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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약어 등 정리 |
-

‘CP’라 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말합니다.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합니다.

-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

‘전자상거래법’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

‘표시광고법’이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

‘약관규제법’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

‘온라인플랫폼법안’이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말합니다.

-

‘상생협력법’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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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1.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의의 및 필요성, 목적
1.1.1

의의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스스로 구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자 행동규범입니
다.
○ CP는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 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
래 관련법규 위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개선을 통한 관련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2

도입계기

○ 공정거래 관련법규는 그 규율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
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
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
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
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행위 적발시 공정위는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규
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며, 특정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정위의 고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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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전속고발권).
○ 그러나 위와 같은 수단으로는 행정력 낭비, 기업 이미지 훼손과 과징금 등의 경제적
손해 발생 여지가 있어 정부에 의한 사후적 제재를 기업 스스로에 의한 사전적 예
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CP는 개념요소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산업분야, 시장환경 등에 따라 기업마다 다른
형태를 보일 수 있어 그 형태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
준에 관하여 공정거래 관련법률에서도 별도로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지 않습
니다. 다만 공정위가 공정위예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서 8대 도입요건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별도의 목차로 나누어 설
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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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필요성 및 목적

2.1 기업에의 효용성
CP는 사회적 측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2.1.1 경제적 손실 방지
○ 위반행위 발생 전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예방함으로써 공정위 조사 및 과징금, 소
송비용, 손해배상 등의 경제적 부담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1.2 이미지 제고
○ 소비자들에게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고 선한 기업이미지 제고할
수 있습니다.

2.1.3 절약한 자원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거래비용 절감

2.1.4 개별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법률적 책임 경감

2.1.5 사회적 가치 및 대내외 신뢰도 제고로 기업 재무구조 개선

2.1.6 다른 준법지원제도와의 시너지 효과
○ 반부패경영시스템, 준법지원(감시)인 등과의 시너지 효과로 높은 효율의 준법시스템
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고 법집행기관이 확대되는 트
렌드에 비추어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
어 기업들이 스스로 자율준수 노력을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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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CP 운영에 관한 중요성 강조되어 Global
Business 중심 또는 지향의 기업에게 CP편람 도입 및 CP 준수는 신뢰도 제고로 인
한 기업가치 향상의 효과적 도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2.2 사회적 필요성
2.2.1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CP편람을 도입하고 내부교육 및 감시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내재화하여 준법문화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 외부효과로, Business partner에게 문화조성의 필요성 확산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준
법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게 됩니다.

2.2.2 행정력의 효율적 활용
○ 과도한 사후적 제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감소되어 절감된 행정력이 기업규
제에서 기업활동 지원으로 전환되어 활용될 수 있어,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
습니다.

2.3 네이버(주)의 CP 추진 실적
○ 200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교육프로그램 실시

◼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

모니터링 활동

◼

상담/신고센터의 상시 지원

◼

위반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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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NHN Business Platform E-커머스 관련 공정거래법 준수 가이드라인 제작
◼

임직원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위반행위 방지를 통한
회사의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E-커머스 관련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의 일반사항 및
금지행위의 유형 등을 구체적 심결례와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본 편람을 통해 개정된 법령 및 축적된 사례를 업데이트하여 안내함과 동시에 약
관규제법, 하도급법 등의 법령을 추가적으로 소개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 노
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
◼

2021년 3월, ESG 위원회에서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과 운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네이버㈜는 3월 31일, CP 총괄운영 및
지원을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를 구성하고, 본 편람을 제작하여 홈페이
지에 공개하였습니다.

◼

Compliance Program을 기획, 교육 및 상담, 예방 및 감독, 제도 개선, 가이드북
제작 등을 담당하고, 회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CP 총괄운영 및 지원 기능을 수행
할 예정입니다.

2.4 (참고) CP의 도입 요건
○ CP는 기업의 경영환경, 사업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축하여야 하는 것으
로서 그 형태가 기업별로 다르며, 공정거래 관련법규에서도 CP의 도입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
위 예규)에서 CP 도입에 필요한 요건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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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CP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 CP를 도입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 상 8대 도입요건 |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
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
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
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내부감시체계 구축
7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
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
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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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3.1 기능
3.1.1 공정한 경쟁 촉진 (공정거래법)
○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
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

3.1.2 소비자 주권 확립
○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를 방지합니다(약관규제법).

○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에 대해 공개의
무를 부과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습니다(표
시광고법).

○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3.1.3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
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합니다(하도급법).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납품업체, 가
맹점에게 행하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합니다(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9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1.4 부당한 경제력 집중 억제
○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개선,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
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합니다.

3.2 역할
○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독점 및 불공정 거래 사
안에 관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등을 수립∙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각종 공정거래 관련 법규들을 소관합니다.

○ 특정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들에 대하여는 전속고발권이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
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수단을 발할 권한이 있습니다.

3.3 연혁
○ 1981년에 경제기획원장관 소속 하에 최초로 설치된 후, 1990년에 경제기획원에서
분리되었고, 공정거래업무를 현재까지 담당하여 오고 있습니다.

○ 이후 약관심사업무,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업무, 소비자정책업무,
하도급법 강화 및 동반성장 추진 업무, 대규모유통업법 관련업무 등으로 업무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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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에 들어서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
법 집행 강화,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전자적증거에 관
한 조사∙분석 기능 강화,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 강화 및 대기업의 기술유
용(탈취)행위 근절 등을 위해 기구를 신설하고 인력이 증원되는 등 그 규모 및 기능
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3.4 조직구성
3.4.1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3.4.2 사무처
○ 사무처장

○ 본부: 6국 4관 1대변인
◼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
국

◼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유통정책관

◼

대변인

○ 5개 지방사무소: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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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3.5 소관법령
○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고시∙지
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쟁 및 공정거래 분야
◼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비자분야
◼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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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법

◼

약관규제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조물책임법

○ 한편 온라인플랫폼법은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고 빠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으며, 이 또한 공정위의 소관에 속합니다(시장감시총괄과).

○ 본 편람에서는 ㈜네이버의 사업과 관련되어 임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
해 주로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온라인플랫
폼법(안)에 관한 자율준수사항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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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업무관련 공정거래 법령

1.1

공정거래법

1.1 공정거래법 개관
○ 역사
◼

1980년 10월 27일 「헌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의 폐해를 적절히 규제ㆍ조정한다”
는 조항이 헌법에 추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80년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81년 4월 경제기획원 내에 공정거래위원회
가 설립되었습니다.

◼

약 40년간 공정거래법이 도입되고 공정위가 설립되어 운영됨에 따라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이 시장과 경쟁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동태적 발전과 소비자이익이 증대되었
습니다.

○ 목적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
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공정거래법 제1조).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
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19조 제2항).

○ 대상
◼

사업자: ‘사업’이란 타인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받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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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ㆍ반복적 행위를 의미하며, 사업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 형태도 법
인, 법인격 없는 사단, 조합, 자연인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

사업자단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업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
해서라면 그 활동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동종 사업을 영위할 필요가 없으
며, 법적 형태도 무관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약사회(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도 모두 사업자단체에
해당합니다.

○ 규제 행위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에서 실제적·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여 시장의 경쟁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독점이윤을 획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경
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부당지원행위: 다른 회사를 지원할 의도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거나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거래를 하여 관
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는 행위 금지합니다.

◼

부당공동행위(담합):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합니다.
15

경제력집중억제

◼
·

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규제하며 공시의
무를 부과합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상호ㆍ순환출자를 금지하며, 채무
보증을 금지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합니다.

○ 역외적용
◼

‘역외적용’ 이란 자국의 영토 외에 소재하는 외국인(자연인 및 법인)에 대해 자국
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관할권이 역외에까지 미친다는 의미에서 역
외적 관할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대법원은 역외적용이 가능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 된 국외행
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
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
6216 판결)하여 ‘영향이론’*을 채택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

한편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국내 법률과 외국의 법률 등
이 충돌되어 사업자에게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그
러한 경우에도 국내 법률의 적용만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당해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에 의한 규제의 요청에 비하여 외국 법률 등을 존중해야 할 요청
이 현저히 우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하여 ‘진정한 충돌이론’**도 적용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

영향이론: 외국기업에 의해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자국 내 거래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고 실제 영향이 있으면 자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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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충돌이론: 외국인이 자국법과 외국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진정한
충돌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자국법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1.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있는

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가격이나 출고량,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1.2.1 주요개념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미
◼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즉 시장을 주어진 조건으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나 행태 또는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즉,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
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1문)를 말합니다.

○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의 판단 시 고려요소
◼

1개 사업자의 ①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②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
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됩니다(공정거래법 제4
조). 다만 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추정에서 제외됩니
다.

◼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은 시장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2문)과 함께 경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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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남용행위 심사기준 III. 참조)

1.2.2 판단기준 및 사례

○ 요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일정한 거래분야(상품시장 또는 지역시장)에서

·

시장지배적사업자 인지

·

남용행위의 세부유형에 해당하는지

○ 일정한 거래분야(상품시장 또는 지역시장)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
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거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시장)

◼
·

특정 상품이나 용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①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②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③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④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시: 소주와 맥주는 사람을 취하게 한다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소비자 선호도 면에서 차이가 있어 소주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맥주로 구매가
전환되는 비율(혹은 그 반대의 비율은 낮기 때문에, 소주와 맥주는 별개의 관
련상품시장으로 획정됩니다.

거래지역

◼
·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①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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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변질성, 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②
운송비용, ③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
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④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⑤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시: 학생복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갖는 상품인 점, 학생복의
스타일이 학교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이는 경우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점, 학
생복 업체가 서로 다른 스타일의 학생복을 매우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점,
학생복 회사들의 공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각
총판, 대리점들도 학생복 회사의 지시나 권고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영업
방침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련지역시장을 전국의 학생복 판매시장으
로 획정됩니다.

거래단계

◼
·

일정한 거래분야는 제조, 도매, 소매 등 거래단계별로 획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
·

구매자(판매자)의 특성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이나 용역,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구매자군(판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
한 구매자군(판매자군)별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획정될 수 있습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시장점유율

◼
·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
합니다.

·

혹은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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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
·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
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
·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생산능력, 원재료 구매비중 또는 공급비중, 자금력 등
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
·

사업자간의 가격, 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
어지기 용이한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
·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
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봉쇄력

◼
·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의 원재료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이 공정거래법 제4
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규정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금력

◼
·

당해 사업자의 자금력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크다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자본 또는 부채의 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율,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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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려요인

◼
·

사업자가 거래선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에게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
성,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사업자의 신기술 개발 및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주요 세부 유형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
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시행령(이하 ‘시행령’은 ‘영’이
라 함) 제5조 제1항)를 말합니다.

예시: A자동차가 B자동차의 주식 인수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한 후, 다른 사업
자와 경쟁이 되는 승용차 부문의 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경쟁이 되지 않는 트
럭과 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가격을 인상한 행위

[관련 사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사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99-130
호)
[행위사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1999. 1. 20. 마이티 등 3종의 차량가격을
3.0~4.4%,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1999. 1. 25. 타우너 등 5종의 차량가격을
3.1~11.3% 각 인상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

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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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기아자동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양사의 시
장점유율 합계가 트럭시장은 94.6%, 버스시장은 74.2%에 달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나아가,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피심인들이 경쟁이 되지 않는 트럭 버스 부문의 가격
을 인상하였고, 독과점시장인 국내시장에서 모델변경 등 특별한 가격인상 요인이 없
음에도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에 비추어 보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기아자동
차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함으
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습니다.

[조치]
공정위는 트럭 버스 부문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
저히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현
대자동차 주식회사에는 6억 6230만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는 4억 7910만원의 과
징금을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

◼
·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
시키는 경우(영 제5조 제2항 제1호),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영 제5조 제2
항 제2호)를 말합니다.

예시: 대두유 제조사가 환율 급등에 따라 판매가격을 인상하면서 인상일을 앞
둔 10일전 평소에 비해 판매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조절
한 행위

[관련 사례] 제일제당 주식회사의 대두유 출고 감소 행위에 대한 건

제일제당 주식회사의 대두유 출고 감소 행위의 부당성 판단 사례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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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자인 제일제당 주식회사는 1997. 말경 외환위기 발생 직후에 대두의 수
급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하에서 거래업체의 주문량이 늘었음에도 1997. 12. 8. 부터
12. 20. 까지 사이에 대두유의 출고량을 1일 평균출고량 250㎘로 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때 조절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력 및 원자재 조달사정 등 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그 조
절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가격의 인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
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바
탕으로 대법원은 외환위기 발생 직후에 식료품 제조업자인 제일제당 주식회사가 대두유
의 출고를 다소 감소시킨 것만으로는 부당한 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
니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

◼

3호)
·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
위(영 제5조 제3항 제1호)를 말합니다.

예시: 원재료의 구매를 필요한 양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
급자로 하여금 당해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행위
·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
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영 제5조 제
3항 제2호)를 말합니다.

예시: 당해 업체에 장기간 근속하였거나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특별히 양성한
기술인력, 또는 당해 업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거나, 당해 업체의 중요 산
업정보를 소지하고 있어 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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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
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영 제5조 제3항 제3호)
를 말합니다.

예시: 일반적으로 필수설비의 예로서는 통신, 가스, 전력, 철도망과 같은 네트
워크와 항만, 항공시설, 철도역사, 스포츠 경기장, 라디오나 TV 방송국 등과
같은 기간설비를 들 수 있습니다. 법원 및 공정위는 신용카드회사들이 공동으
로 구축한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망을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이라고 인
정하였습니다.
·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5조 제3항 제4호)도 포함됩니다.

예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

◼

항 제4호)
·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영
제5조 제4항 제1호),

·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영 제5조 제4항 제2호),

·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
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영 제5조 제4항 제3
호),

·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
위(영 제5조 제4항 제4호)를 말합니다.

예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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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관련 사례] 에스케이텔레콤의 휴대폰 폐쇄 DRM 장착행위에 대한 건

에스케이텔레콤의 휴대폰 폐쇄 DRM 장착행위의 경쟁제한성판단 사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사실관계]
이동통신서비스 업체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자신의 MP3폰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악파일에 자체 개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탑
재하여 자신의 회사의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위 음악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위 음악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도의 컨버팅 과정 등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에스케이텔레콤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
더라도,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
리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
단을 수긍하였습니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

전단)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
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영 제5조 제5항
제1호),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
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영 제5조 제5항 제2호)를 말합니다.

예시: 비료유통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10개의 비료회사와 전속 구매계
약을 체결하면서 개별판매를 금지하여 다른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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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이베이지마켓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이베이지마켓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0누40634 판결
[사실관계]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이베이지마켓은
2009. 10. 12. 부터 2009. 12. 3.까지 자신의 웹페이지에 입점한 판매자 중 경쟁사업자
(특히 11번가)와 거래하지 않는 판매자에 대해서만 웹페이지 초기 화면 중앙 최상단에
판매자의 상품을 노출시켜 주는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
기 위하여 거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때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거래
행위의 목적과 태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
대 기회의 봉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 강
화할 목적이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이베이지마켓의 시장점유율은
약 48% 정도로 독점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상품등록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
이 아니었으며,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한 업체들도 비교적 짧은 시기 내에 다시 거래를
재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
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사실관계]
CDMA 표준기술 보유자이자 모뎀칩 공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퀄컴은 휴대
폰 제조사들에게 모뎀칩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배타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에 대한 리
베이트를 제공하고 표준기술에 대한 로열티도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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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
기 위하여 거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로 의율하여 부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리베이트의 지급구조, 배타조건의 준수에 따
라 거래상대방이 얻게 되는 리베이트의 내용과 정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인하여 발
생할 수도 있는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최종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아울러 고려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퀄컴이 모뎀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점을 전후로 양대 휴대폰 제조사들의 경쟁사업자 모뎀칩 사용 비율이 비교적 선명한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부당성이 일응 합리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리베이트로 인하여
휴대폰 소비자가격이 낮아지는 등 소비자 후생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
려우므로 일정 부분 부당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예시: 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독점이라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기채
널을 저가 묶음상품에서 제외하여 소비자가 고가 묶음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
하는 등 거래조건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

[관련 사례] 티브로드 강서방송(II) 사건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성립요건 중 현저성 및
부당성의 판단 기준 관련 사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
[사실관계]
다채널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은 2005. 11.경 자신들이 공
급하는 상품 중 최저가에 해당하는 단체계약 상품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신규계약
을 중지하고, 계약기간 중인 단체계약은 계약만료 시점에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방법
으로 순차적으로 단체계약 상품의 공급을 폐지하였고, 2006. 1.부터 단체계약 가입자 등
을 대상으로 개별 가입 상품에 대한 판촉 활동을 강화하며 이를 유치하는 영업점에 대
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규 가입자에 대해 설치비 및 3개월 분 수신료를 면제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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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방식으로 개별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
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식회사 티브로드강서방송의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
하였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세부행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때 법 위반으로

◼

인정됩니다.
·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

·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한

예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대형마트와 배타적 거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
쟁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키위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키
위의 다양성을 제한한 경우
·

혁신 저해

예시: PC운영체제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PC운영체제와 별개 제품인 응
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PC운영체제에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독립 응용소
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유인을 축소시킨 경우
·

봉쇄 효과

예시: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진 회사(A)가 화학비료 제조
업체들과 배타조건부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화학비료를 A에게만 공급하도록
한 경우, A회사 이외의 비료판매업체들이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봉쇄(배제)되
는 효과를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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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 효과

예시: 자동차제조 회사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판매점과 경쟁관계에 있
는 판매대리점(독립사업체)의 거점이전 승인을 지연·거부하거나 판매인원 채용
등록을 지연·거부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판매대리점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경우

1.2.3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 과징금
◼

법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
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6조).

◼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6조, 영 제10조).

○ 형사고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66
조 제1항 제1호).

◼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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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위한 형사소추에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합
니다(공정거래법 제71조).

1.2.4 MUST NOT

(1) 컨텐츠나 광고 상품 등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통상적 수준)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른 경쟁업체 대비 단기간의
급격한 가격인상 등에 결정함에 있어서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컨텐츠나 광고 상품 수급의 변동요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 요인 등을
감안하였을 때 위와 같은 변동 추세에 비하여 해당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출하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강요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경우 거래조건을 기존 대비 현저히 우대하여 주는
조건으로 거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5)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주요 시장에 상당한 기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집중 판매하여서는 안 됩니다.
(6) 신규 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거래조건을 기존에
비하여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7)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영역에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배송 조건
등에 있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1.2.5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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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독서비스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그 서비스 기간을 줄이거나 서비스 범위를 축소
하고자 합니다. 이를 굳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A: 아닙니다. 위와 같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서비스 기간을 줄이거나 서비스 범위를
축소하면서도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아에 표시를
하지 않아 사실상 가격을 인상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격남용행위의 일종으
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배제남용과 착취남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
요? 양자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일까요?
A. 배제남용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시장에서 실제적,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여 시
장의 경쟁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착취남용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고 독점 이윤을 획득하는 행위로 구분하고 있으나, 양자가 명확
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 그 구분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Q: 저희 마켓에 물건을 팔고 있는 유통업자나 납품업자들에게 다른 마켓에서 물건을 팔
지 못하게 하거나 저희 마켓에서 더 싸게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
요?
A: 만약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회사가 이와 같은 행위로 다른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
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중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여지
가 있습니다.

Q.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향후 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를 고려해주는 편인가요?
A.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경우 최대 관련 매출액의 3%(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후 최대 6%)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공정거
래법상 과징금과 별개의 제도로 공정위에 납부한 과징금 액수 등은 원칙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1

Q. 저희 사업체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50%에 미치지 않고, 3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75%에 미치지 못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A.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한 거
래분야의 사업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1.2.6 해외 규제 동향

[관련 사례] 독일 연방카르텔청, 페이스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19.2.6.)

[행위사실]
페이스북 이용약관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外의 제3자의 웹사이트․모바일앱 등
에서도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병합하여 사용”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가입 및 서비스 이용
이 불가능합니다.
제3자의 웹사이트·모바일앱은 ①인스타그램·왓츠앱 등 페이스북의 자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모바일앱과 ②페이스북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적용한
웹사이트나 모바일앱 등이 포함되며, 이용자들이 해당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을 방문하기
만 해도 해당 사이트·앱상의 모든 정보가 이용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전송, 병합됩니
다.
[위법성 판단]
(1)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다음의 사유로 페이스북이 이 사건 관련 시장인 독일 내 SNS 시
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① 독일 내 SNS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시장점유율은 일간 이용자수 기준(매일 1회 이상
이용) 95% 이상, 월간 이용자수 기준(매월 1회 이상 이용) 기준 8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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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력한 직∙간접 네트워크 효과와 높은 전환비용이 인정되었습니다.

-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내에서 원하는 특정인물과 소통할수 있는 가능성
이 높으므로 他 SNS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면적 성격, 즉, 이용자 시장 뿐아니라 그 이면
의 광고시장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他 SNS 사업자들은 페이스북만큼의 이용자
를 확보하기 어려워 SNS 광고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2) 경쟁제한성 여부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제3자의 웹사이트․모바일앱 등에서 수집한 이용자 개
인정보를 페이스북 계정에 병합․사용한다”는 내용을 페이스북 이용약관에 포함하고 동
약관에 동의할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하는 행위는 경쟁제한금지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
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은 EU의 개인정보보호법(EU General
Date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며, 위 페이스북이용약관은 EU
GDPR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①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약관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페이스북의 독점적 지위 고려시 이용자들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자발적 동의로 볼 수 없으며, ②페이스북 이용약
관이 페이스북의 법적 의무 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행 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페이스북의 광범위한 이용자 정보 수집·활용은 강력한 네트워크효과와 고착효과
를 통해 동 시장에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등 경쟁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한다
고 보았습니다.
[조치]
-시정조치:
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웹사이트·
모바일앱에서 이용자의 정보 수집이 가능
② 페이스북은 4개월 내에 연방카르텔청에 금지명령 준수를 위한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12개월 내에 동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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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EU 집행위, 구글의 검색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17.6월)

[행위사실]
구글은 자신의 일반 검색 알고리즘을 기초로 비교쇼핑 검색결과를 정렬하면서도,
자신의 비교쇼핑 서비스는 검색 알고리즘과 상관없이 검색결과 화면상 최상위(또는
근처)에 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위는 구글이 인터넷 일반검색 분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구글 쇼핑)에 위법한 특혜(illegal advantage)를 부여한 행위에 대해 총 24.2억
유로(약 3.2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법성 판단]
(1)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EU 집행위는 구글이 2011년 이후 EEA 대부분 국가들의 일반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경쟁제한성 여부
EU 집행위는 구글 쇼핑 에대한 위법한 특혜 등을 통해 구글은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였고, 유럽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및 혁신을 저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구글이 2008년 자신의 비교쇼핑 서비스에 특혜를 준 시점
이후 구글 비교쇼핑 서비스의 트래픽은 현저히 증가한 반면, 경쟁사의 트래픽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① 구글 비교쇼핑 서비스의 트래픽은 주요국에서 현저히 증가했습니다(영국(45배),
독일(35배), 프랑스(19배), 네덜란드(29배), 스페인(17배), 이탈리아(14배)).
② 반면

특정

경쟁사의

트래픽은

같은

기간

주요국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영국(∆85%), 독일(∆92%), 프랑스(∆80%))
[조치]
-시정조치:
EU 집행위는 ① 본 건 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법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동 행위와
유사한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특히 경쟁 비교쇼핑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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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취급원칙(principle of giving equal treatment)을
준수하도록 명령
② 본 건 결정 후 60일 이내(이후 정기적으로 보고)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집행위에
보고하도록 명령
EU집행위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전세계 1일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과징금: 24.2억 유로(약 3.2조원) (EU집행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액)

1.2.7 관련 법률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4.“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
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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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가장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일반적인
불이익을

금지행위
제공하는

유형으로,
경우를

개별거래별로
말합니다.

사업

일반에서 말하는 불공정행위는 통상 위 개념에 대부분 포함됩니다.
1.3.1 주요개념

○ 불공정거래행위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공정하
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
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 안전지대(Safety Zone)
◼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다만 이를 산정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
우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단,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구
속 조건부 거래의 경우 연간매출 50억원 미만)인 경우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 적을 것으로 간주하여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II.2. 참조).

◼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거래강제 행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업활동방해 행위
등은 안전지대의 적용이 없으며,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업체의 행위라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위한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3.2 세부유형별 판단기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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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각 유형에 해당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됩니다.
○ 거래거절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설명

◼
·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
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
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
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됩니다.

세부유형별 설명

◼
·

공동의 거래거절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1.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기타의 거래거절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1.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
하는 행위

[관련 사례] 고주파간암치료기 거래 중지 관련 기타의 거래거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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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간암치료기 거래 중지 관련 기타의 거래거절 해당여부 판단 사례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098 판결
[사실관계]
미국회사의 자회사로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는 사업자
인 원고는 원고를 통하여 고주파간암치료기를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던 거래회사가 경
쟁사 제품을 취급하였고 위 치료기와 유사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거래회사에 대한 거래를 중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거래회사 간 계약이 거래회사가 고주파간암치료기를 오로지 원고로부
터만 공급받겠다는 취지의 독점적∙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거래회사가 다른 제조사로부터 고주파간암치료기를 공급받는 것이 위 계약에 위반된다
거나 그 특수관계사가 제조한 제품이 원고의 고주파간암치료기와 유사제품이라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거래거절에 위 치료기의 영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
유가 있거나 거래거절 이외의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회사로서는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시장의 사정상 원고의 거래
거절 이후 대체공급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총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던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원고의 거래거절은 거래회사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그에 대
하여 시정조치를 명한 공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 차별적 취급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설명

◼
·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
방에 따라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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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세부유형별 설명

◼
·

가격차별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2.가.)

예시: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태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태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
·

거래조건차별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2.나.)

예시: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
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2.다.)

예시: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
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

집단적 차별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2.라.)

예시: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
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는 행위

[관련 사례] 씨제이씨지브이(주) 및 씨제이이앤엠(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
한 건(차별적 취급 행위도 포함)
39

계열회사가 공급하는 영화를 다른 배급사가 공급하는 영화보다 유리하게 취급한 사안
씨제이씨지브이(주) 및 씨제이이앤엠(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서울
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5누44280 판결)
[사실관계]
씨제이씨지브이㈜는 2010. 9.부터 2014. 4.까지 자신의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앤엠㈜가
공급하는 영화에 더 많은 상영회차를 편성하고, 더 큰 규모의 상영관을 배정하고, 극장
예고편 편성 비율을 높였으며, 씨제이이앤엠㈜가 배급하는 영화 선전 재료물을 관객에
게 노출되기 쉬운 자리에 배치하고, 상영관 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영화를 고객에게 권
유, 판매하게 하는 등 다른 배급사가 공급하는 영화보다 유리하게 취급하였습니다.
또한 2011. 1.부터 2014. 3.까지 자신이 직영하는 상영관 또는 위탁 운영하는 상영관
에서 배급사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인근 상권과 연계되는 할인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①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때 계열회사를 위
한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저한 차별행위가 존재하고, 계열회사를 유리하
게 할 목적/의도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해당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은 영화의 수요 예측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임을 고려할 때 현저한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씨제이씨지브이㈜의 행위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
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하기 어려우며,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대법원은 불이익 제공행위라고 보기 위해서는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본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
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
어야 하는데, 할인권 발행 행위로 매출이 증대되어 배급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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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
니다.

○ 경쟁사업자배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설명

◼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킨 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여 독점가격 책정이 가능해 질 경우,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당해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
는 상품·원재료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할 경우 이는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
을 저해하게 되므로 금지됩니다.

세부유형별 설명

◼
·

부당염매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3.가.)

예시: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에의 신규진입이 단기간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
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부당고가매입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3.나.)

예시: 합리적 이유없이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관련 사례] 현대정보기술의 부당염매행위에 대한 건

용역 입찰에 저가 입찰한 사안에서 부당염매행위의 기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현대정보기술의 부당염매행위에 대한 건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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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보기술은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이라는 시스템통합 용역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최저가 입찰방식을 채택한 이 용역입찰의 예정가격은 97,244,000원이었
습니다. 현대정보기술은 이 예정가격의 2.98%인 2,900,000원에,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회사는

19.99%인

19,440,000원에,

삼성데이타시스템

주식회사는

34.24%인

33,300,000원에 각 응찰하였고, 그 결과 현대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1997. 10. 15. 인
천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이 저가에 입찰한 행위가 부당염매행위인지와 관련하여 ‘낮은 대가’인지
여부는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조업체의 경우 고정비
와 변동비 모두를 포함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저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경쟁사업자들 역시 염가에 입찰하였고, 발주처가 향후 해당 용역과 관련
된 장비 및 용역을 추가 구매함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사실상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용역은 1회성 사업이었으므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당한 고객 유인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설명

◼
·

소비자가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렴하
고 품질 좋은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자는 자기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품질을 경쟁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
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그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바
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가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
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금지됩니다.

세부유형별 설명

◼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4.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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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하는 일반 병·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4. 나.)

예시: 사업자가 타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거래함에 있어 표시광고 이외의 방
법으로 사실과 달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 성능,
AS 조건 등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을 오인
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4. 다.)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
업자의 제품을 매장내의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관련 사례] (주)대웅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건(사업활동 방해행위 포함)

생산하는 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의료인에게 부당하게 현금을 제공하고 보험 약가를
선점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한 사례
(주)대웅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건: 의결 제2009-111호
[행위사실]
㈜대웅제약은 2003. 6. 부터 2007. 1. 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증대를 위하
여 병원에 현금을 제공하고 병원경영프로그램 등 현금성 경비를 지원하거나, 상품권·기
프트카드·비품 등을 지원하거나, 골프·식사를 접대하는 등 지원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2월 자신이 독점 생산·판매해오던 치매치료제와 관련하여 ㈜유한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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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한국웨일즈제약㈜ 등 5개 제약회사와 자신이
생산해오던 치매치료제인 글리아티린 복제의약품의 제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사업자로 하여금 위탁사업자들의 복제 의약품을 보험에 먼저 등재하게끔 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성립 여부
-

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려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
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대웅제약의 각종 판촉행위는 자신의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증대 목적으로 이
뤄진 것이고, 매칭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현금 및 비품을 지원하였고 골
프, 식사 등을 접대하였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모두 자사 제품의 매출 증대를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
려는 판매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점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
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역시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웅제약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습니다.

② 사업활동방해행위 성립 여부
-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
해하는 행위가 부당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업자의 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어야 합니다.

-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경쟁사업자들이 치매치료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청에 품목허가 신청을 하자 그제서야 품목 허가와 보험 등재까지의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글리아티린 제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은 행위로 경쟁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자체가 지연되어 신규의약품 출시
를 위해 투자한 비용 회수가 지연되었다는 점에서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대웅제약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 제5호에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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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판단이었습니다.
[조치]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복제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려는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함
과 동시에, ㈜대웅제약에 46억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거래강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설명

◼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금지됩니
다.

세부유형별 설명

◼
·

끼워팔기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5. 가.)

예시: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
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사원판매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5. 나.)

예시: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계통을 통해 판매독려를 하는 경우
·

기타의 거래강제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5. 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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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
는 용역의 판매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
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관련 사례] 한국토지공사의 거래강제에 대한 건

공동주택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토지를 끼워팔기한 사안
한국토지공사의 거래강제에 대한 건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는 인천마전 등 공동주택지의 판매가 저조하자 상대적으로 분양이 양호한
부천상동 등 공동주택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토지의 매입시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
권을 부여하여 비인기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하였
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에 해당
하는지와 관련하여,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종된 상
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
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계판매행위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면서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
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택사업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
하였습니다.

○ 거래상지위남용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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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
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됩니다.

·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
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
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거래상지위

◼
·

위 유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
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예시1: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
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
자 등간 거래관계
예시2: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가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명상표품을 갖추
는 것이 사업운영에 극히 중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와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세부유형별 설명

◼
·

구입강제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6. 가.)

예시: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이익제공강요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6. 나.)

예시: 합리적 이유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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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판매목표강제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6. 다.)

예시: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
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
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제공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6. 라.)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
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
위를 말합니다.

예시1: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예시2: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
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경영간섭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6. 마.)

예사: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
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
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관련 사례]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0251호)

최저가보상제 시행 및 위반시 배달음식점에 가격∙품목 수정이나 계약해지한 사례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20-251호)
[행위사실]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요기요에 가입된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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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 요기요에서보다 직접전화주문, 경쟁배달앱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피심인이 그 차액을 일반소비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2013
년 7월경부터 2017. 2. 23.까지 배달음식점들로 하여금 자신의 배달앱인 요기요에서보
다 직접전화주문이나 경쟁 배달앱 등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였습니다.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들로 하여금 요기요 또는 다른 주문경로의 판매가격
이나 서비스 품목을 수정하도록 강제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는 배달음식점과는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① 피심인과 배달음식점 간 계속적 거래관계가 인정되는 점, 피심인과의 거래여부 자체
가 배달음식점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과 피심인에 대한 배달음식점들의 거래의존도가 상
당한 점, 배달음식점들에게 충분한 대체거래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과
배달음식점들 간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배달음식점들
에 대한 거래상지위가 인정됩니다.
② 피심인이 배달음식점들로 하여금 자신의 배달앱인 요기요에서보다 직접전화주문이나
경쟁 배달앱 등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더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
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하여 요기요 또는 다른 판매경로의 판매가격 등을 수정하도록 요
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 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배달음식점
들의 판매경로별 판매가격이라는 거래조건을 직접적으로 제약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합
니다.
③ 피심인이 개별 배달음식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배
달음식점들로 하여금 자신의 배달앱인 요기요에서보다 직접전화주문이나 경쟁 배달앱
등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더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한 점, 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하기 위한 수단(비용)은 배달음식
점의 가격설정권 제한이고 비용부담의 주체는 피심인이 아닌 배달음식점이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은 배달음식점의 가격설정에 전
혀 관여하지 않고 배달음식점과 계속 거래하고 있는바, 최저가보장제가 배달앱 서비스
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거나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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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됩니다.
[조치]
공정위는 배달음식점에게 직접 주문 또는 경쟁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자기의 배달앱에서보다 더 유리한 가격 및 서비스 조건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
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구속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설명

◼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
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궁
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지역이나 거래처를 제한함으로써 당해 지역 또는 거래처에 대한 독점력
을 부여하여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면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
로 금지됩니다.

세부유형별 설명

◼
·

배타조건부거래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7.가.)

예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를 하면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중복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함으로
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경쟁사업자가 타 업무제휴 상대방을 찾는 것
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7.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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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선인 소매업자를 한정하여 지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자
에게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관련 사례] (주)국순당의 거래상지위남용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한 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도록 한 사례
㈜국순당의 거래상지위남용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3-098호
[행위사실]
㈜국순당은 2009년 2월 이후 도매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첨부한 별
지를 통해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도매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매출 관련
82개 항목, 거래업소수와 관련 81개 항목을 명시하여, 매출 관련 사항은 해당월 매출이
전월 대비 20% 이상 감소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하는 경우 등을 계약해지의 사유로 정
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①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
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
여야 합니다.

-

㈜국순당의 도매점은 일반주류를 취급할 수 없어 ㈜국순당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매
우 높고 ㈜국순당이 도매점의 영업에 관하여 지휘, 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순당이 명확한 이유의 고지 없이 일부 대리점에 대한 주류 공급을 일방적으로
축소 내지 중단한 것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
이었습니다.

②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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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
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

대리점들에 대하여 거래상지위에 있는 ㈜국순당이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품공급의 중단, 계약해지 등을 통해 제재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도매점들이 ㈜국순당의 부당한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다고 보이므
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습니다.

③ 판매지역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제23조 제2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려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거래지역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고,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여야 합니
다.

-

㈜국순당은 도매점들이 계약서상 합의된 거래지역 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제품 공급
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도매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였습니다.

-

판매지역을 한정하면서 타 지역에서의 판매를 허용하는 개방형 지역제한과 달리 ㈜
국순당의 지역제한은 엄격한 지역제한으로 브랜드내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소비자후
생 증대효과도 미미하므로 부당성 역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구속조건부거
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습니다.

[조치]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강
제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주)정식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대리점이 인터넷쇼핑몰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한 사례
(주)정식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약식 제2009-206호
[행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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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은 2006. 9. 29.에 부산지역 전 대리점장들에 대하여 “인터넷 판매에 대한 제
품입점 및 판매금지 고지”라는 제목으로 오프라인 대리점의 인터넷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월별로 개최되는 대리점장 회의시 구두로
온라인판매를 지양하여 줄 것을 교육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정식품은 2007. 5. 17.
신고인에 대하여 인터넷쇼핑몰과 거래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받은 사
실이 있습니다.
[위법성판단]
-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
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공정위는 거래의 상대방 선택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대리점이 인터넷쇼핑몰업체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식품의
서면 및 구두 공지, 확인서 작성 강요 등의 행위는 대리점의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판매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았습니다.

-

또한 ㈜정식품이 소속 대리점들에 대하여 인터넷쇼핑몰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한 것은
사실상 자신이 공급하는 두유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나아가 국내 두유시장에서 약 4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식품이 소속
대리점들로 하여금 인터넷쇼핑몰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브랜드 내에서 가격
인하 유인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정식품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습니다.

[조치]
공정위는 소속 대리점에게 특정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서면 또는 구두로 공지를 하
거나 확인서 및 결의서를 받는 등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 사업활동방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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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
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
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할 경우 가격과 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
을 저해하는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됩니다.

세부유형별 설명

◼
·

기술의 부당이용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8.가.)

예시: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야기시키는 행위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8.나.)

예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핵심인력을 자
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
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

거래처 이전 방해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8.다.)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
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
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영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8.라.)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및 거래처 이전 방해 외의 부당한 방법
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
니다.

예시: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전단을 살포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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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지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1.5. 이하에서 후술

1.3.3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
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4조).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
다(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 형사고발 (부당지원행위 제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67조 제2호).

◼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70조).

◼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형사소추에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공
정거래법 제71조).

1.3.4 MUST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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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업자의 핵심 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전속 업체에 대하여만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근거에 관한 충분한 내부 논의 및 협의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안
되며, 협의과정에서 일방적, 단정적이고 협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태도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타사 상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음성적으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5) 구매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사양, 납기, 납입장소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6)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7)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시 자기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8) 자기가 구입하는 컨텐츠를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1.3.5 FAQ

Q: 업무 하는데 있어서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할지 특히 걱정이 됩니다. 공정거래법만
잘 공부하면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하여 공정거래법도 있지만, 그 특별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도 필요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시장지배력이 있는 회사의 어떤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과 일반 불공
정행위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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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사실입니
다. 예컨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는 불공정거래행
위 중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과
겹칠 수 있으며, 경쟁사업자배제행위는 부당염매행위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중복됩니
다.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이 적용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인 경우
에도 독점력의 남용이나 독점화기도로까지 보기 어려운 경우나, 시장지배적 지위가 없
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반의 정도,
동기 및 정황,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조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경쟁제한성이란 무엇인가요?
A: 쉽게 말해 특정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 및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수, 시장 경쟁의
정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모두 뜻합니다.

Q: 제휴업체 선정시 극소수의 업체만이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일반 업체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제휴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거래거절에 해당되나요?
A: 제휴업체의 선정기준이 계열회사만이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면 제휴조건이 까다롭다는 점만으로 거래거절에 해
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협력업체를 매 분기별로 평가하고 이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대금결제를
차별화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인센티브 성격의 합리적 차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행위는 거래
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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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해외 규제 동향

[관련 사례] 프랑스 경쟁청, Apple의 경쟁제한행위 제재(20. 3. 16.)

[행위사실]
①도매시장 분할
애플은 도매시장의 두 독자적인 사업자인 Tech Data와 Ingram Micro와 제품·고객 분할
에 합의하고, 각 도매업체에게 공인소매업체 별로 할당할 정확한 수량을 품목별로 지정
하였습니다(’05.-’13.3월).
②재판매가격 설정
애플은 Apple Premium Reseller(APR)로 하여금 애플스토어와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도
록 권고하고 판촉행사를 통제하였으며 가격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③거래상지위남용(경제적의존성남용)
[위법성 판단]
①도매시장 분할
프랑스 경쟁청은 Tech Data와 Ingram Micro는 애플이 지정한 수량을 소매업체들에 공
급한 바, 독자적으로 사업정책을 수립하여 유통할 제품과 거래상대방을 선택하지 않고
애플의 판매정책을 이행하는 데 그쳤고, APR(Apple Premium Reseller)은 애플이 지정
한 제품 수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바, APR의 사업 활동이 방해받았다고 판단하였
습니다.
또한 그 결과, 프랑스 내 애플제품 도매시장에서 다양한 유통채널 간의 경쟁(애플-도매
업체, 두 도매업체 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소매 사업자가 경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소매시장에서의 경쟁 역시 제한되었
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재판매가격 결정
프랑스경쟁청은 이를 통해 애플은 APR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공급량과할인을 통제
함으로써 APR의 수익성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APR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애플의 권장가격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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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어려우며, 일부 APR은 애플 제품의 이윤이 너무 낮아 권장가격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아이폰을 제외한) 애플 제품 소매시장에서 약 절반
은 동일한 최종소비자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프랑스 경쟁청은 애플은 APR이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없게 함으로써 APR 간,
APR과 애플자체 유통채널 간 경쟁을 제한하였으며, 애플 제품의 모든 유통채널에서 실
질적인 가격경쟁이 차단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거래상지위 남용(경제적의존성 남용)
-경제적 의존성
프랑스 경쟁청은 APR 계약조건은 APR로 하여금 거의 배타적으로 애플 제품만을 판매
하도록 요구하고, 유럽 내에서 애플의 경쟁 브랜드를 배타적으로 다루는 매장을 개업하
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애플에 대한 소비자의 브랜드충성도가 높아 실질적으로 애
플 제품을 대체할만한 대안 상품이 부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남용
프랑스 경쟁청은 애플이 시행한 지침과 행위는 상업적 파트너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APR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애플과 APR간 관계
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몎의 상업활동을 비정상적이고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았습니
다.
[조치]
-과징금: 11억 유로

[관련 사례] 독일 연방카르텔청, 호텔예약사이트 최저가보장조항 위법성 판단(15. 12. 23.)

[행위사실]
온라인호텔예약사이트인 HRS는 호텔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혜국대우조항을 삽입하여
독일

연방카르첼청으로부터

제소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삭제명령을
당해

판결

받은
이후

바

있습니다.
이후

HRS는

불복하여

온라인호텔예약사이트인

Booking.com은 기존 최혜국대우조항에서 가격 외의 내용은 삭제하여 좁은 의미의
최저가보장조항으로 수정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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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판단]
연방카르텔청은 HRS 건에서 최혜국대우조항이 호텔의 가격설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존 호텔예약사이트 간 경쟁을 제한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였으며,

Booking.com의

최저가보장조항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치]
-시정조치: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것

1.3.7 관련 법률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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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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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등
주로 계열회사 등 특수한 관계가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 체크하여야 할
부분으로 제3자와의 거래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구성하는 경우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1.4.1 주요개념

○ 부당지원행위의 의미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
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
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
다.

◼

공정위는 아래와 같이 일반 부당지원 규제와 사익편취행위 규제로 나누어 규제하
고 있습니다.

62

[표]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비교

1.4.2 판단기준 및 사례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또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
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계열투신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객체에게 저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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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
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또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자산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정상가격은, 해당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
로 합니다.

◼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
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
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
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합니다.

◼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
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합니다.

예시: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지원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
어음 등을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주식 또는 기업어음 고가매입],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지원주체
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하는 경우[전환사채 고가매입],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지원객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 등

○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64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
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
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또는 지원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부동산을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
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시: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
우[부동산 저가임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부동산 고가임차]

○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
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

위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상품·용역 거래와 시
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
에 성립합니다.

예시: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
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
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
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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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
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객체가 속
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 인력을 제공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
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하는 것 또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시: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경우 등

○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
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
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또는 거래상 지원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시: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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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
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등

1.4.3 부당성 판단기준

○ 기본원칙
◼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
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따라서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일 필요는 없음)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
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금·자
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를 하여 해당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
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 이내의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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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
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
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
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
우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
리하게 되는 경우

예시: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
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사업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
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예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행위를 함으
로써 해당 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

관련 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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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증권회사가「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상 계열증권사의 회사채인수 금지규정
을 면탈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주간사회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하인수회사가
되어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증권회사
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

1.4.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금지

○ 규정사유
총수 개인 또는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가 승계되

◼

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적용대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

그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비율(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간 적용됩니다.

○ 세부유형별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가지급금ᆞ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
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ᆞ상품ᆞ용역 거래(부동산ᆞ유가증권ᆞ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ᆞ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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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

◼

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
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

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
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ᆞ조사하고, 이를 객관적ᆞ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
자와 비교ᆞ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1.4.5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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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
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공정
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를
한 사업자(지원주체) 및 그 상대방(지원객체)에게 각각 관련매출액의 100분의5
또는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24조의2 제2항).

○ 벌칙 및 형사고발
◼

부당지원행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
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한 지원주체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의2).

◼

위 위반에 대한 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1.4.6 MUST NOT

(1) 계열사와 거래를 할 때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음에도 수의계약의 형태
로 계열사와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
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자신의 소속 인력을 지원객체에 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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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
나 수령을 태만히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4.7 FAQ

Q: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A: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부당하게 경
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지원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용역 등의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 회수하지 않는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지요?
A: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용역 등의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않는 것
은 그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작위 행위도 부당지원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A: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자를 말하는바, (i) 당해 회
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 (ii) 동일인 관련자, (iii)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말합니다.

Q: 부당한 지원행위에서 정상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A: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
류, 규모, 기간, 신용 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
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Q: 부당한 지원행위에서 지원금액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A: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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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1.4.8 심결례 및 판례

[관련 사례] 하이트진로(주) 등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건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장
기간 부당지원한 사례
하이트진로(주) 및 삼광글라스(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의결 제2018-110
호
[행위사실]
- 하이트진로는 총수2세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2008년 4월) 과장급 인
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①인력 지원 행위)
- 같은 날,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는 거래 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2012
년 말까지 지속했습니다. (②공캔 통행세 거래)
- 2013년 1월,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③코일 통행세 거래)
- 2014년 2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100%)을 키
미데이타㈜에 고가(25억 원)로 매각(2014년 2월 10일)할 수 있도록 우회 지원했습니
다. (④주식 매각 우회 지원)
- 2014년 9월,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게 공캔과는 전혀 무관한 글라스락캡(밀폐용
기 뚜껑) 구매 시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⑤글
라스락캡 통행세 거래)
[위법성판단]
-

하이트진로의 위 ①인력지원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 법 제
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 및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특수관계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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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위반되고, 서영이앤티의 위 인력지원을 받은 행위는 법 제
23조 제2항 및 법 제23조의2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

하이트진로의 위 ②공캔 거래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에 위
반된다고 보았습니다.

-

하이트진로의 위 ③알루미늄 코일 거래를 하게 한 행위와 삼광글라스의 위 알루미늄
코일 거래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
다.

-

하이트진로의 위 ⑤글라스락 캡 거래를 하게 한 행위와 삼광글라스의 위 글라스락
캡 거래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에 위반되고, 서영이앤티의 위
삼광글라스와의 글라스락 캡 거래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
다.

-

하이트진로의 위 ④ 주식매각 지원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
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치]
-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

하이트진로는 지원행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로서 특수관계인
이 99.1%의 지분을 보유한 서영이앤티에 대한 이 사건 지원행위는 지원의도와 목
적을 가지고 약 10년 간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던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서영이앤티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된 점 및 이 사건 지원행위에 따른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
해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이트진로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기업집단 효성의 부당이익 제공행위 등에 대한 건

효성이 페이퍼컴퍼니와의 파생 금융 상품 거래를 이용하여 우회 자금 지원을 한 사례
기업집단 「효성」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행위 및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8-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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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사실]
-

효성투자개발(주)는 (주)효성의 교사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가 발행하는
25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금융회사 설립)와 총수익스왑
(TRS)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무상 지급 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한계 기업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는 퇴출을 모면하였고, 저리의 전
환 사채 발행에 따른 금리 차익 혜택도 얻었으며 나아가, 중소 기업 시장인 LED조
명 분야에서 사업 기반까지 강화했다.

[위법성판단]
-

효성투자개발이 이 사건 TRS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조현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한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
항 제1호(사익편취금지),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부당지원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지원 객체)는 법 제23조의2 제3항, 제23조 제2항을, 조현준
(사익 편취 행위 지시·관여자)은 법 제23조의2 제4항을, (주)효성(부당 지원 행위 교
사자)은 법 제23조 제1항 후단 7호 가목을 각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치]
-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 조현준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
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

효성투자개발의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
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효성투자개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기업집
단 「효성」에 속하는 사업자라는 점 및 이 사건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에
따라 효성투자개발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이 사건 거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 사건 거래를 한 행위는 공정한 경
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피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기업집단 「효성」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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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업자라는 점, 이 사건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에 따라 효성투자개발
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효성이 효성투자개발로 하여금 이 사건 TRS 거래를 통하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게 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
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피심인 효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기업집단
「효성」에 속하는 사업자라는 점, 이 사건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에 따라
효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4.9 관련 법률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
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
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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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당공동행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명
담합이라고도 합니다.
1.5.1 주요개념

○ 부당공동행위
부당공동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거래조

◼

건을 결정하는 행위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들을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규제목적
기업의 새로운 상품, 서비스 개발 의욕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과중한 가격 부담

◼

을 주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5.2 판단기준 및 사례

○ 요건: 2 이상의 사업자, 합의의 존재
2이상의 사업자

◼
·

2 이상의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
우에는 그들간에 이루어진 합의(입찰담합은 제외)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
습니다(공동행위 심사기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의 인정기준 참고).

합의의 존재

◼
·

사업자 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명시적 합
의뿐만 아니라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도 포함됩니다(공동행위 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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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합의의 추정 참고)
·

사업자간의 합의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을지라도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
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양태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공동으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아래와 같은 법 개정에 따라 가격 등 정보를 주고 받는 경우(정보교환)도 유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정보교환 규제 강화 배경
정보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과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경쟁제한적 폐해
가 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제 근거가 없어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
었으며, 합의의 존재 입증(추정)에 있어서 정황/보강증거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
고 있었습니다.

2. 개정법에 따른 정보교환 규제
(1) 경쟁사업자와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로 합의한 경우 공동
행위로 의율합니다(제40조 제1항 제9호, “정보교환 합의”).
- 합의 사실이 합의서 등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정보교환 공동행위로
규율합니다.
- 구두 또는 묵시적 합의로 인해 합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 조항(‘상당
한 개연성’)에 따라 합의를 추정하여 규율할 가능성(개정법 상 정보교환 추정 조
항을 통해 정보교환 합의를 추정할 수는 없음)이 있습니다.
- (가격, 물량 등)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과정 또는 그 실행 과정에서, 정
보의 내용인 가격이나 물량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정보교환 담합과 별도로 가격이나
물량 담합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정보교환 행위가 확인되면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가령, 가격)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5항 제2호, “정보교환을 통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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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위 추정”).

○ 세부유형 및 사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 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른

◼

세부 위반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예시: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관련 사례] 7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온라인 음원서비스 관련 담합을 제재한 사례
7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2011-069)
[행위사실]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7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들은 Non-DRM 상품의 종류 및 구성, 출시시기, 각 상품의 가격 및 인상폭, 인상시기,
온라인 상에서의 무료체험이벤트 금지 여부, 곡당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Non-DRM 곡
과 DRM 곡의 가격 차이 정도 및 판매가, 기존 상품인 MR 가격의 가격 유지 및 자동
연장 결제할인 계속 적용 여부 등을 공동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합의를 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 7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거나 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
으로 상호 의사연락을 해오는 등 협의를 통해 상품 가격 등을 합의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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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 회사들이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 75.7%에 달할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
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로 인하
여 상품의 가격 및 수량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야기하였음도 인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위 회사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법 제19조 제1항 제
1호 및 제6호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습니다.

[조치]
공정위는 상품의 가격, 자동연장 결제할인 적용여부, 온라인 무료체험 이벤트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국내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7개의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들에게 총 137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13개 음원유통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온라인 음원서비스 관련 담합을 제재한 사례
13개음원유통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2011-085)
[행위사실]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13개의 음원유통사업자들은 2008. 2. 28. 저작권
신탁관리 3단체의 징수규정이 개정되자 정기적으로 열리는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회
회의를 통해 Non-DRM 무제한 월정액제 상품에 대한 음원 공급 여부 및 곡수 등을 논
의하였고, 2008년 6월 초 온라인 음악서비스사업자가 Non-DRM 무제한 월정액제 상품
을 하는 경우에는 음원공급을 하지 않고, 곡수 제한 상품에만 음원공급을 해 주되,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만 음원 공급을 해 주기로 하는 등 음원 공급 가격 및
조건을 합의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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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합의를 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 13개 음원유통사업자들은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회 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
로 음원공급 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구체적인 음원 공급 가격 및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는 등 공동행위를 하였습니다.

-

또한 위 회사들의 음원관리비율이 음원매출액 기준 91%에 달하는 등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위 회사들이 음원수요가 큰 최신 음원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는 음원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
려가 있는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 역시 인정되었습니
다

-

따라서 위 회사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법 제19조 제1항 제
1호 및 제6호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습니다.

[조치]
공정위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에 Non-DRM 월정액제 다운로드 상품 및 복합상품의
곡수 및 소비자가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음원을 공급함으로써 국내온라인음원공급시장
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 온라인
음악서비스사업자들에게 총 61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제2호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
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예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가동률, 가동
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
을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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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
4호)

예시: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오직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
하는 행위
·

제5호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5호)

예시: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증설 규모를 정하는
행위,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행위
·

제6호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
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예시: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
는 행위,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새로
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

제7호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을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
을 설립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예시: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이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제8호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력가
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
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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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
는 행위,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들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
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하는 행위
·

제9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
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

예시: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1.5.3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

당해행위 중지, 법위반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공정거래법 제21조) 할 수 있
습니다.

○ 과징금
◼

법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의 10%(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20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2조).

○ 입찰참가제한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사업자의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
점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제한요청을 하여야 합니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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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4 (2)). 입찰참가제한기간은 6개월입니다.

○ 벌칙 및 전속고발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및 2억원

◼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 위반행위
에 대한 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법령

◼
·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2조의2).

감면신청

◼
·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기 위하여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정거
래위원회 카르텔 총괄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않음)(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7조 제1항, 제8조의2 제1항 별지 제1호).

자진신고에 따른 효과

◼
·

과징금 및 시정조치 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i)부터 (iv)까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과징금 및 시정조치가 면제
됩니다. (i)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
초의 자일것, (ii)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
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iii)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
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iv)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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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과징금이 면제되고, 시정조치
가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i)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
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ii) 위 ‘과징금 및 시정조치 면제’
항목의 (i), (iii), (iv) 조건을 충족할 것(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

과징금의 100분의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
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
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i)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ii) 위 ‘과징금 및 시정조치 면제’ 항목
의 (iii), (iv) 조건을 충족할 것(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
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 ‘과징금
및 시정조치 면제’ 조건을 충족하거나 위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
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
호).

·

위 항목들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
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시정
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
호).

1.5.4 MUST NOT

(1) 경쟁사와 서비스의 수수료를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경쟁사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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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내부자료를 경쟁사에 제공하
거나 경쟁사로부터 위와 같은 경쟁사의 자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
다.
(4) 입찰 참여 시 다른 사업자와 입찰 가격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5.5 FAQ

Q: 업체 관계자들끼리 식사자리에서 가끔 가격 정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가격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인지요?
A: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까
지 포함하고, 판례 역시 렌터카 업체들이 공식적인 위원회에 참석하여 논의한 적이 없
다고 하더라도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수 개의 회사가 모두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통
해 최종적인 조합의 대여요금 참고안이 결정되었으며, 렌터카 업체들이 이에 따라 대여
요금을 신고한 사안에서 렌터카 업체들이 순차적인 의사연락에 따라 일정지역의 차종별
자동차 대여요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반드시 회의자리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합의로 인정된
다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리적 가격으로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들과 구매 가격을 합의
하여 제품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 때 제품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경우에도 부당
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로운 경
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다면 공급
자 또는 수요자인지를 불문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담합이라 하면 가격을 사업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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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 유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
로 합의하는 경우)나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밀가루 총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
(생산)비율을 설정하여 물량을 배분한 행위(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
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 등 가격 담합 이외
에도 다양한 유형의 담합이 있습니다.

Q: 합의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A: 공동행위 사업 참여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및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
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
한하는 행위나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Q; 관련 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기술향상 및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다 같이 모
여 의견을 나눈 후 사업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
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부
터 제28조)
① 산업합리화: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2)
② 연구･기술개발: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
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소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
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3)
③ 불황극복: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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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급이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이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공
정거래법 시행령 제25조)
④ 산업구조의 조정: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
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및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효율 및 국제경쟁력 등이 현저
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6조)
⑤ 거래조건의 합리화: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
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7조)
⑥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28조)

1.5.6 관련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
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
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
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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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
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
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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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제력집중억제
특정한 기업집단 등에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정위는 특정규모의 기업집단에 공시의무를 두거나 계열사 간 지분
보유비율, 계열사 간 거래 비율 등에 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 주요개념

○ 제도 도입의 배경
◼

소수의 경제 주체에게 경제력이 집중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에 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특히, 본 제도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
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
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
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도의 특징: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형태로 추진되며, 공정거
래위원회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제14조)을 지정하여 시책 적용대상을 확정하였습
니다.

○ 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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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제8조 내지 제11조의4에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제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① 회사 간 상호 주식 투자를 규제하는 상호출자 금지 제도, ②
금융기관 여신 관련 채무 보증을 규제하는 채무보증 제한 제도, ③ 소속 금융 ·
보험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④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을 규제하는 지주회사제도, ⑤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⑥ 비상장회사의 불
투명한 경영행태를 규제하는 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⑦ 대규모 기업
집단의 정보 공시에 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⑧ 3개이상 계열사간 상호 연
결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제도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관련 제도] 부분과 같습니다.

1.6.2. 관련 제도
[그림] 주요 제도의 개요

○ 상호출자금지제도 (공정거래법 제9조)
◼

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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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란 회사간 서로 주식을 투자하여 상호간 상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호출자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할 뿐만 지배권을 왜곡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유지를 위하여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
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소속되는 회사들이 본 제
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도의 내용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상호간은 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가
금지됩니다.

위반시 제재

◼
·

시정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임원의 사임 등에 해당하는 시정조치
가 있습니다.

·

과징금: 위반 금액의 10%이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공정거래법 제9조의2)
제도의 의의

◼
·

3개 이상의 계열사간 출자가 상호 연결된 환상형 출자구조를 의미하는 순환출자
는, 가공 자본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가능케함으로써 총수일가의 부
당한 보상 추구 및 한계기업의 부실 전이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본
충실의 원칙 확립 및 왜곡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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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
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에 소속되는 회사들이 본 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도의 내용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가 금지
됩니다. 새로운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하는 것에 더하여 기존의 순환출자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적인 출자 역시 금지됩니다.

·

예외적으로, ① 합병·분할, 영업전부의 양수 등 사업구조개편의 경우, ②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수령 등 권리행사의 경우, ③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의하
여 취득/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
하여 취득/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④ 부실징후기업에 대
해 채권단 의결 및 총수일가의 재산출연 또는 기존 주주인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의 경우, 6개월에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

시정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임원의 사임 등에 해당하는 시정조치
가 있습니다.

·

과징금: 위반 금액의 10%이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의결권 행사제한: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지주회사제도 (공정거래법 제8조 내지 제8조의3)
제도의 의의

◼
·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
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지주회사가 과도한 지배력을 갖춰
출자구조를 왜곡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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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지주회사)

◼
·

주식의 소유(지분 포함)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그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이고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제도의 내용

◼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 시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야 합니다.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공동출자법인 또는 벤처지주회사인 경우는
20%)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단, 그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다만, 지주회사 전환∙설립 시에 위 의무사항에 반하는 부채액/ 주식 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환∙설립일로부터 2년간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전환∙설립하는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간,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제재

◼
·

시정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임원의 사임 등에 해당하는 시정조치
가 있습니다.

·

과징금: 위반 금액의 10%이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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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보증제한제도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도의 의의

◼
·

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어 독자적으로 차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
있는 제3자가 그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채무보증이라고 부릅니다.

·

계열회사 상호간 보증을 통한 연쇄도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금이용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
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에 소속되는 회사들이 본 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도의 내용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열사의 채무보
증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경우,
②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는 채무 보증
이 허용됩니다.

위반시 제재

◼
·

시정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임원의 사임 등에 해당하는 시정조치
가 있습니다.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

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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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구함으로써, 사외이사 및 소액주
주, 채권자 등에 의한 부당내부거래 방지를 꾀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제도의 내용

◼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한 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
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예시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
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
위(유가증권 담보 제공 포함)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담보 제공 및
부동산 임대차 포함)
(4)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5)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6)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
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
위(유가증권 담보 제공 포함)
(7)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담보 제공 및
부동산 임대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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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주요내용 변경의 예시
(1) 거래목적 또는 거래대상의 변경
(2) 거래상대방의 변경(단, 상호변경, 영업양수도·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거래금액·거래단가·약정이자율 등이 당초에 의결·공
시한 것보다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4) 기타 계약기간 변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
용의 변경

◼

공시 방법: 이사회 의결 후 1일이내 DART를 이용하여 그 의결 내용을 공시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법인 1억원 이하 / 개인 1천만원 이하

·

시정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임원의 사임 등에 해당하는 시정조치

○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의4)
제도의 의의

◼
·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기존의 사전적 규제인 출총제(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며 도입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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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고, 그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도의 내용

◼
·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현황 및 계열회
사간 상호출자 현황, 순환출자 현황, 채무보증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단, 비용을 고려하여 부적절한 경우 연1회) 공시하여야 합니다.

공시 사항 예시
(1) 일반현황: 회사개요, 재무현황, 손익현황, 해외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변동내역
등
(2) 임원·이사회 현황: 임원명·직위·선임일·겸직사항 등 임원현황, 이사회·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등
(3) 주식소유현황: 소유지분현황,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등
(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자금거래 현황, 유가증권거래 현황, 상품·용역거래
현황 및 내역, 자산거래 현황, 채권·채무 현황, 채무보증·담보제공 현황, 지주회
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자문용역거래 및 부동산 임대차거래 현황
등

위반시 제재

◼
·

과태료: 법인 1억원 이하 / 개인 1천만원 이하

·

시정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임원의 사임 등에 해당하는 시정조치

1.6.3. MUST NOT

(1) 분할, 영업양수 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규 순환출자한 후, 6월이 넘도록 이를 그
대로 보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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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회사의 건설이행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연대보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채무보증제한제도 위반)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 출금하지 않고
자동 연장된 경우, 이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생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
다.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위반)
(4) 양 거래 당사자가 모두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만이 이사
회 의결을 거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위반)
(5)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회사가 증자 또는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보유지분이 1%이상
변경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위반)

1.6.4. FAQ

Q: 자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무가 적용되나요?
A: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는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상품·용역거래의 경우에도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적용되나요?
거래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상품·용역거래의 경우에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
이 거래금액이 되고, 거래금액의 합은 매출액과 매입액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Q: 해외에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까
요?
A: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국내 회사에 한정되므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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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상호출자란 계열회사 상호간 이뤄지는 직접적인 상호출자만
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환적인 상호 출자에도 해당되는가요?
A: 공정거래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상호출자란 계열사 간의 직접적인 상호출자만을 대
상으로 합니다. 순환출자에 의한 상호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다만, 공정거래
법 제9조의2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신규 및 추가 순환출자만 금지됩니다.

Q: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는,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총계와 자본금을 의미하는가요?
A: 자본총계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
일 전일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6.5. 심결례

[관련

사례]

공시대상기업집단

「태광」소속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계열사간 자산거래를 진행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누락하고 공시 기한을 어긴 사례
공시대상기업집단 「태광」소속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20-006호
[행위사실]
공시대상기업집단 태광에 속하는 계열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은 국내 계열회사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17.12. 31. 자로 약 53억 원의 퇴직연금보험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거래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2018. 1. 10.에서야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

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100

상대방으로 한 회사와 50억원 이상의 상품, 용역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1일 이내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흥국화재해상보험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이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흥국생명보험과 50억원이상의 거래를 진행하였는데도 10일이 지나서야 공시한바
법 제11조의2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습니다.

[조치]
공정위는 법 위반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련 규정상 퇴직연금보험 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하는 점, 이에 따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특례 적용대상으로
오인하여 그에 따라 공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사례](주)동부의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대표이사 등 임원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례
(주)동부의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8029호
[행위사실]
(주)동부는 ① 이사 여철구에 대해 2006.4.7. 사임등기 하였음에도 2006.5.2. 에
이르러 이를 공시하였고, ② 대표이사 이명환에 대하여 2006. 9. 21. 사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조영철에 대하여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음에도 2006.9.29. 에 이르러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주)동부는 공시대상회사로서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는 공시기한 내에 그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 각 18일(본래 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06.4.14.까지
공시 필요), 1일(본래 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06.9.28.까지 공시 필요)을
초과하여 변동사항을 공시한 바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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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사 여철구에 대하여 지연 공시한 행위의 경우, 공정위의 조사표 발송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규정 미숙지와 타 회사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과태료를
면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과태료 10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현대자동차」의 채무보증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임에도 계열사간 연대보증을 한 사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현대자동차」소속

채무보증금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현대자동차」소속

현대자동차㈜의

현대자동차(주)의

채무보증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3-155호
[행위사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평택항 부두 자동차 접안시설에 대한 권리∙의무 이전
과정에서 기아자동차㈜가 2001.8.13. 서울보증보험㈜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았고,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1년 9월 9일간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

「현대자동차」는 2001.4.2.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회사이며, 서울보증보험㈜이 행한 이행보증은 회사채무의
보증으로서 구법 제2조 제9호의 여신에 해당합니다.

-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의
행한

연대보증은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인

계열회사간

금지되는

채무보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는 의결 당시에도 채무보증금지규정의 적용 대상 회사로서 비록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였으나,

계열사간

지원성격을

가진

채무보증의

제재와

재발방지를 위해 과징금 1억 74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6.6.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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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의 내용이 많아 내용은 삭제하였으므로 해당 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제8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8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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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업결합
합병 또는 지분 취득 등의 방법으로 타회사와 M&A를 진행하는 경우 자
산 또는 매출액이 일정이상인 회사의 경우 공정위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고, 공정위는 이를 심사하여 경쟁제한성을 가지는 기업결합의 경우 금
지조치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7.1. 주요개념

○ 기업결합
◼

기업결합은 일반적으로 M&A(Merger & Acquisition)라 불리우는데, 이는 기업결
합의 대표 유형인 인수∙합병이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용어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하여 결합 당사자
중 일방 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되고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관계를 형성하
는 과정 및 형태를 뜻합니다.

◼

다른 회사와의 합병,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영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소수의 기
업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7.2. 기업결합의 유형

104

[그림]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정되는 기업결합의 유형

1.7.3. 기업결합신고

○ 적용대상
◼

신고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이상이고, 상대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
액이 300억 이상인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
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
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의미합니다.

○ 제도의 내용
◼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ㆍ매출액ㆍ자산총액ㆍ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 등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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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구체적인 신고대상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회사의 경우 15%)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단,
계열회사 임원 겸임 제외)

·

합병: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영업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하는 경우

·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신고 기한
◼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요구됩니다.

◼

다만,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참여에 대하여 사전 신고가 요구됩니다.
·

대규모회사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
-

◼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기업결합

구체적인 신고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원칙

예외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계약일

합병

합병등기일부터 30일

완료 전

완료

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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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회사 신설 참여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 완료 전
임원 겸임

겸임

회사의 (예외 없음)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임원의

사임

등에

해당하는

시정조치가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시정조치 후 정해진 기간내 미이행 시 부과됩니다. (매일당 일정 금액,
최대 결합금액의 0.03%)

◼

과태료: 사업자 1억원이하 / 임직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7.4. 기업결합심사

○ 제도의 의의
◼

공정거래법 제7조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제도의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야 합니다(단, 필요 시
90일까지 기간 연장 가능).

◼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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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합니다(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행태적 조치. 상세한 사항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참고).

○ 기업결합의 유형
◼

수평형 기업결합: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심사 고려사항 예시: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

◼

수직형 기업결합: 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

심사 고려사항 예시: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

◼

혼합형 기업결합: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결합

심사

고려사항

예시: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의 증대효과 등

○ 심사 기준
◼

시장점유율

합계

기준

및

대규모회사

기준에

해당할

경우,

경쟁제한성이

추정됩니다. 기업결합회사가 경쟁제한성을 입증함으로써 그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습니다.

◼

시장점유율 합계 기준: 계열회사 시장점유율을 합산합니다.
(1)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2)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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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점유율이 2위인 회사와 25% 이상 차이 날 경우

◼

대규모 회사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1)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이상인 거래 분야인 경우
(2) 당해 결합으로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경우

1.7.5. MUST NOT

(1) 대규모회사가 합병을 이행하면서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됨에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대규모회사의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함에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무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다른 회사 주식의 20%을 취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5) 대규모회사가아닌 회사가 영엄양수대금 지불을 완료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7.6. FAQ

Q: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두 회사가 모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어서 2개 회사 모두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정한 때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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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두 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의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 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 요건(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Q: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주식취득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
A: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은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주식취득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의

소유

비율을

합산합니다.

Q: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이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나요?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당해 기업결합 이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이 허용됩니다. 이때, ‘효율성
증대효과’란 당해 기업의 생산, 판매, 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합니다.

Q: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겸임 시의 결합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요?
A: 임원겸임은 일방 당사자가 대규모회사임에도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1.7.7. 심결례 및 판례

[관련 사례] 대한전선(주)등 4개사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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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후 신고 기한을 어겨 지연 신고한 사례
대한전선(주)등 4개사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7-473호
[행위사실]
대한전선(주),

(주)경안,

(주)경안전선,

케이티씨(주)는

2005.

1.20.

케이티씨캄보디아(주)를 설립하는 의결을 하고, 2006.1.21. 주식대금 납입(이행행위)을
완료한 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사업년도

기준

합니다.

대한전선(주)은

자산총액이

계열회사를

3조367억원인

회사이고,

포함하여
(주)경안,

기업결합

직전

(주)경안전선,

케이티씨(주)는 동일기업집단 소속 회사들로서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결합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2,358억원인

회사이므로,

모두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 회사들은 2005. 1.20. 공동으로 케이티씨캄보디아(주)를 설립하는 의결을
하고, 회사설립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업결합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식대금

납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6.1.21. 주식대금 납입(이행행위)을 완료한 후 2005. 7.13.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기업결합신고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조치]
공정위는 피심인들 행위 이후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중소기업에 완화되는 등 개선된 점을 고려하여 대한전선(주)에 과태료 1,500만원,
나머지 회사들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 이상의 타사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지연 신고한 사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9-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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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일등건설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주)일등건설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을

신주로

출자전환하였습니다.

이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9.2.7.(신주효력발생일)에 (주)일등건설의 발행 주식 총수의 20%이상인 42.5%를
취득하게 되었으나, 2009.3.25. 에 이르러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직전

사업년도

해당하여,

기준

다른

자산총액이

회사의

신주를

약

260조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대여금 채권이 신주로 출자전환되어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본 건과 같은 경우 법원인가결정에 따른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주)일등건설의 신주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주효력발생일인 2009.2.7.에 (주)일등건설의 발행 주식
총수의 20%이상인 42.5%를 취득하게 되었으나, 2009.3.25.에 이르러 기업결합
신고를 한바, 이는 기업결합신고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

[조치]
공정위는

법

제69조의2(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되,

본

사안이

기업결합심사기준 상 간이신고대상임을 감안, 금액을 임의 조정하여 과태료 17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동영제철화학의 CCK의 수평적 결합(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 관한 건

경쟁관계 있는 기업의 수평적 기업결합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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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동양제철화학이 기업결합을 위하여 CCAL라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CCAL이
CCC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동양제철화학과 CCK의 수평적 기업결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고무용 카본블랙’의 사업자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하고, 신규진입 가능성도 낮으며, 결합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양제철화학이 CCC를 인수하여 ‘특수용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등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동양제철화학에게 CCK
지분을 매각하거나, 또는 동양제철화학 공장 2곳 중 한 곳을 매각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동양제철화학과 CCK의 수평적 기업결합에서 법 7조 4항 1호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충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신규진입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CAL의 기업결합신고는 CCC에
대한 주식취득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사후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위의
처분은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후문,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7.8. 관련 법률

공정거래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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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7조(기업결합의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제한)제1항제4호의

매출액을

규정에

합산한

의한

규모를

영업양수의

말한다.
경우에

다만,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정의)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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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④ 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제7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6항

단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에
심사결과를

따라

신고를

통지받기

하여야
전까지

하는
각각

자는

제7항에

주식소유,

따른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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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6항에
규정된

신고기간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통령령이

회사중

하나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이하

이

소속된
條에서

“代理人”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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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정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소개(2021. 12. 30. 시행)
1.8.1. 실시계획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이하
‘개정 공정거래법’).
○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12월

30일에

요건

강화:

시행될

예정입니다.

1.8.2.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 내용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지주회사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2 배)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



형벌규정 정비: 기업결합,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형벌 규정 삭제


혁신성장 촉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일반지주회사의 CVC
지분 100% 소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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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300 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 부과

기타



정보교환 담합행위 규율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진술조사 시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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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자상거래법

2.1 목적 및 적용범위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예시: 음식점이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냉장고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지만 소비자로 볼 수 있습니다.

2.2 주요개념
○ 전자상거래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를 말합니다.

◼

주문, 결제, 이행 단계 중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게 됩니다.

○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업자
◼

“통신판매”는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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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인터넷상의 사이버몰에서 제품광고를 본 후,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통신판매가 아닙니다.

“통신판매업자”

◼
·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시: 신용카드사가 통신판매업자인 여행사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판매업무를

여행사의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의 정보를

제공하고

동 여행상품에 대한 청약을 비대면으로 접수하여

여행상품

수행한

경우,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합니다.

○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의

◼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업자가 자신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며 통신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제3의

의뢰자에게

있음을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약정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

대금결제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와의 거래임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제화면에서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통신판매에 따른 매출이익이 직접 자신의 수익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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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수익만을 얻는 것인지 등의 회계처리 방법

○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화 등에 관한 상품 정보와 청약의

◼

접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예시:

단순히

가격비교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3 주요 내용
○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주요 의무 및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버몰 준비 단계

◼
·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는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Escrow)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신원 표시 의무(사이버몰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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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몰 운영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약관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주소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 이용약관
6.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위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을 통한 회원탈퇴 및 청약철회 등 방법 제공 의무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품 개시 단계

◼
·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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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11. 재화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2.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이 중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에 품목별 표시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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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 의류
1.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기능성인 경우 성적서
또는 허가서)
2. 생상
3. 치수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7. 제조연월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예시 2) 소형전자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유무(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 무게
8. 주요 사양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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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신원 표시 의무(표시ㆍ광고)

-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 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주문 접수 및 대금 지급 단계

◼
·

청약 내용 확인 및 정정 또는 취소 기회 제공 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거래대금의 부과시점 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

계약서 송부 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위

거래조건에

기재하여야 사항과 동일)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품 공급 단계

◼
·

공급 곤란 시 통지 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기간내 공급을 위한 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선지급식 통신판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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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
·

기간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재화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청약철회 불가 사유

-

소비자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시 1) 의류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으로 청약철회 제한은 불가합니다.
(예시 2) 전자제품의 경우 내용물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에 대해 Seal 제거를
이유로 청약철회 제한은 불가합니다.

②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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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예시) 특정 소비자의 신체치수나 디자인 등을 고려해 만든 맞춤형 주문제작
상품인 관계로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곤란한 상품은 청약철회 제한이
가능합니다.

-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 중 하나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 행사가 방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합니다.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합니다.
3.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합니다.
4. 위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합니다.

·

대금의 환급 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를 반환 받은 날(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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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반환 배송비 부담

-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 등에 있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매 배송비 부담

-

소비자가 단순한 변심에 의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는 구매시의 배송비를
부담할 자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

구매시의

배송비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청구 제한

-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및 책임
일반

◼
·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고지 의무

-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리는 한편, 다음 방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1. 통신판매중개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째
면에 알려야 합니다.
2.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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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청약내용의

확인ㆍ정정ㆍ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려야 합니다.

·

통신판매의뢰자의 신원정보 제공 의무

-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불만 또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

-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ㆍ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해야 합니다.
3.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

◼
·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 제공, 청약 내용 확인 및
정정 또는 취소 기회 제공 의무, 공급 곤란 시 통지 의무, 청약철회 등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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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지행위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시

1)

‘화이트색상

구두와

세일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등 사업자가 특정색상소재의 상품, 세일특가상품 등에 대해
반품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사이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
(예시 2) ‘불량으로 인한 환불은 물건 수령 후 5일 내에 고객센터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등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여 사이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
(예시

3)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질

및

배송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사이버몰이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예시 4) 사업자가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베스트,
추천, 기대, 화제’ 등의 명칭을 붙여 재화등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재화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토대가 되어 추천된 재화등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시 1) 상담원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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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해 놓은 경우
(예시 2)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안내된 콜백
안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

○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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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전자결제업자등
라.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에 의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5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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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또는 그에 갈음한 과징금
◼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임시중지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다만,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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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 의무 위반의 경우
통신판매업 미신고

◼
·

시정조치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래조건 미제공

◼
·

시정조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이버몰에 신원 정보 미표시

◼
·

시정조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6 MUST NOT
(1)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청약철회 기간을 단축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불리한 이용후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거짓으로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베스트∙추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5) 특정 조건 또는 기간에만 할인 가격으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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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FAQ
Q: 약관에 제품 고유의 박스 훼손 시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한 경우,
반품된 제품의 박스가 훼손되어 있다면 반품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5조). 따라서 소비자가 위와 같은 약관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반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Q: 소비자가 의류를 수령하고 3일이 지나서 구멍이 나 있다며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의류의 택(Tag)은 제거된 상태이고 제품의 하자인지 불분명한데 반품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5조). 나아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따라서 제품의 훼손이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입증이 어렵다면 반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Q: 5곡, 10곡, 25곡, 50곡 단위로 디지털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곡이라도 이용 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5곡, 10곡 등 단위로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 구매 상품은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가 그 중 일부를 사용하였더라도 남은 곡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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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심결례
[관련 사례] ㈜지니뮤직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사이버몰인 모바일 앱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된 상세화면에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
㈜지니뮤직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9-091호
[행위사실]
지니뮤직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모바일 앱 ‘엠넷’을 통해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앱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표시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앱 초기화면에서 최소 3차례 클릭해야 신원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지니뮤직의 위 행위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치]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트위치 인터렉티브 인코퍼레이티드 및 트위치코리아(유)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사이버몰에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
트위치 인터렉티브 인코퍼레이티드 및 트위치코리아(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9-101호
[행위사실]
트위치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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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위법성판단]
트위치는 미성년자 여부를 불문하고 소비자와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치]
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삼성전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전자문서를 통하여 계약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철회 방법을 전화로만
제한한 사례
삼성전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9-081호
[행위사실]
삼성전자는 자신의 스마트폰 전용 사이버몰인 ‘밀크’ 앱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도움말’ - ‘고객 서비스 및 자주 묻는 질문’란에서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앱에서 소비자가 음원서비스를 구매할 때 전자문서를
통하여 계약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또는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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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서만 청약의 철회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바,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의 청약을 한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조치]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음원서비스의 첫 달 요금이 100원이라는 사실만 표시하고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9-205호
[행위사실]
카카오는 멜론 앱을 통해 음원 이용료의 첫 달 가격을 100원으로 인하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앱의 푸시메시지와 팝업화면에는 첫 달 요금이 100원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고, 프로모션 참여시 2개월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한다는 내용과 넷째달부터는
정상가격 요금이 적용된다는 사실 등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법성판단]
-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프로모션 참여 시 2개월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한다는
사실과 넷 째 달부터는 정상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
것은 이용자의 음원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은폐, 누락, 축소한
것인 바 이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와 같은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결제금액을 오인하여 음원서비스를
구매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았습니다.

[조치]
소비자 유의사항을 프로모션 화면 상단에 기재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적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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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재판매가 가능한 주문 제작 상품에 대하여 환불을 제한한 사례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9-159호
[행위사실]
카카오는 ‘프레디 핸드메이드 피규어’ 등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개별 상품
판매화면 중 주문제작안내, 반품/교환안내 및 자주하는 질문 항목에 ① 공동주문 특성
상 주문 후 제작대기 상태에서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 ②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으로 주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주문이 마감되는 날은 마감 2시간 전부터는 주문 취소가
불가하다는 내용 ③ 수령 후에는 환불, 교환 및 반품을 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

카카오는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였으나, 아직 제작이 대기 중인 경우에도 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렸으나, 제작 대기 중에는 실제 상품의
제작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주문상품을 취소 또는 환불 요청을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주문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주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주문이 마감되는
날은 마감 2시간 전부터는 주문 취소가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렸으나, 주문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주문량이 최소주문량 미만이어서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환불해주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주문
마감 전에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카카오는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수령한 이후에는 해당 상품이 주문제작상품이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주문취소 및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알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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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상품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재화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품이나
소비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거나 교환 및 반품을 신청하다 하더라도 피심인은 이를 다른 소비자 등에
판매 할 수 있으므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아프리카티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결제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VAT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만을 표시한 사례
㈜아프리카티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9-029호
[행위사실]
아프리카티비는

‘퀵뷰’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결제단계로

나아가기

전까지의

판매화면에서 VAT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채 VAT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만을
표시하다가, 실제 결제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VAT가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

아프리카티비는 결제의 최종단계에서만 VAT가 포함된 최종가격을 표시하였는바,
이는 최종적으로 결제되는 금액이라는 거래조건을 은폐 또는 축소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통상적인 거래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재화 등의
표시가격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본 건의
경우에서도 소비자는 피심인이 구매화면에 표시한 가격을 최종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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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금지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위드이노베이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불만 이용후기를 임의적으로 삭제한 사례 & 광고 구매에 따른 추천임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
㈜위드이노베이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7-069호
[행위사실]
-

위드이노베이션은 숙박앱 ‘여기어때 앱’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작성한 이용후기
중

불만

이용후기

5,952건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비공개하였습니다.
-

위드이노베이션은

‘여기어때

앱’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정보를, 광고상품에 따라 ‘내주변 추천’, ‘지역추천’,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 ‘스페셜’, ‘베스트’ 영역에 게시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거나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법성판단]
-

이용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한 행위는 판매에 불리한 사실을
축소 은폐한 것인바 이는 소비자에게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숙박시설의 시설이나 서비스가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내주변 추천’, ‘지역추천’,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 ‘스페셜’, ‘베스트’라고 중개의뢰자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그 의미를 일반
숙박업소에 비해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우수하여 소개하는 숙박업소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드이노베이션은 광고를 구입한 숙박업소가 ‘내주변
추천’, ‘지역추천’,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 ‘스페셜’, ‘베스트’영역에 게시된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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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치]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
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한 사례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9-160호
[행위사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 앱에서 5곡, 10곡, 25곡, 50곡 단위로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곡
구매’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 후 고지 화면의 ‘청약철회안내’란에 ‘결제 후 7일 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 가능’이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

카카오뮤직에서 판매하는 ‘곡 구매’ 상품은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음원
서비스 상품에 명시된 곡 수 범위 내에 서 자신이 원하는 곡을 내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소비자는 몇 개의 곡을 내려 받아 사용하였더라도 이용하지 않고 남은 곡 이용권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이용권 중에 포함된 곡 중
1곡이라도 다운로드를 받으면 ‘서비스이용 이력’이 생겨 잔여곡에 대해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곡 구매’ 상품의 경우 구매하는 곡 수에 정비례하여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된 ‘묶음’ 가격으로 판매하는 만큼 소비자가 묶음으로 판매된 상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1곡 구매 시와 달리 청약철회 등이 제한될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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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카카오의 행위는 상품 선택에 중요한 고려사항을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9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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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시광고법

3.1 주요개념
○ 표시(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상품/용역에 관한 사항 중 자기나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자기나 다른

◼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상품의 용기, 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 사업장 등의
게시물, 상품권, 회원권, 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상화된

그

자체의)

용기포장을 의미합니다.

○ 광고(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2조)
상품/용역에 관한 사항 중 자기나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자기나 다른

◼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을 아래
수단/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

전단, 팜플렛, 인터넷,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비디오, 음반,
서적, 영화, 연극, 기타 자기의 상품 외의 다른 상품 등

3.2 주요내용
○ 표시광고법은 부당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 표시·광고의 유형은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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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의미합니다.
(예시

1)

실제는

50%가

실크(Silk)이고

50%는

레이온(Rayon)인데도

불구하고, “100% 실크(Silk)”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2) 전년도 재고분의 학습참고서를 표지만 바꾸어 “개정신판”, “완전신판”
등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3)

냉방기나

온방기의

경우

적정한

사용면적은

“15평”인데도

“24평형”이라고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

◼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 광고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의미합니다.
(예시 1) “휘발유 1리터로 OOkm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 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예시 2)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예시 3) 한국에서 제조하였거나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조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Made in U.S.A.” 등
외국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것이 다른
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의미합니다.

(예시 1) 자기 자동차의 최고출력이 경쟁사업자의 동종 자동차에 비하여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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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하게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 차이가 자동차가 힘차게 주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 상품은 힘이 있고
경쟁사업자 상품은 힘이 없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예시 2) 자기의 보험상품은 경쟁사업자의 보험상품과 달리 여러 가지
급여제한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급여내용만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의 보험상품의 급여내용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
·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 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를 의미합니다.

(예시) 교통사고의 원인이 다양한데도 교통사고 조사 자료의 경쟁사업자
차량사고율이 높은 점을 이유로 경쟁사의 차량은 안전하지 않다고 광고하는
행위

○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요건1: 반진실성이란, 표시 ․ 광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는

◼

것을 의미합니다.
·

연구 조사자료 등 실증자료, 통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 등 근거의 존재 여부 및
사실인지, 은폐/누락, 축소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무과실책임으로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요건2: 소비자오인성이란, 표시 ․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을

◼

것을 의미합니다.
·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 하며,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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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이미지, 광고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사후적으로 오인성을 바로 잡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위법성 유지됩니다.

요건3: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
·

경쟁사업자의 고객 부당 유인, 소비자 피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표시광고법 위반사안에서 기본적으로 판례와 대부분의 심결례는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저해성을

“광고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3 관련제도
아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관련 공정위 고시를 전부 일별하였습니다.
관련 산업, 유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관련 업무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의 주요 내용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
·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
·

제조업자 등이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과 동일한 상품 등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상당수 소매업자가 동 지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격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자기의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광고함으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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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종전거래가격: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 기간 중 당해 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봅니다]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하여 할인 또는 가격인하 판매 시 당해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는 근거로서 동일조건의 상품이 아니거나 또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광고

◼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①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②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③ 실제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①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②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광고하거나,
③ 특허 등록 자체가 상품의 성능효능이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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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사실 그 자체만으로 성능효능의 우수성 또는 안전성 등을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표시·광고

◼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일정한 기준규격 또는 기준용량에 해당하는 경우 ①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규격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②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나타내기
위하여 외형의 크기를 내형의 크기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에 관한 표시·광고

◼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 등을 표시·광고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소모 또는 마모되는 것을 영구히 또는 사실보다 상당히
장기간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제조방법에 관한 표시·광고

◼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일반소비자가
손으로 만든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기계로 만든 상품(공예품,
면)인데도 손으로 만든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특징에 관한 표시·광고

◼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특징을

표시·광고할

경우

전년도

재고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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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참고서를 표지만 바꾸어 “개정신판”, “완전신판” 등이라고 표시·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광고

◼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원산지 및 제조자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①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출 불합격품 또는 수출반품을 포함한다)
외국문자,

외국어

등으로만

보아서는

국산품인지

표시·광고함으로써

수입품인지를

그

식별하기가

표시·광고된

내용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표시·광고하거나, ②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의
문자, 국기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광고하거나, ③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

외국상표나

외국제조회사의 명칭만 표시·광고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사실은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보증·품질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광고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

◼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광고할 경우 ①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② 당해 상품 등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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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표시·광고하거나, ③ 당해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당해 부문 전문가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

◼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

안전과 관련되는 상품 등의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사용상의 오인가능성이 있으며, 당해
상품의 보존기간 동안 존속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 행위도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
·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사업자
또는 상품 등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마치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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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
·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① 유행상품을 모아 한 세트로 팔면서 상품구성에 있어 구식모델을 일부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표시·광고하거나, ② 광고하는
아파트가 실제 입주일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 예상됨에도 곧 입주가 가능한
느낌을 주는 표현을 하고 실제 입주일을 표기하지 않는 등 사업자 자신이나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

◼
·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 등 부대비용, 금융비용 등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

수험교재판매와 관련하여 시험일, 시험합격 후 혜택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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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은폐 또는 누락

◼
·

제조자·판매자·가공업자·중간유통업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품 등의 품질·종류·수량 등에 관한 중요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품 등의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중요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표시·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시하는
결과·효과(효능) 등을 거두거나 성능·기준 등을 달성할 수 있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충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누락 또는
은폐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축소

◼
·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지 않고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상의 지적 능력을 지닌
소비자가 표시된 설명만으로는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의약품 광고를 하면서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이 있음을 사실대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부작용 있음”으로만 표시·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의 관계

◼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 면에서 전자는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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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지 않은 진술·표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오해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을
직접 초래하는 것이고, 후자는 소극적으로 진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오해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건축예정인

상가를

전단지를

통하여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시공사: OOO건설”, “자금관리: XXX은행”이라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광고한

경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기만적인 표시·광고) 건축예정인 상가를 전단지를 통하여 광고하면서
아직 건축허가를 통해 규모와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대지면적, 연면적 및 층별 업종표 등을 제시하여 광고한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비교대상에 관한 사항

◼
·

비교대상인 상품이 자기의 상품과 용량, 크기, 생산시기, 등급, 특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자기의 수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비비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품의 연비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

비교대상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 비교대상인 제품이 가격·품질·성능·소비자인지도 등에
있어 경쟁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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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자기를 포함한 패키지형 에이컨 제조 상위 2사가 당해 시장의 75%
수준을 점유하고 있고 또한 이들 상위 2사가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며

소비자

인지도가

떨어지고

기술력도

열등한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패키지형 에어컨과의 성능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이 경우
중소기업명이나 제품을 명확히 밝히는 등 소비자가 비교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볼 수 없음)

비교기준에 관한 사항

◼
·

서로 다른 조건, 기간, 환경 등 동일하지 아니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자기 엔진오일의 상온에서의 성능과 경쟁사업자 엔진오일의 고온 또는
저온에서의 성능간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성능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

표시·광고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이 당해 표시·광고상 비교기준과 불가분의
직접적 관계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자기의

급여제한사유가

보험상품은
있음에도

경쟁사업자의
불구하고,

보험상품과

이를

명시하지

달리

여러

아니하고

가지
단순히

급여내용만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의 보험상품의 급여내용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비교내용에 관한 사항

◼
·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허위·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서

허위·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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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자신의 오수처리공법에 의한 정수사실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에 따라 자기 공법에 의한 정수시설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관리효율이 월등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

비교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맥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열처리 여부가 객관적으로 맥주맛의
우열을 결정짓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의 비열처리
맥주가 경쟁사업자의 열처리 맥주에 비하여 맛의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비교방법에 관한 사항

◼
·

특정항목, 특정조건 등에서의 비교결과를 근거로 전체적인 우수성을 주장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자기의 항공요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좌석간격 뿐 아니라 항공요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거래조건 면에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를
행한 경우 당해 표시·광고
·

시험·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웨 시험·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자기의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상품의 품질, 성능을 비교하여 위하여 다수의 항목을 시험한 자료 중
자신에게 유리한 몇 가지 항목만을 자의적으로 선정해서 평균치를 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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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당초

시험결과를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와의 관계

◼
·

사실에 기초하여 비교하는 형식의 표시·광고라고 하여도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중대한 이미지 훼손에 이르는 등 표시·광고의 전체
내용이 전달하는 바가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예시)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표시·광고한 경우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상품등의 안전 관련 특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
·

인체에 유해한 성분(원자재)이 포함된 상품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그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 중요한 정보임에도 평균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표시·광고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

의약품이 아닌 상품의 효능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상품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
·

상품등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연령, 성별, 효능 등 사용·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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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

상품등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당해 상품이 안전기능 등이
완전하여 소비자가 더 이상의 안전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추천·보증의 등의 방법을 이용한 부당한 표시·광고

◼
·

안전관련 사항의 기준, 검사, 형식승인 등 법령상의 기준을 통과한 상품에
관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상품의 안전성을 추천·보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

상품의 일부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통과하였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전체가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안전관련 사항의 표시 방법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

◼
·

상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당해
사항을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부착하여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 또는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는 부당한 표시가 됩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

유효(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통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소비할 경우에
그 간을 초과하여 생명등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하였다는 사실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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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철분결핍으로 인한 피로, 권태 등의 증세에만 효험이 있는 약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피로, 권태 등에 효험이 있다고만 하여 이 약이
특정 원인과 관계없는 모든 피로, 권태 등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 생활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

자동차의

충돌시험

결과

등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면서 정면충돌 등 그 특정 조건을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모든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제품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미용·의료·레저 등 용역의 제공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성형시술인 OO시술을 통해 피부주름 및 피부처짐,
모공 등을 한번에 해결하여 주름 없던 젊은 시절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거나,
부작용과 거부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재수술 받은 환자들의 수술 만족도를 별도로 확인한 사실이 없으면서 마치
재수술 받은 모든 환자들이 시술결과에 100% 만족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어린이 관련 상품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

장난감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장난감으로 때리거나 던지거나
사용하여도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등에 위해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장난감 등 어린이관련 상품등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표시·광고된 그림이나 설명
등을 어린이가 모방했을 때 생명등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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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주류, 담배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

OO소주에

대하여

천연암반수로

전혀

희석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희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암반수 함유량에 관한 표시없이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 소주”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공인된 기관의 실험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담배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니코틴 함량이 가장 적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

효능과 관계없는 생산방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참가상 또는 순번상 수상을 품질이 우수해서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특정부문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선정·특허

◼

등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을 받은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기술에 대해서 받은 수상 또는 인증을
제품자체가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정협회로부터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비교결과 자사가 우량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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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사실을 가지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수상·인증·선정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

높여서 표시·광고하는 행위
·

외국정부기관이 자사 제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사
제품이 세계 정상급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수상기관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또는 수상기관의 권위를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여

자사의

수상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일정기간의 수상·선정의 사실을 가지고 그 이상의 기간동안 수상·선정된 것처럼

◼

표시·광고하는 행위
·

60년대의 수상사실에 대해 수상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마치 현재도 수상의
가치가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4/4분기에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을

그

해의

히트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인증마크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마크를 계속

◼

표시·광고하는 행위 또는 특허기간의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사실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20년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이 소멸된 물질에 대하여 최근 새로운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객관적인 근어없이 세계 최초로 OO부문에서 국제품질규격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161

○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일반원칙

◼
·

제한사항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제한사항의

두드러짐,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을 고려하여 해당
표시·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표시·광고물의 종합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부 가이드라인

◼
·

두드러짐: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큰 크기로
기재되어야 하고, 색상 등을 고려할 때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한사항은 긴 시간 광고 중 극히 일부분 동안만 노출되거나 많은 설명 중 극히
일부로만 제시됨으로써 광고의 다른 내용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시: 제한사항을 두드러지게 제시하지 못한 사례) TV를 통해 보험광고를
하면서 가입조건, 보험계약 갱신 시 갱신조건 등을 사실대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광고 말미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별도의 언급(방송멘트 등) 없이
화면 하단에 약 1초 정도만 표시·광고한 경우
·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

제한사항은

주된

표시·광고와

가까우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시:

제한사항을

주된

표시·광고와

근접하게

제시하지

못한

사례)

비닐제품의 포장에 ‘썩는 비닐’이라고 표시하면서 제한사항(상온에 습도 40%
이상인 토양에 매립되는 경우에 한함)을 포장지 반대편에 기재함으로써
소비자가 양자를 한 가지 속성에 관한 통일적 표시로 인식하기 곤란하게 한
경우
·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설명 없이 난해한 법률용어나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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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시:

제한사항을

명확·구체적이고

평이하게

제시하지

못한

사례)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제한사항으로서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관행적인 문구만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실제 생활공간과는 괴리된 실험조건을 은폐한 경우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소비자의 추천·보증 등

◼
·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 소비자가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광고상에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하면서 동 식품을 사용한 특정 소비자의
성공사례를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동 식품을 복용하면
광고상의 소비자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동 식품이 특별한 체질과 일정조건을 갖춘 일부의 소비자들에게만
효능이 있는 경우

유명인의 추천·보증 등

◼
·

유명인이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서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광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 유명인이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광고상에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유명인이 자신의 직업 등과 관련된 제품광고에 출연하여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품평 등의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자신과 실제 관련된 분야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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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이 SNS 등을 통하여 특정 상품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특정 브랜드
또는 상품명을 언급하거나 해당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은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다이어트식품 광고를 하면서 유명인이 동 제품을 복용하여 감량에
성공한

것처럼

광고를

하였으나,

광고주가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거나 제품복용에 대한 약정없이 광고모델 계약만을 한 경우

전문가의 추천·보증 등

◼
·

표시·광고내용의 전체 의마상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판단이 추천·보증
등의 형식으로 표시·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추천·보증인이 추천·보증 등을 한
내용에 대해 실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표시·광고상 표현된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해당 추천·보증인의 판단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동 상품에 대해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 등을 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명의의
시험·조사·검사결과를 광고주 임의로 광고에 담아 표현하는 경우

단체·기관의 추천·보증 등

◼
·

단체·기관명의의 권장·권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천·보증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기관이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성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단체·기관의 공식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당한

내부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실제

단체·기관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해외에 소재한 연구소의 추천·보증서를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연구소는 수수료만 지급하면 품질·성능에 대한 평가 없이 추천·보증서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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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하는 곳인 경우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
·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 다음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봅니다.
✓ 표시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고, 표시문구는 추천·보등 등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 문자 형태의 경우,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 형태의 경우,
소비자가 소리 크기나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여야 합니다.
✓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언어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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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신에 관한 환경관련 표시·광고

◼
·

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경보호와 관련된 캠페인
등 환경보전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특정용어 및 표현의 사용

◼
·

인체·환경 유해성물질의 함유·배출량 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함유량이
적다거나 제품사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서 “천연”, “자연”, “유기농”, “생분해성”, “광분해성” 등과
같은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기능 또는 효능을 발휘하는
주성분과 그 함량을 나타내지 않거나 막연히 표현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원·에너지 절약과 사용·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자원·에너지 투입이 적거나 절약한 제품임을
표시·광고하기 위해 “고효율”, “에너지절약”, “연비 효율적” 등과 같은 용어
또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절감량 또는 비율을 나타내지 않거나, 나타내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상품 또는 포장인지 혹은 그중 일부분인지를 구별하여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폐기물 처리 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임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서 “분리배출”, “재활용가능”, “재사용가능” 등과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재활용 대상이 상품 또는 포장인지 아니면 그
일부분인지를 따로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인 속성과 효능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사용
✓ 위 3개 항목의 환경적 속성 및 효능이 중복되어 있어서 “친환경”, “그린”,
“에코” 등 포괄적인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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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항목 중 중복되어 있는 각각의 특성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환경적인 속성 및 효능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경마크 등의 사용

◼
·

법정인증마크
✓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하는

환경마크를

의미하며,

표시

방식은

관련

인증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을 따릅니다.
·

업계자율마크
✓ 법적 근거없이 업계 자체적으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성능, 품질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품에 붙는 마크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마크
사용시 국가인증 마크 등과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 인증기관 등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업자가마크
✓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상품의 품질, 성능 등 자사상품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체 디자인한 도안이나 마크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마크 사용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와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 “기업자가마크”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방법

◼
·

허가, 인증,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 등의 인용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제환경표준규격(ISO14000)

인증기관

기타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기타 수상경력이나,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신문·방송·잡지 등 언론의 보도, 기타 사업자 자신
또는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인증 등의
주체,

성격,

효력,

범위

등의

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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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실험기관의 실험결과 인용
✓ 상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환경적 효능에 관한 실험결과를 표시·광고에
사용할 때에는 그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시험·검사기관, 대학교내연구소, 기타 실험
전담인원 5명 이상인 공신력 있는 실험기관의 것만을 사실대로 인용하여야
하며, 위의 기관 외의 실험기관의 실험결과는 신뢰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시·광고에 인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외국 실험기관의 실험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준하는 기관이
수행하거나 인정한 것에 한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해당 표시·광고에 당해
외국 실험기관의 성격, 규모, 신뢰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소비자가 그 실험기관에 관하여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증언식 광고
✓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상품 등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증언 또는
설명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증언 또는 설명 등은 표시·광고 내용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어야 하며, 당해 상품 등을 실제로 이용해 본 사실이
없는 자의 이러한 증언 또는 설명 등을 표시·광고에 포함할 경우 거짓의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3.4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

위반행위의 금지 및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이 있습니다.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 이내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관련매출액X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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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과징금(5억 한도)은 광고로 인하여 유발된 매출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부과됩니다.

○ 형사고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5 MUST NOT
(1) 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사실을

은폐ㆍ축소

또는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안됩니다.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등을

다른

사업자의

그것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안됩니다.
(4)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6 FAQ
Q: 우리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최고’, “대한민국 1등” 등의 표현을 붙여도
괜찮을까요?
A: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대한민국 1등”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나 “1등”과 같은 표현을 포함한
표시ㆍ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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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다른 회사의 상품과 비교하면서 광고하고 싶습니다.
이때,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A: 표시광고법상 특히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
대상인 상품이 귀사의 상품과 차이가 있어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비교대상을 밝히지 않은 채 귀사의 상품이 더 우수하다고 표시ㆍ광고하였으나, 실제
비교대상이 가격, 품질, 성능, 소비자인지도 등에 있어 경쟁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비교기준을 다르게 하거나 비교기준을 부적정하고 비합리적으로 설정한 경우,
표시ㆍ광고한 비교기준과 불가분의 직접적 관계에 있는 사항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비교내용이 허위인 경우,
비교사항이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실제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마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열등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이벤트성으로 1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자동 유료 전환에 관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 사업자가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등 상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한 것에 해당하여 기만적 표시ㆍ광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7 심결례 및 판례
[관련 사례] 드림리츠(주)의 거짓, 과장광고 관련 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누24311 판결, 대법원 2011두33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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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리츠㈜는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국토해양부가 건설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GTX를 위 분양 아파트 주변에 마치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된 것처럼 광고함으로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각 언론매체들이 GTX 건설계획안이 확정되었다고 보도하였고, 일반 소비자로서는 이
사건 GTX 사업의 주요 절차, 방법, 규모 등이 지정되어 추진 중이라는 의미에서
'계획'된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일 뿐이며,

이미 경기도에서 GTX

사업에 대한

검토용역을 마치고 국토해양부에 대하여 국토계획 등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적어도 경기도 차원에서는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등을 이유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한국닛산 주식회사 및 일신자동차주식회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례
한국닛산 주식회사 및 일신자동차주식회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9-112호
[행위사실]
한국닛산㈜는 인피니티 브랜드의 Q50 2.2d 경유 승용차를 수입∙판매하면서 연비를
실제보다 높은 수치로 표시∙광고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닛산㈜와 일산자동차㈜는 닛산
브랜드의 캐시카이경유 승용차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등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 Q50 2.2d에 대하여, 캐시카이 차량의 복합연비 수치는 14.6km/ℓ임에도 15.1km/ℓ로
표시∙광고하였는 바 거짓 또는 과장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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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카이 경유차량 배출가스 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인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사실과 달리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고 하고, 특정
조건에서만

유로-6

배출가스

주행조건에서도

해당

기준을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며,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

충족함에도

것처럼

오인성

및

마치

일반적인

부풀려

표시․광고한

공정거래

저해성이

실제

것으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치]
- Q50 2.2d에 대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 시정조치가 부과되었으며, 686,000,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캐시카이

경유

차량에

대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이

각각

부과되었으며,

214,000,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관련 사례] (주)수신오가피의 부당 비교 광고 건

수신오가피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3누1631 판결, 대법원 2004두9654 판결
[사실관계]
㈜수신오가피는 자기의 오가피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아칸토싸이드D”성분이
오가피의

지표물질로

지표물질이라고

선정된

사실이

허위∙과장광고

없음에도

하였고,

불구하고

객관적

동

비교분석

성분이

오가피의

자료가

아닌

“아칸토싸이드D성분 함량비교”를 객관적 비교분석자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의 “아칸토싸이드D”성분의 함량을 부당하게 비교 광고하는 행위 및 동
성분이 적게 들어있거나 없는 제품은 가짜라고 경쟁사를 비방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신오가피가 아칸토싸이드d 성분만을 오가피속의 유일한 핵심성분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비교된 다른 사업자의 제품들이 각각
다른

원료도

첨가되어

있음에도,

원료가

다르고

생리활성성분이

다양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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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토싸이드d 성분만을 비교하여 광고한 것은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갖지 아니한 내용을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비방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알루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회원조합의 비방 표시광고 건

알루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회원조합의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6누23861 판결
[사실관계]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회원조합은 자신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PVC창호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화재시에 PVC창호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가장 치명적인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씨랜드 수련원 화재당시 화재의 확산 및 대규모
인명피해의 주원인이 PVC창호에 있었고, PVC창호는 불이 쉽게 번지는 재료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2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 1회 공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화재시 PVC 창호에서 유독가스에 해당하는 염화수소가스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유독가스이고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에
관해 증명이 안되었고, 나아가 광고의 표시가 공동주택의 외창에 가연재인 PVC 창호를
사용하게 되면 화재시 위험하므로 정부는 공동주택의 외창에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PVC 창호는 불이 쉽게 번지는
재료이고, 씨랜드 화재가 PVC 창호의 불번짐으로 인하여 대형참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일반인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8 해외 규제 동향
[관련 사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Amazon.com에서의 가짜 후기 관련 최초
처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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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사실]
Cure Encapsulations. Inc.와 이 회사의 소유주이자 대표인 Naftula Jacobowitz는
캡슐형태의 체중감량 보조식품(Quality Encapsulations Garcinia Cambogia Extract
with

HCA)을

아마존을

통해서만

판매하면서

①허위광고

및

②가짜후기의뢰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아마존의 이 제품에 대한 설명 페이지에 ‘강력한 식욕 억제제’, ‘상당한
체중감소’, ‘주 2 파운드 또는 그 이상 체중감소’, ‘새로운 지방세포 형성을 방지’ 등으로
광고하였는데 이는 거짓 또는 오인성이 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②리뷰업체에게 가짜 구매후기를 작성 및 게시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평점을
4.3점(5점

만점)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USD

1,000을

지급하였습니다. 리뷰업체는 실제 아마존에 제품에 대한 가짜 이용후기를 게재하고
이에 대한 캡처사진과 링크를 제공하였습니다.
[위법성 판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위

①허위광고행위와

②가짜후기의뢰행위가

‘거래에

있어서 혹은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 및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FTC법 제5조(a)항) 및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과정에서 식품, 약품, 기구, 용역, 화장품의 구매를 유발하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한

허위광고

행위’(FTC법

제12조(a)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치]
-시정명령:
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입증되지 않은 이상 체중 감소, 식욕 억제, 지방세포 형성
방지 등의 표현을 통한 광고 행위를 금지함
② 제품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 등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임상 기록, 연구와 관련된 기록 등의 과학적 증거를 갖춰야 함
③ 피고인들은 법원의 합의안 승인 후 30일 이내에 피고인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모든 구매자들에게 FTC가 위법한다고 판단한 혐의에 대해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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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고인들은 법원의 합의안 승인 후 30일 이내에 아마존에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의 후기를 비용을 지불하고 작성한 것임을 알려야 함
-과징금: 1,280만 달러(약 1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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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약관규제법

4.1 약관규제법 의의
○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 약관규제법은 거래 주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규이며 당사자 간
합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강행법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4.2 주요개념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 약관은

일방당사자(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어야

하고(일방성),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일반성).

(약관의 판단 예시)
·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보험약관,

운송약관,

병원이용약관,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의 분양·임대차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가맹점계약서,
용역경비계약서,

주차장이용약관,

요양원입원계약서,

체육시설

이용약관,

학원이용약관, 휴대폰 등 통신서비스약관, 인터넷서비스약관, 게임약관
·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분양가격, 입회금, 임차보증금,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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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이익·로열티 배분 비율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조항 그 자체,
계약서에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 등에 관한 조항

4.3 판단기준
○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약관규제법의 일반원칙과 개별원칙

○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약관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작성자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 원칙을 뜻합니다.
(법 위반 예시)
-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조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

-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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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원칙은, ①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②손해배상액의 예정, ③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④채무의 이행, ⑤고객의 권익보호, ⑥의사표시의 의제,
⑦대리인의 책임가중, ⑧소송상권리의 제한으로 구성되며, 이 규정 위반 시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 사업자 면책 조항의 금지
면책조항의 의의

◼
·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과 범위에 대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 조항입니다.

◼

금지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법 위반 예시

·

민법상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입점 후 화재, 도난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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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매매목적물의 손실에 대한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

매도인의 매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품 또는 교환을 인정하는 조항

○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
주요개념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연손해의 배상·전보배상·위약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약관상 금전지급이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포함됩니다.

◼

법 위반 예시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임에도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 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 또는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별도로 연체료까지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 해지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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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유형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법 위반 예시

·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고객의 해제·해지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

고객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사업자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 고객이 원상회복의무를 사업자보다 먼저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 되었음에도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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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금전의 일부만을 환불하도록 하는 조항
·

주채무의 연장에 따라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도 새로이
연장된 주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명확한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주채무의 이행기한의 연장에
따라 연대보증기간도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자동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조항

○ 채무의 이행
◼

금지 유형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법 위반 예시

·

고객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한도액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의대로 물품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운송인이 고객에게 사전 통고 없이 자신을 다른 운송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고객의 권익 보호
◼

금지 유형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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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법 위반 예시

·

고객의 채무불이행시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액의 과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사업자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을 박탈함이 타당함에도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자금융통을

할

수

있음에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

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이 규약을 위반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나 최고없이 관련업체에 임의로 제공하는
조항

○ 의사표시의 의제
◼

금지 유형

·

일정한 작위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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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

법 위반 예시

·

고객의 채무불이행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고객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발신만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거나 연착이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고객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대리인의 책임가중
◼

금지 유형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

◼

법 위반 예시

·

고객이 약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리인이 그 이행 책임을 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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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소제기의 금지
◼

◼

금지 유형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법 위반 예시

·

계약당사자간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법원(예: ○○지방법원)으로 정하는 조항

·

화물 및 여객운송에서 운송업자가 자기에게 명백한 고의·과실이 있는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조항

4.4 위반 시 제재
○ 당연 무효
◼

불공정한 약관은 당연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효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봅니다.

4.5 MUST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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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에 계약의 해지는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함에도 사업자가 고객에게 해지를 통지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2) 약관에 매도인의 매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품 또는 교환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3) 약관에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이미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이자 및
연체료를 제외하고 원금만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4) 약관에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탈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5) 약관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의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규정은
변제자에게

우선적으로

충당지정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만이

변제충당지정권을 갖고 변제자인 고객의 변제충당지정권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6) 약관에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연착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각종 통지가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7) 약관에 작성 시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
대리인이 그에 대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8) 약관에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특정 법원으로 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4.6 FAQ
Q: 약관 조항 위법성 판단 시, 일반원칙과 개별원칙 무엇이 먼저 적용되는지요?
A:

약관조항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1차적으로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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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제기의

금지등)에

열거된

개별금지규정을

적용하고,

2차적으로

제6조(일반원칙)를 적용합니다.

Q: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자(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약관에 의하여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면책조항금지
조항에서, 법률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요?
A: 법률상 책임이란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상의 의무위반 책임, 불법행위
책임도 포함합니다.

Q: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조항은 약정해제 또는 해지에도 동일하게적용되는
것인지요?
A: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계약서상 ‘기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해지 사유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며 그 내용도
타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위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신뢰관계의 파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구체적인 기재가 요구됩니다.

Q: 약관규제법에 위반한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A: 별도 처벌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는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7 심결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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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의 환불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환불 관련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 사례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의 환불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제2019-031호
[행위사실]
아고다 컴퍼니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호텔 등을 검색하는 경우 <객실선택하기>상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기재하여, 소비자가 이러한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한 후 취소하는 경우, 예약 취소시점 및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은 전혀 환불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

이 사건 환불불가 조항은 다수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므로 약관에 해당합니다.

-

숙박예약자가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선결제한 숙박대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일종의 위약금으로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

그런데 이 사건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의 취소시기,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
취소객실의 재판매 가능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조치]
공정위는 환불불가 조항의 수정 및 삭제 명령을 하는 한편 해당 조항의 사용금지명령을
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 코인네스트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에 관하여 시정을 권고한 사례
㈜ 코인네스트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제2018-006호
[행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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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네스트는 고객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나아가’결제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에 결제 이용 제한, ‘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거래 서비스 이용제한을 규정하고, ‘시스템 또는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 ‘링크된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경우 회사가 면책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와 같은 사유는 본
약관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용조건과

세부지침이

중지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은 계약의 중지·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입니다.
-

결제 이용금액(첫 출금액)이 과도한 경우’와 같은 사유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과도한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 역시 그
제한 사유가 포괄적,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입니다.

-

나아가 각 면책 조항의 경우, 가상통화 발행 관리시스템의 하자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가상통화 취급소에 등록된 가상통화의 관리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취급소가 그 거래 운영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사업자가 ‘링크’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 내지는 이에 대한 정보 등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므로 링크된
사이트가 명백히 불법적인 경우,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입니다.

[조치]
공정위는 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조항들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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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밀리오레 쇼핑몰의 일방적인 제개정 권한 관련 건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대분양계약서를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
[사실관계]
밀리오레 쇼핑몰을 개발하여 임대분양하는 사업자가 마련한 임대분양계약서가 문제된
사안으로, 해당 계약서 상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상가관리운영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는 조항 및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2다자 계약체결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임대분양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위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상가관리운영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제3자와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있어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 판단하여,
당해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않을 것과 이를 임차인에게 서면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대규모 쇼핑몰 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

약관

중

상가건물의

관리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임차권등기청구권의 배제, 지정 업종의 변경, 제세공과금의 부담 등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8 해외 규제 동향
[관련 사례] EU 집행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수정(18.2.15.)

[행위사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등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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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① 온라인 구매자의 계약 철회권과 같은 EU 소비자법령에 의한 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② 소비자들이 거주하는 EU 회원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캘리포니아 법원 등
사업자 주소로 재판의 관할권을 정하는 조항
③ 사업자들이 상업적 게시물이나 광고 게시물을 구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항
④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책임을 일부 또는 전면 면책하는 조항
[위법성 판단]
EU 집행위는 위 조항들이 EU 소비자 보호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컨대 위 ①의 경우, EU 소비자권리지침 제9조 제1항(철회의 권리(Right of
withdrawal): 제16조에 제공된 예외들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도 없이,
제13조(2)나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비용 없이, 소비자는 원거리 계약이나
사업자 밖 계약에 대해 14일의 철회 기간을 가짐)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치]
-시정조치: 해당 사업자들은 EU 소비자보호 규정에 위반되는 약관을 수정하고 ’18년
1/4분기 내에 수정된 약관을 적용

4.9 관련 법률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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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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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不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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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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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5.1 주요 개념
하도급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보다 연간매출액이 더 높은 사업자가
중소기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최근 위 의무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요청됩니다.
5.1.1 하도급법상 하도급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의

제조

등을

위탁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동조의 제조 등을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5.1.2 원사업자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 중 수급업자보다 연간매출액 등이 더 많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연간매출액 이하가 아닌 기업을 의미합니다.

5.1.3 수급업자
○ 원사업자로서 제조등을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를 의미합니다.
◼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5.2 주요내용
5.2.1 원사업자의 의무 (9개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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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교부 및 보존의무 (하도급법 제3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는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하도급법 제6조, 제12조, 제15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서정한 일자 이전(납품 후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후 15일)에 하도급대금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일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의무
◼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하도급법 제7조)

◼

검사 기준 및 방법 준수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하도급법 제9조)

◼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증 의무(하도급법 제13조의2)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하도급법 제16조)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의무(하도급법 제16조의2)

5.2.2 원사업자 금지행위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하도급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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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 또는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음

각호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됩니다(하도급법 제4조 제2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금지(하도급법 제8조, 제10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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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거나 반품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감액금지(하도급법 제11조)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안 됩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3)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부당하게 이를 그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기타 금지사항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하도급법 제5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2)

◼

부당한 대물변제금지(하도급법 제17조)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하도급법 제18조)

◼

보복조치 금지(하도급법 제19조)

◼

탈법행위 금지(하도급법 제20조)가 있음

5.2.3 발주자 의무사항(하도급법 제14조)

○ 아래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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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5.3 관련제도
5.3.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한 위 관련 건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이첩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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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공정거래협약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에 하도급대금 지급, 기술지원 및 개발 등을 각각
약속하고, 공정위에서 그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5.3.3 기술자료 예치제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고,

상호

합의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5.3.4 부처간 협력네트워크
○ 하도급법 위반업체 및 모범업체 명단을 각 부처에 통보하는 절차로,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5.3.5 벌점 누진제
○ 하도급법 위반 벌점의 누산점수(하도급법령 및 관련 고시 등 기준에 따라 산정)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공정위가 관련 부처 또는 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벌점 0.25점: 경고(서면조사)
벌점 0.5점: 경고(신고 또는 직권조사)
벌점 1점: 시정권고
벌점 2점: 시정명령
벌점 2.5점: 과징금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용, 보복 행위의 경우
2.6점]
벌점 3점: 고발 2.6점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용, 보복 행위의 경우
벌점 5.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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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재
5.4.1 형사처벌 부과
○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위반(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

하도급대금 2배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복조치금지 위반(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3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미이행, 경영간섭, 탈법행위금지 위반(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 (하도급법 제31조)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

하도급법위반 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2조 제1항).

5.4.2 과징금 부과(하도급법 제25조의3)
○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4.3 시정조치, 시정권고, 명단공표(하도급법 제25조, 제25조의5)
○ 공정위는 기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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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MUST NOT
(1)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행위 시작 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행위
시작 후에서야 계약서를 교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3)

수급사업자의 하자 시정을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유보하여서는
안 됩니다.

(4)

무리하게 일정을 일방적으로 단축한 후 일정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원사업자가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6)

하도급계약 후 추가작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계약금액만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7)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의사에 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8)

공동기술개발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그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결과물을 생산하여서는 안 됩니다.

5.6 FAQ
Q: 하도급을 준 적이 있는데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언제까지
보관하면 되는 것인가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파기해도 괜찮을까요?
A: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파기하시면 안됩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원칙적으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셔야 하고, 만약 기술자료의 제공요구와 관련된 서류라면, 계약종료일로부터
7년간 보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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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도급업자에게 기술정보를 요구할 때 꼭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나요?
A: 네,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면만 주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로부터 기술정보를 제공받으려면, ① 기술정보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②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③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Q: 수급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왔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기존
인력들은 임금수준이 높은 고숙련자들이었는데, 최근 투입된 인력들은 임금수준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인하하고자 하는데,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나요?
A: 지적성과물과 관련된 용역의 경우 계약의 목적물은 ‘과업’ 내지 ‘산출물’이고, 투입된
인력의 수준이나 규모는 그 계약내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계약목적물인
‘과업’이나 ‘산출물’이 그대로인 이상, 단가 인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부당한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Claim 발생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이 생겼습니다. 이를 하도급 대금과
상계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A: 사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Claim 등으로 귀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받아야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에
관하여 서로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합의과정, 상계대금 산출방식
등을 추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 등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범위에 해외 자회사도 포함되는 건가요?
A: 귀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국내외 자회사라 하더라도 별도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동의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행위는 기술자료의 유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7 심결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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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건

일률적 비율의 단가인하 및 ‘낮은 단가’의 의미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두38252 판결
[사실관계]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는 ①2009. 4. 1. 미래엔지니어링 등 5개 사업자와 파이프 피스
제조위탁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하였고, 2010. 3. 29. 미래엔지니어링 등 6개 사업자와 동일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20%를 인하하였습니다.
②또한 2008.4.경 경인기업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블록조립을 제조위탁한 후
2009.1.경 다시 제조위탁하면서 종전 계약의 2,402M/H보다 96M/H만큼 인하된
시수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① 대법원은 수급사업자들의 업무가 모두 원고로부터 선박 파이프를 구매하여 이를
절단하고 용접하는 등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6개 수급사업자들의
매출액이나 상시종업원 수 등 경영상황이 각각 다르고, 원고와의 거래기간도 각각
상이하며, 2009. 4.경부터 2010. 7.경까지의 거래규모도 동보의 하도급대금 총액이 약
60억 원에 이르는 반면, 삼건세기의 경우 동보의 9분의 1 수준인 약 6억 9천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모든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
종전 계약단가 대비 2009년 10%, 2010년 20%의 각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단가 인하는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② 원심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통상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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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야만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대교의 계약서 사전 미교부 건

㈜대교의 하도급계약서 사후 발급 사례
㈜대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2018-077호
[행위사실]
㈜대교는 2014년 8월 ～ 2016년 5월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 편집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
또는 용역수행을 마친 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습니다.
[위법성판단]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대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여 동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치]
공정위는 ㈜대교에게 4개 수급사업자에게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 편집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
및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5.8 관련 법률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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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제2조제1항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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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상생협력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하도급법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의 규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최근 중소기업자와의 상생 노력이
강조되는 만큼 중소기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9.1 목적
○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상생협력법
제1조).
○ 상생협력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에 속합니다.

5.9.2 적용대상
○ 중소기업 및 대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수탁ㆍ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

하도급법

상

‘하도급거래’가

제조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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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상생협력법상 수탁ㆍ위탁거래의
범위가 더 넓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5.9.3 상생협력법상 의무 및 금지행위: 하도급법상 규제와 유사
○ 약정서 발급 및 물품수령증 발급의무(상생협력법 제21조)
○ 납품대금 지급의무(상생협력법 제22조)
○ 검사기준 설정 및 불합격 사실 통보 의무(상생협력법 제23조)
○ 납품대금 부당 결정, 감액 금지 의무(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 금지의무(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제2항)
○ 물품 구매 강제 금지의무(상생협력법 제25제1항 제5호)
○ 발주 취소 금지의무(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7호)
○ 내국신용장 개설 기피 금지의무(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9호)

5.9.4 제재
○ 형사처벌
양벌규정(상생협력법 제42조)

◼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 부장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기술자료의 임치등록을 한

◼

경우(상생협력법 제41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조정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상생협력법

◼

제41조 제2항)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 불이행 공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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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상생협력법 제41조
제3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상생협력법 제43조)

○ 공정위에 대한 조치 요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업조정
권고∙명령 등(상생협력법 제26조, 제27조, 제33조 등)

208

6.6

1

온라인플랫폼법안 소개

6.1 목적
○ 온라인플랫폼법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반면 방통위 법률안은 ①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②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2 주요 개념
6.2.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2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1

국무회의를 통과(2021.1.26.)한 공정위 안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

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와 법률안’)의 주요 사항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기재하
였습니다. 이하 ‘안’이라고 지칭합니다.
2

①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②연간 중개거래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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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중개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6.2.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①재화∙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이
결합되어 있거나 ②재화∙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를 받거나 ③① 또는 ②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이거나 ④이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6.2.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3
○ 중개사업자가 이용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6.3 주요내용
6.3.1 신의성실의 원칙(안 제5조)

3

[표] 중개거래와 위탁거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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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중개거래계약에 따른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6.3.2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안 제6조)
○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

중개서비스,

거래되는

재화∙용역,

손해의 분담기준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중개거래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6.3.3 해지등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 중개사업자는

중개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이용사업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6.3.4 계약 서류 보관 의무(안 제8조)
○ 중개사업자는 중개거래계약 종료일부터 5년간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6.3.5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의무(안 제9조)
○ 중개사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6.3.6 보복조치 금지 의무(안 제10조)
○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공정위에 조정신청, 신고, 조사협조했음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방통위 법률안은 중개사업자의 위 의무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통되게 규정하였으나,
그와 별도로 중개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의무 및 금지행위를
추가규정하였습니다.

6.4 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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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안 제12조~제15조)
○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래에 위
협의회를 두며, 위원 및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이 임명∙위촉∙지명합니다.

6.4.2 조정(안 제16조~제18조)
○ 분쟁당사자는

위

협의회에

조정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6.4.3 공정위의 권한(안 제20조~제27조)
○ 공정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 시정명령, 시정권고,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부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으며, 전속고발권을 가집니다.

* 반면 방통위 법률안은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를 공정위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아래에 설치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기타 조치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6.5 제재내용
6.5.1 형사처벌
○ 양벌규정(안 제36조)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보복조치, 시정명령 불이행, 비밀누설∙부정이용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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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감정
◼

1억원 이하의 벌금(안 제35조)

6.5.2 과징금
○ 중개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보복조치를 한 경우 위반금액의 2배 이내(안 제26조)

6.5.3 시정명령
○ 중개사업자가 법령상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안 제22조)

6.5.4 이행강제금
○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불이행한 경우(안 제25조)

6.5.5 과태료
○ 중개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 거부 등을 한 경우(안 제38조)

6.6 관련 법률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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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
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
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
6.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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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재발 방지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안 제25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안 제26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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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35조(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감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37조(고발)
① 제34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4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216

안 제38조(과태료)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제8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한 자
5.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③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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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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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일반

1.1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1.1

개관

○ 조사, 심의, 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공정위 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공정위의 사건처리는 조사-심의-불복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 통상 조사는 2~4년, 심의는 3~6개월, 불복은 1~3년이 소요됩니다.

[그림] 사건처리절차 개관

1.2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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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사전심사(직권인지/신고 단계)
○ 정식

심사착수

전

피조사대상에

대해

질의∙자료제출요청

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과정

1.2.2. 사건조사(조사 개시 단계)
○ 자료제출요구
◼

통상 제출기한을 정하여 통보합니다.

◼

불응시 매 1일당,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 내(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 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

통상 출석일자를 정하여 통보합니다.

○ 현장방문조사
◼

사전통보 없이 공정위 조사팀이 방문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이미징, 임직원 대상 인터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료은닉, 조사거부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과되는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3

심의

1.3.1. 심사보고서 제출, 의안 상정
○ 조사결과 법위반사실이 인정되면, 조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심사관이 이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1.3.2.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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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심결보좌관 예비검토
◼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담당 심결보좌관이 주장 및 증거를
검토하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공정위 심의
◼

의장은 공정위 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의 통지는
심의개최 5일 전까지 피심인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

대부분 사건의 경우 심의기일은 1회로 종결되며 구체적인 심의 절차는 공정위
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 의결
◼

통상 심의기일 후 며칠 내에 이루어집니다.

◼

정식의결서는 의결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 내에 서면의결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

불복

○ 피심인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공정위에

이의신청하거나

(ii)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제기의 경우, 피심인은 공정위 과징금부과처분, 시정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파산

등)할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는데, 통상적으로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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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공정위의 의결은 효력을 가지며 피심인은
공정위의 의결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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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1

공정거래조정원의 처리절차
개관

○ 공정거래조정원의 처리절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신청/의뢰 – 접수통지 및 자료제출요구 – 답변서 제출 – 사실관계 조사 – 분쟁조정
협의회 심의 –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 조정절차 종료사실 통지의 순으로 이루어집
니다.

[그림] 공정거래조정원 처리절차

2.2

조정절차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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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직접 신청 또는 ②공정위의 조정의뢰에 따라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2.3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조정절차

2.3.1 신청

2.3.2 접수통지 및 자료제출요구

2.3.3 답변서 제출기간
○ 약 2주의 기간을 주고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나 경우에 따라서 연장(7
일 또는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2.3.4 사실관계 조사 및 당사자의 출석
○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본격적인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 출석조사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데, 출석하는 경우 조사관이
합의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3.5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및 의결
○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친 모든 분쟁사건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되어 심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협의회 심의를 통해 조정절차 종료를 최종의결하면 사실상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

○ 당사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안 제시의결이 가능하고, 이 경우 양 당사자는 14
일 내에 조정안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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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조정절차 종료사실 통지
○ 조정 성립
◼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양 당사자가 조정원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
다.

◼

조정내용을 이행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권고가 면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 불성립
◼

당사자가 조정원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정원이 조정안을 제시하
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이 불성립됩니다.

○ 종결
◼

신청 취하, 소 제기, 각하 등을 이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
정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위 내부적으로 사건이 종결되나,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조
정절차가 중단되고, 당초 공정위에 신고가 되었으나 조정원으로 이첩되었던 사건은
공정위로 다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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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1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도
개관

3.1.1 의의
○ 공정위 소관 5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및 대리
점법) 위반 관련 미고발 의결 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검토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 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하는 제도입니다.

3.1.2 절차규정
○ 구체적 절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에 관한 규정’(공정위 예규)에 따라 진행됩니다.

3.2

고발요청의 대상 및 기준

3.2.1 대상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있었으
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건에 관하여, ②
법 위반점수가 일정 기준점수 이상이 되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3.2.2 법 위반점수의 산정
○ 법 위반점수는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그 사업자 또는 사업
자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행위 태양 및 법 위반행위가 피해
기업에 끼친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3.3

고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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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고발여부의 검토
○ 중소벤처기업장관은 공정위가 미고발 의결한 건에 대한 고발여부를 검토합니다.

3.3.2 소명기회의 부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발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위반기업 대표자, 피해기업 대표
자, 관계공무원, 기타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
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등의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3.3 심의의원회의 심의
○ 중기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하는 사건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
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고발요청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의결과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칙적으로 공정위에
고발요청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이 크지 않은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정도의 중요성과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
해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는 ①피해 정도의 중요성 ②사회적 파급효과가 중점적으로
고려됩니다.

3.3.4 심의결과의 통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결과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3.5 고발요청기한
○ 심의결과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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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관련법률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
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
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
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기타, 가맹사업법 등 조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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