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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

― 서울고등법원 2004. 2. 10. 선고 2001 누 16288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
張 勝 和 **
1)

[본 판결의 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상 “ 끼워팔기” 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한 유형인 “ 거래강제” 로서 규제되고 있다. 동법 제23 조 제1 항 제3 호 후단
에서는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에 관한 동법 시행령
은 위 거래강제의 한 세부 유형으로서 끼워팔기를 포함시키고 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
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
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4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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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제목변경되기 전의 것)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
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끼워팔기란 일반적으로 인기상품이나 독점상품을 팔면서 그 독점력을 이용하
여 거래상대방에게 다른 비인기상품을 같이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일컫는
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는, 우리나라 예식장이 사진촬영이나 피로연을 예식장 임
대에 끼워서 파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나라 공
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가 활발히 규제를 하여 왔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품통합과 관련하여 이를 위법한 끼워팔기로 규제할 것인지
가 국내외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 프로그램에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를 탑재하여 판매한 것이 위법한 끼워팔기인
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법무부간의 동의판결(Consent
Decree)에 의하여 일단락되었으나, 윈도우 프로그램의 끼워팔기 문제는 다시 유

럽에서 제기되었다. 즉, 새로운 윈도우 프로그램인 윈도우 엑스피(Windows XP)
에 음악 및 영상 관련 프로그램인 윈도우 플레이어(Window Player) 를 탑재한 것
이 위법한 끼워팔기라는 주장하에 경쟁사인 리얼넷트워크(Real Network) 사가 마
이크로소프트사를 유럽연합 경쟁당국에 제소하였고, 동 경쟁당국은 그 주장을 수
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 고액의 벌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유럽제1 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에 위 벌금과 시
정조치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엑스피 관련 제품통합이 공정거래
법상 위법한 끼워팔기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주식회사 ‘ 다음’ 은 윈도우 엑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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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탑재한 것을 위법한 끼워팔기라고 신고하여 공정위가 이
를 정식 조사 중에 있으며, 동시에 서울지방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리얼네트워크사 역시 윈도우 플레이어의
윈도우 엑스피에의 통합을 끼워팔기로 문제삼아 공정위에 제소를 한 상태이다.
이렇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통합이 기술혁신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
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제품통합을 끼워팔기로 문제삼으려 하는 상황에서 궁극
적으로 위 문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윈도우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유럽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유럽최고법원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소요될 것이

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 법원 역시 판결을 해야 될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메신저 프로그램의 제품통합에 대해서는 전세계 중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
에서 가장 먼저 정식 조사가 진행되고 민사소송 역시 전세계 처음으로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전세계 최초로 동 사건에 관한 사법 판정례를
만들어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 판정례는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판결의 내용과 수준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
어 손색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된 사건이 우리나라에 특유한 사실관계가 존
재한다기보다는 다른 나라와 유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우
리나라 특유의 판정례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전세계적으로 납득할만한 객관성있
고 법리적 근거가 명확한 판결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관한 법원
의 판례축적은 일천하다. 공정위가 예식장업자 등을 상대로 한 시정조치 등을 한
예는 여러 건이 있으나, 그러한 사건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적은 최근까지 거
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본 대상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1 누
16288 사건(2004. 2. 10. 선고) 에서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관한 판결

을 내리면서 그 위법성 판단기준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본 판결은 전통적인
끼워팔기에 관한 사건이며 제품의 기술적 통합에 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나
라 공정거래법 상 끼워팔기에 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사안
은 다를지라도 본 판결은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 관련 끼워팔기 사건에도 상
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본 판결이 제시한 끼워
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평석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전통적 끼워팔기에 관한 위 판결이 제품의 기술적 통합의 경우에 어떻게 수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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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분석 역시 중요성을 가진다.
이하에서는 위 대상판결의 사건 개요와 판결의 내용을 소개한 이후에 끼워팔
기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시 내용을 중심으로 그에 관한 평석을 하면서,
우리 공정거래법상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끼워팔기의 위법
성 판단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원고인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국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실적 중 49.5%, 택지개발사업 추진실적 중 40.6% 를 점
하는 지위에 있다. 원고는 위 지위에 기하여 택지판매 및 기타 건설관련 계약을
시공사들과 체결하였다. 피고인 공정위는 원고의 여러 행위들에 대하여 공정거래
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에서 부당지원행위,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
용행위, 그리고 연계판매행위( 끼워팔기)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공표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위 네 가지 문제된 행위 중에서 법원은 끼워팔기(연계판매행위) 부분을 제외하
고는 피고의 처분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본 평석의 대상은 끼워팔기 부
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끼워팔기 부분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는 인천마전지구 공동주택지의 판매가 저조하자 판매가 잘 되는 부천상동
지구 공동주택지를 판매하면서 인천마전지구 4 블럭을 매입한 자에게 부천상동지
구 공동주택지 21 블럭 및 22 블럭의 매입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연계판매를 실
시하였고, 이에 따라 비인기지구인 인천마전지구 공동주택지 4 블럭을 매입한 주
식회사 창보종합건설에게 인기지구인 부천상동지구 공동주택지 21 블럭 및 22 블
럭을 판매하였다.
또한, 원고는 남양주호평․평내․마석 3 개 지구 공동주택지의 판매가 저조하
자, 판매가 잘 되는 용인신봉․동천․죽전․동백 4 개 지구 공동주택지를 판매하
면서 남양주호평․평내․마석 등 3 개 지구 공동주택지를 매입하는 자에게 용인
신봉․동천․죽전․동백 등 4 개 지구 공동주택지의 매입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연계판매를 실시함으로써, 1999. 9.에서 2000. 9. 사이에 비인기지구인 남양주호
평․평내․마석 등 3 개 지구의 공동주택지를 매입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등 7
개 회사에게 인기지구인 용인신봉․동천․죽전․동백 등 4 개 지구의 공동주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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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공정위는, 원고가 공동주택지를 연계하여 판매한 행위는,
원고가 국내 택지개발공급분야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당해
인기지구의 공동택지를 필요로 하는 건설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원고 이외의 자로
부터 이를 구입할 방법이 없는 특성이 있어 원고로부터 인기지구의 택지를 구입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제시하는 비인기지구의 택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기지구의 택지를 매입하는 자에게 비인기지구의 택지를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
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 조 제1 항 제3 호 같은법시행령 [ 별표 1] 불공정거
래행위기준 제5 호의 거래강제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원고는 위 시정명령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공정거
래사건 전담부인 제4 특별부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
(가) “끼워팔기”의 의의 및 규정취지
공정거래법 제23 조 제1 항 제3 호 후단, 제2 항 및 같은법시행령 [ 별표 1] 불공정
거래행위기준 제5 호 가.목의 거래강제 중 “ 끼워팔기” 는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
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
위”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의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상대방
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 이하 주된 상품이라 한다.) 을 상대방에게 공
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는(또는 상대적으로 덜 필요
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 이하 종된 상품이라 한다.) 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
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이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
미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 끼워팔기” 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지 않는 상
품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결과 양질,
염가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한다는 능률경쟁을 침해할 뿐 아니라,
종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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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개상품성]
먼저, 인기지구의 토지와 비인기지구의 토지를 “ 끼워팔기” 의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으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끼워팔기” 를 불공정거래행위
의 하나로 규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① “ 끼워팔기” 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는 종된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밀접불가분한 구성요소가 아
닌 별개의 상품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주된 상
품과 짝지워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상품이면 족하다 할 것인
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종된 상품으로 본 비인기토지(인천마전․남양주호평․평
내․마석지구의 토지) 는 피고가 주된 상품으로 본 인기토지(부천상동․용인신
봉․동천․죽전․동백지구의 토지) 와 같은 종류의 상품이기는 하나 동일한 상품
이 아닌 별개의 상품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고, 통상적으로 인기토지
와 짝지워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상품도 아니므로 “ 끼워팔기” 에 있
어서의 종된 상품이 될 수 있고, ②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구별은 거래상대방
의 입장에서 구입을 원하는 상품이 어느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상품의 크기나 가격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천상동․용인신
봉․동천․죽전․동백지구와 같이 주택사업자들이 구입을 원하여 상대적으로 분
양이 양호한 지구의 토지는 주된 상품으로, 인천마전․남양주호평․평내․마석지
구의 토지와 같이 주택사업자들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아 분양이 저조한 지구의
토지는 종된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구입강제성]
다음, “ 끼워팔기” 에 해당하려면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상대
방이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족하므로 반드시 주된 상
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고, 주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
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인기지구를 분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 또한 이
러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종된 상품인 비인기토지의 판
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비인기토지의 매입시 주된 상품인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인기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
입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된 상품인 인기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
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로서는 사실상 종된 상품인 비인기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즉, 앞서 본 주택사업자들이 비인기토지를

2004. 12.]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497

매입한 것은 비인기토지의 매입에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한 때문이
지 비인기토지만에 대한 사업적 판단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러한 연계판매행위는 결국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주된 상품을 공급하면
서 자기의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부당성]
또한,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공공기업인 원고가
위와 같은 “ 끼워팔기” 에 해당하는 연계판매행위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인 주택사
업자들로서는 구입을 원하지 않는 비인기토지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주택사업자들의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양질, 염가의 상품을 제공
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한다는 능률경쟁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정거래법 제23 조 제1 항 제3 호 후단, 제2 항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 1] 불
공정거래행위기준 제5 호 가.목의 “ 끼워팔기” 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비록 고객 위주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비인기
토지의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었다 하여 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판매촉진행위가 일반 상거래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판단에 입각하여 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며, 피고인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이 위 연계판매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연구]
Ⅰ. 서론
위 고등법원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끼워팔기에 관한 위
법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에서 끼워팔기에 관한 판결례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공정거래법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끼워팔기에 관한 이론과 판례가 축적, 발전
해 왔다. 일본에서도 최고재판소 판례는 아니지만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東芝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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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터 사건 판결이 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제 규정들은 일본 독점금지법상의 입법
체계를 수용한 것이다. 일본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은 미국법상 “ 불공
정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에 관한 판례법에서 도출된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조문화 한 것이다.1) 따라서, 우리나라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규정
의 해석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판례법을 참고하는 것은 비교법적 고찰 이상의 우
리 실정법 해석을 위한 법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외국의 끼워팔기
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그 이론과
판례법을 참고하여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고등법원의 대상 판결에 대하여 평석을 시도하면서 우리 법 상 타당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기로 한다. 특히 기술 혁신을 위한 제품의 기술적 통합이 하이
테크 산업의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끼워팔기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올
바른 법리의 적용이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미국 판례법상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미국은 끼워팔기에 관하여 많은 판례를 축적하여 왔다. 그러나 끼워팔기에 관
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되는 연방대법원 판결은 Jefferson
Parish(1984) 판결2)이다. 그 이후 동 판례법이 제시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유지되

어 오다가 제품의 기술적 통합과 관련된 끼워팔기 사건에서 바로 Microsoft 반독
점 사건에 대한 미국 D.C.연방항소법원 판결3) 이 위 연방대법원 판결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4)

1. Jefferson Parish 판결의 당연위법원칙
이 사건에서 제시한 당연위법원칙(per se illegal rule) 에 의하면 끼워팔기는 다

1) 김영호, 경제법(공정거래법), 범론사(1990), 209-211면; 홍대식, “우월적 지위 남용행
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경쟁법 연구(2001. 4), 한국경쟁법학회, 279-280면.
2) Jefferson Parish Hosp. Dist. No. 2 v. Hyde Jefferson Parish, 466 U.S. 2 (1984).
3)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253 F.3d 34 (D.C. Cir. 2001).
4) 이하 미국 판례법의 소개는 이상승․장승화, “공정거래법상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끼
워팔기 규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3호(2002. 9), 336-342면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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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셔먼법 제1 조를 당연히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주 상품(tying product)( 이하 “ 주된 상품” 과 같은 의미로 사용함)과 부 상품
(tied product)(이하 “ 종된 상품” 과 같은 의미로 사용함) 이 두 개의 별개의 상품일

것, (2) 피고가 주 상품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질 것, (3) 피고가 소비자로 하
여금 자기 상품의 구매 이외의 선택여지가 없도록 구매를 강제할 것, (4) 끼워팔
기의 결과 교역의 상당부분을 봉쇄할 것 등이다.
별개 상품성: 동 판결은 주 상품과 부 상품이 두 개의 별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 소비자 수요 테스트” 를 확립하였다. 즉, 별개 상품인지 여부는
결국 소비자들이 부 상품을 별도로 구매하고자 하는 개별적인 충분한 수요가 있
는지, 환언하면 별도의 시장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다른 경쟁 사
업자가 항상 두 품목을 같이 파는 경우에는 단일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를 채택했다.
시장지배력: 미 대법원은 주 상품시장 내 시장지배력을 엄격하게 요구하였다.
동 법원은 피고가 주 상품시장에서 30% 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시장이 획정
되어야 하며, 특허권 등이 없는 경우 시장점유율을 계산하게 된다.
구매강제성: 주 상품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 상품 시장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기 상품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여 상품선택의 여지를 박탈하였는지의 여부이
다. 미국 판례법상 “ 구매강제(coercion to purchase)” 의 의미에 관하여는 법원 별
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바, 다음 네 가지 개념으로 이해된다. (i) 구매자가 주
상품 구매의 조건으로 부 상품 구매를 강제 당하였는지 아니면 주 상품만의 구
매 선택이 가능했는지 여부, (ii) 피고인 판매자가 주 상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지 여부, (iii) 특정구매자가 부 상품을 어차피 구매할 것이어서 그것을 구매
하도록 강제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것이 없는지 여부, (iv) 끼워팔기가 없었다면
구매자가 행사하였을 다른 선택의 기회를 봉쇄했는지 여부 등이다.5) “ 강제” 의 의
미가 마지막 개념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Jefferson Parish 사건에서 미 대
법원은 이 개념을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했다.6) 이에 따르면 부 상품에 대한 구
5) Herbert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1994), pp.36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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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강요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다른 경쟁상품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 상품
의 구매를 강요당했다고 해도 다른 경쟁물품을 계속 선택 구매, 사용할 수 있다
면 위 “ 구입강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시장봉쇄: 주 상품에 부 상품을 끼워팔기 함으로써 부 상품 시장 내에서의 교
역의 상당부분이 봉쇄(foreclosing a substantial amount of commerce)되었는지의
여부이다. Jefferson Parish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끼워팔기의 결과 상당량의
교역이 배제되어야 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소비자가 부 상품 시장 내의
다른 경쟁상품을 구입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끼워팔기를 당했다고 해도 그로 인
하여 부 상품 시장 내 다른 경쟁자가 차지할 시장점유 몫이 봉쇄되었다고 할 수
는 없기 때문에 부 상품 시장 내의 경쟁에 불리한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7)

2. Microsoft 사건 D.C.연방항소법원 판결
동 판결은 Jefferson Parish 판결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왜, 위 판결에서
제시한 전통적인 끼워팔기에 관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기술적 통합의 경우,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통합에 부적절한지를 지적하고 있다. 우선, 왜, 당연위법
원칙하의 “ 별개 상품 테스트” 가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D.C.연방항소법
원은 끼워팔기의 해악은 소비자로부터 자유로운 상품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는 견해를 밝히고, 또한 끼워팔기가 항상 나쁜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유통
비용과 소비자 거래비용을 줄이는 이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D.C.연방항소법원
의 견해에 의하면 Jefferson Parish 사건에서의 소비자 수요 테스트는 결국 당연위
법원칙 적용이 부적합한, 순 효용(net efficiency) 이 정(正) 인 경우를 걸러내는
(screen out) 장치로서 기능하는 대리변수(proxy)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D.C.연방항소법원은 그 동안 확립되어 있었던 당연위법원칙을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OS”) 에 추가적인 소프트웨어기능을 통합하는데 적용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한 오류가능성이 있으며, 후생증대효과가 있는 기술혁신을 억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플랫폼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당연위법원칙을 취하면 귀

6) Id.
7) Jefferson Parish, 466, U.S. 2, 16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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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기술혁신 가능성이 말살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이
유를 제시했다. 첫째, 만약 당연위법원칙을 기술적으로 새로 통합된 물품에 적용
하면 항상 최초의 기술혁신자는 위법한 끼워팔기를 한 것으로 비난받을 것이라
는 것이다. 둘째, 플랫폼 소프트웨어시장의 상시 혁신적 성격때문에 그 시장에서
의 두 품목의 통합은 예전 대법원이 당연위법원칙을 확립하면서 접해보지 못한
경우로서, 그 효율성 증대 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D.C.연방항소법원은 플랫폼 소프트웨어시장에서의 결합(bundling)
에 대하여도 항상 사회에 해악이 되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서 그로 인한 소비자
이익증대와 소비자 선택권 침해의 효과를 비교형량할 필요도 없다는 식의 당연
위법원칙을 적용함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의 판례법을 요약하자면, 아직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인 Jefferson Parish 판
결이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선례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
술적 통합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DC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연위법원칙
이 아닌 합리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위 고등법원 판결뿐만 아
니라 일련의 관련사건에서의 미 법원 판결들을 검토해 보면, 끼워팔기에 관한 독
점금지법의 기계적 적용이 자칫 기술적 통합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립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일본 판례법상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8)
일본의 私的獨占禁止및公正去來確保에관한法律 제2 조 제9 항에서는 “ 이 法律에
있어서 不公正한 去來方法이라 함은 아래 各號의 一에 해당하는 行爲로서, 公正
한 競爭을 沮害할 憂慮가 있는 것 중에, 公正取引委員會가 指定하는 것을 말한
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3 호에서 “不當하게 競爭者의 顧客을 자기와 去來하도록
誘引하거나 强制하는 행위” 를 不公正去來方法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아가 동법에 따른 不公正去來行爲 一般指定 제10 항( 끼워팔기 販賣 등) 은 “相對方
에 대하여, 不當하게 商品 또는 役務의 供給에 倂科하여 다른 商品 또는 役務를
自身 혹은 自身이 指定하는 事業者로부터 購入하도록 하며, 그 외에 自身 혹은
8) 이하 일본 판례법의 소개는 이상승․장승화, “공정거래법상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끼
워팔기 규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3호(2002. 9), 345-351면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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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身이 指定하는 事業者와 去來하도록 强制하는 행위” 를 去來强制에 해당하는
不公正去來方法으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의 公正取引委員會(“公取委”) 는 끼워팔기에 관하여 여러 개의 審決例를 갖
고 있으나, 법원에서 끼워팔기가 문제되어 이에 관한 違法性 判斷基準을 제시한
것은 1993. 7. 30. 오사카 고등법원판결의 東芝 엘리베이터테크노스 사건9) 이 유
일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내용은 피심인은 업계 제3 위의 엘리베이터 제조업자
인 소외 東芝의 자회사로서 東芝製 엘리베이터의 보수와 점검을 그 업으로 하면
서 그 보수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으나, 결국
피심인은 東芝의 부품을 판매하면서 엘리베이터 수리서비스를 같이 받지 않으면
동 부품의 판매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끼워팔기를 한 사건이다. 그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본건 각 부품과 그 대체 조정공사와는 서로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며, 독립하
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명확
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끼워팔기하여 취급하는 것
은 구매자로부터 그 상품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여 사업자간의 공정한 능률경쟁
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별개 상품 테스트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미국의 경우처럼 “ 소비자 수요 테스트” 에 기초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여하튼 별개의 상품시장이 존재하는지를 판단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과
정에서 동 고등법원은 문제된 부품이 다른 메이커들은 이를 낱개로 판매하고 있
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Jefferson Parish(1984)에서 제시한 별개상품 테
스트의 적용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구입 강제성과 시장지배력 부분은 피심인이 문제된 주 상품의
독점판매업자라는 점에서 별 의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끼워팔기의 부당성, 환언하면 그로 인한 공정경쟁저해성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법원은 안전성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비
자 상품선택권을 박탈하여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 부당성” 의 문제는 경쟁저해성의 문제이며, 다만 이 요건은 소비자 선택권

9) 大阪 高等裁判所 判決 (平成 5년(1993)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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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해가 있으면, 다른 정당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충족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 고등법원도 끼워팔기는 언제나 당연위법하고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아니며, 피고가 소비자 이익이 증진되는 측면을 성공
적으로 입증하면 끼워팔기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
다. 그런 점에서 미국 D.C.연방항소법원이 채택한 합리원칙에 상당히 접근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 고등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소비자 이익
에 관계되는 것은 끼워팔기의 부당성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 판결은 관련 전공분야 교수들의 진술 등을 인
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상품의 안전성의 확보는 직접적인 경쟁요인과는 성질을 달리하지만, 이것이
일반소비자의 이익에 관계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바, 광의의 공익에 관
계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거래방법이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
요한지의 여부는 위 거래방법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요인의 하나이다.

여하튼 동 법원은 부 상품시장 내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부당성 내지 공정경쟁
저해성의 판단기준으로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판단할 때 동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소비자 이익 증진 효과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Ⅳ. 우리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 기준
1. 불공정거래행위와 끼워팔기의 위법성 요건
우리 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법한 끼워팔기란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
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
록 하는 행위” 이다. 위 조문에 의하더라도 미국법이나 일본법상 요구되는 요건들
을 거의 그대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끼워팔기는 첫째 “ 별개의 다른
상품 또는 용역”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즉 소
비자에게 부 상품을 주 상품과 같이 “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이며, 셋째 이는 “ 정
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 별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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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구매강제성” 그리고 “ 부당성” 이 요구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위와 같
이 요건을 삼분하여 따져보는 것은 우리 공정위의 심결례에서도 채택되는 입장
이기도 하다.10) 다만, “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의 용어에서 보듯이 구체적 용어의
선택이 미국법 ( 당연위법원칙)이나 일본법상 요건과 완벽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우리 학자들은 끼워팔기는 주 상품시장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경우
에 문제된다고 하면서, 미국법상 당연위법원칙이 적용될 때 요구되는 시장지배력
을 요구하기도 한다.11) 그러나 이는 시행령 별표 1 법문상 요구되는 것은 아님
을 알 수 있다.
한편, 법 제23 조에 규정하듯이, 불공정거래행위란 “ 공정한 거래를 제한할 우려
가 있는 행위” 이기 때문에 결국 동 법조문에서 나오는 “ 공정거래저해성” 이라는
기준이 구체적 행위 유형인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논의하면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위 개별 세 가지 요건 이외에 일반적
요건으로서 “ 공정거래저해성” 이 별도로 요구되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시행령 별표 1 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별적 행위 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으로 요구되는 “ 부당성” 은 결국 “ 공정거래저해성” 을 별표 1 의 각 호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데에는 우리나라 학설상 다툼이 없
다.12) 즉 우리 법 제23 조 제1 항에서 요구되는 “ 공정거래저해성” 은 결국 구체적
행위유형에서 “ 부당성” 으로 표현되고 있다.13) 따라서,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
준은 결국 위 세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로 귀결되게 된다.

10) 공정거래위원회 2002. 1. 11. 의결 제2002-004호; 공정거래위원회 2001. 5. 2. 의결 제
2001-073호; 공정거래위원회 2000. 8. 26. 의결 제2000-224호; 공정거래위원회 2000.
8. 8. 의결 제2000-203호; 공정거래위원회 2000. 6. 16. 의결 제2000-88호; 공정거래위
원회 1999. 11. 30. 의결 제99-246호; 공정거래위원회 1998. 5. 6. 의결 제98-71호; 공
정거래위원회 1997. 12. 23. 의결 제97-341호; 공정거래위원회 1992. 10. 22. 의결 제
92-124호.
11)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제3판, 2002), 327면; 이동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론, 행정경영자료사(1995), 415면.
12) 원용수․정호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1999년 용역보고서, 127면; 김기영,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 부당의 판
단기준”, 경쟁법연구 제8권, 634면(2002).
13) 시행령 별표상의 행위 유형과 기준을 보면 그 문면상 “부당하게”나 “정당한 이유없
이”, 또는 이런 추상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여러 다른 형태의 행위가 혼재함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범위는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국한되기 때문
에 본문과 같이 표현한 것이며, 이하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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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관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학설상 ‘공정
거래’ 의 개념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견해가 나뉜다. 그러나, 시행령
별표 1 에서 열거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별행위에서 요구되는 ‘공정거래저해성’
의 다른 표현인 ‘ 부당성’ 개념은 각 그 행위 유형에 따라 그 의미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결국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절대적
다수의 학자나 대법원 판례14) 가 일치를 보고 있다.
따라서, 문제된 끼워팔기가 위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전
반에 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 없
이, 구체적 행위 특성과 시장상황을 고려하되 시행령 별표 1 에서 제시하는 위법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15)
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제시하는 끼워팔기의 위법성 요건
으로는 (1) 별개상품성; (2) 거래강제성; (3) 공정거래저해성이 요구된다.16) 위법
한 끼워팔기가 되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이에 관
한 입증책임은 규제자(공정위) 측에 있다.
위 세 가지 요건의 구체적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상 판결에서 고등법원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의의와 규정취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끼워팔기]는 자기의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주된 상품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는(또는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
품 또는 용역(이하 종된 상품이라 한다.)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이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지 않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결과
양질, 염가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한다는 능률경쟁을 침해할 뿐
아니라, 종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
14) 대법원 99두4686; 96누9003 판결.
15) 그런 이유에서 학자들의 이론적 체계화 논의는 생략한다.
16) 주상품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나 독점력은 거래강제성을 논할 때 포함될 수 있는 고
려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별표 1의 법문상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독립된 요건은 아니
다. 아래에서 다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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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밑줄 첨가)

위 대상 판결은 끼워팔기의 규제 취지로서 “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보장”,
“ 능률경쟁의 확보” 그리고 “ 종된 상품시장 내 경쟁 보호” 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

한 규제취지는 결국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위 세 가지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
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위 대상 판결의 끼워팔기 규제 취지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개별 요건의 해석문제와 함께 아래에서 다루기로 한다.

2. 합리원칙의 적용
앞서 미국 판례법상 끼워팔기에 관한 당연위법원칙과 합리원칙의 경계가 논란
이 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 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끼워팔기의 규
제와 관련하여 소위 합리원칙(rule of reason) 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정위 공식문서인 공정거래백서17)
에서는 “ 부당하게” 라는 문언이 포함된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저해성이 판명된 경
우에만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소위 “ 조리위법행위” 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위
법한 끼워팔기의 요건인 “ 부당성” 에 관한 입증책임은 공정위에 있다는 점은 학
설과 대법원 판례상 다툼이 없는 바, 이는 곧 당연위법원칙이 아닌 합리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하며, 공정위 심사지침( 안) 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경쟁법 원리로서의 합리원칙이 적용된다는 법적 의미는 문제된 행위를 위법으
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성요건의 판단( 예: 별개상품성, 강제성, 부당성) 에
서 소비자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하여야 하며, 가사 어느 정도의 경쟁
제한효과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이익증대효과가 이를 능가하는 경우
― 소비자 순효용이 (+) ―에는 위법성이 부인됨을 의미한다. 끼워팔기의 위법성
개별요건의 판단 시에 이를 항상 유의해야 한다.
대상 판결에서는 끼워팔기의 위법성 요건의 판단 시에 명시적으로 합리원칙을
적용한다는 문구는 없으나, 이는 우리처럼 성문법 국가로서 위법성 판단 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제하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다만
대상 판결은 우리 법 규정상 끼워팔기의 규제취지로서 “ 종된 상품시장에서의 경
쟁질서의 보호” 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

1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1997), 199-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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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본 이후에 끼워팔기를 규제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리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타당하다.
이하 개별 요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별개 상품성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에는 우선 주 상품과 부 상품이 별개 상품인지가 문제
된다. 만약 원천적으로 별개 상품이 아니고 단일 상품이라면 끼워 판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로는 우리 법 시행령 별표 1 이 “ 다른 상품
또는 용역” 의 “ 구입” 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 법상 합리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소비자 효율증진 여부에 입각한 별개
상품 테스트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우리 법의 목적에 비추어 우리 관련 법 규정
인 시행령 별표 1 상의 끼워팔기 정의규정의 합리적 해석에 기초하여야 할 것인
바, 기존의 공정위 심결례가 우선 유용한 참고가 된다.

가. 공정위 심결례 ― ‘정상적 거래관행 기준’
공정위는 여러 심결례에서 문제된 상품이 별개의 제품인지를 판단하면서 이를
“ 정상적 거래관행” 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거의 확립된 입장이다.18) 문

리해석으로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가 “ 부당하게” 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문언, 즉, “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
입하도록 하는 행위” 까지 다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개 상품성 여부
를 “ 정상적인 거래관행” 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19)
문제는 “ 정상적인 거래관행” 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 나라 학
자들은 이는 당해 업계에서 현존하는 관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경쟁의
18)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6-20호 예식장 임차와 결혼의상의 이용이나 사진
촬영 및 신부화장은 서로 별개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심결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2000. 8. 6. 의결 제2000-224; 공정거
래위원회 2002. 1. 11. 의결 제2002-005호; 공정거래위원회 2001. 5. 2. 의결 제
2001-073호; 공정거래위원회 2000. 8. 26. 의결 제2000-224호; 공정거래위원회 2000.
8. 8. 의결 제2000-203호; 공정거래위원회 2000. 6. 16. 의결 제2000-88호; 공정거래위
원회 1992. 10. 22. 의결 제92-124호도 같은 입장이다.
19) 이러한 해석방법론은 끼워팔기 규제에 합리원칙을 적용하는 결과 위법성 판단 요건의
개별적 심사를 상호 유기적으로 소비자이익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지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필자의 견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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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20) 이러한 입장을
따를 때,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오히려 미국 당연위법원칙하의 “ 별개 상품 테
스트” 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과거지향적 판단방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즉, 정
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별개상품인지를 판단할 때, 기존의 업계관행이 종된
상품을 별개로 판매하여 왔다고 해서 당연히 별개 상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관행” 이라면
별개상품성을 판단하면서도 “ 공정경쟁” 의 관점에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합리원
칙을 적용하는 결과 당연히 따져보아야 하는 소비자 효율증진 효과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즉, 별개 상품성을 판단하면서 소비자 순 효용 증가여부를 고려하여 그 결과가
정(正) 인 경우에는 별개상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결국 합리원칙을 적
용하는 경우에는 별개상품성의 판단과 구입강제성이나 공정거래저해성의 판단이
서로 연관을 지으면서 행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은 우리 법제상 기
술혁신을 과도하게 억지하지 않으면서 별개 상품성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안)
심사지침( 안) 에서는 기술적 통합에 대한 별개상품성 여부의 판단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담고 있어서 유용한 참고가 된다: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 상업적 용도나 기
능적 특성, 소비자 인식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밑줄 첨가)

이와 같은 입장은 단순히 ‘ 소비자수요 테스트’ 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
니라 공정거래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본 ‘ 정상적 거래관행’ 에 비추어 판단하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과 같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제품통합과 기술
혁신의 추세를 감안하여 만약 기술적 통합이 기술혁신, 즉 새로운 소비자 효율증

20) 이동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론, 행정경영자료사(1995), 416면; 권오
승, 경제법, 법문사(제3판, 2002), 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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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별개상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별개상품성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전통적 계약상 결합(contractual tying) 에 관한 판결이다.
“끼워팔기”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은 종된 상품이란 주
된 상품의 밀접불가분한 구성요소가 아닌 별개의 상품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주된 상품과 짝지어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상품이면 족하다. (밑줄 첨가)

밀접불가분성: 우선, 위 고등법원 판결은 종된 상품으로 문제되는 요소가 주된
상품의 밀접불가분한 구성요소인지를 따지고 있다. 만약 긍정적이라면 별개상품
성은 부인된다. “ 밀접불가분성” 이란 상품의 구조적, 물리적 특성도 고려되지만
기술적 연관성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 통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증진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상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기술적 혁신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즉, 문
제된 요소를 분리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한다면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추가적인 비
용을 지출케 하여 결국 제품가격의 상승과 소비자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경
우에는 별개상품성을 부인할 수 있게 된다.
독립한 거래의 대상: 종된 상품이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
한 입장에 따르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독립한 ‘ 거래’ 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상적으로 별개의 단위로 판매: 통상의 경우에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
개의 시장을 구성하면서 별개의 단위로 판매되어야 한다. “ 통상적으로” 라는 의미
가 현존하는 관행만을 과거지향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처럼 “ 정상적 거
래관행” 에 비추어 판단하거나, 학자들의 지배적 입장처럼 “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관행” 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라면 동 판결은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서 처음으로 기술혁신을 단행하여 제품의 기술적 통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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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경우나 이미 기존의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두 가지 요소를 기술적으
로 통합하여 판매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 된 경우에는 별개상품성을 부인할
수 있게 된다.

4. 구입강제성
가. “구입” 및 “강제”의 법적 의미
우선 우리법제상 “ 구입” 강제가 요건이기 때문에 주 상품 가격에 부 상품의 가
격을 끼워넣는 소위 가격 통합(price bundling) 이 있지 않는 한, 구입강제성 요건
은 충족되지 않는다. 앞서 미국 판례법을 고찰하면서 지적했듯이, 끼워팔기에서
구입“ 강제” 의 법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개념요소를 내포할 수 있다.
(ⅰ) 구매자가 주 상품 구매의 조건으로 부 상품 구매를 강제 당하였는지 아
니면 주 상품만의 구매 선택이 가능했는지 여부,
(ⅱ) 특정구매자가 부 상품을 어차피 구매할 것이어서 그것을 구매하도록 강
제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것이 없는지 여부,
(ⅲ) 끼워팔기가 없었다면 구매자가 행사하였을 다른 선택의 기회를 봉쇄했
는지 여부.

이 중에서 구입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위 세 가지 개념요소
중 (ⅰ) 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아니면 ( ⅱ) 또는 ( ⅲ) 까지 판단하여 구입강제성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를 규제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대상 판결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밝힌 끼워팔기의 규제 입법취지를 다시
상기해 보는 것이 유용해 보인다.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지 않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결과 양질, 염
가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한다는 능률경쟁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종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
여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밑줄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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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판결이 적절히 밝히고 있듯이, 구입강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및 능률경쟁을
침해하고 부 상품시장 내에서 경쟁침해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다. 뒤
집어 말하면, 제품의 결합이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능률경쟁을 침해하지 않고 부
상품시장 내 경쟁침해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이를 끼워팔기로 금지하는
“ 구입강제”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나 규제근거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연계판매행위는 소비자의 선택
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 나아가 종된 상품시장에 경쟁제한효과 ― 시장의 봉
쇄를 통한 경쟁자 배제 ―를 불러일으킬 때만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끼워팔기로
서의 거래“ 강제”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별개상품성 판단에서와 같이
구입강제의 법적 판단에 위 세 가지 개념 요소 중 (ⅱ) 와 (ⅲ) 의 개념요소 ― 타
상품 선택기회 봉쇄 ―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첫 번째 개념 요소만을 강제성 판단 근거로 삼는다면 기술혁신으로 평
가된 무수히 많은 결합상품이 모두 위법한 거래강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부당
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앞서 본 대로 미국 연방대법원 Jefferson Parish 판결은
위 세 번째 개념까지 포함하여 구입강제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른
경쟁물품을 계속 선택 구매, 사용할 수 있다면 위 “ 구입강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연방대법원에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미국 연방고등법원 판결
들21)도 기술적 결합(technological tying)의 경우에는 끼워팔기의 위법성에 필요한
강제성(coercion)의 적극적 판단을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법원이
제품디자인을 감독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22) 미국 법원은 신제품이 부
상품 경쟁자 제품과 맞지 않는(incompatible) 기술적 결합을 한 경우에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판례법의 태도는 우리 법의 해석에도 중요한
참고가 된다.
위 “ 강제” 의 법적 의미와는 별개로, 대상 판결은 강제성 요건과 관련하여 시장
지배력이 요구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끼워팔기”에 해당하려면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상대방이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족하므로 반드시 주된 상품에

21) Foremost Pro Color, Inc. v. Eastman Kodak Co., 703 F.2d 534; Response of
Carolina, Inc. v. Leasco Response, Inc., 537 F.2d 1307.
22) Areeda, Hovenkamp & Elhouse, Antitrust Law, vol X,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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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고, 주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인기지구를 분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 또한 이러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밑줄 첨가)

미국 판례법 하에서는 시장지배력 내지는 독점력 연장의 일환으로 끼워팔기를
금지하므로 위 요건이 별도로 요구되지만, 우리 법 시행령 별표 1 조문 상으로는
시장지배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상 판결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취위 결
정례에서도 보듯이 인기상품의 판매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비인기 상품을 끼워
파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정책적 이유는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시행령 별표 1 상의 위법성 판단에 요구되는 요건에는 독점력이나 시장지배
력의 존재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법적 이유이다. 그런 점에서 대
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5.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
우리 법 시행령 별표 1 상 위법한 끼워팔기의 부당성 내지는 공정거래저해성은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결국 그

판단기준 내지는 판단시 고려요소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가. 공정거래법의 목적 ― 소비자 이익
우선 부당성의 개념을 판단하면서 소비자이익의 관점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품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에 일부
제약을 가하는 반경쟁적인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시에 그로 인한 소비
자 이익증대효과가 그 반경쟁적인 효과를 능가하는 경우에는, 즉 소비자 순이익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 정상적인 거래관행” 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쉽게 말하자면, 소비자에게 좋은 거래관행이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 한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불공정거래행위의 “ 부당성” 의 판단은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선
언하는 제1 조의 취지에 합치되게끔 해석되어야 한다는 학자들의 견해23) 나 대법
원판례24) 와도 부합한다. 즉, 공정거래법 제1 조는 “ 소비자 보호” 를 중요한 입법
23) 예를 들어,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제3판, 2002), 306면.
24)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같은 법의 규제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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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바, “ 소비자이익” 증진효과가 있는 행위를 특정 경쟁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 고 판단하는 것은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끼워팔기에 관한 “ 부당성” 판단을 한 것이라
는 비난이 가해 질 수 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독점금지법의 집행은 EC 경쟁법
이나 본 사안과 같은 끼워팔기에 대하여 합리원칙을 채택하는 미국 DC 연방법원
의 판례법 하에서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것이다. EC 경쟁법의 해석으로도 끼워팔
기에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소비자효율성증대에 관한 사유가 존재하면 결국 미
국에서의 합리원칙 적용과 마찬가지로 순 효용(net-efficiency) 증가여부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25)

나. 정상적 거래관행과 부당성
“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별개상품을 구입강제 하여야 위법한 끼

워팔기가 되는 바, 여기에서 “ 정상적인 거래관행” 이란 기존의 관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을 의미한
다는 것은 이미 앞서 보았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에서 종된 상품으로 주장되는
요소가 별개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품의 통합을 “ 정상적인 관행에 비
추어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게 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상품시
장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두 가지 요소를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하여 판매하는 것
이 “ 통상적” 이라고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즉 다른 경쟁자들이 제품통합의 추세
를 따르는 것이 관행화된 경우에는 그 통합이 “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 하
다고 판단하기 곤란해진다. 대상판결 역시 부당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같은 입장
을 표명하고 있다. 즉, 원고인 한국토지공사가 연계판매행위를 한 것은 비인기토
지의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어서 부당하지 않다는 항변에 대하여, 그러한 사유만
으로 “ 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판매촉진행위가 일반 상거래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밑줄 첨가) 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부당성
관련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당성 판단에 정상적 거래관행을 고려할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
것이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25) Jonathan Faull & Ali Nikpay, The EC Law of Competition (1999), Oxford,
pp.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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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이는 타당하다.

다. ‘경쟁제한성’과 ‘경쟁수단 불공정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당
해 행위로 인한 ‘ 경쟁제한성’ 이외에 ‘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이 포함된다는 학자들
의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 학자들도 끼워팔기라
는 구체적 행위에 관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 끼워팔기는 부 상품시장
(tied product market) 에서 경쟁을 감소시키고, 거래 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경우에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금지되는 것’ 이라는 입장을 개진한
다.26) 또한 끼워팔기는 능률경쟁 침해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 능률관계성’ 과 ‘경쟁
유지의 위험성’ 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27) 도 있다.
따라서, 어차피 “ 구입강제성” 판단에 포섭되는 요소를 제외하면, 공정거래저해
성은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 여부와 경쟁제한성의 판단으로 귀결된다. 공정위도
끼워팔기에 관한 부당성 판단은 “ 합리원칙” 에 입각하여 경쟁저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28) 보다 구체적
으로 공정위 심결례를 보면, 끼워팔기의 부당성 내지는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
면서 소비자의 자유선택권의 제한과 부 상품시장 내에서의 경쟁침해 여부를 판
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29)
대상 판결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끼워팔기의 규제 취지와 관련하여 선택의 자
유, 능률경쟁, 그리고 부 상품시장내 경쟁제한성을 언급함으로써 결국 마찬가지
로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나아가 대상 판결은 구체적으로 부당성 판단을
하면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 중에서는 ‘ 경쟁수단 불공정성’ 이 끼워팔기를 위법하게 만드는 독립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입장도 있다.30) 그러나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의 위
26)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제3판, 2002), 327면; 권오승․양명조․서헌제․정호열 공저,
공정거래법 심결례 100선, 법문사(1996), 276-277면.
27) 김영호, 경제법, 법론사(1990), 345면. 동저자는 (능률관계는) 행위자 지위의 우월성과
행위의 억압성을 개념요소로 하고, 경쟁유지의 위험은 부상품시장내의 독점형성 가능
성과 주상품의 독점강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2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1997), 199-200면.
29) 공정거래위원회 1999. 11. 30. 의결 제99-246호; 공정거래위원회 1992. 10. 22. 의결 제
92-124호; 공정거래위원회 1997. 12. 31. 의결 제97-341호. 다만, 소비자 선택권제한 여
부가 구입강제성의 요건인지 아니면 부당성의 요건인지는 사건에 따라 명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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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판단기준에 포함되는 요소31) 와 끼워팔기에 관한 구체적 위법성판단기준을
혼동한 결과이다. 그러한 견해에 의하여도 경쟁수단 불공정성의 개념요소가 구체
적으로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며, 위 학자가 이해하는 끼워팔기에서의 경쟁수단 불
공정성은 결국 ‘ 구입강제성’ 을 의미하고 있다.32) 그렇다면, 구입강제성은 별개의
독립된 요건으로 어차피 충족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불명확한 ‘ 경쟁수
단의 불공정성’ 이라는 막연한 기준을 ‘부당성’ 판단의 독립적 기준으로 삼아 구입
강제성이 충족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끼워팔기를 막연히 위법하다고 판단하
게 되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33)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우리법상 끼워팔기의 부당성은 그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부 상품 시장 내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판명되는 경우에 인
정된다. 다만, 그러한 경쟁제한효과가 존재하더라도 만약 두 제품의 통합으로 인
한 소비자이익 증대효과 ― 즉, 친경쟁효과 ―가 그 경쟁제한효과를 능가하는 경
우에는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끼워팔기라고 할 수 없다. 친경쟁
효과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겠지만, 그 존재가 인정되는 경
우에 궁극적으로 경쟁제한효과가 소비자이익증진효과를 능가한다는 점은 공정위
나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법상 기본적으로
“ 부당성” 의 입증책임은 공정위나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 경쟁제한성의 판단
실제로 대상 판결에서는 종된 상품시장내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부당성 판단의
주요요소로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실제로 그 경쟁제한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지
는 않았다. 다만, “ 양질, 염가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한다는 능률경
쟁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판시함으로써 비인기토지 판매시장에 있어서 당연
30) 홍명수, “끼워팔기”, 경제법연구(1999), 서울대학교 경제법 연구회, 74면.
31)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는 행위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그 중에는 위법성
판단기준이 경쟁제한성과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모두를 포함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는 있을 것이다
32) 홍명수, “끼워팔기”, 경제법연구(1999), 서울대학교 경제법 연구회, 74면.
33)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 행위 유형에 경쟁제한성이 명
시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식별가능
한 경쟁제한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경쟁수단의 불공정은 경쟁제한성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문제된다는 견해가 경청할 만하다. 홍대식,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의 위법성 판단기준”, 경쟁법연구(2001), 한국경쟁법학회,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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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경쟁자를 배제하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본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에 그 경쟁제한성을 상쇄할 수 있는 친경쟁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직관적인 판단도 가능했을 것
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경쟁제한성이 치열하게 다투어 질 수 있는 사건, 예를 들
어, 기술적 통합의 경우와 같이 제품 통합으로 인한 소비자이익 증대효과가 명백
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된 상품시장내의 경쟁제한성을 본격적으로 법원이 심사
해야 한다.
우선 공정위가 문제된 연계판매행위가 종된 상품시장에서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지를 입증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 입증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 상품 시장에서의 경쟁에 문제된 연계판매행위가 어떤 영향을 실제
로 미쳤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시장이 획정되어야 하며,
그 시장에 끼워팔기 그 자체 이외에 시장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를 입증해야 한
다. 나아가 연계판매행위와 더불어 다른 종된 상품시장내 경쟁상품을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행위를 했는가 하는 점도 조사되어야 한다. 또한 과연
연계판매행위나 제품 통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는가 역시 판
단 대상이다. 결국, 문제된 기술적 통합이 있다고 하여도 소비자들이 다른 경쟁
상품을 추가적 내지 병렬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 현실적으
로도 소비자들이 복수의 상품을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한다고 판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위의 심사과정을 통해서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도 상당한 소비자 이익증진을 통한 친경쟁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심
사해야 한다. 여기서 다시 상기해야 하는 것은 “ 부당성” 의 입증책임은 공정위나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일단 친
경쟁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가 소비자이익증진
효과를 능가한다는 입증이 없는 한, 결국 “ 공정거래저해성” 내지 “ 부당성” 은 인
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4)
34) 공정위의 심사지침(안)에는 끼워팔기로 인한 소비자후생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의 합리원칙이 이익형량
을 그 기본적 요소로 하여 순효용증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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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 최초의 끼워팔기에 관한 판결임
에도 불구하고 일본 판례보다 더 정확히 그 위법성 요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다만, 위 판결은 전통적인 계약에 기한 끼워팔기 사건에 관한 것이
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끼워팔기의 법리와 관련하여 가장 주
목을 끄는 제품의 기술적 통합에 관한 사건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기술적 통합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위법성 판단 요건에 관한 올바른 해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법원은 제품의 기술적 통합이 하이테크 산업의 새로운 추세
임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
러 중요한 사건을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정위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 법원은 아직까지 소위 합리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에 관하여 경쟁제한성과
친경쟁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없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전세계적 수렴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위와 같은 작업은 선진 경쟁법과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에게는 반드
시 요구되는 숙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은 앞으로 시행령 별표 1 상의 위
법성 요건을 기계적으로, 또는 일반 법률상식만을 가진 법률가의 경쟁법 관련 이
론적 근거가 결여된 문언 해석에 기하여 단순하게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경제의 지구촌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법원의
공정거래법 관련 판결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것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공통된 경제행위에 대한 법적 심판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그러한 판결에
대한 평석은 우리나라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계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에 의해
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심사지침 확정 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