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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는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보다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상담사례집의 수록된 사례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모든 직원들의 국민

신문고 답변,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내용 중에서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사례를 선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요

판례 및 심결내용의 사실관계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민원상담사례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들의 접점이라 생각하며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상담사례들을 추가하고 보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및 지면 등을 통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상담사례집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하나라도 더 해소 시킬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최영근



“본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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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정거래위원회

3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l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l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고 위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9명의 전원회의

또는 위원 3명의 소회의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1심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l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 부당한 경쟁력 방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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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경쟁당국

외국에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l미국･EU･일본 등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쟁당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경쟁당국은 독립부서 형태로 경쟁정책･수립 및 법집행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

하고 있으며, 경쟁정책집행･대상 분야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경쟁제한행위 규제(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합병)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분야까지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l주요국 경쟁정책 담당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 미국 : 법무성독점금지국(The Antitrust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및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이원조직

- 영국 :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통상산업부, 경쟁위원회 등에 분산

- 프랑스 :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 경제성 경쟁총국(DGCCRF)의 이원체계

- 독일 : 연방경제부 경제정책국, 연방카르텔청, 독점위원회로 구성

- 기타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이태리(경쟁보장위원회) 등 

l주요국의 경쟁당국 중 경쟁정책 분야에 있어 선진기법을 갖추고 있고, 우리와 수차에 

걸쳐 양자 경쟁정책협의회를 추진해 오고 있는 미국 경쟁당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경쟁당국은 1890년에 제정된 「Sherman법」 집행을 위하여 행정부의 한 부서

로서 설립된 법무성 독점금지국과 1914년 동법 보완을 위해 제정된 「Clayton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이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양 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정책수립 기능과 사건심사를 동시 수행하고 법 

집행권한 및 책임의 상당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법무성(DOJ) 독금국은 독점금지 및 경쟁정책 관련 정책수립(법안제출)과 독점금지 

관련 민･형사사건을 모두 처리합니다.

- FTC는 독점금지 및 소비자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심사와 민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FTC가 다루는 사안에 대해 형사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DOJ에 

통고하고 DOJ의 판단에 따라 소추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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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외적용

외국 소재의 회사들 간에 담합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규제를 할 수 있는지요?

l일반적인 국제법 법리에 의하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따라 자국인과 자국영역 내

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적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l하지만 저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

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기업 간의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가 우리나라 시장의 

경쟁 왜곡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제된 국제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2012두6216 판결).

l문의하신 외국소재의 외국기업 간의 담합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규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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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l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접수 또는 자체인지에 따라 해당 사안의 법위반행위를 조사

하여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계별 사건처리절차는 

아래의 「사건처리절차도」를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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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A(주식회사)는 B상품을 대부분 자기가 만든다는 이유로 상식에 맞지 않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요?

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남용 등 독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와 경쟁사업자의 신규참여 방해 등 독점이윤 추구의 기반인 

독점력을 획득･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 구체적 법위반 유형으로는 ①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②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 ③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④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3조의 2).

- 따라서 A회사에 대한 규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A주식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l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전단).

-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단 ① 1개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②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게 됩니다(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

l만일 A주식회사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면서 실제 질문과 같이 

가격남용 행위를 실행하였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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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한 거래분야

A회사는 저희 지역에서 확실히 다른 유사분야 사업자 보다 우위에 있는 사업자로

판단이 됩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있고 있다는 추측이 듭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을 보니 시장지배적 지위를 영유함에 있어 ‘일정한 거래분야’

에서라는 조건이 있던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l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즉 관련 시장

(관련 상품시장 및 관련 지역시장)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 관련 상품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 관련 지역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위치한 지리적 

범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른 모든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가격인상 또는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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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① 출고조절

A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분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시장점유율이 55%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A회사는 갑자기 출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A회사의 행위를 규제

할 수 있을지요?

l A회사 1개의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이 55% 정도이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매출액이나

거래액이 40억원 이상 이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것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

l시장지배적 사업자인 A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함)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 즉 ‘가격

남용행위’를 시행한다면 이는 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수급 등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력, 원자재조달사정 등 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그 조절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l다만 A회사의 행위가 원료 수급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등에서 기업경영을 위하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합리적인 기업경영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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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② 진입제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A회사가 A회사의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하여 신규로

진입하려하는 경쟁회사의 제품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l A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그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진입제한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3

조의2).

l만일 A회사가 각 지점 담당자를 통해 신규 경쟁사업자의 제품 진열여부를 수시로 

감시토록 하거나 각 판매점에 공문을 보내는 등 방법여하를 막론하고 경쟁사업자의 

제품진열을 못하도록 한다면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l다만, 판매인이 이를 스스로 판단하여 진열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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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결합의 개념

기업결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는지 궁금합니다.

l일반적으로 M&A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는 합병(Mergers)과 인수(Acqusition)가

합성된 용어로 기업결합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기업결합이란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하는 자로 임원이외의 자)이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

- 다른 회사와의 합병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나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경우

-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l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며 ① 규모의 경제 운영 ② 분산

투자로 인한 투자위험 감소 ③ 경쟁력 강화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

사업자 간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경제적 효율성 저하와 소비자 피해 등)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

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예 : 1999년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와 아시아 자동차의 주식을 취득한 사건).

l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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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결합의 신고절차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다른 회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액이

320억원이며 상대방 회사의 매출액이 3,500억원 정도로 저희 보다 큰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l기업결합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대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의 사례로 볼 때에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됩니다.

l기업결합 신고기한은 기업들의 신고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제도로 운영 됩니다. 다만 당해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사후신고만으로

원상회복 등이 곤란한 사안에 대비하여 일정한 경우 사전신고 제도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업결합 신고기한]

구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후

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 등기일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회사신설 참여 주금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결합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사전

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완료 후 이행 완료 전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 완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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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결합 신고대상 여부

계열사인 A회사가 역시 동일계열사인 B회사의 증자시 그 전액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는 무엇이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지요. 

l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함)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l동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방 3,000억원 및 300억원 이상, 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합니다.

l위 사안의 경우 계열사*인 B회사는 이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동일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다면 동일계열사인 A회사가 B회사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기업

결합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계열회사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을

계열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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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결합의 유형별 신고시기

보통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업

결합 유형별 신고시기의 기산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l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2조 제6항). 

다만 동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이상의 회사가 대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l당해 기업결합일이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제8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다만, 주권이 발행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

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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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의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l공정위는 결합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기업결합 심사

지침 Ⅵ). 문의사항으로 한정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기업결합심사지침 Ⅵ.1.가.).

-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

결합후의 시장집중도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HHI*<1,200, ② 1,200≤HHI≤2,500 이면서, HHI증가분<250, ③ HHI≥2,500 이면서

HHI증가분<150 

    * HHI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하며 

허핀달-허쉬만지수를 의미합니다.

위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

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수직결합(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시장의 집중도 등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HHI<2,500 이고, 당사회사 점유율<25% ②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위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혼합결합(수평결합 및 수직결합 이외의 결합)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시장의 집중도 등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HHI<2,500 이고, 당사회사 점유율<25% ②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위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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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조치(Remedies)의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받으며, 신고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l당해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6조).

- 당해행위의 금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

하게 됩니다.

- 기업결합의 제한(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일당 다음 각호 금액의 1만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임원겸임인 경우는 1일당 

200만원)(공정거래법 제17조의3).

1. 주식취득 또는 회사신설인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

하는 채무의 합계액

2.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영업양수는 영업양수가액

- 벌칙 부과 (공정거래법 제66조 및 제68조)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기업결합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Ⅳ.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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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개념

지주회사와 기업집단이란 무엇인가요?

l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

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2).

- 지주회사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고유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지주회사는 전문화를 통한 독립성 강화, 사업재구축의 신속성,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제력 집중, 출자관계를 이용한 부채조달의 

용이성, 내부거래 문제발생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①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 회사의 집단 ②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

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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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l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l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 내에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 등”이라 함)의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

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정한 기한”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 이내

3.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8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

하는 경우에는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제2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l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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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일반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되나요?

l지주회사는 소유지배구조개선, 신속한 구조조정 지원 및 이를 통한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방지 등의 목적에서 과도한 경제력집중문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행위 제한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단점 즉 지배력확장 

수단으로의 전락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두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① 부채비율의 제한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② 자회사 주식소유비율의 제한 :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③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①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 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 또는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에는 100분의 2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②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행위제한(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및 

제5항)

①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l위 행위제한행위의 예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조문을 참고

하시거나 구체적 사항을 적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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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작용 방지

A그룹 등의 경우 세계 일류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을 규제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l A 그룹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 규모 있는 투자 등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회사이며 국가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그러나 ①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총수 및 총수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

집단전체를 지배하게 되어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지배구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② 기업집단 형성 후 특정 계열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부당한 경제적 이득 형성을 시도할 수 있고 ③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시장발전을 저해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l이에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금지제도,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채무보증제한제도,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공시제도, 지주회사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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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

기업집단이 되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무조건 편입이 

되는지요?

l모든 기업집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폐해 방지시책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l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중 공시의무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만을 적용받는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이라 함)은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됩니다.

l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은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금융･노동 분야 등 약 

40개 법령에서 원용하여 정책집행의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집행에 있어

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l참고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는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공정위뉴스 ➝ 공정위 소식 ➝ 보도에 게재됩니다. 기업집단 지정은 매년 5월1일

이며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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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내용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한을 받게되는지요?

l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10조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됩니다. 매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

하여 발표합니다.

l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게 됩니다.

①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신규순환

출자금지**

* 상호출자 : 2개 이상의 독립된 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출자

행위를 의미

** 신규순환출자 : 3개 이상의 계열사 간 출자가 고리행태로 연결된 환상형 출자구조를 

의미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

②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제한 : 계열회사 간 국내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여신과 관련

하여 채무보증을 허용할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고 집단 간 동반부실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일부 국제경쟁력 강화, 

산업합리화를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

③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다수가 금융 및 보험사를

계열회사로 두고 있는데 금융 및 보험사의 고객자금을 이용하여 비금융 계열회사에

출자하게 되고 그 출자를 통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제한

④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의무 부과 : 대규모기업집단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현황,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현황, 채무보증 현황, 금융･보험 계열회사의 의결권 행사현황,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이 공시대상

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규제 :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의 제공,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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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시대상기업집단 구별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정방법이 다른지요? 

또 규제하는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l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5월 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구분하여 지정･발표하고 있습니다. 

l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2016년 9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

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규모 10조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17년 3월 공시

대상기업집단을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l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중 공시의무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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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과 규제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l부당한 공동행위란 상호 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인상 또는 시장분할이나 출고조절 등의 내용을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입니다. 통상 ‘카르텔’, ‘담합’ 또는 ‘짬짜미’로 불립니다.

l카르텔은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를 유발하여 ‘시장경제의 암(癌)’으로 비유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 사업자들은 각자의 여건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지역 등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경쟁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

할 유인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 없이 구입하도록 강제하게

되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술혁신의 침체로 잠재 생산능력의 증가를 저해

하는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OECD 및 선진 경쟁당국들은 카르텔이 최소한 10% 정도의 가격인상을 유발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l이에 대부분의 주요국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25

2. 합의의 의의와 존재

몇몇 관련 업체들끼리 모두 모여서 가격에 대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가끔 가격

수준에 대한 의사교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경우도 가격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l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 

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합의가 존재한다면 실행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l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 협정, 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합니다.

*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기존의 합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양도인과 동일하게 기존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기존의 합의 가담자들도 양수인의 영업을 기존 합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수인과 함께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계속

하였다면, 양수인도 기존 합의 가담자들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그들 

사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지･계속한다는 ‘묵시적 합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l실례로 렌터카 업체들이 공식적인 위원회에 참석하여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부족)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수 개의 회사가 모두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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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6. 10. 7. 선고2014누70442 판결).

l위 사례에서와 같이 암묵적인 요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가격설정)를 위한 의사교환

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건

배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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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①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저희 회사는 일정부품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기업입니다. 합리적 제품구매를 

위하여 다른 회사들과 구매가격을 합의하여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결정 또는 유지･변경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 유사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l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에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이 물품구매에 

있어서 그 가격을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당해 제품분야의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2000. 11. 16. 선고

99누5919 판결).

l따라서, 민원인 회사와 구매가격을 합의하는 다른 회사들이 수요자라 할지라도 공정

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27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②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등 거래조건 설정

저희 회사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은 물품을 제조･판매하고 이를 위하여 판매용 

장비를 거래처에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용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상당하여 다른 업체들과 협의를 하여 판매용 장비 임대를 다 같이 없애고자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2호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l ‘거래조건‘이란 상품(용역)의 품질, 거래의 장소, 거래의 방법,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합니다. 

※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탄산음료 리필 서비스를 사업자

들이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l따라서, 귀사가 거래처에 임대해주는 장비가 귀사가 판매하는 상품(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에 해당하고, 그 거래조건에 대해 귀사를 포함한 경쟁업체들 간에 장비

지원을 중지하자는 협의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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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③ 담합의 유형

일반적으로 담합이라 하면 가격을 사업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담합의 다른 유형이 있는지요?

l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는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위유형이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l가격담합 이외의 부당한 공동행위 

-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등 거래조건 설정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

예시)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

예시)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밀가루 총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생산)비율을

설정하여 물량을 배분한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시장분할) : 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예시) 빙과류 도매업자들이 경쟁사업자의 기존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을 

체결한 행위

-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 사업자간에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 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시에 그 종류･

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예시) 소주 생산업자가 공동으로 종이박스형 소주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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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정화조회사들이 공동판매회사를 설립, 판매창구를 단일화하여 생산･판매

단계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

- 입찰담합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간에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

예시) 정유사들이 군납 유류 입찰 때 합의하여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l참고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어떤 합의가 위의 어느 항목에 해당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자가 위 어느 항목을 특정

하여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며 신고인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을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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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④ 입찰담합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유사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합의하여 

예정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계속적으로 입찰하여 당해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담합에 해당되는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추정일 뿐입니다.

l입찰담합은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

가격, 그 밖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8호).

*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들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행위를 포함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3조).

l입찰담합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① 입찰가격담합 ②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③ 

경쟁입찰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유도 ④ 수주물량 등의 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l③의 유형에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가 모두 예정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입찰

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l다만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거래 제한 등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① 거래 제한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관련 사업자간의 사전 의사연락･정보교환 ② 공동 

결정에 관한 사업자간의 ‘합의’ ③ 거래 제한 등에 대한 공동결정에 관한 합의된 내용의

실행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의 

② 사업자간의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거나 최소한 의사연락･정보교환에 관한 증거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l따라서 민원내용 자체로는 입찰담합의 유형 ③에 속한다 할 것이나 위법여부의 정확한

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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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당한 공동행위의 ⑤ 입찰담합 및 조사착수

우리나라의 카드회사들은 동일한 카드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담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여 카드결제 수수료의 

경쟁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l부당한 공동행위(담합)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

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은 사업자가 계약,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다만, 법위반행위로 조치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들 간에 “합의“ 사실 및 그 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사실 및 경쟁제한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합의서, 회의록, 

관련 담당자들의 업무수첩 기재내용, 기타 의사 연락 증빙자료 등 직･간접적으로 

사업자들 간의 합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l본 건 제보에 대해 감사드리오나 가격이 동일하다거나 타 지역에 비해 가격수준이 

높다는 것은 외형상의 문제로서 해당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인상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증거확보의 

가능성, 국내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조치 가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l공정위 조사는 조사대상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작용으로서 일정부분 법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을 토대로 조사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본 건 제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당장 

조사 착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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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당한 공동행위 ⑥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및 제한

공정거래법에서 합의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또한 실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l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8개 유형 외의 행위에 대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경우를 포섭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l특히 공동행위 사업 참여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

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

l원고 등 학생복 3사가 학부모들의 공동구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일정 수준과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

하거나 유지하도록 합의하고 구체적인 소비자가격을 각 대리점들에게 통보하는 등 

학생복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3사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학생복 

제조･유통업자와 3사의 총판･대리점들의 독자적인 입찰참여로 학생복을 판매하는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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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당한 공동행위 ⑦ 부당한 공동행위 인가

저희 회사 및 관련 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기술향상 및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다 같이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눈 후 사업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

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부터 제2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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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소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3)

③ 불황극복 :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이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5조)

④ 산업구조의 조정 :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및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효율 및 국제경쟁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6조)

⑤ 거래조건의 합리화 :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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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l공정거래법에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또는 변경)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등)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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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진신고 감면제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l부당한 공동행위가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적발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 자진신고 감면제도

(리니언시)는 199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도입되어 2001년 이후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추가되고 수혜자의 범위와 감경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l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②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는 법 제21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법 제22조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법 제71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l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세부처리절차와 구체적 감면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

신고 감면고시를 참조하시면 되고 신청은 자진신고 감면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총괄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Ⅵ.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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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불공정거래와 불공정경쟁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l ‘불공정거래 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l ‘공정한 거래’란 ‘공정한 경쟁’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업자들 간 경쟁을 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불공정한 경우는 물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또는

거래를 위한 교섭이나 정보제공에 있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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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위법성 판단

저희 회사는 경쟁회사가 있으며 또한 저희 사업과 관련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래중 혹시 공정거래법상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그리고 모든 유형이 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l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각 호에 따라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사업활동 방해, 부당지원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l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저해성’,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서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당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unfairnes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심사지침 

Ⅲ. 1). 

-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

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 불공정성(unfairness)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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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지대(Safety Zone)

저희 회사는 식품분야를 주 영업분야로 영위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영업정책상 다른 경쟁회사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홍보차원에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같은 소규모

회사도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l먼저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즉 부당염매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따라서 조사대상 또는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l다만 사업자의 규모나 시장점유율이 미미할 경우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간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는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이 있으며 이를 안전지대(Safety Zone)라고 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사실을 실행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안전지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이 안전지대 적용행위 유형과 

안전지대 미적용 행위유형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전지대 적용행위 유형(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거래

거절(공동의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행위(가격차별,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경쟁사업자 배제(부당염매, 부당 고가매입),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등

- 안전지대 미적용 행위유형 :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고객유인), 거래강제 행위(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사업활동방해 행위(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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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① 거래거절(인터넷 쇼핑몰)

저는 회원제 쇼핑몰(A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갑 주식회사는 

인터넷 회원제 쇼핑몰(이하 B쇼핑몰)을 운영하면서 B 쇼핑몰에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A 쇼핑몰에 상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자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겠

다고 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A 쇼핑몰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쇼핑몰의 주 상품은 생활가전 및 식품입니다.

l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에서는 부당하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제조사가 슈퍼 등에 맥주를 공급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위스키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슈퍼에 맥주를 공급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l이때,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가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 부당한 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l갑 주식회사의 강요에 따라 귀사에 대해 상품공급을 중단하였다는 사업자 및 해당 

상품, 귀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 피민원인의 강요에 따라 공급이 중단된 상품이 차지

하는 비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l다만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드리자면 국내 시장에는 인터넷 폐쇄몰 등을 

통해 생활가전･식품 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갑 주식회사의 거래거절 강요로 인하여 당해 인터넷 폐쇄몰 등 생활가전･식품 

등의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피민원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활가전･식품 등의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조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l현재 문의하신 내용에 기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며 추가제출 자료 및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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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 ② 거래거절(보험업)

A 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보험설계사인 저와 보험 설계사 위촉 계약 해지 후, 법인

대리점으로 이직한 저에 대해 보험설계사 영업코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살펴주십시오.

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거래거절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합니다. 

l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①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②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③거래

거절로 인해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l귀하께서 신고내용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구비할 

경우, 피민원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 등과 함께 공정

거래조정원에 조정의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다만, A 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보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손해보험업 시장 2016년 

수입보험료 기준 약 7%로 10% 미만인 안전지대에 속함), 대체거래선의 존재 등을 

고려하였을 때, A 화재보험주식회사의 행위가 보험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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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 ③ 거래거절(수입유통)

저희는 화학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업체인데 최근 한국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한 외국

기업에서 그동안 수입해왔던 원료를 향후 공급 중단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원료는 처음부터 저희가 직접 수배하여 적용시킨 원료로 과거 십여년 동안 국내 확판을

위해 노력하여 고정 사용처를 확보한 것인데 위의 회사에서는 본사 지침으로 실수요자 

직거래만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인 저희에게는 원료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저희에게는 공급을 하지 않지만 저희가 개발해 놓은 실수요자와는 직접 

거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

하는 행위를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l거래거절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거래거절 물품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

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거래거절에 효율성 

증대효과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 거래거절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동 민원 건과 관련하여,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화학원료의 시장현황, 해당 

화학원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피민원 업체의 사업 규모나 비중, 귀 업체가 화학원료 

시장에서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기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피민원 업체가 관련 시장에서 대규모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귀 업체가 다른 사업자를 통해 해당 화학원료 또는 전환･대체 가능제품 등을 공급 받는

것이 가능하거나, 동 건 거래 거절로 인하여 귀 업체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부도 

발생 위험 등)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피민원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따라서 귀하께서 동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심사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외국 업체의 구체적인 행위사실과

위에 적시된 시장현황 사항 등을 기재하신 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피민원인 소재지 

관할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서식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 민원참여 ➝ 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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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④ 거래거절(대리운전)

대리운전기사가 배차된 대리운전 건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대리운전업체가

배차를 제한하는 행위, 배차 제한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단순취소를 고객에게 

대기요금을 추가 요청하였다는 내용으로) 대리운전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타 대리운전업체가 해당 대리운전기사에게 배차를 기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l우리 위원회는 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

거래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이하 ‘거래거절’) 및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제공’)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여기서 ‘거래거절’ 행위의 해당여부는 해당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

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이는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기타 

거래거절의 합리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원칙적으로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l또한 상기한 ‘불이익제공’ 행위 해당여부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특화된 설비 등 투자의 존재 유무, 거래의존도 

및 대체거래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당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

하는지 여부(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경우 

각종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써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l따라서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상기한 경쟁제한성 유무, 거래상 지위 유무, 공정성 

침해 여부, 합리적인 사유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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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의 해당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한 

바와 같이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귀하에게 해당 

대리운전업체와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특화된 설비 등의 투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및 귀하가 다른 대리운전업체와도 거래가 가능하여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거나 거래상지위가 인정

되기 곤란하여 귀하의 민원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민원내용 중 대리운전업체가 배차제한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하여 귀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민사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바, 민사적인 해결방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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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⑤ 거래거절(회원제 마트)

외국계 대형마트인 A사가 회원제로 운영하는 행위 및 B카드만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l A사가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기업들이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을 구분하여 회비부담

금액에 따라 회원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거나 무료회원제 또는 유료회원제만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료회원제를 운영

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적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소비자가 회비부담이 없는 

다른 유통업체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사가 회원

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l다음으로 A사가 특정카드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

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이하 “거래거절“)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 사업자

이어야 하고,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l이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이 거래상

대방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거래거절의 당한 특정 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l A사가 특정카드만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카드사들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비자들은 특정카드 외 다른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다른 유통업체를 선택하여 

거래하는 것도 가능한 점, 다른 신용카드사들은 A사가 특정카드 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A사와 전속거래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사가 특정

카드만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거래거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l참고로, A사는 최근 미국에서 16년간 거래관계를 맺어온 다른 카드사와 카드계약을 

해지하고 별도의 카드사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정 카드사만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인해 오히려 A사를 찾는 방문객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A사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할지 여부는

사업자가 선택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소비자로서 특정 카드사만을 사용하게 하는 A사의 정책으로 인해 불편

이나 불만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바로 제재하기는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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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⑥ 차별적 취급

A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 A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저희 C회사와 각각 주택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자회사인 B회사에게는 

지체상금 부과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한 반면 저희 C회사에게는 지체상금 부과

조항을 설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부당

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차별적 취급에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이 있습니다. 제조사인 갑이 을과 병 두 개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을 

대리점에게는 현금결제비율을 50%로 하면서 병 대리점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금결제비율을 100%로 하여 차별적으로 취급받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l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지체상금과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독립된 거래

주체인 자회사와 비자회사 간에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자회사에게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경영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A회사의 

민원내용과 같은 행위는 자기의 자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두277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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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⑦ 경쟁사업자배제(부당염매)

A회사는 경쟁사의 위치에 있는 B사를 배제하기 위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

되지 않는지요?

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부당

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치약제조사가 경쟁 

치약제조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치약을 개당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받은 후 

330만개를 공급하는 행위 등이라 할 것입니다.

l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고,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 4686판결).

l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는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 거래상의 부당염매는 그 행위태양이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l따라서 A회사가 부당염매를 한다고 하여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만일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와 함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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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⑧ 부당한 고객유인

A회사는 생산 의약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원 및 약국 등에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처방사례비 같은 과다한 부수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

거래법상 위반행위가 아닌지요?

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

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l제약업체들이 국내병원에 자기가 생산･공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의 신규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에

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l대법원도 의약품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에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대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고 의약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제약회사의 판매촉진활동은 위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대성 등의 판단기준 하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거나 과다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2 판결).

l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A회사의 이익제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보아 과다한 이익제공에 해당된다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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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⑨ 거래강제 (끼워팔기-예식장)

A시 소재의 여러 예식장들이 이러한 끼워팔기를 영업의 일환이라며 협의의 여지도 

없이 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드레스 등 부대서비스를 이용해야지만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l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개념은 

하나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함께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하나의 거래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상 “끼워팔기”의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l “끼워팔기”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할 경우 ①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인지 여부 ② 끼워팔기 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시장력이 있는지 여부 

③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④ 끼워팔기가 정상

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여기에서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념을 나누자면, 예식장 등에 대한 대여 서비스를

주된 상품으로, 예식 용품을 종된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별개의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밀접불가분한 구성요소인지 여부, 통상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지 여부, 별도로 구매하고자 하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또한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시장력(market power)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따라 먼저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획정된

관련 시장에서 시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예식장 등에 대한

대여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련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시장의 

획정범위 및 획정된 시장에서의 당해 업체의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존재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두 상품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강제성은 큰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따라서 거래처 전환가능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경쟁제한효과가 발생

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특별히 장래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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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는 경우 내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쟁제한효과 및 효율성 증대효과,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l행위의 위법성은 위에서 열거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입증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부대용품이 드레스라는 것 외에 , 주종상품 및 이에 대한 다른 용품비교, 

시장력, 강제성, 구매전환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검토 없이)만으로는 단정

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l다만, 동 사안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판단 받고 싶으시다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참여 - 신고서식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서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증거자료 및 피해사례들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당 시장현황 등을 파악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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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⑩ 거래강제 (끼워팔기-기숙사 식당)

A대학교는 기숙사 식당운영을 기존의 선택식에서 의무식으로 일방적으로 바꾸었

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끼워팔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 부탁드립니다. 

l피민원인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

하고 있는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주된 서비스와 종된 서비스가 별개의 

서비스인지 여부 ② 끼워팔기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력(market 

power) 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③ 주된 서비스와 종된 서비스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지 여부 ④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참고로 종전에는 끼워팔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행위의 불공정성(불공정한 경쟁

수단인지 여부) 또는 경쟁제한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이

개정 (2015.12.31.) 된 후에는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판단이

종전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동 민원과 관련하여 주된 서비스(숙소제공) 와 종된 서비스(식사제공)가 별개의 서비스에

해당되고, 피민원인의 행위가 두 서비스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A대학교가 관련시장에서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하에서는 검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A대학교가 기숙사 식당운행을 의무식으로 운영한 경우도 있었고, 선택식으로 변경

하였다가 다시 의무식으로 변경한 목적(양질의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학생

들에게 제공하고자 대량으로 구입한 측면이 존재)을 고려하면 피민원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A대학교가 주된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시장력 (market power) 이란 사업자가 시장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 시장경쟁의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장력이 있는 

사업자에 의해 경쟁제한요건 행위가 행해져야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므로 행위

주체가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획정된 관련시장에서 시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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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장은 상기 끼워팔기 해당요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획정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주된 서비스로서 관련 시장을 ‘숙소제공’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숙소제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에서 A대학교가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숙소제공 서비스 시장에서는 A대학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원룸, 고시텔, 하숙집 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관련 시장에서 피민원인의 시장점유율을

보더라도 시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A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기숙사 이용 학생 수)이 잠재적 고객(전체 학생 수)에 비하여 소수에 불과합니다. 

요약하면 당해 민원과 관련된 시장은 ‘숙소제공 서비스’ 시장이고 당해 시장에서 A

대학교가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끼워팔기는 주된 서비스 시장의 시장력을 바탕으로

종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A대학교가 주된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나아가 종된 서비스 시장을 별도로 살펴보더라도 당해 질의의 종된 서비스(식사

제공)시장에는 A대학교의 기숙사 식당 외에 학생식당, 피민원인 인근 일반 식당 등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며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A대학교가 

기숙사 식당운영을 의무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숙사 학생이 기숙사 식당의 음식점만

선택하게 된다고 해서 종된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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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⑪ 거래상 지위 남용

A회사는 오래된 담배 등 공급한 제품의 반품 및 교환을 거부하고, 반품불가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A회사는 전속소매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담배를 공급받을 수 있는 B회사, C회사도 존재합니다.

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l거래계속 단계에서 거래상지위는 통상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의존도 등 

거래의존도가 상당한지 여부 등을 위주로 판단하며,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 제공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당해 행위의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l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피민원인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하여 귀하의 특화된 

자본설비에의 투자 등이 있었는지 혹은 귀하의 전체 매출에서 피민원인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지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피민원인이 거래상지위를 갖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공정거래법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담배소매점의 경우에 비추어보아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l A회사의 경우 자신의 담배만을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전속 담배소매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담배소매점의 경우 특정 담배제조사업자와 거래하기

위한 설비 투자 등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A회사는 자신의 

국내 담배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약 8%라고 소명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담배소매점의 

A회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을 것으로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B회사, C회사 등 대체 

거래선을 찾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파악되는 등 거래상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설령 A회사의 거래상지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A회사는 반품관련 규정을 담

배소매점과 체결하는 계약 및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 A회사의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으며, A회사가 양 당사자 간 계약된 내용을 넘어서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사안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l참고로 대규모 통신업자와 대리점 계약관계에서의 대규모 통신업자, 대형 신문사와 

각지국에서의 대형신문사, 유류제조업자와 전속대리점에서의 유류제조업자, 도시

가스공급업자와 가스지역 관리소 사업자에서의 가스공급업자 등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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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⑫ 구속조건부 거래

A회사는 의약품회사이며 저는 A회사 제품의 도매상입니다. A회사는 저를 포함한 다른

도매상들에게 자기들이 지정한 납품처가 아닌 곳에는 납품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경고장 발송, 거래 정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

되는 행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사의 생수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등을 조치한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l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처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되는 경우

에는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

두25909 판결).

l배타조건부 거래가 부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가 차단되는 정도,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 순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와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실시기간 및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의도 및 목적과 아울러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의 지위, 계약내용,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l A회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로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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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⑬ 사업활동 방해

공정거래법상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가 무엇인지와 

그 예를 알고 싶습니다.

l사업자들이 여러 형태의 부당한 사업방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방해행위는 민법, 형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에서는 사업방해행위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l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

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즉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및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를 말합니다. 

l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이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부당성의 유무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시장의 특성, 관련 법령, 통상적인 업계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서울고법 2011. 6. 2. 선고 2009누15557 판결).

l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회사인 A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설립한 설계용역업무

회사인 B회사를 설립하는 중에, 기존에 설계용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중이던 C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C회사 소속인력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B회사

에게 입사원서를 제출하도록 유인한 사건에서 A회사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인력유인･채용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7-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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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열회사 등과 임대차･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3조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위반 되는지요?

l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사업자(지원

주체)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지원객체)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

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l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 또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부당성). 

① 지원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법원은 상당히(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

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

객체가 처한 경제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고).

② 부당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조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3.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참고). 

l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는 공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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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규율대상요건을 

충족하고, ② 정상적인 거래조건(정상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합니다.

① 요건과 관련하여, 지원주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여야 하고, 지원

객체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여야 합니다. 

※ 이는 모든 사업자를 지원주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객체로 규정한 

법 제23조 (부당지원행위)와 구분됩니다. 

② 요건과 관련하여, 정상가격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부당한 이익은 당해 거래행위의 의도 및 목적,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실제

거래조건의 차이, 특수관계인에게 제공된 부당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다만, 거래조건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 (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l살피건대, 질의내용만으로는 임대차･전대차계약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하였는지, 거래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는지 등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이익제공행위의 위법성 요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여부를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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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이번에 동종업계의 사업자들과 협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회칙 등을 만들고자 

하는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l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합니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의 이익

증진 등 여러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경쟁제한적인 행위에 관여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l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①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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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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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사업자수 제한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거래상대

방에게 당해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신규사업자의 참가･진입 제한 및 부당하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3. 사업활동방해

사업자단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광고활동, 

영업일･영업시간, 영업의 종류･내용･방법, 점포･영업소의 신설 또는 이전, 원재료의

구입･배분행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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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 부동산 중개협회 (중개정보망 이용 등)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무실을 두려고 하는 지역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 친목회인 A회가 있습니다. A회에서는 친목회 회원이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 정보망인 B정보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A회에서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휴무일 영업금지, 개인영업적 광고행위 금지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위반내용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l사업자단체는 원칙적으로 누구를 회원으로 가입시킬지, 누구와 거래할지 등을 자유

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에서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l이 중 B정보망 이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거래거절행위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서울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거래거절을 당한 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필수설비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

법원 2007. 3. 3. 선고 2004두8514 판결 참조). 

l따라서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동산거래 중개망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필수설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l그리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동 조항의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175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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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합니다. 

l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A회가 정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휴무일

영업금지, 개인영업적 광고행위 금지 등’에 대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제한행위의 

‘과도한 정도’, ‘부당성’, ‘경쟁제한성’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l따라서 공정위가 이 사건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내용이 포함된 신고서* 및 

입증자료(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가 필요하오니 관련 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인 성명, 주소 등 

나. 피신고인명(친목회명), 대표자(친목회 회장)의 업소명, 성명, 주소, 연락처, 친목회 

구성사업자 수, 사업내용 등 

다. 피신고인의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라.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마.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l공정거래법은 모든 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어서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고 각각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규제가 가능하여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공정위 조사는 피신고인에 대한 침익적 행정행위로 정식 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담합행위의 특성상 정황 사실을 넘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기초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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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옷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자입니다.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인 저에게 

상품의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l이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상품 등을 직접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거래가격’이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포함하며, 사업자가 재판매(공급)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l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

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예시: 지정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배상에 관한 서약을 강제 하는 경우,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

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해약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등).

l이중 최저가격 유지행위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예: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진 

제조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

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경쟁 유통업자의 가격할인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유통가격을 지정하도록 요청하여 최저재판매가격유지

행위가 실시된 경우). 

l다만, 최저가격 유지행위가 시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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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지 아니합니다(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16호, 

2019. 3. 12., 폐지제정).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오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질의내용에 존재하는 간단한 사실관계 만으로는 도매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위법한지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렸으나,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귀하의 

질의내용이 상기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시어 우리위원회에

정식 신고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민원참여-신고서식-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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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거래의 정의

하도급거래의 정의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l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단순 구매, 납품, 장비임대는 제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면 

족할 뿐 수급사업자별로 원사업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음,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6. 12. 21. 선고 2015누2040 판결).

l하도급법상의 법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민법상의 도급, 매매 및 상법상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거래형태(민법 제664조)

- 매매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거래형태(민법 제563조)

l법 적용대상

-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

(원사업자)과 그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수급사업자)으로서, 원사업자의 직전사업

년도 연간매출액(건설의 경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 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 대상 : 제조, 수리, 건설, 용역 위탁의 4가지 유형 거래

① 제조 위탁은 물품의 제조(가공 포함)･판매･수리,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하도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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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업자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사양을 지정 주문’한 완제품, 부품, 금형, 포장용기, 

라벨, 임가공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②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건설(건축)공사에 소요(설치)되는 자재, 부속시설물 등을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제작)한 것[(표지판, 엘리

베이터, 레미콘(시방서 등 불필요), 모델하우스, 주방가구, 신발장 등)]을 말합니다. 

③ 수리 위탁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건설 위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2조 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2조 3호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2조 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4조 ①항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용역 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

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용역하도급의 경우, 지식정보성과물(소프트웨어 등 정보프로그램, 영화, 방송

프로그램, 설계 등), 역무(엔지니어링활동, 화물운송, 건축물 유지관리, 경비, 광고 등)가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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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발급 및 서류의 보존

하도급법상 적법한 서면발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3.서면의 

발급] 항목을 보면 (9)항에서는 [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한 경우]라는 제목하에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 작업지시서 등의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9)항은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l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정 서면기재사항으로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목적물 또는 공사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목적물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한편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Ⅲ.3.(서면의 발급) 규정에 의하면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빈번한 거래에 있어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보고 있습니다.

l이와 같은 규정 등을 고려하여 귀 질의사항을 검토컨대, 하도급법 제3조에 명시한대로

기본서면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고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 업무착수 전 선 작업

지시서 등에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 등을 적시하고 이른 시일내에 

확정된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교부한다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한편, 지침 Ⅲ.3. 서면의 발급.(9) 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된 예시규정을 검토해 볼 때, 

해당 규정은 건설위탁과 관련된 추가공사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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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급금 지급의무 ① 중견기업에 대한 선급금지급

발주처가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받았으나, 당사는 하도급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선급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사도 

하도급법에 해당되며, 그에 따라 선급금 지급이 필요한지에 대해 법령 검토 부탁드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수급 사업자는 중소기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의 제11항에서는 중견기업도 수급 사업자로 인정한다는 내용

입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에 따라 중견기업인 당사도 수급사업자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원사업처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동일한 비율로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l먼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

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한편 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이하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법 시행령 

별표1의 연간매출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9조제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연간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

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부터 10항까지, 제19조 등을 적용할 때

제조 등의 위탁을 한자는 원사업자로,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검토결과, 민원내용만으로는 귀사가 법 제13조 제11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사의 거래상대방이 법 제13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며, 가사 이러한 요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13조 제11항은

예외적으로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같은 조 같은 항에 나열된 일부 

조항을 적용할 때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는 법 

제13조 제11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법 제6조는 중견

기업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본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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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급금 지급의무 ② 선급금 지연이자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서 하도급업체의 기성신청 누락으로 인하여 미지급

기성금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기성신청을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같은 경우 지연이자 지급에 대하여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60일 초과일수에 대하여 현 고시이율인 15.5%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납품일 03월 31일 대금 지급일 07월 31일로 이루어 

졌다면 60일 초과분인 5월 31일~7월 31일 까지 62일에 대하여 지연이자율 

15.5%를 적용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l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

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더불어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하여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기성금의 지급조건 및 절차에 대한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지연이자 지급 대상인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특정일자에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질의하신 기성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는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l이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기성일)인 3. 31.로부터 60일을 지난 7. 31.에 하도급대금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62일에 대하여 공정위가 고시한 연이율 15.5%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l이상의 답변 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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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검사결과 통지의무

저희 회사는 제조위탁을 A회사로부터 수급받아 목적물을 생산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보내둔 상태입니다. 검사결과를 원사업자로부터 

통지받아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 그 검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l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

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을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만일 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으로써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로

인한 대금채무도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법 2008. 6. 18. 2008누3816 판결).

l검사기준은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

이고 공정･타당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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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 ①

A군에서 발주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의 체결과정에 있어 먼저 견적입찰을 실시

하였고 계약 과정에 있어 우리사 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있다고 하며

계약금액을 감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하여 부득이 감액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l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따라서, 귀하가 주장하는 견적입찰이 경쟁입찰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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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 ②

A회사는 비인기 제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나중에 인기 제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구두)을 하였으나 정작 손실중

일부만을 보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l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또한 동법 제4조 제2항 4호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동법 제4조 제2항 4호의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

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l따라서 A회사와 수급사업자 간의 ‘기만’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살펴야 하겠으나 질의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A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줄 것처럼 기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할 것이며 하도급법 위반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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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한 특약의 금지

원사업자인 A회사는 저희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두어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저희 회사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지요?

l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이라 한다)을 설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은 ①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② 원사업자가 부담

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③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l판례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

한다는 약정,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의 전형적인 예라는 

입장입니다(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노37753 판결).

l A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정확한 사항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내용에 기초해

판단하면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74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A건설은 수십개의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적인 

이익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예를 들어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가 미분양이 될 

경우 이를 구매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지요? 

l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 2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동조의 입법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위 조항의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2368 판결).

l따라서 원사업자가 A건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은 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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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1. 고객사(A)가 협력사(B)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타업체(C)에게 전달한 경우입니다. 

- C는 A와 B 사이의 유통업체이며, C는 해당자료의 출처 등에 대해 사전공지 받지

못하였고, B의 기술자료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합니다.

1-1) 자료를 수취받은 C 업체도 기술문서의 관리 의무가 있는지요? 

1-2) C사가 해당자료를 입찰 등을 위하여 타 업체(D)에게 공개했을 경우 기술자료

유용/유출 행위로 판단되는지요? 

2. 기술자료의 형태가 문서가 아닌 경우에도 기술자료 범주에 포함되는지요? 

l질문 1-1, 1-2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C는 B와의 관계에서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C는 

하도급법에 따른 기술자료 보호 의무가 없고, C에게 기술유용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A가 C의 행위를 지시하였거나, C의 행위를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A에게 기술유용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C는 특허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l질문 2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기술자료는 반드시 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가, 납기정보는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기술자료의 정의에 의거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Ⅳ. 발주자 의무사항

76

1. 발주자 의무사항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저희 회사는 수급사업자로 A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어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l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

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따라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l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경우 외에도 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도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Ⅴ. 하도급법 위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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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이번에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계약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법위반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l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단계별 법 위반행위를 유형

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체결시부터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l계약체결 및 유지단계 위법행위

-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거짓으로 서면을 작성하거나 발급한 경우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 선급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설계변경,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한 경우

-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 지연하는 경우

- 부당하게 기술자료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l물품 등 완성 및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한 경우

- 부당하게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금을 대물로 변제한 경우

- 부당하게 검사기준을 적용한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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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시 원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l기타 위법행위

-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신고 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Ⅰ. 정의 및 적용대상

Ⅱ. 주요내용

Ⅲ.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Ⅰ. 정의 및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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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사업의 정의 (대리점과 다른 점)

가맹사업의 의의와 성립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대리점과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l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

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l가맹사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영업표지란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말합니다.

- 일정한 품질기준,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용역을 판매해야 합니다.

-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가 있어야 합니다. 통제의 정도는 

상당한 통제를 말하며 느슨한 통제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영업표지 사용, 경영(영업) 지원 등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일시적 거래가 아닌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l대리점도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며,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통제가 따르기 때문에 대리점과 가맹점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가맹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입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안)의 정의에 

따르면 가맹금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가입비나 로열티

② 보증금, 이행보증금

③ 상품, 설비 등의 공급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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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의 대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지급한다면 당연히 

가맹사업에 해당됩니다.

- ③의 방식은 가맹본부의 독특한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

사업에 필수적인 대가입니다.

- ②의 방식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채무불이행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담보의 성격으로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지속적인 계약관계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대리점이 ①, ③의 대가를 본사에게 지급한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가맹

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대가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한다면 계약의

실질적 성격상 가맹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전속대리점 관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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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조그만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간식 판매가 주업종이어서 저희

본부 매출액도 얼마되지 않고(약 3,000만원 정도) 저희 소속 판매점도 이제 4곳

입니다. 저희도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지요?

l원칙적으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모든

사업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

받은 “가맹사업자” 모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l다만 ① 가맹사업자가 최초 가맹금 지급일부터 6개월 동안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가맹본부가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직영점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원 미만)이면서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4개 이하)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l주의해야 할 점은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는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되게 됩니다.

l질의요지에 기초하여 판단해 볼 때 가맹사업법 제9조와 제10조를 제외하고는 법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 등 다양한 면을 정확히 살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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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서 등 제공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가맹사업자들이

재계약시에도 정보공개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l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이내에 공정위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의2).

l가맹사업법 제7조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대상자를 가맹희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맹사업자와

재계약시 가맹본부가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l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 

가맹사업자와 재계약시에 정보공개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가맹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사업자가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제공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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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서 등록절차

저희는 신규로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l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① 가맹

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 ② 주사무소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 ③ 

주사무소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 ④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⑤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가 됩니다.

l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인 ① 정보공개서

[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⑤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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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맹금 예치제도

이번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이 완료되기 전 가맹금을 가맹

본부에 지급하면 혹시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한 경우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요?

l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

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접수령이 가능합니다. 

l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l가맹본부는 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②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l따라서 가맹금 예치제도를 통해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으니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의 체결) 외에는 예치기관에

계약체결 전까지 입금해놓으시면 됩니다.

l가맹금을 예치하는 기관은 ①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②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특정 예치기관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예치기관을 잘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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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이런 저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의심

스러운 것이 장래 수익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인 분석 없이 단순 추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l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①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행위”라 한다) ②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l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①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

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②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l가맹본부가 제공한 장래 수익에 관한 정보는 장래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 여러 면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단순 추정이라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2. 8. 28. 선고 2012누8764 판결).

l따라서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장래 수익에 대한 정보가 단순 추정이라면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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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맹계약 해지 제한

지금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가맹본부에서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있었습니다.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요?

l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l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①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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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

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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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가맹본부와 최근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최근 재계약을 하면서 영업

지역 축소를 조건으로 재계약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명백히 가맹사업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여지가 

있을까요?

l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가맹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l민원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축소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것은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

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가맹

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5. 

26. 선고 2015누51554 판결).

l질의요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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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금지

가맹본부에서 저희 점포가 노후화되었다고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선에 드는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월권 

아닌지요?

l가맹본부는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

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

사업법)」 제12조의 2). 

l따라서 일방적으로 위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면 법위반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시설환경표준화(가맹점의 간판, 외관, 작업장 및 고객

편의시설에 대한 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통일된 모델로 공사하는 것)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가맹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맹사업법 위반이

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2누40218 판결).

l정당한 이유로 점포환경개선을 요구시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만 ①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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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저는 최근 한 프랜차이즈 본부와 편의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수익을 위해 24시간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야 하는지요?

l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은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례로 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

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l따라서 귀하께서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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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의해야 할 법위반 사항을 간략히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l가맹본부를 운영하면서 주의해야 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위반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보제공 관련 행위

- 허위․과장 정보 제공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을 수록한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에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

② 가맹금 예치의무

- 예치가맹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의 일부로 법률적으로

예치하도록 설정된 대가

③ 가맹계약서 관련 행위

- 계약서 미교부

- 계약서 필수기재사항(가맹사업법 제11조) 누락

④ 가맹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행위

-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되었음에도 가맹계약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사업 중단

⑤ 거래거절

- 원재료 공급, 영업지원 등의 거절･제한

- 부당한 계약 갱신거절･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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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구속조건부 거래

- 상품의 가격 구속

- 거래 상대방 구속

-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 팔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

- 영업지역의 준수 강제

- 영업활동의 제한

⑦ 거래상 지위 남용

- 각종 시설, 상품, 원재료 등을 필요 이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

-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

- 가맹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 

-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

-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달성하도록 강요

⑧ 영업지역의 침해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설정한 영업지역 안에 부당하게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한 행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Ⅰ. 정의 및 적용대상

Ⅱ.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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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의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란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자를 말하는지요?

l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

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

-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l또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 등” 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 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봅니다.

-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자

-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

l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① 유통시장의 구조 ② 소비자의 소비실태 ③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④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⑤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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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품업자의 거래형태

저희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 외에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l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거래내용에 따라 세가지의 거래

형태를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첫째 “직매입거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 둘째 “특약매입거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

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 셋째 “위･수탁거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

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l현재 질문자의 거래형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특약매입거래” 형태로 거래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며, 유통구조, 유통업태, 거래상품, 기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시어

대규모유통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질문자의 상황에 적합한 거래 형태로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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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서면교부 : 서면교부 규정 취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서면교부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취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l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주어야 합니다(대규모

유통업법 제6조 제1항).

l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을 명확히 함으

로써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나 불확실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그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l참고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납품업자등과의

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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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면의 계약사항 내용

대규모유통업자 중 텔레비전 홈쇼핑사업자는 일반 대규모 유통업자와는 다르게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계약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l우선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서면에 명시되어야 하는 계약사항”은 아래의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2의2.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급

하거나 준비하는 상품의 수량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상품의 반품조건

5. 매장임차료(매장임차인만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특약매입거래 또는 위･수탁거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납품

업자가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6.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는 경우 

그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파견비용 분담 여부 및 조건

7.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각 호의 사항

8. 하나의 점포에 복수의 매장이 있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

l이와는 다르게 대규모유통업자 중 텔레비전홈쇼핑업자(「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위의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항과 방송 횟수 및 일시, 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분담 여부 및 조건,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조건,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반품한 상품의 배송 및 처리

조건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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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의 반품 금지

대규모유통업자인 A회사에게 한정된 시즌에만 수확하여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최근 A회사는 농산물의 색깔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이를 반품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위반 행위가 아닌지요?

l우선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② 위･수탁거래의 경우

③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⑤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

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수･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⑦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③부터 ⑧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l민원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즌상품으로서의 농산물 직매입의 경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만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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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도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직매입거래의 경우 

시즌상품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은 시즌행사의 종류와 기간･반품가능한 상품군(품목) 등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약정한 서면으로서 그 정도는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2017. 1. 

26. 선고 2016누59302 판결).

l따라서 민원내용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되는 반품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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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대기업인 A마트에 만두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업체입니다. A마트는 현재 납품

중인 만두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아무런 이야기 없이 해당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지요?

l A마트가 대규모유통업자라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

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 행사 

비용에 대한 약정은 각 사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l약정을 하면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① 판매촉진행사의 명칭･성격 및 기간 ② 판매

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③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④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

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⑤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입니다(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9조).

l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인 A마트가 서면으로 작성된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

시킨다면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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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이번에 저희 마트(대규모유통업자)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인력파견을 받으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 특수한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l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됩니다(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l다만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

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②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③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등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납품업자등이 파견한 종업원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

하게 하여야 합니다.

l종업원등의 파견 약정서에는 ① 종업원등의 수 ② 종업원 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

시간 ③ 종업원 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④ 종업원 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l따라서 특수한 능력이 필요한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는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나 파견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파견조건 약정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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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저희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유통업자 

측에서 저희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공급가격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해야 하는지요?

l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①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

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②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 포함)에 관한 정보 ③ 그 밖에 납품업자 등이나

납품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① 및 ②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규모

유통업법 제14조).

l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위에서 언급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범위도 요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

-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에는 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

하는 목적 ②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③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④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법)

Ⅰ. 정의 및 적용대상

Ⅱ. 공급업자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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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점거래의 의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대리점거래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l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거래법)」에서 규정한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

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합니다(대리점거래법 제2조 제1호).

l여기서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

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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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점거래법의 적용범위

저희는 중소기업입니다. 대리점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대리점 거래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l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거래법)」 제3조는 대리점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②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 이때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l또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대리점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에 해당

하는 거래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

하는 거래

③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대규모유통

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

④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l따라서 공급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면

대리점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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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점거래법의 적용범위 : 전속대리점의 대리점거래법 적용

대리점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리점’이 본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소위 ‘전속대리점’에 한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l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거래법)」 제2조(정의) 제2호는 공급

업자를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대리점을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l따라서, 대리점거래법의 해석상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대리점거래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

입니다.

l다만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법 제3조(적용제외)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점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대리점거래법의 해당 조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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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점거래법의 적용범위 : 대리점거래법상 대리점 해당 여부

저희 회사는 특정국가의 본사로부터 수입한 화학연료, 산업기계부품, 생활용품, 

약품 등을 다른 사업자를 통해 국내에 유통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리점

거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l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거래법)」 제2조(정의) 제2호는 공급

업자를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제3호는 대리점을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l첫 번째 화학연료의 경우 귀사의 거래상대방들이 화학연료로 자동차부품, 핸드폰 부품

등을 만들어 이를 자동차부품회사, 핸드폰제조회사 등에 납품을 한다면 귀사의 거래

상대방의 상품(자동차부품, 핸드폰 등)과는 사실상 별개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리점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재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l두 번째 산업기계 부품의 경우 귀사의 거래상대방들이 귀사로부터 연삭기, 대형기기 

등의 소모품(드릴, 나사 등)을 구매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게 된다면 이 또한 대리점거래법 제2조의 ‘대리점’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l세 번째 슈퍼마켓에 판매하는 생활용품의 경우 슈퍼마켓 등은 귀사의 생활용품(비누 등)을 

공급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한다는 점에서 귀사의

거래상대방은 대리점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점’의 개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며 대리점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l네 번째 약국 또는 병원에 판매하는 상품일 경우 약국 또는 병원이 귀사의 상품을 

구매하여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한다면(수액, 지혈제 등의 

약품들) 대리점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점’의 개념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하지만 약품 또는 병원이 귀사의 상품을 구매하여 스스로 사용한다면(주사기, 현미경 등)

이 경우는 대리점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점’이라 볼 수 없습니다.

l하지만 대리점거래법 제3조는 대리점거래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된다면 대리점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니 확인이 필요 합니다. 

이는 질의사항에 기초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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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목표 강제행위 금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물량을 년간 및 분기 단위로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을

명시하면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시하고자 하는 사유는 

향후 대리점의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당사의 피해를 줄이고 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을 없애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① 연간 최소주문량 1천대/년 을 발주를 보장하되 제품별 분기 최소주문량

250대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② 미준수시 대리점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는 규정

입니다.

l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거래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l구입을 강제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l또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거래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위법여부는 공급

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거래저해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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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질의내용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연 또는 분기

단위로 제품별 최소주문량을 설정하면서 미준수 시 불이익을 제공할 경우 대리점

거래법 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입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대리점거래법 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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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간섭 및 불이익제공 금지

저희 회사에서 업무상 부정행위를 사유로 징계 해고한 직원을 저희 회사의 대리점

에서 채용하려 할 때, 이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되는지와 

대리점이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 직원을 고용하였을 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이 대리점거래법 제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l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거래법)」 제9조와 제10조는 공급

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 또는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대리점의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l또한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제공 및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시행령 제7조 제1호는 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직원 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할 

때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나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l다만, 이러한 행위에 해당될 경우 그 자체로 당연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률

에서 전제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측면이 함께 존재

하여야만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l이러한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이나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 거래관행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l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검토할 때, 귀하의 질의에서 해당 직원의 업무상 부정이 확실히

존재하고, 이를 사유로 그 직원을 징계하였다면 대리점에서 그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l다만 해당 대리점이 질의하신 직원 채용을 강행하였을 때 계약기간 만료시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직원의 부정행위 

내용, 계약갱신에 관한 대리점계약내용, 직원 채용이 대리점거래에 미치는 영향, 

유사한 사례에 대한 업계의 관행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사항

으로 보이며, 일률적으로 법위반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16

3. 대리점거래 계약과 공정거래법

이번에 대리점거래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공급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① 대기업 대리점을 함에 있어 판매 권역에 대한 제한의 합법성

② 기존 대리점과 신규 대리점간의 차별 대우의 타당성(즉, 각서상에 언급을 요청한

지역 외 상권 판매시 위약금 지불 부분) 

③ 본사의 팀장 수준의 사람이 각서를 권유하는 것의 합법성 

④ 각 항목별로 위법한 정황이 있을 때 그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수준 

⑤ 기존 대리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와 방법 

⑥ 신규점이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 본사 등의 Guideline을 따라야 하는 경우 위법

여부와 제재 대상시 정도와 조건 

⑦ 각서 등의 이유로 신규 진입이 무산될 경우 구제 방법 

l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대기업 대리점을 함에 있어 판매 권역에 대한 제한의 합법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1에서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를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의 하나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의 위법성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위주로 판단하며, 경쟁제한성은 거래지역 제한 위반시 제재가 가해지는지

여부와 타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서는 위 사안의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충분히 적시되지 

않아 법 위반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하는 

공급업자가 해당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큰 대기업으로서 당해 지역제한이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기존 대리점과 신규 대리점간의 차별 대우의 타당성(즉, 각서상에 언급을 요청한 

지역 외 상권 판매시 위약금 지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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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된 거래지역 위반시 기존 대리점에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부분은 거래지역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적 조치로서 질의 ① 에서 언급한 거래지역 제한의 위법성을

구성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본사의 팀장 수준의 사람이 각서를 권유하는 것의 합법성

- 쌍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련 사항에 대한 각서를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거래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강요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민법 제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등의 법리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주무부처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각 항목별로 위법한 정황이 있으면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수준 

- 이상의 각 항목에서 문제가 되는 법 위반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이며, 그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그리고 동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⑤ 기존 대리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방법 

- 기존 대리점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의 위법여부는 사업활동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여부와 이로 인해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질의 ①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의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충분히 적시되지 않아 법 위반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

하기는 어렵습니다. 

⑥ 신규점이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 본사 등의 Guideline을 따라야 하는 경우 위법 

여부와 제재 대상시 정도와 조건은? 

- 공정거래법 제29조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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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포함하며,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공급)가격의 범위를 지정

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또한 당해 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거래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계약서에 

① 희망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조항을 규정한 경우나, ②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질의를 판단할 때, 귀하가 언급하신 Guideline이 대리점에게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할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 등 제재를 행하거나 불이익을 취할 수 있음을 계약에 명시하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업자는 공정거래법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공정거래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⑦ 각서 등의 이유로 신규 진입이 무산될 경우 구제 방법 

-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혹은 서울시, 경기도에 설치된 대리점분쟁

조정협의회에 신청이 가능하며, 공정위에 신고하시는 경우, 신고서식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의 민원참여-신고서식 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공급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서울, 경기, 인천, 강원)-대전(대전, 충청, 세종)-

대구(대구, 경북)-부산(부산, 경남, 울산)-광주(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에 위치한 

공정위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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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활동 간섭 금지

저희 회사는 청소기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청소기 판매와 관련

하여 특정 대리점에게 오프라인 채널로만 판매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법위반인지 또 산업용 청소장비의 경우 고객의 제품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 회사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저희 회사의 서비스 등 교육을 이수한 대리

점을 통해서 판매하도록 판매 채널을 한정하는 것이 법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l첫 번째 질의(오프라인 판매채널 제한)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

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위법 여부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거래

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거래저해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또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거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르면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l따라서 귀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판매채널 등을 제한 

한다면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에서는 대리점과 공급업자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항 위반시 

제재여부 등 법 위반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l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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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지,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대체거래선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거래의 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의 효과를 상회하거나, 거래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시장점유율 산정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l질의내용에는 귀사의 제품 판매를 위한 교육 이수 또는 자격이 필수적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판매정책 및 그 판매정책의 합리적 사유, 공급업자의 규모 등 법 위반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Ⅰ. 정의 및 적용대상

Ⅱ. 부당 표시･광고 금지 유형





Ⅰ. 정의 및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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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광고의 의의

표시와 광고의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표시와 광고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l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에 관한 ①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또는 ②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합니다(「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l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표시광고

법 제2조 제2호).

- 참고로 대법원은 대부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중 FAQ란에 대출신청을 하면 신용

조회를 하는지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는 것도 표시광고

법 제2조 제2호의 소정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KII 파이낸스인터

내셔널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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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의 유형

표시광고법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광고의 유형 중에서 신문, 인터넷,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l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신문, 인터넷,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시는 다음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② 인터넷 또는 PC통신

③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④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⑤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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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주체

저희는 상가의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분양회사인 A회사와 분양알선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A회사와 광고내용에 대하여 전적

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광고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저희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요?

l질의요지는 광고(부당한 광고)에 대한 주체가 누가되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것 같

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그 주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나 민원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관련 판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l분양회사가 상가의 분양에 관한 신문광고를 내었고 그 광고가 부당한 경우 책임의 

주체를 묻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가의 분양에 관한 신문광고의 경우 

분양회사인 원고가 최종 내용을 검토한 것이고, 전단지와 카탈로그도 그 안에 원고의 

상호와 브랜드가 표시되어 있으며 분양사무실에서 배포된었던 점, 분양대행계약상 

분양대행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원고에게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협조 없이는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중앙일간지에 게재되는 전면광고의 중요한 내용 부분을 분양대행사 

단독으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분양대행계약상으로도 원고가 위 분야

대행사의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초회 신문광고는 원고가 시행하도록 

약정된 점, 위 계약상 분양대행사가 광고로 인한 책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분양대행사의 내부 간의 문제일뿐 법에서 금지하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회사가 실질적인

주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09. 11.2. 선고 2009누1138 판결).

l또한 분양회사가 분양대행사와 분양알선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하면서 분양대행사가 

광고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광고문안의 

검토 및 협의･조정여부, 분양광고에 기재된 상호, 분양광고가 기재된 기간과 광고

횟수 등에 비추어 분양회사에게 부당광고의 책임을 물은 판례도 있습니다(서울고법 

2003. 6. 5. 선고 2001누19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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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분양대행사 직원이 전단지를 제시･교부하여 광고를 한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묵인한 경우 분양회사에게 부당광고의 책임을 부담시킨 

사안이 있습니다(서울고법 2006. 10. 11. 선고 2005누24041 판결).

l따라서 A회사와 분양광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했다하더라도 A회사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광고의 주체는 위 판결들에서

언급된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A회사와 민원인 회사 간의 

구체적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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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부정) : 아파트 분양광고 ①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회사에서 분양시에 

임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세대분리가 불가능하고, 세탁실 

동선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특정 동건물과 

인접한 근린공원이 동일한 높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같이 보내

드리니 표시광고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l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

1항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부당한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

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l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당한 광고행위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에 대해 거짓･과장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광고표현이 다소 과장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l첫 번째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피민원인의 광고(보도자료)에는 “육아문제, 실버복지를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는 3세대 동거형 주택을 확대공급”, “부모와 자녀 간 

세대분리 확대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 “3세대 동거형 주택은 본세대 뿐만 아니라 동거

세대에도 별도의 현관, 주방, 욕실 등을 설치해 세대별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어 거주비를 절감하고 육아문제, 실버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3세대 동거형 주택은 임대기간동안은 3세대가 함께 거주

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이후에는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부분 임대도 가능하다”,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도 독립된 거주공간 제공으로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하다” 등으로 표현과 함께 주택 평면도를 기재하고 있는 바, 해당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의 전체적 인상은 해당 주택이 기존 주택과 달리 두 개의 현관문을 

통해 출입가능하고,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이 별도로 설치되므로 부모세대

까지 3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고, 육아･주택부족･거주비･실버복지 등의 문제 등에 

도움이 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장점이 있고 실버세대 등 일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부분 임대도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고, 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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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대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해당 

평면도에는 발코니 1, 2, 3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귀하가 주장하는 분양 팜플렛 상의 

발코니 2 부분만이 세탁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민원인의 광고행위를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l두 번째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는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 

구조, 외관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서 이를 통해 입체적인 

고저를 파악하기 어려운 바, 해당 광고를 본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동과

인접한 근린공원이 동일한 높이일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당 광고에서 해당 동과

근린공원의 상대적 높이에 대한 광고 표현이 없음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당 동의 

높이에 대한 인상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민원인의 광고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l이는 제출해주신 팜플렛 등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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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긍정) : 아파트 분양광고 ②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를 보니 단지 중앙에 수반 및 안개분수 등이 어우러져 

입주민의 공동커뮤니티가 가능한 대형광장과 주민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이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l우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부당한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

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l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당한 광고행위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에 대해 거짓･과장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광고표현이 다소 과장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l우선 아파트의 분양카탈로그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고라 할 것입니다.

l질의요지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단지 내에 수반 및 안개분수 등의 휴게시설을 갖춘 

대형광장과 주민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가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적용하여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서울고법 2011. 7. 6. 선고 2010

누27259 판결 참조).

l이는 제출해주신 팜플렛 및 질의요지에 따른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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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부정) : 구체적이지 못한 통행요금 제시 광고

A공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고속도로 통행요금 조정”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행요금의 조정폭을 적시하지 않은 광고이기 때문에

부당광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l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당한 광고심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부당한 광고유형으로서 ① 거짓과장광고 ② 기만광고 ③ 부당비교

광고 ④ 비방광고 등 4가지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l부당광고의 판단기준은 광고의 진실성과 그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을 고려하여 판단

합니다. 즉, 광고가 진실되지 않지만 소비자 오인성이 없는 경우는 부당광고로 보지 

않으며(예 : 자동차가 하늘을 떠 다니는 광고), 반대로 사실과 관련된 광고라 하더라도

그로인한 소비자오인성이 있다면 부당광고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 누구나 

참석만 하면 주는 상을 수상하였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상을 자기만이 수상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l물론 구체적인 광고심사는 문구 하나하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의 전체

적인 이미지, 광고주의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l A공사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조정>이라는 플래카드가

구체적으로 인상폭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광고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동 플래카드는 통행료가 조정되었다는 사실을 일반소비자에게 고지한 것으

로써 그 구체적인 인상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광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기만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상품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A공사의 동 표시를 사실을 은폐

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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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긍정) : 비방 광고

A회사는 맥주광고를 하면서 “말못하는 맥주 - 좋은 물로 만든다고 말할 수 없는 

맥주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맥주 - 암반 천연수로 만든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맥주가 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경쟁사 제품을 비방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l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당한 광고심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부당한 광고유형으로서 ① 거짓과장광고 ② 기만광고 ③ 부당

비교광고 ④ 비방광고 등 4가지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l질의에 포함된 문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맥주의 성분상 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물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맥주의

품질은 물 뿐만 아니라 부원료의 사용과 제조공정상의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 또한 맥주 제조시 지하수나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을 끓

이는 등의 일정한 전환과정을 거쳐 양조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어떤 

종류의 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맥주의 품질이 좌우된다고는 볼 수 없고 경쟁사에서

사용하는 수돗물도 관련법상 적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상기와 같은 표현은 경쟁사 제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나쁜 물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맥주의 품질도 나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바, 이와 같은 광고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l위 판단은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내려진 결론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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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긍정) : 허위표시(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표시)

A자동차회사(수입판매업체 B회사)는 엔진전자제어장치에 NEDC 기본조건을 인식

하여 실내 인증시험 시에만 유로-5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재순환

장치의 작동률을 높게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 또는 

작동률을 낮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하여 표시･광고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l본 사안은 대법원 상고 기각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 (원심 2018. 12. 14. 선고

2017누37729 판결)의 내용으로 그 요지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l표시광고법에서 정한 ‘표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부착의무가 부과된 것이라는 것만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의 표시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고, 표시

광고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도 ‘표시’에 해당합니다.

l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였다거나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되었다’는 등의 표시 및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습니다.

- 원고들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적합한 인증을 받은 것처럼 

이 사건 표시를 하였으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됩니다.

- 이 사건 각 광고 중 ‘친환경성’, ‘고연비성’과 관련된 부분도 거짓･과장성이 있습니다.

l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인증을 받은 사실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선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데, 이를 은폐

하였으므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l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인정 여부

- 이 사건 각 표시･광고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들이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133

-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디젤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습니다.

- 원고는 경쟁사들도 유사한 취지의 표시･광고를 하였고, 경쟁사 차량들도 실제주행시

유로-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같은 조작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다른 경쟁사 차량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l A자동차회사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A자동차회사에게 이 사건 각 표시･광고에 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시정

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A자동차회사는 ‘수입자 계약’에 따라 원고 B의 광고활동 등 영업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A자동차회사가 B 주식 전부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B의 광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A자동차회사도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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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긍정) : 거짓･과장의 고객체험담 홈페이지 게시

A회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제품이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고객

체험담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닌지요?

l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당한 광고심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부당한 광고유형으로서 ① 거짓･과장광고 ② 기만광고 ③ 부당

비교광고 ④ 비방광고 등 4가지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l질의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례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A회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품의 사용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짓무름, 성인어른 탈모증상 등이 개선

되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

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과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표시･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31. 2002마4109 결정). 따라서 A회사는 

거짓･과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면 위법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위와 같은 광고를 접할 경우 해당 제품을 사용

하면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점, 

소비자가 건강, 환경 관련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특정 질환의 개선, 치료 여부는 

그 상품을 구매･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게시판의 체험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

두7632판결).

l따라서 고객체험담을 게시할 경우 해당 내용이 거짓･과장광고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표시광고법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135

8.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긍정) : 결혼중개업체의 회원 수의 기만적 표시

A회사는 결혼중개업체입니다. A회사의 전체 회원이 30여만명이나 이 중 유료회원은 

7천여명으로 3% 정도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광고가 아닐지요?

l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당한 광고심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부당한 광고유형으로서 ① 거짓･과장광고 ② 기만광고 ③ 부당

비교광고 ④ 비방광고 등 4가지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l질의요지에 비추어 대법원의 유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은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차이가 현저하고, 원고의

전체회원 293,202명 중 유료회원이 7,776명으로 그 비율이 3%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그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것은 결혼 중개업체로부터 

본질적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이성 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은폐하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

26708 판결).

l위 판단은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내려진 결론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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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부정) : 태권도장의 특정학교명칭 표시

태권도장을 운영중입니다. 태권도장의 명칭에 특정 ○○대학교를 붙여 사용해도 

될지요?

l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며,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나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표시, 광고에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당해 표시,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대학교를 졸업하여 직접 강의를 하고 있으며 ○○대 출신의 강사가 강의

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다면 학교 명칭을 광고에 사용하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l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향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Ⅰ. 정의 및 적용대상

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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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의 의의

약관과 일반계약서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l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

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 동조의 정의에 따라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의 요건으로는 부정형성, 일방성, 

사전성, 상대방의 다수성, 일정한 형식성, 내용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l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 Ⅲ. 2.에 따른 약관인 경우와 약관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관인 경우(예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공공사업자의 전기･가스 공급규정, 지방공단의

점포임대차 계약서

② 금융･보험약관, 운송약관, 병원이용약관,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의 분양･

임대차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가맹점계약서, 용역경비계약서, 주차장이용약관, 

요양원입원계약서, 체육시설 이용약관, 학원이용약관, 휴대폰 등 통신서비스약관, 

인터넷서비스약관, 게임약관

③ 여관, 목욕탕 등에 게시되어 있는 “손님이 맡기지 않은 물건의 도난,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유일조항

- 약관이 아닌 경우(예시) 

① 부동산 분양가격, 입회금, 임차보증금, 이용료, 수수료, 이익･로열티 배분 비율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조항 그 자체

② 아파트･상가 등의 공동규약,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회사의 정관 등 단체의 내부 

구성원간의 규율조항

③ 계약서에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 등에 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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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관규제의 필요성

약관 또한 계약의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자치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을 규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l약관을 이용한 계약방식과 약관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생활의 발전에 따라 신종약관들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계약과 같이 활자로 인쇄된 정형화된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l일반적으로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약관작성자인 사업자는

고객 보다 상대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 전문적 지식과 사업경험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지위는 계약에 있어 사업자 보다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약관의 

내용 중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기도 합니다.

l이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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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관규제법 적용 제외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l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약관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l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계약불이행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이나 피해구제

② 회사의 정관이나 근로계약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조항

④ 약관의 효력이 종료되었거나 변경되어 현재 심사청구 약관조항이 통용되지 않는 경우

l약관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①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②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의 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공정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처리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특히 ‘약관조항’ 자체보다는 ‘행위’가 문제인 경우)

④ 이미 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으로서 심사청구된 약관조항의 무효여부가 선결

문제로 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는 청구대상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를 (문언)

심사하는 것으로, 만약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향후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장래의 다수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약관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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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의무

최근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제가 자동차 유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할인과 마일

리지 혜택이 좋은 A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해당 카드사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약관에 서명을 하였는데 나중에 갑자기 유류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이 사라진 것을 알았

습니다. 이후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니 해당 조항에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사의 해당조항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에 대해 카드사 회원으로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l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은 동조 제3항(설명의무)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l제3조 제3항에서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란 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②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③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l우선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볼 때 민원인은 자동차 유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혜택을 위하여 카드사와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유류와 관련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은 

민원인에게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지며 아마도 그러한 내용을 알았다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l한편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유류와 관련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앞서 적시한 설명한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라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l따라서 카드사는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또한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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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공정약관 판단 ① 인터넷 화장품 판매 약관

인터넷을 통하여 기능성 화장품 10개를 구입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을 배송받고 물품대금을 송금한 후 우선 딸려온

시제품을 사용해보았으나 전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는 체감할 수 없는 단지 가격만 

비싼 일반화장품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일주일이 되지 않은 기간에 청약을 철회

하겠다고 하자 해당 사업자는 약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객은 배송된 제품을 

실제 사용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l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오로지 약관

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 그 효력유무를 결정한 후 필요한 경우 특정 약관

조항의 삭제 및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l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일반조항인 제6조와 개별조항인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고 불공정약관조항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제9조 제1호 및 제13조는 절대적 무효조항으로, 개별적으로

당해 조항의 유무효를 평가할 필요가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그 외의 상대적 무효조항은 개별적으로 당해 조항의 유무효를 평가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여 정당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게 됩니다. 

-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약관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l약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객은 배송된 제품을 실제 사용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판단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기능성 화장품을 구입한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전자상거래에 의한 청약철회는 해당 제품과 계약서를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재회 등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철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고 광고의 효과가 없었음을 알게되었으므로 청약

철회기간을 30일로 볼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l결론적으로 해당 약관 제3조는 고객의 권리(청약철회)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으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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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공정약관 판단 ② 건강기능식품 할부구입 약관

최근 고혈압에 좋다는 A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제품과 함께 받은 견본제품을 조금 사용해보았으나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아 회사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이미 지급한 일부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다툼이 있었고 이후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A회사의 행위가 부당하다 생각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제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서명했던 약관에 “회사는 

고객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고객은 회사를

상대를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는 약관의 내용은 고객의 권리를 무작정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l우선 질의에서 말씀하신 A회사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립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상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l약관규제법 제14조는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권리구제의 포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따라서 A회사와 체결한 약관의 소제기 금지조항은 무효이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소제기라고 함은 본안의 제소는 물론이고 보전소송 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신청까지를 포함한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전체행위를 뜻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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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공정약관 판단 ③ 주식정보제공 사이트 약관

최근 주식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A 싸이트를 발견하고 회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3개월 간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제가 따로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이후 6개월씩 

자동 갱신된다는 안내문구를 보았습니다. 9개월이 지났을 때쯤 6개월간의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원가입 당시에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동의 했던 

약관내용을 보니 “3개월이 지난 후 회원이 해지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너무 부당한 조항이 아닌가요?

l「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12조는 의사표시의 의제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

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

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③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④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l질의내용 중 “고객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유로로 전환된다”는 약관의 내용은 위의 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따로 A싸이트에서 고객에게 따로 명확하게 알렸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고객의 부작위를 의사표시로 의제한 경우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참고 공정위 심결례 : 비씨카드(주)의 신용카드 회원약관 -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가지 회원

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회원이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는 약관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통상적인 

우편물 수령기간, 카드사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미 체결한 

계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서도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의 존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부작위 등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12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공정위 2005.06.01. 시정권고 제2005-0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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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공정약관 판단 ④ 자동차 할부구입 약관

저는 최근 A사의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매월 초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계약 당시 할부수수료는 10%로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얼마 전 A사의 할부담당자라고 전화가 와서 경제사정이 변동되어 할부수수료를

인상시키겠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 약관을 살펴보니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A는 최초에 약정한 할부수수료율의 30%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

습니다. 할부수수료율을 A사의 자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은 제가 설령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l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한 A사의 설명

의무가 이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l사업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이행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고객과 회사간의 급부의

내용을 변경･중지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

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질문에서 문의하신 할부수수료율은 급부에 관한 내용으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A사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할부수수료율이 경제사정에 따라 올리기만

할 수 있다면 무효의 판단가능성이 높아지겠으나 경제사정에 따라 할부수수료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택배회사와 위탁영업소 계약에서 “운송수수료율”은 영업소가 운송

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주된 급부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한

급부내용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리이므로 위 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라 운송수수료율을 택배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판결).



147

6. 불공정약관 판단 ⑤ 숙박예약 사이트 약관

최근 가족들과 여행을 가려고 숙박업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숙박업소를 찾으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여기저기 살펴보던 중 

A회사의 숙박정보를 보니 정가기준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보여 바로

예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숙박업소 정보제공 회사들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A회사에서 50% 저렴하다고 한 가격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었고 더불어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B회사가 있어 A회사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B회사를 통하여 

숙박업소를 예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의한 A회사의 계약서에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부정확한 내용이나 가격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당해 회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라는 내용과 “신용카드로 승인된 금액에 대해

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환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구요. 해당 계약 내용이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l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A회사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질의하신 민원인 분은 고객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약관으로 보여지며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 중 약관의 교부･명시･설명의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답변의 범위에서 제외하겠습니다.

l우선 질의하신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부정확한 내용이나 가격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당해 

회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라는 약관내용에 대하여말씀드립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고 또한 민법의 일반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반해 무효라 할 것입니다.

l다음은 “신용카드로 승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는 약관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내용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사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고객이 이미 납부한 대금을 환불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를 일례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의 내용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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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공정약관 판단 ⑥ 스키시즌권

최근 A리조트의 3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스키시즌권을 구입했습니다. 최근 

개인적인 일이 있어 이용권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계약해지와 함께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A리조트는 “시즌권은 이민, 입대, 유학 등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l우선 구입하신 3개월 스키시즌권 구입계약은 다른 구체적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10호의 “계속거래”로 보여집니다.

- “계속거래”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 스키시즌권 구입계약이 “계속거래”라면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는 미이행 채무에 대하여 

청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l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제4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l따라서 “시즌권은 이민, 입대, 유학 등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한다는 점과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약관이 무효라 할 것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3. 

28. 시정권고 제2008-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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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부거래의 의의

할부거래란 무엇인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l할부거래란 매매계약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상품판매자가 상품 인도시에 대금의 일부

만을 받고 나머지는 시간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받은 신용판매의 한 방법

입니다.

- 일반적으로 동산이나 용역의 현금거래와 달리 할부거래란 먼저 동산이나 용역이 양도

되고 그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대금을 분할하여 결제하게 됩니다.

l할부판매에는 직접할부계약, 간접할부계약,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접할부계약”은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물품 등을 구입하고 할부금을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② “간접할부계약”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구입과 같이 판매자를 대신하는 제3자에게

할부금을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③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1)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1)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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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불식할부거래의 의의

최근 어머니께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티브이 홈쇼핑을 통해 상조회

사인 A회사에 장례관련 상품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해당 회사에 전화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이후 A회사에서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계약서

에는 48개월 동안 매월 6만원씩 납입하고 어머니가 사망시에 장례용역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시에 청약을 철회

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이 되는지요?

l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

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①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② ①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l어머님께서는 A회사에게 48개월 동안 매달 6만원씩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망시 장례용역 등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는 장례용역을 위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용역 등에 대한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하는 계약에 해당되어 할부거래법상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이신 어머니께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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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부거래법 적용대상

저는 악세사리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목걸이를

받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

보니 목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면 이유에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요?

l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에 관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가목).

- 여기서 소비자란 ①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② ① 외의 자로서 사실상 ①과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할부거래법 시행령 

제2조)를 말합니다. 

l그러나 ①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② 성질상 할부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의 거래(할부거래법 시행령 제4조)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l따라서 질의내용을 살피건대 현재 질의자는 상인으로 상법상의 상행위를 위하여 

목걸이를 공급받고 계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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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회권의 행사제한

최근 A회사제품의 에어컨을 구입하였습니다. 120만원 상당의 제품을 12개월 

무이자로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품 배송을 받고 설치기사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였습니다. 며칠 후 동일 제품이 다른 판매회사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받았으며 청약철회를 요청한 날은 제품설치 이후 5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청약

철회를 요청하였지만 해당 회사에서는 설치기사가 부속품을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하였고 해당제품 포장의 외부에 ‘사용 후 반품불가’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l소비자는 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②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에 할부거래업자의 주소가 없는 경우 및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①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③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④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l다만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라도 항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① 소비자

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②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④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조치(소비자가 알 수 있는 곳의 

분명한 표시 등)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②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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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인께서는 에어컨을 할부로 구입하셨고 따라서 할부거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약철회의 기간 또한 계약서를 먼저 받고 제품설치 후 7일 

이내에 철회의사(서면)를 하셨다면 청약철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내용 중 ②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 따라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는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전기냉방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l결과적으로 할부거래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해당 제품은 설치에 전문

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전기냉방기이며, 제품의 포장외부에 쉽게 알 수 있게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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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철회권 행사의 사유

최근 홈쇼핑을 보다가 240만원 상당의 TV를 매달 10만원씩 24개월 동안 지급

하기로 하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과 할부계약서를 같이 받았는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을 신청해서 다시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도

취소가 가능할지요?

l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체결한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

l청약철회 사유는 따로 제한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있든 없든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청약철회의 기간 및 방법[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제9조

(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및 제24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을 

숙지하시어 기간 내에 규정된 방법(서면통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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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해제 및 기한의 이익상실

저희 회사는 공기정화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는 소비자인 A에게 

최신사양의 공기정화기를 판매하면서 제품가격 100만원을 매월 1일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회차와 2회차 할부금액은 지급

하였는데 현재 3회차와 4회차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만약 중도에 외국으로 나간다거나 하면 4회차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는지요? 저회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l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할부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회사측에서는 요건을 갖추어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본 조문의 내용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본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기간, 서면을 요건으로 한 최고는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l또한 소비자가 ①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③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할부거래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및 제2호). 따라서 회사는 소비자에게 나머지 

할부금 전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로 할부거래

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한꺼번에 지급받을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할부거래법 제13조 제2항).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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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최근 가구를 할부계약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최근 경제적 문제가 있어 할부금을 납부

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가구업체는 할부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제품을

반환하였고 통상적인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구업체는 이런

저런 이유로 제가 생각하기에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l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1조 

제1항).* 

l할부거래업자(또는 신용제공자)는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약정한 이율(할부거래법 시행령 제9조)

l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할부거래업자(또는 신용제공자)가 할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할부거래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 ①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②통상적인 사용료

③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금액

④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

⑤지연손해금

⑥실손해액

-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 ① ≤ ⑤

- 계약 해제 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 ① ≤ ⑤+⑥

- 계약 해제 후 재화 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 : ① ≤ ②+③+⑤ 

- 계약 해제 후 재화 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경우 : ① ≤ ④+⑤ 

- 계약 해제 후 재화 등이 공급되기 전인 경우 : ① ≤ ③+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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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계약 해제 후 재화 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로 보여

지며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인 사용료,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금액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금액을 잘 계산해보신 후(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업체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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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의 항변권 ① 카드할부 구입

최근 100만원 정수기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받아 사용하던 중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한 달이 넘도록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카드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계속 카드대금은 지불해야 하는지요?

l소비자는 할부계약의 경우 ①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② 할부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③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

되지 아니한 경우 ④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⑥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l질의내용에 기초해 살펴보면 현재 위 ④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l한편 질의내용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신용

제공자가 있는 간접할부계약이라 판단됩니다.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위 ①

에서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10만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20만원,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1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구입계약은 간접할부

계약으로서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인 100만원을 할부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

제공업자(카드회사)에게 항변권을 행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l신용제공자(카드회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금하지 아니한 할부금입니다(할부거래법 제16조

제3항).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

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법 제16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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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의 항변권 ② 핸드폰 가입 철회

본인은 휴대폰 판매처 판매원을 통하여 ○○월 ○○일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였고

할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기기 수령 후 약 30분 정도 지나서 대리점에 다시 

방문하여 청약 철회를 요청 하였으나 제품 개봉 후에는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 당했습니다(제품 개봉은 판매원이 진행). 이에 ○○월 ○○일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청약 철회 요청을 하였고 청약 철회 요청 당일 중으로 대리점

관리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고객센터 상담원 및 CS 매니저에게 수차례 대리점 관리자 

및 청약 철회 담당자 연결을 요구 하였지만 어떠한 것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l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예외 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는 14일 이내 교품증*을 발급받으면 철회해주겠다고 안내하지만, 단순 변심 등의 

경우에는 교품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교품증: 휴대전화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서비스 센터에서 입증해주는 문서

-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제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

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철회 제외 품목으로는 선박, 항공기,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건설 기계, 자동차, 

설치된 냉동기, 설치된 냉방기, 설치된 보일러 등이 있습니다.

l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할부거래

업자가 다툴 경우, 소비자로서는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재화 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의 철회를 

거부한 할부거래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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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선불식할부거래업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불식할부거래업체로서 하지말아야 

할 행위는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l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34조를

기본으로 하여 알려드립니다.

-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4.>

1.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

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6.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

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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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라. 다른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

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행위

13.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가 양도･양수하는 것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

하거나 양도･양수함에 있어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1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게 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

16.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17.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8.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이전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

l위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

법 제39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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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비자피해 - 예치금

A 상조회사에 가입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5년간 매달 5만원씩 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한 번도 누락없이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A 상조회사가 폐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l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는 상조업체의 폐업, 등록취소･말소(이하 ‘폐업 등’이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는 선수금 보전의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기관

(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에 동조 제2항에 의거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합니다. 

l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의무자는 위와 같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한 금액인 선수금의 50%를 동조 제4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는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 충족되지 못한 금액인 납입금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차액에 대하여 

폐업 등을 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l또한 상조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에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개요 및 이용방법, 

가입 가능한 상조업체 및 상품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Ⅰ. 정의 및 적용대상

Ⅱ.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Ⅲ. 다단계판매

Ⅳ.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Ⅰ. 정의 및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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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판매법의 제정목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이 무엇인가요?

l기존의 점포를 판매기반으로 하는 영업방식에서 점포 없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무점포

판매가 등장하게 됩니다. 판매장소의 구애 없이 영역을 넓혀 판매할 수 있는 방문

판매와 정보전달수단의 발달로 구매자가 통신상으로 거래하는 통신판매 등이 확대

되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 가입자의 모집 등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단계

판매 등도 발달하게 됩니다. 이들 판매방법 등을 보통 특수판매라고 합니다.

l특수판매의 발달은 판매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판매업자 간의 이익창출과 시장활성화

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점포판매 보다 신뢰가 감소되고 소비자에게 무책임한 

판매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폐해도 발생됩니다.

l이에 특수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방지와 공정거래를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l방문판매법의 목적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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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판매의 종류와 의의

방문판매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특수거래의 유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l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는 특수거래로서 ① 방문판매 ② 전화

권유판매 ③ 다단계판매 ④ 후원방문판매 ⑤ 계속거래 ⑥ 사업권유거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②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3호).

③다단계판매란 1)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으며 2) 1)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함) 이상 단계적

으로 이루지면서(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

으로 관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 3)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 제2조 제5호).

④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의 후원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법 제2조 제7호).

⑤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10호).

⑥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

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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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판매 형태 : 직접방문판매, 노상판매, 파티세일

저는 트럭에 잡화를 실고 다니며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다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l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l여기서 판매원이 소비자의 가정, 직장 등을 방문하여 상품구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반드시 직접방문판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판매행위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 직접방문판매 : 판매원이 가정, 회사 등을 방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방문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직장 내 식당, 복도 등에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노상판매 : 노상 진열대에 전시 판매하는 것과 자동차를 이용한 운반 및 판매하는 

경우 또는 아파트나 주택밀집지역에 순회 상점을 차려 판매하는 경우 등입니다.

- 파티세일 : 호텔 전시장 등을 3개월 미만으로 임차하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l따라서 트럭에 물건을 실고 곳곳을 방문하여 물건을 판매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노상판매로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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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원수당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에게 거래, 교육 또는 조직관리 실적에 기초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원수당이란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지요?

l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

없이 판매업자가 ①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②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③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④ ①~③ 외에 판매원들과 판매활동을 장려

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l후원수당은 그 지급범위에 따라 다단계판매인지 후원방문판매인지 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는 후원수당의

지급방식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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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원수당

저희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최근 아무런 기준 없이 특정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에 

대한 강의를 시키고 그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의료는 후원

수당에 포함되는 지요?

l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제9호에서는 후원수당을 “판매

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①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②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

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③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

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④ 그 밖에 ①~③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

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이하 ‘소비자지침’)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불특정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원

교육훈련에 지출된 경비는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대상으로 주최한 교육훈련 행사 경비를 다단계판매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나 판매실적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판매원만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후원수당에 포함된다고 후원수당의 범위를 예시

하고 있습니다. 

l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에 근거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 소속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불특정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강의료는 후원

수당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l다만 강의료 지급형태(예: 고정급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 강의료 금액, 실제 교육

시행 판매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판단컨대, 강의료의 지급이 판매원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강의료는 후원

수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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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문판매법 적용범위

최근 보험설계사가 저희 집에 방문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저에게 

필요한 상품이 있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l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

판매법)｣ 제2조 제1호).

l방문판매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l다만 방문판매법은 ①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 제6호)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③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방문판매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따라서 질의내용상의 보험계약은 위 ②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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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확인

최근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왔었습니다. 방문판매를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판매원이 방문판매회사의 판매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l방문판매업자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

(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6조 제1항). 방문판매원 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 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l또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6조 제2항). 그리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 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그 방문판매업자 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에게 소속되어 있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l따라서 해당 방문판매업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또는 직접 전화연락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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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철회

방문판매로 온수매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여 방문판매원이 

설명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조금 열어 확인을 해보았으나 당시 

설명한 제품이 아니어서 전화로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

습니다. 하지만 제품판매업체에서는 포장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l방문판매의 방식으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경우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참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l다만 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가능) ②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남으로써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치가 낮아진 경우 ④ 도서 등과 같이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것으로서 청약철회 시 판매업자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l② ③ ④의 경우 이 사실을 포장 등에 명기하지 않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l따라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셨다면 청약철회 제한 사유 중 ①의 단서를

근거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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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판매자 등의 금지사항

저는 A회사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측에서 지점장으로 직급을

승진시켜주면서 승급비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l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자 등은 ①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②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③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 

등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④ 다른 방문판매원

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⑤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⑥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⑦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

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11조).

l따라서 A회사가 승급을 이유로 500만원을 요구하였다면 위 ③에 해당되며 이는 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A회사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이를 

강제한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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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판매자 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

최근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회사관계자가 현재 회사가 휴업중이어서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l방문판매자 등은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다른 청약철회 등의 업무와 제9조 제1항부터 제9항가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12조 제1항).

l만약 방문판매자 등이 휴업기간 중 청약철회 업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l따라서 회사관계자가 주장하는 휴업 중 청약철회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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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단계판매조직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이란 무엇인가요?

l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으며 ② ①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함)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지면서(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

③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이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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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가능한지요? 또 어떠한 내용을 등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l다단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②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서류

④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⑤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⑥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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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

다단계판매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지요?

l다단계판매업은 다음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①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방문판매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④ ③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지배주주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입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및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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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상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기재

최근 다단계판매로 휴대폰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판매자의 

아이디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원에게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달라고 하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계약해도 될지요?

l방문판매업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다만, 방문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를 기재해야 합니다.

l다단계판매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까지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취지는 물품판매와 관련한 계약체결사실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물품의 하자 등으로 인한 청약철회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용이하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0. 7. 1. 선고 2010누2021판결).



181

5.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다단계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들었

습니다.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의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과 보상구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l다단계판매업자는 그 등록을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판매업자가 계약

체결 후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청약철회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l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은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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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지행위 ①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변경의 통지

저는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있는 A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A회사는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기준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는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였을 뿐 개인들에게는 통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물론 회사는

다단계판매원의 개인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l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0조 제1항).

l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20조 제2항).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

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통지 포함)

하여야 합니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메세지를 이용한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메세지를 이용한 통지를 사전에 동의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l질의내용만을 가지고 답변드리면 연락할 수 있는 주소가 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준변경이 아니며, 모든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로 보이며 그렇다면 

방문판매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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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지행위 ② 후원수당 지급총액

저는 최근 다단계판매원으로 일해보라는 지인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지인은 후원

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액수의 제한은 없으며 제가 판매한 만큼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이야기 합니다. 

l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산정되게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0조 제2항).

①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②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③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

④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

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함

l방문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의 지급총액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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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지행위 ③ 재화구입 등 부담부과행위의 금지

저는 A 다단계판매회사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측

에서 매달 10만원 이상의 회사물품을 구입하면 보다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하겠

다고 합니다. 회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l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해서는 아니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 제22조).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원을 말합니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

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l따라서 A회사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매달 10만원 연간 

120만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행위는 방문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로 방문판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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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지행위 ④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방문판매법 제23조)

다단계판매자로서 금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l다단계판매자로서 주의하거나 금지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

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②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

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

③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④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⑤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⑥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⑦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

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⑧방문판매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⑨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⑩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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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⑪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l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敎唆)

하거나 방조(幇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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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거래의 정의와 문제점

계속거래를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l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l일상에서 헬스클럽, 학습지, 학원 등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계속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에 1년간 이용하기로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중도해지시에 계약해지를 업주측에서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l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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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권유거래의 정의와 문제점

사업권유거래를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l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

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11호).

l예를 들어 자판기 등의 구매자는 원 사업자로부터 부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권유

받고 자판기를 관리하며 그로부터 수익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판기 운영자들과 같이

사업권유를 받아 자판기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는 아니며 대부분 영세상인

이나 부업의 형태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소득발생을 미끼로 기만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l이에 방문판매법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권유거래업자에게 정보제공의무

등을 지우는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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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속거래업자 및 사업권유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이번에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학원운영은 계속거래로 계약서에 필수내용을 

꼭 기재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l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무조건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10만원 및 3개월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셔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① 계속거래업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② 계속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 등(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다른 재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포함한다)이나 사업권유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③ 재화 등의 대금(가입비, 설치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재화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

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그 지급 시기 및 방법

④ 재화 등의 거래방법과 거래 기간 및 시기

⑤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사업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업기회에 의하여 얻게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

⑥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른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⑦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⑧ 거래에 관한 약관

⑨ 그 밖에 거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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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속거래업자 및 사업권유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저는 식당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A는 저희 식당에 방문하여 자기 회사의

제품을 선전도 할 겸 커피자판기를 설치하도록 승낙하여 주면 무료로 설치하여 주고 

저는 19만원씩만 부담하여 불입하고 자판기에서 나오는 나머지 수입은 모두 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에게 커피자판기 판매를 위탁한 것이 아닌 자판기를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lA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의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자동판매기를

구입･운영하면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구입하라고 유인하여 자판기를 

구입하도록 하는 등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질의자를 유인하여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의

사업권유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l사업권유거래업자는 아래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4조 제1항).

①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②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③ 계속거래등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④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⑥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⑦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⑧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lA는 자판기 판매를 마치 위탁판매인 것처럼 질의자에게 오인토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금지사항 중 ②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Ⅰ. 정의 및 적용대상

Ⅱ. 주요내용





Ⅰ. 정의 및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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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정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요?

l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함)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

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l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다시 말하면 판매자가 판매에 관한 정보를 신문, 잡지, 방송, 전단지, 우편, 전기통신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계좌이체, 지로 등 직접판매자와 

비대면거래로 청약하게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된 예로 

TV홈쇼핑, 카달로그 쇼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l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유사할 수 있으나 전자문서 이용 여부의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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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제외

저는 식품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전자상거래소비자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l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l아래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①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

-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

②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의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음(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

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법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않음

⑤ 사업자와 사업자간 전자상거래

예) 도매상이 소매상을 대상으로 개설한 쇼핑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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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과 개인 간 온라인 거래

예) 맘카페에서 카페회원 간 일대일 중고물품 매매

⑦ 비대면 거래가 아닌 경우

-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표시, 광고)이나 소비자의 청약(주문) 중 하나가 대면 방식

으로 이루어질 경우 통신판매가 아님

예) 전화나 인터넷으로 협의는 하지만 실제 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인이 직접 만나 

최종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붙박이 가구 설치 계약)

⑧ 거래대상이 교환수단으로서 최종 소비에 사용되는 상품이 아닌 경우

예) 가상화폐 관련

l질의하신 내용은 위 적용제외 사례 중 ⑤에 해당되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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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준수의무 ① 신고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현재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영업준비 중인데 영업전에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요?

l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1항). 다만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 또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에 대한 고시). 

l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선불식 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결제대금 예치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게임, 인터넷

학원), 1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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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철회 ① 기간

최근 인터넷사이버몰을 통해서 컴퓨터를 구입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은 후 지인을 통해 곧 신학기 행사로 세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에

판매회사의 주소나 연락처가 적혀있지 않아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1월 20일에 

연락처를 알게되어 해당업체로 전화를 하였으나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청약이 불가능 할지요?

l통신판매는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청약후 일정기간

동안 상품구입에 대한 재고를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l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다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입니다(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

l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3항).

l따라서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②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닌 이상,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하여 주소를 알 수 있었던 1월 20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참고로 할부거래에서의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 전자상거래에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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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철회 ② 대금의 환급 – 연대책임

최근 다양한 회사의 노트북만을 판매하고 있는 A사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B사의 노트북을 구입하였습니다. 구매한 당일 B사의 계좌로 노트북 대금 8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쓰던 노트북을 준다고 하여 저는 바로 B회사에 

전화하여 제품주문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대금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B사는 취소전화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l먼저 A사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B사의 노트북을 구입한 행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들어나 있지 않으나 

질의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A사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으로 보여집니다.

l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다만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동법 제17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한됨)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l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대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l질의의 주된 내용은 B사에게 대금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A사에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자(위 사례에서는 A사)를 마치 통신

판매업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에서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20조 제1항).

-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며 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팝업화면이나 결제과정 중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만일 통신판매중개자가 위의 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자와 같이 배상에 대한 연대책임을 집니다.

l따라서 A사가 통신판매중개자이면서 재화 등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A사에게도 대금환급 등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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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품정보 제공 ① 상품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 후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판매사이트에 등록시 필수적으로(미제공시 법적인 제재) 공지 또는 제공하여야 

하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예: 상품명, 섭취방법, 성분등).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등록시에 모든 정보를 꼭 한글로 번역을 하여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해외사이트에서 구매대행을 할 경우 정보들이 영어로 되어있습니다. 

l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기준으로 구매의사 결정을 하는 

비대면 거래의 특징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보 제공 의무, 청약철회 의무 등 다수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에,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 고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합니다. 

l귀하께서 문의하신 건강기능식품은 「상품정보 고시」의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중

(22) 건강기능식품에 따라 ① 식품의 유형 ②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수입품인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 ③ 제조연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④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아울러, 이러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취지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수입상품의 경우 최대한 한글로 번역하여야

소비자가 거래조건과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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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상거래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곧 전자상거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지되는 행위를 간략히라도 알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사항만이라도 알려주세요.

l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수의무와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주요

금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다른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②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③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

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④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공급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⑤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

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스팸 강요)

⑥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

하는 행위. 다만,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대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1. 법 적용대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2. 소비자의 피해구제 관련 사항인 경우

3.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인 경우

4. 사업자의 규모가 작아 시장경쟁 상황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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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촉진,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통해 시장에

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1) 행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2) 

소비자의 피해구제 관련 사항인 경우, (3)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인 경우, (4) 사업자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가 극히 미미한 행위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 법 적용대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 공공 행정업무를 행하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신고하는 경우

※ 다만, 정부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계약 또는 거래 상대방인 경우는 제외

□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2. 소비자의 피해구제 관련 사항인 경우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후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 환불 문제

□ 결혼식, 돌잔치, 여행취소관련 위약금 분쟁

※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 등은 가능

3.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인 경우

□ 채무불이행 등 계약 위반에 관한 사항

□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지체상금 등에 관한 사항

□ 아파트 분양대금, 하자보수, 분양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계약금 등 반환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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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의 규모가 작아 시장경쟁 상황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경우

□ 거래거절행위,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경쟁

제한성 위주로 위법성 심사) 관련 신고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비소관 민원관련 주요 기관 연락처>

기관명 소관업무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 분쟁조정(공정거래, 하도급, 대리점,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약관)
1588-1490 www.kofair.or.kr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분쟁조정

∙ 소비자피해, 소비자불만 사항

(국번없이)

1372
www.kca.go.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소비자피해구제 접수(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으로만 

접수 가능), 리콜정보 등 안전정보 제공
- www.consumer.go.kr

대한법률구조

공단

∙ 민･형사 등 소송 관련 상담 및 지원

∙ 당사자 간 손해배상 문제, 계약해지 등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이나 재고품 반품 문제 등과 같은 

채권･채무문제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대한상사중재원 ∙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간 분쟁중재 02-551-2000 www.kcab.or.kr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 다단계거래, 전자상거래 등 분쟁조정 02-774-4154~5 www.amco.or.kr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 의료관련 사건, 분쟁 상담 및 중재 1670-2545 www.k-medi.or.kr

금융분쟁조정

위원회(금감원)

∙ 은행, 보험, 신용카드, 불법 사금융, 금융거래 관련

피해신고 및 분쟁조정

(국번없이) 

132
www.fss.or.kr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 전자상거래(서울) 분쟁조정 02-2133-4891~6 ecc.seoul.go.kr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
∙ 휴대폰, ARS를 통한 소액결제 분쟁조정 1644-2367 www.spayment.org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
∙ 게임, 음악 등 콘텐츠 관련 분쟁조정 1588-2594 www.kcdrc.kr

게임이용자 

보호센터
∙ 게임이용 관련 이용자불만, 피해구제, 제도개선 02-2058-2310 www.gucc.or.kr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 개인정보침해 관련 분쟁조정 02-405-5150 www.kopico.or.kr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 오염･소음 등 환경분쟁 조정 044-441-7999 edc.ne.go.kr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
∙ 공동주택 등 하자 관련 분쟁 조정 031-428-1833 www.a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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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소관업무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저작권 

위원회
∙ 저작권 분쟁조정 1800-5455 adr.copyright.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신고

(국번없이) 

182
www.netan.go.kr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 인터넷 등 불법정보 신고

(국번없이) 

1377
www.kocsc.or.kr

통신민원 

조정센터

∙ 유･무선 전화, 인터넷 서비스 관련 명의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기구
080-3472-119 www.msafer.or.kr

불법TM 신고센터 ∙ 유･무선 통신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1661-9558 www.notm.or.kr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불･편법 가입자 모집행위 신고 1899-5098 www.clean.or.kr

스마트초이스 ∙ 방송, 통신 미환급액 조회 02-2015-9181 www.smartchoice.or.kr

위조상품 

제보센터
∙ 위조상품 제조유통 및 부정경쟁행위, 짝퉁 신고 1666-6464 www.patent.go.kr:7078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 중고차매매업 규제･감독 044-201-3838 www.molit.go.kr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 식품･의약품 표시･광고 등 관련 신고 1577-1255 call.mfds.go.kr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
∙ 부정, 불량식품 신고

(국번없이) 

1399
mfds.go.kr/cfscr

한국석유관리원 ∙ 가짜 석유 및 정량미달판매 신고 1588-5166 www.kpetro.or.kr

한국인터넷 

진흥원
∙ 통신개인정보유출, 스팸, 해킹신고

(국번없이) 

118
www.kisa.or.kr

한국신문협회 ∙ 신문판매 관련 자율규제 02-733-2251 www.presskorea.or.kr

한국 

인터넷광고재단
∙ 온라인 광고나 거래로 인한 피해 02-785-1372 http://kiaf.kr

ICT 분쟁조정 

지원센터
∙ 온라인광고,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1661-5714 www.ec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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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식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

※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나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포상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

간별 산정내역에 따라 합산한 금액(예시:과징금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50억×5%에 해당하는 금액 및 200억 초과금액×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까지 포상금이 지

급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
신
고
인

사업자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신
고
내
용
(*)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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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
신
고
인

사업자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업종

사업자단체의 연간 예산액

구성사업자의 수

신
고
내
용
(*)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

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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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시장지배적지위남용･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
신
고
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

신
고
내
용
(*)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

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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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 ] (혹은) 분쟁조정 신청서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는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피신고(청)인에게 시

정조치 혹은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신
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청)인과의 관계

피
신
고
(청)
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피신고(청)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청)의 시장점유율

신
고
(청)
내
용
(*)

☞ 신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및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청)하

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1항, 제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3조의4 제1항, 제2항, 제

5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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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신고인이 

가맹사업자인
경우

가맹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가맹사업내용(*) 가맹금(*)

가맹계약일자(*) 가맹계약기간(*)

피
신
고
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

신
고
내
용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

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
여부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으

로 진행됩니다.)

증거
자료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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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분쟁조정 신청은 사업자만 가능)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쟁조정 신청은 사업자간 체결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 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인 경우)

※ 불공정약관심사 청구와 분쟁조정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 

혹은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심
사
청
구
인

청구인적격
여부(*)

☞ 약관심사청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 한국소비자원  [   ] 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  [   ] 사업자단체

  [   ]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십시오.)
        (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단체인 경우

사업자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
심
사
청
구
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심
사
청
구
내
용
(*)

약관명(*)

청구대상

약관조항(*)

☞ 몇 조 몇 항 몇 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청구취지

및 이유(*)

☞ 「청구대상 약관조항」이 불공정한 사유를 명확하게 구체적 근거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근거가 미약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첨부
자료

심사청구 대상 약관 전체 사본(*)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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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   ] 소비자        [   ] 행정기관      [   ] 사회단체

[   ] 경쟁사업자  [   ] 구성사업자   [   ] 기타(                                                       )

피
신
고
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신
고
대
상

표
시
･
광
고

표시･광고 

매체(*)
표시･광고 일자(*)

표시･광고의 

내용(*)

☞ 표시･광고물에 표현된 내용 중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할 공간

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신고 대상 표시･광고물 또는 그 사본(*)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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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부당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
신
고
인

사업자명 또는 
사이트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

신
고
내
용
(*)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

사이버몰 http://

통신판매
예) 전화번호 등 구체적 경로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부당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행위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

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
여부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자료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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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당한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
신
고
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

자

신
고
내
용
(*)

거래형태

[   ] 방 문 판 매

[   ] 전화권유판매

[   ] 다단계판매

[   ] 계 속 거 래

[   ] 사업권유거래

: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위반행위

내용(*)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 「부당한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
여부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

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으로 진행됩

니다.)

증거
자료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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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업종(*)
업태 건설업인 경우

건설관련 취득면허
종류 전부(*)종목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매출액(*)
(건설업인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12월말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피
신
고
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또는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종
업태 건설업인 경우

건설관련 취득면허
종류 전부(*)종목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매출액(*)
(건설업인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12월말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신
고
내
용
(*)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
여부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첨부
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건설업인 경우, 건설업등록수첩 전부 사본 1부

4. 하도급계약 직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5.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사본 각 1부

6. 기타 관련 증거자료 (예, 하도급계약서 등)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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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선불식 할부거래 위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
신
고
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신
고
내
용
(*)

거래형태

[   ] 선불식 할부거래 :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한 계약에 의한 거래

위반행위

내용(*)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
여부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

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으로 진행

됩니다.)

증거
자료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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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불공정대규모유통업거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
신
고
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사업내용 또는 영업형태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의 업태별 시장점유율

신
고
내
용
(*)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 「불공정대규모유통업거래행위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
여부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자료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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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
신
고
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사업내용 또는 영업형태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신
고
내
용
(*)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인 경우, 대리점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에는 대리점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점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행위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에 대해서는 별지3-1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
여부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자료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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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3호, 2019. 9. 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50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044-200-41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둔다.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제3조(직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 2. 2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경쟁정책국･기업집단국･소비자정책국･시장감시

국･카르텔조사국 및 기업거래정책국을 둔다. <개정 2009. 4. 21., 2012. 11. 12., 2013. 12. 

11., 2017. 9. 19.>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부위원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심판관리관,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

관 각 1명을 둔다.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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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1. 15., 2011. 10. 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1. 15.>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행동강령의 운용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1. 15.>

1.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 의사일정의 수립 및 회의록의 작성･유지

2.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리･의결의 보좌 및 의결서의 작성･통지

3. 과징금, 시정조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적 집행수단의 관리

4. 이의신청 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5.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6. 그 밖에 위원회 심리･의결사항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제10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2013. 9. 17., 2017. 9. 19.>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3.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관리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5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6. 삭제 <2013. 12. 11.>

7. 경쟁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처분 등을 하려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업무 총괄

8.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9.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10.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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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화시스템(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의 구축･관리 및 운영

12.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및 상담･질의･민원 등의 접수･처리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2013. 12. 11.>

1. 소속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금･급여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5. 기록물의 수집･분류･보존･이관･활용 및 정보공개 등 기록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세입예산･세출예산 및 자금의 운용,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과징금의 징수와 수납 업무

8.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사무실의 유지･보수 및 관리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2. 조직과 정원의 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의2 삭제 <2012. 11. 12.>

제12조(경쟁정책국) ① 경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시장구조개선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1. 15., 2017. 9. 19.>

1.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감독

4.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6.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7.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다자간 협력･협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조정･연계

9.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10.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관리 및 관련 교육･훈련

11.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련 장비의 확보･운영

12.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3. 독과점 산업 및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분석･공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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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마련･시행

15.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및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

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6.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④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1. 15.>

[전문개정 2009. 4. 21.]

제12조의2(기업집단국) ① 기업집단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종합･조정과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持株會社)와 관련된 시책의 수

립･시행과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의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

태료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시

행과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본조신설 2017. 9. 19.]

제13조(소비자정책국) ① 소비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1. 15.>

1.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3.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5. 국제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7.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육성･지원 및 감독

9.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0.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1. 표시･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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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3.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4.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

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5.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4조(시장감시국) ① 시장감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1. 15., 2017. 9. 19.>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시행

2.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삭제 <2017. 9. 19.>

5.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는 제외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 시

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공기업･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의 심사･관리

8.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제15조(카르텔조사국) ① 카르텔조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 4. 2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과 심사기준

의 설정･운용

2.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관리

3.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6.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운용

7. 업종별 가격 동향 파악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운용

[제목개정 2009.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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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업거래정책국) ① 기업거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유통정책관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11., 2018. 11. 6.>

② 국장 및 유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1. 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1. 15., 2011. 9. 15., 2012. 11. 12., 2013. 3. 

23., 2018. 11. 6.>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운영

3.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 의뢰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시행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8.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에 관한 사항

1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12.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대리점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④ 유통정책관은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8. 11. 6.>

[제목개정 2013. 12. 11.]

제17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

로 정한다.

제3장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8조(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 11. 15., 20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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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촉진･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4.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관리

5.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실태조사

6.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26

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

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

행의 확인

12.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명칭 등) 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그 밖의 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

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

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

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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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

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6. 12. 13., 2017. 2. 28., 2018. 3. 30.>

③ 삭제 <2011. 9. 15.>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

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

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제2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

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13. 12. 11.]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 3. 30.>

제25조(평가 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

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30.]

제6장 한시정원 <신설 2019. 3. 26.>

제26조(한시정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

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6.]

부    칙 <제30093호, 2019. 9.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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