이 선

고되고 후속 사건에서도 이를 인용하는 판결들이 속속 선고되고 있으며 위법성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위법성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기준을 설정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47) 배타조건부 거래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규정이 적용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건

(공정위 2007. 1. 25.자 제2007-13호 의결)의 의결서에도 관련 고시 규정은 인용되고 

있지 않다.
48)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거래

거절행위가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일 것과 주관

적으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전제하고, 거래거절행위

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거절의 경위 및 동기, 거래거절행위의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거래거절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거절행위가 위에

서 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의 

남용성의 내용과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정위 고시에 의존하지 않은 대법원

의 태도는 위법성 판단에 관하여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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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49)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은 “일정한 거래분

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법 제7조 제1항 본문)으로 표현되어 있고, 

“일정한 거래분야”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법 제2조 제8호, 제8의2호)50). 그러나 법문의 정의만으로는 

여전히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다양한 유형의 기업결합 행위의 위법

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을 일일이 법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제7조 제5항에서 경쟁의 실질적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공정위가 고시의 형식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바로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위임에 따라 공정위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고시가 ‘기업결합 

심사기준’51)이다. 

고시는 제정 당시부터 공정위의 심사방식과 관련하여 기업결합을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과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으로 구분하여,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는 반면, 후자의 경우

에는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의 판단,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 경쟁제한성 판단, 예외

인정사유 여부의 판단과 같은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심사 틀을 취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고시의 VII. 부분은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고, 경쟁제

한성 판단의 전제로서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시의 VI. 부분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도 아울러 정하고 있다.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하여는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으로 구분하여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다.

고시는 법 제7조 제5항의 직접 위임을 근거로 하므로, 고시의 내용 중 법의 위

임범위 내에 있는 규정은 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

49) 이 항목에서의 설명은, 홍대식,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경쟁

제한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 622호, 법조협회, (2008. 7.), 148-204쪽에 

기초하면서, 논의를 발전시킨 것이다. 
50)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

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하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51) 1998. 6. 15. 공정위 고시 제1998-6호로 제정되었고,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9. 8. 20. 

공정위 고시 제2009-39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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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의 구체성, 명확성에 제약이 있어 위임의 한계가 불

분명하다는 점이다. 법은 법상의 요건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의 기준을 공정위가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요건사실을 구성하는 

개념들인 “일정한 거래분야”와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에서는 그 정의 규정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기준을 설정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문의 정의 규정 역시 여전히 불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경제학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시는 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열거하고 각 고려요소별로 그 의미와 고려의 

정도 및 비중을 설명하는 한편, 기업결합 후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사정을 

경쟁제한적 효과로 인식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52) 이는 Sunstein의 

분류에 따르면, 규범의 내용이 형량요소인 재량적 규범에 해당한다.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고려요소들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위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별다른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고시에서 그와 같은 고려요소들을 창설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기업결합 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이 갖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인 성격을 존중하여 법원 역시 고시

에서 제시된 기준을 대체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심사된 최초의 

기업결합 사건인 삼익악기/영창악기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53)은 원칙적으로 공

정위의 2007년 개정 전 고시에서 제시된 기준을 그대로 채택함으로써54) 고시에 

규정된 사항의 법규적 효력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승인해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판결이 고시를 단순히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고려할 

52) 예컨대,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제한성 판단을 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할 요소로서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이 열거되어 있다. 또한 개별적인 고려요소 

중 하나로서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

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여기에 해당할 경우 그것만으로 경쟁제한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이 고려요소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고려요소들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 
5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54) 이민호, “2008년 기업결합 관련 판례 검토”, 경쟁법연구 제19권, 한국경쟁법학회 (2009), 

4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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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요소들로서 고시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은 요소들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

다고 한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예컨대, (1) 관련 시장 획정과 관련해서 기술 발

전과 그에 따른 새로운 상품 개발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단기적으

로도 유동적일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한 점, (2) 수평적 기

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관련해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의 양대 

피아노 생산⋅판매업체가 사실상 독점화되어 생산자의 입장에서 이를 이용하여 가

격인상을 통한 이윤 증대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당시 고시에 명

시되어 있지 않던55)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를 중심으로 수평결합의 경쟁제한

성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점56)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위 고시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모형(theoretical 

model)에 기초하여 경쟁제한적 효과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범적인 분석 틀

(analytic framework)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단순히 고려요소들을 

열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은 규범적 판단인 

위법성 판단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 기초를 세우고 경제학적 논증의 활용 가능성과 

정도를 지도하는 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6항은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규정에 근거한 고시를 제정하지 않고 예규 형식의 ‘공동행위 심사기준’57)을 제정, 

55) 2007년 개정 전 고시에서는 단독효과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공정위의 여러 심

결례에서 단독효과를 고려하여 왔고, 삼익악기 사건의 공정위 심결(공정위 2004. 9. 

24.자 제2004-271호 의결)도 마찬가지였다. 현재의 고시에서는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

쟁제한성 판단 시 종합적 고려요소의 하나로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성 가능

성’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단독효과를 명시하였다. 이민호, 전게논문(주 54), 410쪽.
56) 기업결합 사건에 관한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인 오씨아이/CCK 판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에서는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를 구성하는 요소(가격인상

과 같은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행위를 할 가능성 증가)뿐만 아니라 협조효과(coordinated 

effect)를 구성하는 요소(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공동행위 가능성 증가)를 중심으로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57) 2002. 5. 8. 공정위 예규 제20호로 제정되었고,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9. 8. 12. 공정위 

예규 제7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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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규 형식으로 운용

하는 것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이미 제시된 바 있고,58) 공정위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예규 형식으로 

된 심사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 예규는 다른 법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는 규범 형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위법성 심사기준과 관련된 규범 내용의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

이다. 

위법성 심사에 관한 예규의 IV. 부분에서는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를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면서, 1단계인 공동행위의 성격 분석 단계에서 경성 공동행

위와 연성 공동행위로 구분한 후, 경성 공동행위로 분류될 경우 특별한 예외59)가 

인정되지 않으면 2단계 이하의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 방식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동행위 사건인 가격결정 공동행위의 경우 

경성 공동행위로서 미국 판례법상의 당연위법(per se illegal)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할 것 같은데, 공정위조차 의결서 이유에서 그러한 판단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0) 

법규적 효력이 없는 공정위 예규의 규정만으로 경성 공동행위의 경우에 당연위

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61) 최근에 선

고된 대법원 판결들62)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예규가 취하고 있는 경쟁제한성 심사 

58) 이황,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08.
59) 문제되는 공동행위가 경성 공동행위로 분류되는 유형이라도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

제적 통합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추진되고, 효율성증대 효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예규 IV. 1. (5)).
60) 예컨대, 11개 소주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공정위 2010. 6. 

16.자 의결 제2010-59호)의 의결서에서는 경쟁제한성의 내용과 판단기준을 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3 판결)를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61) 임영철, 공정거래법: 해설과 논  (법문사, 2007), 222쪽. 
62)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부당한 경쟁제한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공정위와 다르게 판단한 사례가 몇 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도관광협회 사건 

판결(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1841 판결)과 화물운송회사 사건 판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6117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들은 가격 공동행위로서 경쟁제

한성이 인정되더라도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쟁제한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반론으로서 “구체적으로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

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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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심사기준의 규범 형식을 고시 형식으로 승격시

키는 한편, 특히 위법성 심사기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필요가 절실

한 이유이다.  

4. 불공정거래행위63)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23조 

제3항). 또한 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받은 시행령에서는 제36조 제2항 제1문에서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와 같은 유형 및 기준을 특정분야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제정, 운용하고 있는 행정입법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많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64)은 위임 근거가 있는 사업자준수지침고시가 아니라65) 심사지침 예규 형식

으로 되어 있다. 또한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으로 마

련된 행정입법의 경우 고시인 경우66)도 있고 예규 또는 지침인 경우67)도 있다. 법

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

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대법원 판결들에 입각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정리한 문헌으로는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규제의 쟁점-실체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규제학회⋅한국경제연구원 (2010), 122-131쪽.
63) 이 부분의 설명은 권오승 외 7, 독 규제법 (법문사, 2010)의 제6장 [홍대식 집필 부

분]과 홍대식,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보다 시장친화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2009년 상반기 법⋅경제분석그룹 (LEG) 연구보고서, 한국공정

거래조정원 (2009)에 기초하면서, 논의를 발전시킨 것이다. 
64) 2004. 12. 27. 공정위 예규 제25호로 제정되었고,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9. 8. 12. 예

규 제72호이다. 예규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송정원, “불공정거래행위 심

사지침 제정⋅시행에 관하여”, 경쟁 , 제114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5. 2.), 32쪽 

이하 참조.
65) 예규 제정의 이론적, 실제적 기초가 된 용역보고서(이봉의,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업자준수지침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

용역보고서, 2003)에서는 사업자준수지침 고시 형식을 제안하였으나, 실제 제정 과정

에서 예규 형식으로 바뀌었다. 
66) 특정분야와 관련된 것으로는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위 고시 제2009-43호),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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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적 효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중 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고시의 경우에만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 중에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

니라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의 경우 다른 

행정입법들에 비하여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심사

지침의 경우 실제 의결서에 인용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심지어 행위 유형이 

유사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이 원용되기도 한다.68) 판례 역시 심사지침을 바로 인용하지는 않지만 심사지

침에서 제시된 기준이 합리적인 한 그 분석 틀과 도구적 개념을 원용하여 법리를 

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69) 다만 심사지침은 공정위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

하고70)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71) 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이 

심사지침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7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위 고시 제2003-3호), 특정행위와 관

련된 것으로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위 고시 제

2009-11호),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위 고시 제

2009-23호)이 있다. 
67) 예규인 경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74호), 지침인 경우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 있다.
68) 예컨대,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는 차별이라는 행위 요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공정위는 퀄컴 사건(공정위 2009. 12. 30.자 제

2009-281호 의결)의 의결서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나타난 기준을 참고하여 

차별 해당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69) 이러한 경향은 특히 판례가 많이 집적된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에 나타난다. 부당한 

지원행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원행위, 정상가격, 지원금액, 지원성 거래규

모와 같은 도구적 개념과 이를 토대로 한 분석 틀은 공정위의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것인데, 판례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한 판단구조를 가진 법리를 정립해 왔다. 다만 공정

위가 지원행위성과 부당성의 두 단계 심사를 진행하는 데 반하여, 판례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문언에 나타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에서 추출된 현저성을 독립된 

요건으로 보아 엄격히 판단하는 것(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이 중

요한 차이점이었고, 공정위 역시 이러한 판례를 반영하여 심사지침을 개정해 왔다.  
70)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 대하여 공정위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판시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71) 예컨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이 지침은 사업자들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

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

된다고 해서 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

에서 제시된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결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지침 II. 1.)고 하여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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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III.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 부분이다. 공정위의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저해성이 경쟁제한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아 다

원적 접근방법을 취하면서도, 구체적 행위 유형에 이러한 판단기준이 모두 작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행위유형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경쟁제한성을 위주로 하

는지 아니면 불공정성을 위주로 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또 행위유형별로 보더라도 판례의 입장이 공정위의 심사지침과 반드시 부합하는 

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별 위법성 요건과 관련하여 불공정

거래행위가 가장 복잡하고 많은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판례의 집적과 더불어 공정

위의 심사지침도 보다 구체화되고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변화될 필요가 절실하다.  

IV. 효과 규정, 특히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요건 규정과 관련된 공정위의 재량은 불확정개념 또는 일반조항을 포함하는 법

규범의 유형적 특징에서 나오는 허용된 범위의 문제이므로 재량 행사의 결과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적법 또는 위법 여부의 문제이다. 이에 반하여 효과 규정과 관련된 

공정위의 재량은 법규범에서 직접 부여된 것이므로 재량 행사의 결과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적법 또는 위법 여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의 문제

까지 포함한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 내에서 처분 여부와 처분 종류, 내용 

및 정도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으나, 처분이 기본적으로 제재적 

성격을 내포한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그 재량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보다 분명하고 일관된 기준을 필요로 한다. 특히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과

72) 공정위가 의결서에서 부당지원행위 판단의 기초로 삼은 정상금리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 제시한 산정기준에 따라 확정하여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정한 원칙적인 심사면제대상(안전지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행위라도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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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 운용되고 

있다. 

과징금 고시가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2004. 4. 1. 개정 때였다. 그 

전에는 비록 법 제55조의3의 위임에 의한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과징금의 부

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근거규정이 있기는 하

였지만, 법 시행령에 명확한 부과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공정위 

고시에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던 체계는 문제가 있

었다.73) 이에 대하여 2004. 4. 1. 과징금 고시 개정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개

정74)과 연계되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적어도 법, 시행령, 고시로 이어지는 법령의 

체계상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 비교적 잘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과징금 고시의 규범적 

가치도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75)

그러나 아직 판례는 과징금 고시의 규범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부령에 구속되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부령의 

법규적 효력을 일관되게 부인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76)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행정청이 기속적 기준을 제정하여 입법자가 행정청에게 명한 재

량권의 적정한 행사를 스스로 어렵게 하는 데 대하여, 부령의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아 그 부령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규범통제의 방식으로 이

해할 수 있다.77)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 본안심사는 그 처분의 위법

성의 문제로 귀착된다. 여기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척도 내지 기준에 의하여 과징

73) 홍대식, 전게 학위논문(주 30), 65-66쪽.
74) 2004. 4. 1. 개정된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서는 법 제55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의무적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과 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원칙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과징금의 산

정기준과 관련하여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하며 다른 사정이 없으면 관련 매출액 또는 위반액에 중

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이 기본과징금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고시에 재위임되는 범위가 보다 명확해졌다.
75)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 권오승 (편), 공정거래와 법치 (박영사, 2004), 

1062쪽. 과징금 제도의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이순미, “과징금 제도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에 관하여”, 경쟁 , 제111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4. 

11.), 43쪽 이하 참조. 
76) 최승원,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행정법연구, 제17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338쪽 이하에 관련 판례가 잘 정리되어 있다. 
77) 이희정, 전게논문(주 32),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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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것인가 라는 심사척도 또는 심사기준의 문제와 그 

위법성 판단을 어느 정도로 철저히 할 것인가 라는 심사강도의 문제가 제기된다.78) 

심사기준의 문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과징금 고시의 규범적 성격이 무엇이든 관계

없이 과징금 고시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과징금 기준으로 정한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그에 따라 공정위의 과

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징금 고시를 심사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적용한 결과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심사한다.79) 또한 이를 적용한 결과가 오히려 재량권의 

행사 한계를 넘는 것이라면 과징금 고시에 정한 바와 다른 해석을 함으로써 사실상 

구체적 규범통제에까지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80)  

V. 맺는 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사실상 거의 모든 거래관계에 미치면서도 행

정기관인 공정위가 주된 집행권한을 갖고 법규범의 유형에서 유래되거나 법규범이 

직접 부여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재량의 관리 또는 통제는 중

요한 법적 과제이다. 공정거래법 집행자인 공정위가 일관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

한 법 집행을 위한 규범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령의 위임 근거가 있는 경우

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고시, 훈령, 예규 등의 형식으로 된 행정입법들을 

제정하고 계속적으로 정비해 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

법령에 정한 요건 규정과 효과 규정에서 그 포섭 범위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이고 

78) 박정훈, [행정법연구 2]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06쪽.
7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549 판결(공정위가 과징금 고시 부칙 제2항의 경과규

정에 따라 종전의 고시에서 정한 부과율을 적용한 것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

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6. 24. 선고 2007두18062 판결(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정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한 것

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80) 홍대식, 전게 학위논문(주 30), 272쪽.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법 

제19조 제5항에 의한 합의가 추정되는 위반행위의 기간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를 

의미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10621 판결(공정위의 과징금 

고시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가중사유에 관한 규정 중 이사의 의미를 상법상의 이사

로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자를 의미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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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의 규범적 성격과 관계없이 국민의 생활과 기

업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공정위가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규범합치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입법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기로 한다.

첫째, 법령의 위임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위임한 형식에 따라 행정입

법을 제정, 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훈령이나 예규, 심지어 사무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지침 형식으로 되어 있는 

행정입법은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부득이하게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정입법을 제정

할 경우에도 필요성, 적법성, 적절성, 조화성, 명확성의 원칙81)에 입각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입법이 아니라 법령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하여 상위법령에 규

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위임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경

우에는 위임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그에 근거한 행정입법의 내용이 법규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행정입법이 제정, 운용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을 보충하거나 그 취

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문 

형식보다는 판단의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구체적 행위 유형과 

관련된 사례를 포함하는 심사단계 형식이 더 바람직하다.82) 

넷째, 행정입법에서 정하는 요건 규정의 판단기준과 효과 규정의 재량행사기준은 

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진 경제학적 이해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공정위의 사건처리 경험을 통하여 도출된 합리적인 내용을 포함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요건 규정의 판단기준의 경우에는 단순히 고려요소들을 열거하기만 하는 

형량요소 형태의 규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건을 구성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기준을 아울러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지대와 같은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지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효과 규정의 재량행사기준, 특히 과징금 산정기준은 산정 단계에서 정교

81) 2009. 4. 23.자 대통령 훈령 제248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82) 조문 형식이었다가 개정하면서 심사단계 형식으로 바뀐 행정입법으로는 2010. 3. 31. 

개정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80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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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유형화된 기준 개발과 적용을 통하여 계량화된 결과 도출에만 치중하지 말고, 

법위반행위의 억제 목적 달성에 적합한 과징금 산정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구조가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적합한 것인가를 재검토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83) 

투고일 2011. 5. 9      심사완료일 2011. 6. 1      게재확정일 2011. 6. 2  

83) 과징금은 위법성 판단을 전제로 하여 시장의 상황, 경제적 여건과 위반행위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금액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이 위주가 되어야 하며, 과징금 고시에서 정한 

산정기준은 그 적정한 수준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자 비교검증(cross check)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홍대식,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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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s and Task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s 

an Enforcer: with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a Material 

for Discussion

Hong, Dae-Sik*

84)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has increasingly adopted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rules such as notifications and guidelines. 

As those soft law instruments appear unavoidable to respond to the normative demand 

stemming from the nature of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KFTC’s discretion 

in enforcing the MRFTA is also emerging as an important legal matter.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roles of the KFTC as an enforcer and suggest the tasks requiring 

improvement with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a material for discussion. To the extent 

that is necessary to pursue that purpose, this article carries out the analytical research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lated to the requirement provisions and legal effect 

provisions, among other thing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first deals with the types, functions and 

effect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 the KFTC (II). The next two parts offer 

the review and assessment of some guidelines (III, IV). They are divided into those 

relating to the illegality requirements for violations of the MRFTA such as abusive 

acts of dominance, anti-competitive M&As, cartels and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ose relating to the legal effects of violations such as administrative measure imposing 

fine. The closing remark suggests a few tasks to be improved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ensuring the KFTC to perform the roles as an enforcer in a more 

norm-compatible and effective way (V).           

 

Keyword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nforcer,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Soft Law, Discretion, Standard, 

Guideline

* Professor, Law School, So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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