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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電力産業과 公正去來法*

1)

權 五 乘**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119조 제1항). 그런데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

기 위해서는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

면 이러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기업내부에서 X-비효율성이 발생

하기 쉽고, 또 개별기업의 이윤추구행위가 반드시 사회적 후생의 증대로 연결되

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은 이러한 경쟁 질서를 확립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이나 경쟁법(competition law)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목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

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1)

시장경제를 경제 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는 독점규제법이 경제 

질서의 기본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시

장경제를 경제 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도 경제활동의 조정을 오로

지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 대하

여는 정부가 그 사업 활동에 깊이 간여하고 있다. 전력이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

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에너지산업의 경우에는 그 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가 그 사업의 운 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행

처럼 되어 왔다.2)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

서는 전력산업이 국민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화를 공급하는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4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아 작성되었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독점규제법은 1980년말에 제정되어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Peter Cameron, Competition in Energy Marke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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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公益事業으로 인정되어, 오랫동안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3)라

고 하는 공기업의 형태로 운 되어 왔다. 그리고 전기산업은 전통적으로 발전과 

송전 및 배전 등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지역별 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4) 정부가 

진입과 퇴출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하여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규제산업으로 

운 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력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기술개발로 인하여 

전력산업에도 구조개편, 즉 독점적인 구조를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나기 시작하 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전력산업에도 독점규제법이 적용되게 되

었다. 그러나 전력산업은 아직 규제산업에서 경쟁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제산업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독점규

제법과 공정거래관련법상의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전력시장에 있어

서 경쟁질서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전력산

업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Ⅱ), 독점규제법과 공정거래관련법의 개요를 

살펴보고(Ⅲ), 나아가 그동안 전력산업에 독점규제법과 공정거래관련법을 적용한 

사례들을 분석, 검토해 보기로 한다(Ⅳ).

Ⅱ. 전력산업의 특성

1. 전력산업의 특성

오늘날 모든 산업국가에서는 정부가 전력산업에 간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력산업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5)

3) 한국전력은 1961년 기존의 ‘朝鮮電業’, ‘京城電氣’와 ‘남선電氣’ 등 3개 회사가 하나의 
단일 기업으로 통합되면서 설립되었다.

4)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독점체제를 정당화하는 논거로는 ① 전력산업에 고유한 규모의 
경제가 단일기업에 의한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는 점과, ② 전기사업의 특성
상 유효한 경쟁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점, 즉 전력시장은 매 순간 수
요와 공급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전력거래를 가격만으로는 제대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급전센터가 가격기능의 결함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이승훈, “전력산업의 경쟁도입,” 경제논집 36(2), 
서울대 경제연구소, 1997, 171면 이하, 특히 1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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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력산업은 반드시 발전, 송전, 배전 및 공급이라고 하는 연속적인 단계

를 거쳐서 전개되는 활동을 포섭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송전과 배전은 하나의 

회사가 그 활동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장려하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전통적으로 전기공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특정한 지역에 대한 배타적인 공급권을 부여

받고 있다.

둘째로, 그 회사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그 사회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정부에 의하여 그 회사에게 공급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전력요금은 통상 정부에 의한 통제를 받으며 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셋째로, 전력산업은 한 나라의 국가경제 전체와 군사력을 위하여 매우 소중한 

전략적인 산업이다.

넷째로, 전력산업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복합성을 지니고 있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서, 그것이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또 그들의 작동에 기술적인 조정을 필

요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송전과 배전의 신뢰성을 매우 강조하는 규제의 틀을 

형성해 왔는데, 그 이유는 전력은 저장할 수 없으며, 하루 사이에도 수요가 급격

하게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러한 요구는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분야들 사이에는 이를 통합하는 수단이 존재

하기 때문에, 한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의 상태는 다른 산업분야에 향을 미치게 

된다. 전기는 가스, 석유, 석탄, 물 또는 우라늄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1차적

인 자연자원으로부터 도출되는 에너지의 2차적인 형태이다. 가스는 통상 석유와 

더불어 발견되지만, 전기와 가스는 서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시장에서는 

최종소비를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2.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1) 전통적인 패러다임6)

이러한 전력산업의 특징은 지난 수십 년간 모든 산업국가에서 지배적인 지위

를 차지하고 있던 정부와 전력산업의 관계에 대한 특수한 모델이나 패턴의 형성

에 기여하 다. 이러한 모델이나 패턴이 오랫동안 널리 인정되어 왔고 또 정부의 

정책에도 많은 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를 에너지 네트워크 규제에 대한 전통적

5) Peter Cameron, ibid., pp.5-19.
6) Ibid.,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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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산업에 있어서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동시적

인 네트워크에 대한 중앙통제를 포함하는 기술적인 조직의 한 모델에 기초를 두

고 있는 매우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조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에 기

초한 시스템들은 국민경제에 대한 전략적 자산이며 또 그들의 생산의 성격상 단

일기업이 시스템의 설비를 건설하고 송전망을 운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 시스템에서는 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 및 공적 서비스가 강조되

었다. 이러한 중앙통제와 수직적 통합이 연결된 독점의 모델은 아직 많은 OECD 

국가와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러 해 동안 기술적인 모델에 있어서는 중앙통제와 수

직적 통합에 기초한 전력시스템을 선호해 왔지만, 각 시스템은 계획, 의사결정 

및 경 의 다른 측면에 대하여는 고유한 구조를 개발해 왔다. 따라서 기술적인 

모습은 공통적이었지만 법적, 제도적인 조정은 지역의 역사, 정책 및 문화에 따

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 패러다임이 가지는 규제의 주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특허나 인가에 의하여 부여된,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작동하는 배타적인 권리

- 경쟁의 봉쇄

- 상세한 규제

- 수직적으로 통합된 작동

- 역사적 비용을 기초로 한 보상

- 엄격한 중앙통제와 연결된 높은 수준의 계획

이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최종 이용

자인 전력소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력소비자는 이 

과정에서 거의 아무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법적, 재정적인 조정은 정부에 

의하여 형성되고 감독되며, 기술적인 조정은 회사에 의하여 기획되고, 제조되며 

설치된다. 전력시스템은 그 시스템과 더불어 성장한 회사에 의하여 운 된다.

이러한 모든 참여자들의 활동은 대규모 발전소가 전력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그것을 전선을 통하여 그 지역의 모든 이용자에게 분배하되, 어떤 시점에서 총 

생산량이 총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는 단일한 기

본 관념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

제점은 이 시스템을 기획, 조정 및 운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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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또 그것이 실패한 경우에도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적절하거나 

나쁜 판단의 비용은 고스란히 고객과 때로는 세금납부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2)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와 전력산업의 기본적인 관계는 한 동안 급격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력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현상은 ‘오랫동안 편

안하게 지속되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실제로, 20세기 내내 

전 세계에서 전력시스템의 진보를 이끌어온 기본적인 전제들, 즉 거기에 참여하

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던 기본적인 전제가 갑

자기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그 기본

적인 규칙을 바꾸기 시작하 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규제’로부터 ‘경쟁을 

향한 규제’로 이전하는 운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운동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술적으로 집중된 모델에 기초

한 시스템의 제도적 형태가 개편될 수 있고, 또 다양한 공급자가 고객을 위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독점권이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정부와 에너지

산업의 관계에 대하여도 시장에 더 큰 신뢰를 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패러다임은 가능한 한 시장의 개방, 네트워크의 접근이 보장되는 분

산된 생산 및 비용이 아니라 시장가격에 기초한 보상을 격려하는 경쟁을 도입하

려고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속한 규제는 어떤 사업에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 진입을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려 하

지만, 그 사업이 자연독점인 경우에는 경쟁의 대체물로 기능할 수 있는 수단(예, 

송전 및 배전에 대한 조건의 공개)을 도입함으로써 경쟁시장에 대한 대체를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규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가능한 한 경쟁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분리

- 중앙계획적인 접근 대신에 경쟁적인 사업에 진입 및 투자의 자유

- 계약의 자유 및 가격의 경쟁적 형성

- 네트워크와 인프라에 대한 접근

- 독립적인 규제자에 의한 모델의 감독

- 정보기술의 사용에 대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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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에 대한 규제를 ‘경쟁을 향한 규제’로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

을 도입하는 구체적 방식은 각국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송전

망을 개방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왜냐하면, 발전사업자와 실수요자가 합의하

여 서로 거래하고자 할 때에 송전망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원인으로는 규제독점체제 하에서 누적된 

비효율성과 소비자, 특히 산업수용가들의 불만제기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

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7)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1998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민 화와 구조개편을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으

며, 이러한 경향이 전력산업에도 큰 향을 미치게 되어 발전부문을 독점적인 구

조로부터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개편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전력산업에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독점규제법을 비

롯한 공정거래관련법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 다.

Ⅲ. 공정거래법의 개요8)

1. 공정거래법의 개념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

다. 하나는 독점규제법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독점규제법 뿐만 아니라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가맹

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이라 한다)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총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

용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공정거래법이라는 용어를 후자의 의미로 사

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좁은 의미의 공정거래법

인 독점규제법을 지칭할 때에는 반드시 ‘독점규제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7) 이승훈,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효과적인 추진전략,” 에너지공학 8, 한국에너지공학
회, 49면 이하, 특히 50면 참조.

8) 공정거래법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권오승, “공정거래법의 개요와 쟁
점,” 自由競爭과 公正去來, 법문사, 2002, 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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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법률들만을 지칭할 때에는 ‘공정거래관련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공정거래법의 목적

넓은 의미의 공정거래법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공정하고 자유

로운 경쟁의 촉진이고, 둘은 경제력집중의 억제이며, 셋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

립이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공정거래법인 독점규제법은 모든 산업분야를 대상으

로 하여 위의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그 밖의 법률들은 

개별적인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궁극

적으로는 소비자의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9) 또는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1) 독점규제법의 목적

독점규제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

다.10)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경제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시장경제의 기능

을 저해하는 독점이나 과점, 기업결합이나 카르텔과 같은 경쟁제한적인 관행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이나 경쟁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다.11)

9) 독점규제법 제1조는 동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소비자의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이외에도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문리적으
로 해석하게 되면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도 동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은 시장
경제의 장점이지 독점규제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시장경제가 정상
적으로 기능하려면 시장에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시장에 경쟁이 유지되고 
있으면 기업들은 그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황적인․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1994, 65면 참조).

10) 독점규제법 제1조는 “이 법은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법의 목적을 직접적인 목적(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궁극적인 목적(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과 소비자보호 및 국민경제
의 균형있는 발전의 도모)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11) 이러한 법률의 명칭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EU에서는 경쟁법(Competition Law), 독일에서는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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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인 시장(competitive market)에서는 모든 재화가 생산비에 적정이윤을 보

탠 가격12)으로 팔리게 되고, 또 그 가격을 기꺼이 지급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구입할 수 있다. 어떠한 시장이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쟁적인 시장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시장이 거기에 참여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진 모든 

사업자들에게 개방되어야 하며(open market), 또 그 시장에 참여한 사업자들 간

에는 경쟁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free competition). 그리

고 사업자들 간의 경쟁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fair competition). 이를 경쟁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3

대 원칙이 모두 갖추어진 경쟁상태를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이라고 한다. 

그런데 완전경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

다.13) ① 모든 판매자가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동일

하다고 가정하면 고객이 어느 판매자로부터 구입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② 

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판매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 판매자가 생산량을 증감하거나 극단적으로 그 시장에서 사라지더라도 

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판매자들의 결정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모든 자원이 완전히 유동적이고 대체적이며, 모든 판매자는 필요한 투자에 동일

하게 접근할 수 있다. ④ 그 시장의 모든 참가자가 가격, 생산량 및 그 시장에 

관한 다른 정보를 잘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시장이 이러한 조건들을 더 잘 

충족하면 할수록 그 시장은 더 경쟁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완전경쟁은 하

나의 이론적 모델로서,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이

나 정책으로 이를 실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14) 따라서 각국의 

독점금지법 또는 경쟁법은 완전경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경

쟁(workable competition)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15) 독점규제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Wettbewerbsbeschränkungen), 일본에서는 사적독점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12) 여기서 생산비에 적정이윤을 보탠 가격이라 함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

용에다가 제조자와 판매자가 그 산업에서 투자를 유지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이윤만을 
보탠 가격을 말한다(Herbert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2nd Ed., West Publishing Co., 1999, p.3 참조).

13) H. Hovenkamp, op. cit., p.3.
14) F. Rittner,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5. Aufl., 1995, S. 147.
15) 권오승, 경제법(제5판), 법문사, 2005,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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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요소들, 즉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은 1986년 제1차 개정을 통하여 소수의 재벌에 의

한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의 억제

를 그 목적에 추가하게 되었다. 동법의 목적규정인 제1조에는 이러한 뜻이 명백

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동법의 내용이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부터 독점규제법은 재벌규제법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규제법의 목적에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추가한 것이 입법

론 상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

론으로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동법의 목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목적

공정거래관련법은 모두 공정한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동법 제1

조),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동법 제1

조), 표시․광고법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동법 제1조), 약관규제법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동법 제1

조),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그런데 전력산업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공정거래관

련법은 하도급법과 약관규제법 정도라고 생각된다.

3.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내용은 그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을 위한 규제와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규제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제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전력산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아서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상의 규제들 중에서 기업결합의 제한과 같은 시장구조의 변화를 초래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금지 등과 같은 

경쟁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주로 문제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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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하도급법상의 규제나 약관규제법상의 규제가 자주 문제되고 있다.

(1)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의 促進을 위한 규제

독점규제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저

해하는 독과점이나 기업결합,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 또는 제

한하고 있다.16)

(가) 규제의 내용

1) 독과점에 대한 규제

독점이나 과점에 대한 규제는 각 나라에 따라 그 태도가 한결같지 않다. 독과

점화 그 자체를 원인적으로 금지하는 나라(原因禁止主義)가 있는가 하면, 독과점

화 그 자체는 허용하면서 그로 인한 폐해만을 규제하는 나라(弊害規制主義)도 있

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독점규제법은 독점이나 과점

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그 지위를 남

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3조의2). 그런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

떠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

문에, 동법은 이러한 곤란을 줄이기 위하여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지

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법 제4조).17)

한편, 동법은 단순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독과점화가 고착되어 있는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시장으로 개편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조).

2) 기업결합의 제한

독점규제법은 사업자가 기업결합을 통하여 독과점을 형성 또는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

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

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

16) 독점규제법상의 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159면 이
하 참조.

17)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이상(다만 이 경우에는 10%미만인 자는 제외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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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법은 이러한 곤란을 줄이기 위하여 1996년 제5차 개정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18)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법 제7조 제4항). 그

러나 그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의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거나 도산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업결합은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법 

제7조 제2항).

한편 독점규제법은 누구든지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7조 제3항), 이 경우에는 그것이 경쟁에 미치는 

향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입법론 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독점규제법은 사업자들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계

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

을 제한하는 8가지 유형(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9조 제1항). 그런데 사업자들의 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는 경우에 어떤 사업자가 그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지, 혹은 단독으로 한 것인지를 구별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동법은 

이러한 곤란을 줄이기 위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사업자들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

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18) 기업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
다)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

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100 이상
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
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
결합일 것

   나. 당해 기업결합으로 5/10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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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 제19조 제5항). 그런데 이 추정규정에 대하여는 추정의 요건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공동행위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

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을 위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다(법 제19조 제2항).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독점규제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7가지 유형에 해

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

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3

조 제1항).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36

조 제1항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데, 모두 10개 유형에 걸쳐서 28개 세부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법 제23조 제2항, 법 제36조).

여기서 공정한 거래질서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거래(trade)’라는 개념은 ‘경쟁

(competition)’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이다. 왜냐하면 공정한 경쟁이란 경쟁자 상호

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 즉 경쟁의 수단이나 방법을 문제 삼는 것인데 반하여, 공정

한 거래는 경쟁자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

들의 관계나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와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관계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점규제법은 계열회사 상호간의 거래가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격을 띠

는 경우에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

당한 지원행위는 그 수단에 따라 상품․용역의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와 자금․

자산․인력의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1992년 7월부터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정하

여 상품․용역의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으나, 자금․자

산․인력의 지원행위는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직접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었다고 보고, 

1996년 12월에는 동법을 개정하여 자산․자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

산권 등 일체의 자산거래를 통한 지원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하 다.19) 그리고 1997년 7월에는 법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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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20)

5) 사업자단체 등

독점규제법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또는 불

공정거래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법 제26조). 그리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

으로 금지하고 있다(법 제29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최고가격유지행위 중에서 정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법 

제2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법 제29조 제2항).

한편, 동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의 체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

나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향이 경

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법 제32조).

6) 적용제외

독점규제법은 경제 질서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서, 그리고 

모든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산업분야나 사업

자의 행위에 따라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법 제58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법 제59조) 및 일정한 조합

의 행위(법 제60조)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나) 전력산업에 대한 적용

1) 공공사업자에 대한 적용

독점규제법이 전력산업을 비롯한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게 된 것은 

1987년 이후의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87년부터 공공사업자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동년 9월에는 한전을 비롯한 한국통신, 대한주택

19) 이것은 어떤 기업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키우려 하지 않고 다른 잘 나가는 기업으로
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서 생존해 나가는 관행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20) 공정거래위원회, 1998년판 공정거래백서, 147-148면 참조.



權 五 乘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1호 : 193～226206

공사, 한국도로공사, 포항종합제철 등 5개 공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실

태조사를 실시하여 5개 업체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1989년 

6-7월에는 한전 등 10개 공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공공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정부규제의 

개혁과 공기업의 민 화21)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정부는 1993년부터 제4차 공기

업 민 화계획22)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 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동년 7월에는 공공사업자(18개 품목, 24개 사업자)를 시장지배

적 사업자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그리고 1996년에는 3월에 공공사업자의 불공

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독점국에 독점관

리과를 신설하 으며, 4월에는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 다. 그리고 1998년에는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통한 동반부실화를 방지하며, 공공사업자의 핵

심역량을 주력사업부문에 집중토록 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23) 법위반 사례가 많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전, 한국통신 등 14개 공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자회사

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확인하고 자회사에 대한 과다

한 대가지급, 차별적 선급금 등을 적발하여 공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4개 

공기업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아울러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24)

2) 한전에 대한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 한전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이유로 3차례

21) 공기업 민 화는 직접적으로는 공기업 소유지배구조의 변경과 경쟁도입을 통하여 공
기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효
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 화과정에서는 관련시장을 경쟁적인 시
장구조로 전환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22) 공기업 민 화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공기업
의 민 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1995 참조.

2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1999년 판), 146면 참조.
24) 위의 책, 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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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1월에는 시정권고를 하 으

나,25) 5월과 9월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바 있다. 그리고 1999년 3월에는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10월에는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집약하여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

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운 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11월에는 한

전을 비롯한 한국통신, 국민은행, 주택은행, 포항제철 등 5개 공공사업자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여 5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림과 아울러 395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한전의 독점규제법 위반사례들은 주로 시장지배

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전이 그 지위를 남용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들, 예컨

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 등인데, 이

는 전력산업은 아직도 한전의 독점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의 전기공급규정 조항 중에서, ① 고객의 변동으로 인한 

명의변경 시 신 고객이 구 고객의 채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제12조, ② 요금납

부 지체 시 즉시 또는 1개월의 연체료 납부기간 후에 사전최고 없이 수급계약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4조, ③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아니한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내에서 피심인(한전)이 결정한 

기간에 대하여 3배의 위약금을 물도록 규정한 제46조, ④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요금의 5%의 연체료를 납부토록 규정한 제83조, ⑤ 수급계약 

폐지 후 동일 명의인이 전기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 기본 유지 보수비에 대하여 

6개월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공사비의 50%, 1년경과 후에는 공사비의 100%를 부

담하도록 규정한 제97조 등에 대하여, 한전이 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전기수요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독점규제법 제3조 제

5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동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조항들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26)

25) 공정위 1998. 1. 8, 시정권고 제98-23호, 9712독관1829.
26) 공정위 1995. 4. 4, 시정권고 제95-15호, 9504독점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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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는 대체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의 남용 또는 우

월적 지위의 남용 등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i) 거래거절

한전이 한일전기공업사(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와 활선2급단가 공사계약을 체

결하여 거래하던 중, 1종 전기공사업을 운 하던 신고인이 한일전기합자회사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공동대표사원의 1인으로 취임한 후 위 한일전기공업

사가 보유하고 있던 전기공사 1종 면허를 비롯하여 위 공사계약을 포함한 일체

의 전기공사업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한일전기합자회사에 양도하자, 한전은 

신고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 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연대보증인

인 삼흥전기합자회사에게 보증시공케 하고 신고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하 다. 이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이 양도하여 전환된 법인이 대표

자, 임직원, 공사이행능력 등의 면에서 종전의 개인사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

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으므로, 한

전은 한일전기합자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계속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공사자를 보증시공자로 교체하고 신고인에

게 거래중단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한 행위로서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위배된

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다.27)

그리고 같은 사안에서 한전은 ‘지역별 공량단가 계약지침’에 한전이 실시하고 

있는 활선단가계약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한전발주 활선공사 시공실적 보유업

체 또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활선작업원 교육을 4명 이상 이수한 업체’로 제한하

고, 진경전설(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한전에게 ‘활선인원이 5-6명인 다른 업

체에서 각사 대표에게 양해를 구하여 1-2명씩 확보하여 4명을 보유하면 한전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자, ‘다른 업체의 활선자격 인원을 

확보하 다 하더라도 동업체를 활선작업원 교육원 교육을 이수한 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활선단가 계약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함으로

써, 한전으로부터 활선작업원 교육을 4명 이상 이수한 업체는 아니지만 다른 업

체로부터 활선작업원 교육을 이수한 자격자 4명 이상을 보유하여 한전이 실시하

27) 공정위 1996. 1. 23. 의결 제96-5호, 9512경촉12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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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신고인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위 지침에 근거하여 자기부담으로 

교육시킨 활선작업원수만을 기준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참여 

가능업체의 자격기준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한전의 이러한 행위는 활

선작업원 교육을 받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선작업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하게 된다고 보고, 활선작업원 4명을 직접 교육시

키지는 않았으나 다른 업체에서 교육을 이수한 작업원 4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

는 업체가 한전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결격사

유가 없는 한 참가입찰자격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신고인에 대하여 위 지침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위배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다.28)

한편, 한전은 배전공사 중 활선공법에 의한 ‘지역별공량단가계약’ 공사의 발주

와 관련하여 입찰참여대상 전기공사업체들에 대해 계약 시 갖추어야 할 조건으

로 한전 또는 한전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활선공법 교육을 이수한 일정 수(4-5

명)의 활선원을 확보토록 요구하면서, 활선전기원 교육대상자를 한전이 정한 기

준에 의거 전기공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배정함으로써 활성교육의 이수를 희망하

는 일반 배전공들과 전기공사업체 소속 배전공들에게 피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전활선공사시장에서 활선전기원의 

확보를 통해 한전과의 거래를 개시하고자 하는 다수의 전기공사업체들에 대해 

사실상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29)

ii) 차별적 취급

한전은 조가선(배전전주 사이에 통신선을 설치하기 위해 연결한 지지선)을 상

단과 하단으로 구분하고, 상단조가선은 자신의 계열회사인 (주)파워콤이 설치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하단조가선은 (주)파워콤을 제외한 다른 통신사업자

가 설치하여 3개 사업자에 한하여 선착순 신청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전은 상․하단조가선에 각각 6개 통신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파워

28) 공정위 1996. 1. 23, 의결 제96-5호, 9512경촉1204, 1205.
29) 공정위 1997. 12. 23, 시정권고 제97-342호, 9706독관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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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상단조가선에는 전력통신용, CATV용, 회선임대용 등 

용도별로 각각 2선 이내로 통신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워콤 이외 사

업자가 사용하는 하단조가선에는 각 사업자별로 2선 이내의 통신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가 자체 통신선의 설치

를 위해 한전의 배전설비를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여건에서 한전이 조가선을 

상․하단으로 구분하여 계열회사인 (주)파워콤에 대해서는 상단조가선을 독점적

으로 사용하게 하고 하단조가선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선착신청순으로 사용하

게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거래조

건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다.30)

그리고 같은 사안에서 한전은 통신사업자가 한전에게 배전설비 사용을 신청하

는 경우에, 우선 (주)파워콤의 통신망 사용 여부를 (주)파워콤과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하도록 하면서 (주)파워콤과 신청사업자간에 (주)파워콤 통신망의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전설비의 사용승인을 허용

하지 않고, (주)파워콤의 기술통신케이블의 용량이 현격하게 부족하여 공동사용이 

어렵거나 기술적으로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기술적인 검토를 

한 후 배전설비의 사용가능 여부를 승인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주)파워콤에 대

해서는 다른 사업자와 통신망의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하도

록 하지 않고 배전설비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은 통신사업자가 배전설비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통신사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함에도 (주)파워콤을 제외한 다른 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주)파워콤의 통신망 사용여부를 (주)파워콤과 사전에 협의하도

록 하는 것은 계열회사인 (주)파워콤에 비해 다른 통신사업자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차별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다.31)

한편, 같은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업자는 통신선을 통해 이용자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통신선의 보유여부는 타사업자와의 경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른바 필수설비)라는 점에서 한전이 계열회사인 (주)파워콤에게 유리한 조

건으로 통신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른 사업자는 불리하게 되어 시장에

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 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자체 통신선을 

구축할 것인지 또는 다른 사업자의 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할지 여부는 수익성 및 

30) 공정위 2001. 3. 31, 의결 제2001-042호, 2001독점0266.
31) 공정위 2001. 3. 31, 의결 제2001-042호, 2001독점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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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주)

파워콤의 통신망 사용여부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통신사

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고 판단하

다.32)

또한 한전은 자신의 전송망을 사용하고 있는 11개 프로그램 공급업자(P/P) 중 

계열회사인 YTN을 제외한 10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송망 사용료 연체 시 가산

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계열회사인 YTN에 대하여는 전송망 사용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동 계열회

사를 다른 프로그램 공급자에 비해 거래조건에 있어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취급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33)

iii) 거래상 지위의 남용

한전이 공사발주 또는 물품구매를 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를 증액조정해 주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물품의 보관책임을 

부담시키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조항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

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명한 바 있다.34)

그리고 한전이 전기공사업체들과 “지역별공량단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함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을 설정하여 운 해 오고 있었는데, 동 조건 제17조에

서는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 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상대방인 전

기공사업체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수한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상

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명한 바 있다.35) 한편, 한전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사의 설계 잘못과 시공업체의 시

공 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 음에도 불구하고 감전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액 전액을 시공자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 자사 측의 사유로 

32) 공정위 2001. 3. 31, 의결 제2001-042호, 2001독점0266.
33) 공정위 1998. 5. 9, 의결 제98-70호, 9803독관0329.
34) 공정위 1995. 8. 1, 의결 제95-167호, 9507조2삼601.
35) 공정위 1996. 8. 13, 의결 제96-166호 9604독관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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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공급하지 못한 자재를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중에서 구입하여 시공하도록 

하면서 구입단가를 실제 시중가격이 아니라 자사가 다량구매나 경쟁 입찰 시에 

적용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줌으로써 시공업체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 납

품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회계예규상의 지체상금 부과기준보다 납품계약자에게 더 불리한 부과기준을 정

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한 행위 또는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해제

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독

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시정조치를 명

한 바 있다.36)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공사발주 또는 물품구매를 함에 있어서, 일정

한 하자보증기간을 정하고서도 하자가 발생하면 새로이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하

거나, 거래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가산정 또는 원가산정상

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환수하는 행위와 동 행위에 대한 거래상대

방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또는 자기가 구매한 가격이 타 기관의 동 

품종 구매가격에 비하여 고가로 밝혀질 경우 고가해당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있

으며,37) 그 밖에 한전의 계약 해지시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제한하고 

사전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기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

한 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대

하여도, 독점규제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있다.38)

그리고 피심인 한전이 계열회사인 YTN의 광고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자신

과의 계약금액이 큰 67개 납품업체 등에 대하여 업체별로 계약금액에 연동한 연

간 YTN 광고목표액을 책정한 후, 주관부서를 업체별 담당자로 지정하여 동 납

품업체 등에 대해 목표액에 상응한 액수의 YTN 광고게재를 적극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납품업체 등에 대하여 거래상 불

이익을 줄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행위는 광고게재

36) 공정위 1998. 9. 9, 의결 제98-212호 9805독관0765.
37) 공정위 1988. 2. 3, 의결 제88-19호.
38) 공정위 1989. 11. 22, 의결 제89-72호, 1993. 12. 8, 시정권고 제93-34호, 1995. 8. 1, 

의결 제95-167호, 1998. 1. 8, 시정권고 제98-23호, 1998. 9. 9, 의결 제98-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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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없는 납품업체 등으로 하여금 계열회사인 YTN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사

실상 강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명한 바 있다.39)

(다) 부당한 지원행위

한전은 그 규모가 크고 사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업 활동을 위해 나가

는 과정에서 여러 회사들과 거래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들 중에는 자회사와 관계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 활동의 전개과정에서 자회사나 관

계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지원을 받는 회사와 그렇지 

않는 회사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나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

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기한 부당한 지

원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한전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규제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전이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주)에 대한 용역비를 비자회사에 비하여 현저하

게 유리하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

을 제공한 행위와 연돌구조물 보강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자회사인 한국전력기

술(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와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계약하는 과정에서 비

자회사와의 계약에 비해 높은 대가로 발주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신문 공표를 명하는 동시에 과징금

을 부과한 바 있다.40)

그리고 한전이 자회사인 한전기공(주)에 원자력발전소 경상 정비공사를 도급하

면서 간접노무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한전기공(주)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신문 공표를 명하는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

한 바 있고,41) 또 한전이 관계회사인 (주)파워콤에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광코어와 배선전주를 현저히 저가로 임대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신문 공표를 명하는 동시에 과징금

을 부과한 바 있다.42)

39) 공정위 1998. 5. 9, 의결 제98-70호, 9803독관0329.
40) 공정위 1999. 5. 27, 의결 제99-77호, 9904조기0491.
41) 공정위 2001. 2. 20, 의결 제2001-20호, 2001조이0099.
42) 공정위 2004. 1. 19, 의결 제2004-007호, 2003조기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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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公正한 去來秩序의 確立

현행법상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제 중에서 특히 전력산업에서 문

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는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이외에 하도급

법과 약관규제법 등에 의한 규제를 들 수 있다.

(가) 하도급법 상의 규제

하도급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열악한 지위로 인하여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정해진 기일에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감액 당하는 등 여러 가

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거절의 위험 등과 같은 사유로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입법자는 경제적인 약자인 수급사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전기공사업법, 건설업법, 

및 전기통신공사업법 등과 같은 개별사업법을 통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제해 오다가,43) 1982년에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하도급거래상의불공정거래

행위지정고시’(경제기획원고시 제59호)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전 산업분야에 

걸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게 되었다.44) 그러나 이 고시를 시

행한 이후 하도급관련사건의 수가 대폭 증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

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시체계로 운용하는 것보

다 독립된 법률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1984년 말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45) 그리고 

1987년에는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

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공정하

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공정화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46) 그

런데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

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사업자

와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43) 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 10년, 1991. 4, 179면 참조.
44) 1982년 12월 당시 독점규제법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던 경제기획원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를 경제기획원고시 제59호로 고시하여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4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창달의 발자취, 2001, 483면 참조.
46) 위의 책, 4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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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1) 현행법상 규제의 내용

가) 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i) 서면의 교부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법 3조). 그

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법 제3조의2).

ii) 선급금의 지급 등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

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그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6조).

그리고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경우에는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법 제7조).

iii)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

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

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

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

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법 제13조 제1

항). 그리고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

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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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법 제13조 제2항).

한편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

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

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하며, 이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

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3조 제3항, 제4항). 그리

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

음을 교부하여서는 안 되며,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날로부터 만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한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5항, 제6항).

나) 발주자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14조).

한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

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협

조해서는 안 된다(법 제21조).

다) 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

i)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

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

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함)

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법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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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법 제5조).

iii)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해서는 안 되며,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

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법 제8조).

iv) 부당반품 또는 감액 등의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

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품하거나(법 제10조) 위탁 시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11조). 그리고 원사업자가 수

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목적

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법 제12조).

v)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며(법 제17조),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 에 간섭하여서도 안 되고(법 제18조), 법위반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수급사

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

도 안 되며(법 제19조),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20조).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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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법 제4조 내지 제20조)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법 제25조 제1항), 동법에 규정된 준수의무 또는 금지를 위반한 

발주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법 제25조의3).

2) 전력산업에 대한 적용

그동안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중소기업과 건설

업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건설협회는 하도급법을 제정하기 전

부터 하도급거래공정화협의회를 설치하여 스스로 분쟁사건을 조정해 왔다. 그런

데 하도급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24조), 전력산업에 대하여는 1985년 5월부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설립되어 건설위탁 중 전기공사의 위

탁과 관련된 하도급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시행령 7조).47)

(나)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약관규제법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의 작성, 통용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약관의 편입, 해석 및 효력

에 관하여 통제하고 있다.48)

1) 현행법상 규제의 내용49)

가) 약관의 편입통제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본질을 契約의 草案으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약관은 그것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에 편입되었을 때에 비로소 계약의 

내용이 된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을 명시 또는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

47) 위의 책, 491면 참조.
48) 약관규제법은 1986년 말에 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49) 약관규제법상의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527면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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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법 3조). 그리고 약관에서 정

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법 4조).

나) 약관의 해석통제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게 되면, 그것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약관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해석방법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관은 일반계약과는 달리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의 소

산이 아니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을 고객이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 관하여는 몇 가지 특수한 원칙이 적용된다.

우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법 제5조 제1항). 그리

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법 

제5조 제2항),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제한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 약관의 효력통제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게 되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일반 법률행위

와 마찬가지로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

효가 된다. 그런데 약관규제법은 약관이 양 당사자의 합의의 소산이 아니라 사업

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에 고객에게는 매우 불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약관은 그것이 비록 강행법

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경우에는 무효이다(법 제6조 제1항). 이것은 약관을 

작성하는 사업자에게 약관을 작성할 때에 자기의 이익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

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까지 고려하여 공정한 약관을 작성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의성

실의 원칙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애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은 이러한 곤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① 고객에 대

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또는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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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本質的인 權利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법 제

6조 제2항). 그리고 제7조 이하에서 면책조항,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의 해제․해

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無效事由를 열거하고 있다(법 제7조 내지 제14조).

라)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행정적 통제

약관규제법은 민사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동 법에 위

반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대방이 법원에 

그 약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약관조항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약관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통제는 그 약관조

항이 구체적인 계약에 편입된 경우에 사후적으로만 할 수 있는데다가 그 효력이 

당해 사건에만 미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은 불공정한 약

관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약관조

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선언한 뒤에(법 제17조), 공정거래위원

회로 하여금 여기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

도록 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1항, 제2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시

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동종 사업을 위하는 다른 사

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법 제17조의2 제3항). 그러나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 당해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

으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1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법 제32조).

2) 전력산업에 대한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관의 공정화를 실현하기 위

하여 2000년 7-8월에 공공부문의 불공정한 거래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전력산업의 경우에는, 한전이 제정하여 고객과 전기공급계약시

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공급약관은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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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므로, 약관규제법 제18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약관에 불공정한 조

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규제

할 수도 있고, 독점규제법에 의하여 규제할 수도 있다.

가) 약관규제법에 의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전의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을 적용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전기공급규정 제51조(손해배상의 면책) 제3호는 

동 제49조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

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고객과 체결하는 전기수급계약에 부득이 전

기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는 있지만, 사업

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설비고장이나 수리변경공사 등으로 인한 중지 또는 사용

제한의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의 손해배

상책임을 면책하는 것으로서 약관법 제7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

다고 판단하 다.50)

그리고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8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법령에 전선로의 설

치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가공전선로의 시설이 가능한 지역에서 지중전

선로의 시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자가 그 차액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동 약관의 부속 약관인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제67조 제1항 제1호 중 다목

(1)의 단서는 “다만, 전기간선시설을 가공으로 설치함이 타당함에도 사업주체, 입

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지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지중으

로 설치하는데 따른 추가공사비(지중설치시와 가공설치시의 차액)는 요청자가 부

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주체가 간

선시설의 설치방법을 임의로 결정하여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

인에 따라 지중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전도 추가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을 전액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행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다.51) 또 동 시행세칙 제67조 제1항 제1호 중 나목(2)는 “전

50) 공정위 1995. 12. 5, 의결 제95-293호, 9511약관1007.
51) 공정위 2001. 5. 10, 의결 제2001-078호, 9908약제1124, 9910약제1420.



權 五 乘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1호 : 193～226222

기간선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전기간선시설(지중설치) 

및 단지 내 배전시설설치비용이 입금된 후에 단지 내 배전시설과 동시에 시공함

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나목 (2)는 “단지 내 배전시설의 설

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설치비용이 입금된 후 전기기간시설과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일

반적인 도급계약서에서 보수의 지급시기가 후급이 원칙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판단하 다.52)

한편, 한전이 사용하는 변압기설비공동이용에따른전력수급약정 중 제10조는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며, 전기공급약

관의 해석은 당사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 다.53)

나)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전의 약관조항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을 적용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의 전기공급규정 조항 중

에서, ① 고객의 변동으로 인한 명의 변경 시 신 고객이 구 고객의 채무를 승계

하도록 규정한 제12조, ② 요금납부 지체 시 즉시 또는 1개월의 연체료 납부기

간 후에 사전최고 없이 수급계약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4조, ③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아니한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아니하고 6개

월 이내에서 피심인(한전)이 결정한 기간에 대하여 3배의 위약금을 물도록 규정

한 제46조, ④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요금의 5%의 연체료를 납

부토록 규정한 제83조, ⑤ 수급계약 폐지 후 동일 명의인이 전기를 다시 사용하

는 경우 기본 유지 보수비에 대하여 6개월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공사비의 50%, 

1년경과 후에는 공사비의 100%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제97조에 대하여, 이를 시

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전기수요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

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54)

52) 공정위 2001. 5. 10, 의결 제2001-078호, 9908약제1124, 9910약제1420.
53) 공정위 2001. 11. 22, 시정권고 제2001-071호, 2001약제2607.
54) 공정위 1995. 4. 4, 시정권고 제95-15호, 9504독점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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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각 계약자와의 계약 체결 시에 사용한 약관

들 중에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① 계약 체결 후 한전의 계약금액 결정의 착

오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9조, ② 검수 완료 후 수송 

또는 보관중인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손실 또는 망실의 책임을 계약자에게 

부담토록 한 제13조 제8항과,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자의 피

해에 대해 한전의 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배

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울산ㆍ 남

화력 회이송설비개조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6항 및 제7항, 계약서상의 어

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한전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울산ㆍ 남화력 회이송설

비개조공사”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3호 및 제4호, 지하매설물 등으로 공사의 지

연이 초래되더라도 공기의 연장이나 추가 공사비의 지급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울산ㆍ 남화력 회이송설비개조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호, 공사의 적기

준공을 위한 시간외 근무와 교대 근무 시 독관작업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울산ㆍ 남화력 회이송설비개조공사” 설치공사분야 계약일반조건 제6조 제2호는 

한전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서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

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 다.55)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전기수용가와 체결하는 공사비부담계약서 제6

조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공사의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

단하 으며,56) 또 계약서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한전에 따르도록 규정한 발전용 

무연탄매매(수급) 계약서 제21조, 계약조항이 이견이 있는 경우 한전의 해석에 

따르도록 규정한 발전용유연탄장기해상운송계약서 제28조, 한전의 계약해지 시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계약조항의 해석

을 일방적으로 한전에 따르도록 한 삼천포화력발전소용수입유연탄항만하역계약서 

제25 및 제26조 등에 대하여, 자기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서 독점규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 다.57)

55) 공정위 1998. 1. 8, 시정권고 제98-23호, 9712독관1829.
56) 공정위 1995. 8. 1, 의결 제95-167호, 9507조2삼601.
57) 공정위 1993. 12. 8, 시정권고 제93-34호, 9312독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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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는 말

1990년대 후반부터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민 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력산업에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기 시작하 으며, 그 결과 전력산업에도 독점

규제법을 비롯한 공정거래관련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력산

업은 아직도 규제산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도 독과점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에는 산업법상의 규제와 공정거래

법상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는 주로 시장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한전의 지위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약관 

등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전력산업의 구조를 조속히 경쟁적인 구조로 개편하

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력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거래관행들 

중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나 불공정한 약관 등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속히 시정해 나감으로써, 전력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

진하는 동시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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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ir Trade Law in the Electricity Industry

Ohseung Kwon*

58)

In every industrialized country it has been normal practice for governments to 

involve themselves in the energy business, and especially in the activities of the 

electricity industry. In Korea the government has not only engaged in the 

electricity industry, but also regulated the industry since 1960. Although the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restructure and deregulate the electricity industry 

since 1980, the industry is still owned by public enterprises and remains as 

regulated industry. The electricity industry is still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and transforming from regulated industry to competitive one.

On the other hands, Korea enacted the fair trade laws such a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1981 and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in 

1986 and Adhesion Contract Regulation Act in 1987 to ensure free competition 

and fair trade in the markets. However, the fair trade laws have been not 

applied to the electricity industry until 1986. Fair Trade Commission began to 

apply the laws to the electricity industry, after the government encouraged to 

restructure public enterprises and deregulate electricity industry in 1990.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various cases which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fair trade laws to the activities 

of electricity industry. For this purpose the paper started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icity industry and then explained briefly the outlines of 

fair trade laws. This paper recognized that most of decisions and judgements of 

the Commission and the Supreme Court are focused on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unfair conditions of contract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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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 of electric power.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of electricity industry, this paper recommends very strongly to promote the 

restructuring of public enterprises and deregulation in electricity industry on the 

one hands, and to prohibit more thoroughly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unfair trade practices and unfair conditions of contract on the other 

ha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