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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국제적 법질서와 국내법〉

東亞細亞 共同市場의 形成과 競爭法의 課題* **

1)

權 五 乘***

Ⅰ. 머리말

세계의 경제는 한편으로는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경 없는 로벌화를 지

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륙별로 경제협력체를 구성하는 지역별 블록화의 경

향을 띠고 있다. 그런데 세계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East 

Asia)에서는 아직 이러한 블록화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1) 그러나 최근 동

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변화, 특히 역내 교역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 지역에서도 멀지 않은 장래에 EU, NAFTA 등과 같은 블록화 현상이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법학자들도 이러한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동아시아란 아시아대륙의 동쪽 부분을 가리키는데, 지역적으로는 다시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으로 구성되는 동북아시아(North East Asia)와 필리핀,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구성

되는 동남아시아(South East Asia)로 구분된다. 그런데 동아시아는 인종적, 문화

적으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조건이나 정치적인 상황 및 경제발전

의 정도가 매우 다양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동아시아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이 논문은 2004년 9월 20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제5회 법철학심포지엄에서 발표
되었던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박정동․안종석,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2,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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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경제체제의 관점에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나라들

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화 내지 경제 발전의 정도

에 있어서는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

리고 이들 양자는 서로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산

업화에 성공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어 어느 정도 정착된 

나라들인 데 반하여,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대체로 시장경제 체제가 아직 도입되

지 않았거나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나라들이기 때

문이다.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한국 등은 전자에 속하는 반면에, 필리핀, 인도네

시아,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후자에 속하는 나라들 중에는 세계 제2차 대전이후 지난 50여 년간 줄곧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나라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1990년대 이후에 계

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체제를 전환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2)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과 그 성숙도 그리

고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가까운 장래에 하나

의 공동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동아시아에서 공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또 그것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세계의 정치

는 미국을 중심으로 개편되어 가고, 또 세계의 경제는 북미 대륙과 유럽을 중심

으로 점차 블록화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끼리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 체제전환과 개혁․개방을 통하여 고도성장을 거듭함

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권이 세계 3대경제권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필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

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들이 있는가 하면, 공동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이 에서는 먼저, 

동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

2) 이러한 나라들 중에는 아직 전통적인 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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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야 할 과제들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II), 나아가 공동시장이 정

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적 과제 중에서 특히 경쟁법적 과

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III).

Ⅱ. 동아시아 공동시장의 형성을 위한 사전 준비

1. 선결과제

동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이 지역에 속해 있는 체제전환국들이 하루 속히 체제전

환에 성공하여 시장경제체제에 제대로 편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동시장은 

시장경제체제에 속한 나라들이 국경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장벽을 넘어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들이나 아직 시장경제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

로 동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시장을 형성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먼저 이 지역

에 속해 있는 나라들 중에서 아직 체제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하루 속히 체제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동아시아인들이 서로 믿고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먼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교류와 협

력은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문화적,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솔

직히 인정하고 이를 정중히 사과하는 용기와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겠

다고 각오를 표시함으로써 상호간의 불신을 제거해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태도나 최근에 물의를 빚고 있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과 같은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지역은 국제정치적으로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은 곳이다. 현재 이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의 핵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가 공동시장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하며, 또 북

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이웃나라들과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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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장차 동아시아에서 형성될 공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단계적 접근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벅찬 

과제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실현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장기적인 목표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과제와 단

기적인 과제를 나누어서, 단기적인 과제에서부터 출발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주도

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의 교류와 협력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의 교류

와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하게 수립될 수 있지만,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리드하고 있는 동북아 3국3)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우선 동북아 3국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면서, 동남아에 대하여는 그들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을 돕고 나아가 그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제한하는 각종 요인들, 예컨대 제

도적인 장벽이나 사실적인 장애요소들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각국의 법제에 대한 조

사, 연구를 통하여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교류와 협력을 저해하는 법

적, 제도적인 요인들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법제에 대한 깊이 있는 비교 연구와 법률가들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각국의 법제

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은 이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차이점들은 이를 

제거 내지 극복해 나감으로써, 각국의 법제를 점차 수렴 내지 동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우

선 가능한 나라들, 예컨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과 중국부터 시작하여 그 범

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가 장차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차원의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3) 2003년 현재 동북아(한국, 일본, 중국 기준)는 전 세계 GDP의 17.5%, 인구의 23.4%, 
교역량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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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유럽공동체의 형성과정에서 법률가나 법학자들

이 어떠한 노력을 경주했는지에 대하여 더욱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Ⅲ. 공동시장의 형성을 위한 경쟁법의 과제

1. 공동시장의 형성을 위한 법적 과제

무릇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장이 형성되

어야 하며, 그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어떤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그 시장에 참

여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이 공

개되어야 하며(open market), 둘째로, 그 시장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

들 간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free competition). 셋째로, 사업

자들 간의 경쟁은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fair 

competition).

그런데 실제의 시장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요소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정착된 나라에서는 정부

가 이러한 경쟁을 유지,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요인들, 즉 법적, 제도적

인 요인과 사실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법적, 제

도적인 요인은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규제를 의미하며, 사실적인 요인은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구조나 거래행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 국에서는 시장경제가 정상

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정부규제를 완화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독과점이나 기업결합 또는 카르텔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인 거래의 경우에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도 역시 국가에 의한 법적, 제도적인 요인들과 사업자에 의한 

사실적인 요인들이 있다. 전자는 주로 국가 및 공공단체에 의한 경쟁제한, 관세

부과, 수량제한 및 국가보조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통상법적 

과제에 해당된다. 반면 후자는 주로 독과점이나 기업결합 또는 카르텔 등의 모습

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독점금지법 또는 경쟁법의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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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법의 과제

사업자들 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을 우리는 경쟁법(Competition Law) 또는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이라고 부른

다.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은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형

성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요소들을 규제하는 법이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이를 시장경제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경쟁법이라는 용어는 통상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독점금지법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경쟁(unfair 

competition)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나라

에 따라서는 이들 양자를 서로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하나

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독점이나 기업결합 또는 카르텔 등과 같이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가리킬 때에는 이를 독점금지법, 독점

규제법 또는 반독점법이라고 부르고, 경쟁법이라는 용어는 오로지 불공정경쟁방

지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가리키는 의미로만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차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동아시아 공동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서 활동하게 될 사

업자들 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인 요인들과 사실

적인 요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 중에는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경쟁제한적인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제를 정비해 나가면

서,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체제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각 개별국가의 독점금지법

(가) 독점금지법의 제정

독점금지법에 관해서는 미국이 원조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오랜 역사

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한국과 대만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일본은 1947년 4

월에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이하 “일본법”이라고 약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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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제정하여 동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1980년 12월에 ‘독

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한국법”이라고 약칭한다)을 제정하여 198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만은 1991년 2월에 공정거래법(Fair Trade Law, 이

하 “대만법”이라고 약칭한다)을 제정하여 199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밖의 나라들은 대체로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에 들어와서 독점금지

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아직 그러한 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태국은 

1999년에 경쟁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1999년에 ‘독점적행위와불공정경쟁의금지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4) 한편 중국은 1993년 9월에 ‘불공정경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반독점법에 관해서는 1994년 5월부터 반독점법 초안위원회를 

설치하여 2001년 10월에 그 초안을 완성하 으나 아직 이 법률안이 전국인민회

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곤

란한 상태이다.5)

(나) 독점금지법의 주요내용

독점금지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 또는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

하는 시장구조나 거래행태, 즉 독과점이나 기업결합,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독점금

지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제기관 및 규제절차 등

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독점금지법에 관

하여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 정도이기 때

문에, 여기서는 이들 3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독과점에 대한 규제

시장이 독점 또는 과점인 상태에서는 경쟁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

에, 각국의 독점금지법은 독점이나 과점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규제하는 

방법이나 태도에는 나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를 원인적으로 금지하는 

4)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Indonesia and Japan, March 2001.

5) Wang Xiaoye, “The Prospect of the Antimonopoly Legislation in China,” 自由競爭과 
公正去來(권오승 편), 법문사, 80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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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있는가 하면(원인금지주의), 반대로 그 폐해만을 규제하는 나라도 있다(폐

해규제주의). 일본은 전자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반면에 한국과 대만은 후자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일본법은 사업자의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3조). 여기서 사적 독점이

라 함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결합 혹은 통모 기타 어떠한 방

법으로 하든지 간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배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에 의하

여,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

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항). 그리고 독점적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업의 일부양도 기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경

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8조의 4). 

여기서 독점적 상태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2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4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법 제2조 제7항).

그러나 한국법과 대만법은 독점이나 과점적 상태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한국법 제3조의2, 대만법 

제10조). 한국법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

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

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7호). 그런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법은 이러

한 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

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법 제4조).6) 한편 대만법에서는 독점적 사업자를 경쟁

에 직면하고 있지 않거나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7)

그리고 한국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독과

6)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다만 이 경우에는 10%미만인 자는 제외함)인 경우.

7) 관련시장에 있어서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2분의 1미만이거나 2사업자의 시장점유
율의 합계가 3분의 2미만인 경우 또는 3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4분의 3미만
인 경우에는 독점적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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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가 고착되어 있는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개편하기가 어렵다고 보

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시장

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2) 기업결합의 제한

기업결합은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

문에, 독점금지법은 이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결합의 제한에 관해

서는 일본법과 한국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법은 기업

결합의 유형으로 주식취득(법 제10조), 임원겸임(법 제13조), 합병(법 제15조) 및 

업양수(법 제16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법은 거기에 새로운 회사

에의 참여를 추가하고 있는 정도이다(법 제7조 제1항). 그리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법은 일정한 요건8)을 갖춘 경우에 대하여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법 제7조 제4항).

그러나 대만법은 기업결합의 결과, 그 기업이 3분의 1의 시장점유율을 취득하

게 되는 경우, 또는 그 기업결합에 참여한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4

분의 1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중앙경쟁당국에 의하여 공적으로 선언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하게 하고 있으며,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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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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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 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 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 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100 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
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
업결합일 것

나. 당해 기업결합으로 5/10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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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한 후 30일 이내에는 그 기업결합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1조). 그러나 중앙경쟁당국은 그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전체 경제적

인 이익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능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사업자들은 그들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카르텔을 하는 경우가 자

주 있다. 따라서 독점금지법은 이러한 카르텔을 막기 위하여, 사업자가 계약․협

정․결의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

다.

우선, 일본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제한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3조). 여기서 

부당한 거래제한이라 함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하든지 

간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가를 결정, 유지 혹은 인상하거나 또는 수량, 기

술, 제품, 설비 혹은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상호간에 그 사업 활동을 구속

하거나 수행하는 것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

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6항).

그리고 한국법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

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거래조건이나 거래의 지역 또

는 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9조 제

1항). 그런데 2이상의 사업자가 외형상 일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

위가 공동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단독으로 결정한 행위가 우연히 일치한 것인지

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국법은 이러한 곤란을 줄이기 위하여 2 이

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동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사업자들 간에 그러

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법 제19조 제5항).

한편, 대만법은 사업자들 간의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그 공동행

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또 그것이 전체 경제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중앙경쟁당국이 이를 예외적으로 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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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격의 인하, 품질의 개선 또는 효율성 증대를 위한 상품의 특성이나 모델

의 통일

② 기술발전, 품질개선, 가격인하 또는 효율성 증대를 위한 상품 또는 시장에 

대한 공동의 연구와 개발

③ 합리적인 운 을 위한 세분화와 전문화의 실현

④ 수출의 안정과 촉진을 위하여 오로지 외국 시장에서의 경쟁에 관련된 합의

⑤ 거래를 강화하기 위한 외국상품의 수입에 관한 공동행위

⑥ 경제적인 침체기에 상품의 시장가격이 평균적인 생산비용보다 낮아서 특정

한 산업분야의 사업자들이 그들의 기업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거나 혹은 과

잉생산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요의 충족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과 

판매 및 설비의 양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제한하는 공동행위

⑦ 기능적인 효율성을 증진하거나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

동행위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거나 불

공정한 거래조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따라서 독점금지법은 불공정한 

경쟁방법이나 거래조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

기서 ‘거래(trade)’라는 개념은 ‘경쟁(competition)’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한 거래는 공정한 경쟁보다 넓은 의미이다. 왜냐하면 

공정한 경쟁이란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경쟁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쟁의 수단이나 방

법이 문제되는데 반하여, 공정한 거래는 경쟁자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

적인 거래관계에 놓여 있는 사업자들 상호간의 관계나 사업자와 소비자가 체결

하는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요건과 규제절차는 나라에 따라 상당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일본법은 사업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뒤에(법 제19조),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9) 그리고 한국법은 사업자가 공정한 거

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9) 1982년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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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뒤에(법 제2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불

공정거래행위가 10개 유형에 걸쳐서 28개 세부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법 제23

조 제2항, 시행령 제36조). 한편, 대만법은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

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거절, 차별행위, 거래강제 등과 같은 행위(법 제19조)와 

거래상대방을 기만하거나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20조).

여기서 특별히 유의할 점은 한국법에서는 계열회사 상호간의 거래가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

다는 점이다. 부당한 지원행위는 그 수단에 따라 상품․용역의 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와 자금․자산․인력의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공정거

래위원회는 1992년 7월부터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

준”을 제정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으

나,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는 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직접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

었기 때문에, 1996년 12월에 동법을 개정하여 자산․자금․인력․부동산․유가증

권․무체재산권 등 일체의 자산거래를 통한 지원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게 하

다.10) 그리고 1997년 7월부터는 법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11)

5) 경제력집중의 억제

경제력집중, 즉 경제력이 소수의 재벌이나 기업집단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게 되

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경쟁질서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

점금지법은 원래 개별 시장에 있어서 독과점이나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과 같은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개별 

시장의 범위를 넘는 재벌 또는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에 대하여는 적절히 

대처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패전 후 독점금지법을 제정하기 전에 

먼저 재벌해체조치부터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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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정거래위원회, 1998년판 공정거래백서, 147-1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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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점규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이 동법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1986년 동법 개정시에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의 제한,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 독점금지법의 집행

독점금지법의 집행은 그 집행의 주체에 따라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으로 나누

어진다. 공적 집행은 공적 기관에 의한 집행을 말하는 반면에, 사적 집행은 경쟁

자나 소비자 등과 같은 사인(私人)에 의한 집행을 말한다. 그런데 독점금지법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공적 집행은 물론이고 사적 집행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과 한국 및 대만에서는 동법의 집행이 주로 공정거래위원

회에 의한 공적 집행에 의존하고 있고, 사적 집행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과 한국 및 대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의 집행을 전담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하여, 심결한 

뒤에 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

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쟁자나 소비자도 

손해배상의 청구를 통하여 동법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만, 이 제도는 아직 그다지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독점금지법의 집행을 이와 같이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규제에

만 맡겨 두게 되면, 동법이 경제 질서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오히려 경

쟁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규제기관의 독립성

이나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의 집행이 법 그 자체

보다는 규제기관의 의지나 재량에 따라 좌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독점금지법

이 시장경제의 마그나 카르타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

적 집행에 관하여는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규제기준을 

객관적으로 구체화하고 규제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규제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소제도(私訴制度)를 활성화하여 공

적집행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경쟁자나 소비자도 독점금지법의 집행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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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2000년에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손해배상에 관련

된 규정을 보완하는 동시에 금지청구권을 새로 도입하 으며, 2003년에는 ‘독점

금지법연구회’에서 공적 집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징금제도의 개선과 형사고발

절차의 개선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독점금지법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사소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초부터 ‘사소제도연구회’를 조직하여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05년 말에 개정된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제대로 

반 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한하는 시정조치 전치제도(구법 제56조 제

2항)를 삭제하고,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

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법 제57조)를 도입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2) 동아시아 공동체 차원의 독점금지법

동아시아 공동체의 차원에서 독점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초안작

성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동아시아에 속한 각 개별국가의 독점금지법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그 공통점과 아울러 차이점을 찾아낸 뒤에, 공통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차이점은 점차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

이고, 다른 하나는 EU의 경쟁법과 같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 차원의 독점

금지법을 모델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양자는 각각 장점과 단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각 개별국가의 독점금지법을 비교, 

연구하여 이를 수렴 내지 조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EU 경쟁법의 형성과정을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12)

그런데 우리가 독점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사항을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로, 조직법적인 측면에서 동법의 집행기

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며, 셋째로, 절차법적 측면에서 동법의 집

행절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 요

소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2) EU 경쟁법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Enrico Adriano Raffaelli, Antitrust Between EC 
Law and National Law, 2003; Josef Drexl, The Future of Transnational Antitrust - 
From Comparative to Common Competition Law,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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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체법적인 요소

독점금지법이 규율하는 요소는 통상 독점이나 과점, 기업결합 및 부당한 공동

행위 등 세 가지이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동법에 포함시켜

서 규율하는 입법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입법례도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공동

체의 차원에서는 이를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점이나 과점의 경우에는 이를 원인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례도 있지만, 

그 폐해만을 금지하는 입법례도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이

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하는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각국의 입법례가 동일하지만, 경쟁제

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동아시

아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그것이 경쟁에 미치는 향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각국의 입법례는 대체로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공동성을 입증하기

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입법례에 따라서는 이러한 곤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정

규정이나 신고자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공동체 차

원에서는 공동행위의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공동성에 대한 입

증곤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

가 있다.

(나) 집행기구의 설립

독점금지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집행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집행기구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나 일본, 한국 및 대만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규제위원회의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고, 독일의 연방카르텔청과 같은 행정관청의 형태로 구성

할 수도 있으며, 또 EU 집행위원회의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아시

아 공동체 차원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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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독점금지법의 집행은 공적인 집행과 사적인 집행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동아시아 공동체 차원에서는 먼저 동법의 집행을 주로 공적인 집행에 의

존할 것인지, 사적인 집행에 의존할 것인지, 혹은 양자를 겸비할 경우에는 그 비

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적인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기구의 행정적인 규제절차를 중시할 것인

지, 혹은 법원을 통한 사법적인 절차를 중시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사적인 집행의 경우에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 것인

지에 대하여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Ⅳ. 맺는 말

세계 경제는 점차 로벌화와 블록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동아시아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야흐로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

동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들이 

많이 있다. 우선, 이 지역에 속해 있는 체제전환국들이 하루 속히 체제전환에 성

공하여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동아시아인들이 서로 믿고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신뢰관

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의 확보도 

매우 긴요하다.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 지역의 

역내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편으

로는 이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적, 법적인 장벽이나 사실적인 장애요인들을 제거

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리고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각국의 법제에 대한 비교 연구와 법률가들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교류와 협력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인 장애요인들을 제거해 나

가는 동시에, 각국의 법제를 점차 수렴 내지 동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차원에서 통일적인 법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시장을 형성하여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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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저해하

는 요인들을 규제할 수 있는 독점금지법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각 

개별국가의 차원에서부터 이러한 법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각국의 법제를 수렴 

내지 동화시켜 나감으로써 장차 공동체 차원에서도 그러한 법제를 마련할 수 있

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독점금지법을 제정하기 위

해서는 먼저 그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깊이 검토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체법적인 차원에서는 무엇을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지, 

조직법적인 차원에서는 동법의 집행기구를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 절차법

적인 차원에서는 동법의 집행절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는 어느 한 두 사람의 힘으로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독점금지법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지식

과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동아시아 공동체 차원의 독점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초안작성을 

위한 소규모의 경쟁법전문가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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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asks of Competition Law for Establishing an 

Economic Community in East Asia
13)

Oh Seung Kwon*

After China introduced the market economy, the volume of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grew more rapidly. In order to promote this 

cooperation, one could also expect to establish a common market in East Asia 

also, similar to EEC and NAFTA. However, there are many obstacles that 

prevent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 market in this area. Therefore it is 

highly recommended for the legal professionals to join in research to remove 

these obstacles. This paper, in order to promote this effort, focused on 

conducting research only in competition law.

Most countries in East Asia have introduced competition law, in order to 

maintain the proper function of the market economy. Japan was the first country 

in Asia to introduce a competition law, followed by Korea and Taiwan. China is 

still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since joining the WTO. In general, competition 

laws prohibit or regulate monopolies and oligopolies, mergers, collaborative acts 

and unfair trade practices in order to maintain or promote free and fair 

competition; in this aspect, the competition laws of East Asian countries are the 

same. The competition law of each country, however, shows substantial 

differences in specific content and regulatory procedure.

The countries in East Asia need to develop their institutions to meet the 

global standard by means of comparing and examining their institutions and 

experiences with those of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as 

ver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Asian competition law and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se through their mutual comparison and research. In order to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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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 the efficacy of competition law in each country, in relation to public 

enforcemen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clearly the standards of regulation, to 

improve regulatory procedures to make them more transparent and rational, and 

make sure regulatory agencies cannot abuse their discretions. In relation to 

private enforcemen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allowing competitors and 

consumers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process of the competition law trial by 

further vitalizing the private litigation system. Finally, by means of converging 

and assimilating the competition laws in each countries, it will also contribute to 

preparing the legal basis to establish a common market in East 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