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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신설되면서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었고, 2018년 진행된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
게 논의되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
36153 판결(대한항공 사건)은 객관적인 행위 요건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요하고, 부당성 판단에 있어 부
당한 지원행위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신설된 제23조의2를 해석하면서, 그 부당성의 내용을 경제력집중
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중 소송의 승패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은 부당성 판단에 선행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정
상가격을 공정위가 증명하였는지 여부에 있었음에도, 공정위가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정상가
격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가 된 4가지 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비교가격을 제
시하는 등 정상가격의 증명에 주력하지 않은 것이 패소의 1차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익의 규
모가 부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성 판단의 전제로서 정상가격 증명을 통하여 귀속
된 이익의 규모를 밝히는 것이 당연히 선행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을 포함한 대
상판결에 대한 논란이 부당성에 관한 이론적인 논쟁에 집중된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적용에 있어서도 정상가격의 증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공정거래법 제23
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된 ‘상당히 유리한 조건’과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문언상 동일한 점, 개념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필요하
며, ‘정상가격’이 기준이 되는 점, 그 동안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하여 누적된 정상가격의 선례 등을 더하여
보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정위가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
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
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
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적용에 있어 정상가격 증명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집행에 있어서도 공정위
는 정상가격 증명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이 부당성 증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은 공정거래법의 전체적인 부당성 증명의
구조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해석에 있어 법률상 추정으로 볼 근거가 없고, 사실상 추정의 근거가 될 경
험이 누적되지 않은 신생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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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기준을 경제력 집중이라고만 판단한 것은, 경제력 집중이 다의적이고 다양한 가치가 들어 있는 추
상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인 법적용의 개념징표 내지 지표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규범구체화 차원의 해석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
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래 있을 대법원의 판단은 사건해결의 기능을 넘어서 입법자가
명시하지 않은 부당성의 개념 및 기준을 제시하는 일종의 법형성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이러한 법리 제시는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가지지만, 실제 집행 및 그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증명방법과
증명도를 결정하는 실무적인 함의도 가지게 된다. 나아가 대법원의 부당성에 관한 기준 설정을 통하여,
우리 시장과 사회가 어떤 단계에 머물러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시선과 철학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도 전
망한다.
Abstract : Through the amendment of Korean antitrust law(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ection 23-2, the provision of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was enacted in order to prohibit overtaking of corporate interests by family members of the
president of large conglomerates. This provision stipulates four types of conducts including
tunneling in corporate law. However, it is not clear how to interpret the objects and scope of this
provision and apply to the specific cases. So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revision of Korean
antitrust law discussed the revision of this provision in 2018 to solve the ambiguousness of
requirements of this provision. Seoul High Court’s 2017nu36153 case(Korean Airline case) was the
first case for this newly enacted provision. The court said that Korean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KFTC”) has a duty to provide the evidence for fair price and
inappropriateness(illegality), and furthermore inappropriateness means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As a result, the court revoked KFTC’s disposition. This case is currently pending in Korean
Supreme Court. This article reviewed two pivotal legal issues, whether KFTC should prove fair
price and inappropriateness and if so, how these requirements could be met.
First, KFTC argued that it has no duty to provide the evidence for fair price in terms of legislative
history of this provision. Comparing legal precedents of the provision of undue support practice, it is
inevitable for KFTC to prove fair price. Furthermore, significantly favorable terms or significant
benefit stipulated in this provision could be decided and reviewed in terms of the notion of fair price.
In this sense, the court’s decision is reasonable. If this ruling is sustained in Supreme Court, KFTC
will have a difficulty in providing the evidence for fair price like the cases of undue support practice.
Second, based on the provision itself, it is hard to conclude that inappropriateness is presumed
legally. In applying this provision, we can not find out any experiences to presume illegality like per
se illegality of hardcore cartel. In this sense, the court’s decision that KFTC should provide the ground
for illegality seems to be reasonable. However,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the court suggested is
not clear. This notion can not function as a legal standard for article 23-2 cases. So Supreme Court
should go further to specify the standard for inappropriateness that will play a key role to decide the
degree of proof. Supreme Court should establish the standard and scope for illegality of this newly
enacted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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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Ⅰ. 서론

당한 지원행위와 비교 연장선상에서 정상가격
의 문제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어떤 방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

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밝히고, 종래

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이 2013. 8. 13. 법률 제

논의된 부당성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며,

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되면서, 특

특히 대상판결이 신설된 위 규정에 관하여 설시

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이

한 내용이 법원의 해석 및 논증의무에 비추어

신설되었다. 즉 신설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충분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의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

로 한다.

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Ⅱ.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특정 행위를 통하
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공정위는 원고 주식회사 대한항공, 주식회사

행위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규정은 2013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주식회사가 정상적인

년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의 핵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심적인 내용으로 입법되었고, 위 규정이 적용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

는 기업집단이 종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 자

속시켰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

산총액 10조 원 이상)이었으나, 2017. 4. 18. 공

호,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7. 1. 10.

정거래법이 개정되어 2017. 4. 19. 시행되면서

의결 제2017-009호로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공정위가 법위반으로

확대됨으로써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본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이런 경위로 도입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① 싸이버스카이숍 광고 게재와 관련하여 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고등법원 2017. 9.

고 대한항공이 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였

1. 선고 2017누36153 판결(대한항공 사건)을 들

고,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단순히 형식적 업무만

수 있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싸이버

이익 제공금지가 입법된 이후 첫 판결로 관심을

스카이는 기내매체 광고 게재와 관련하여서는

받았다. 이 판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

광고료의 15%만을 대행수수료로 수취한 것에

위’라고 한다)의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많은 논

반하여 싸이버스카이숍 광고료는 전액을 수취하

란이 있었고, 2018년 진행된 공정거래법 전면

였다(광고수입 관련행위). ② 원고 대한항공과

개정 논의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등장하였다. 이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에 따

판결에 대하여 그 동안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르면 원고 싸이버스카이는 판매된 상품에 대한

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요건에 부당성이

수수료로 판매액의 15%를 원고 대한항공에게

필요한지, 그 경우 부당성이 무엇인지 등 위법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성 요건에 대하여 논의가 집중되었고, 그 전제

대한항공은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대하여 제동목

가 되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정상가격의 문

장상품과 제주워터에 대한 통신판매 수수료를

제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하였던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 없이 면제해주었고, 위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평석은 부

같이 판매수수료를 면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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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통신판매수수료 관련행위). ③ 원고 대한항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중 ‘상당

공이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가격을

히 유리한 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인상해줌에 따라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관련 마진율이 기존 대비 2.86배 수준으로 인상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판촉물 매입가격을 인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정

상해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판촉물 매입가

상가격”이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잣

격 관련행위). ④ 원고 유니컨버스는 학교법인

대가 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인하학원의 콜센터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상가격에 관한 해석론을 참작하여야 한다. 따

SK브로드밴드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았는데 이

라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당

사안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무상 제공한 시스

한 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려면 당해 거래와 동

템장비에 대해서 고객에게 사용료를 청구하지

일한 실제 사례를 찾거나 또는 당해 거래와 비

않았다. 원고 대한항공으로부터는 SK브로드밴

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한 후 그

드가 무상 제공한 시스템장비에 대한 시스템사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용료 및 유지보수료를 지급받았는데 두 사안을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콜센터 시스

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

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관련행위).

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공정위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서

(2) 구체적인 유형별 판단

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각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적용에 있어

유로 공정위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서울고등

서도 당연히 정상가격 증명이 필요하다는 전제

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 이하

에서, 구체적인 행위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공정

‘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현재 대상판결에 대하

위가 정상가격을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하였다

여 공정위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 중으로

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행위유형 중 광고수입

(대법원 2017두63993

사건),1)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대법원의

관련행위는 공정위가 제시한 비교표준이 적절
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반면, 나머지 세 유형
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정상가격 자체를 증거로

Ⅲ. 대상 판결의 검토
1. 정상가격의 판단
가. 법원의 판단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었다.
1) 광고수입 관련행위

피고는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싸이버스카이숍
의 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소유자

(1) 정상가격 일반

인 원고 대한항공과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판매
를 대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했다고 보아 이 부분

1) 공정위의 상고로 소송기록이 2017. 10. 13. 대법원에 접수되었고, 2018. 2. 4. 심리불속행 기간이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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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원고 대한항공이 기내매체를 발행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행위가 정상거래와 비교

광고매체사로서 원고 싸이버스카이에 광고판매

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대행을 위탁한 거래를 비교하였는바, 이는 거래

렵고, 달리 피고가 전체 계약금액 또는 전체 계

의 성격과 대상이 전혀 다른 2개의 계약을 비교

약금액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한 것이어서 앞서 본 정상거래의 법리에 비추어

관한 유사 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하여 이 부분

올바른 비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위와 비교한 바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 유니
컨버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2) 통신판매수수료 관련행위

시스템의 사용료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고
객에 대하여 그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정

피고는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원고 대한항공

상거래의 모습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① 이

과 원고 싸이버스카이가 주장하는 제품의 특성

사건에서 SK브로드밴드가 투자를 결정한 것에

에 따른 판매수수료 차등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는 이 사건 콜센터 계약의 도급인이 원고 대한

허용되어야 정상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명확

항공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하더

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도 위 투자가 원고 유니컨버스에 대한 것이었
던 이상 그 투자로 인한 이익이 전부 원고 대한

3) 판촉물 매입가격 관련행위

항공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정상가격을 시가가 아닌 원가 기준으로 파악

이 부분 행위로 인한 마진율 변화의 단순 증

하는 것은 거래통념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한 점

가치가 크다는 점 이외에 종전의 판촉물 매입가

등을 종합하면, 이는 무리한 추단인 것으로 보

격이나 그 마진율이 정상적인 수준이었음에도

인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당히 증가된 것임이 증명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판촉

나. 평가

물 거래구조 안에서 최초 거래 당시보다 다소
마진율이 증감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하면서
도 그 적절한 증감 수준을 산출해 본 바 없고,

(1) 정상가격의 증명이 필요한지(증명 요부
문제)

유사 사례를 선정하여 거래조건 등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1) 정상가격 법리

과정도 없이 단순히 마진율이 2.86배나 증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상

새로 도입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특히 이

거래와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

사건에서 문제된 같은 조 제1항 1호의 해석에

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있어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상당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가 부당성 판단

4) 콜센터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관
련행위

에 선행하여 문제된다. 그럼에도 후술하는 부당
성의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등 사정으로 정상
가격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부분만 따로 떼

어지지 못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

어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 제23조의2의 모태가 된 공정거래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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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7호, 부당한 지원행위 적용에 있어

된 ‘상당히 유리한 조건’과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013. 8. 13. 개정 전 공정거래법은 현저성 기준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은

을, 현 공정거래법은 상당성 기준을 요하고, 이

문언상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

러한 요건의 판단은 ‘정상가격’과 비교하여야 가

리 해석하기 어렵다. 둘째, 개념상으로도 상당히

능하므로, 정상가격의 증명이 핵심적인 문제가

유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필요

된다.2)

이때,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

하고, ‘정상가격’이 그러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원객체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상가격의 증명 없이 유리

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참고로, 공정거래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법 제23조의2의 해석에 있어 다양한 견해가 있

자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으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가장 유사한 규

을

말한다.3)

공정위가 그 동안 부당한 지원행위

정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임에는 이

사건에서 패소한 사건의 대다수는 정상가격을

견이 없다. 선례에 영향을 많이 받는 법원 판결

증명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물론 법원이 그 다

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

음 단계로 부당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부정한

하여 장기간 누적된 선례가 있는 상태에서 부당

사건도 있었으나, 이는 그 선행 단계에서 정상

한 지원행위에서 사용되는 불확정개념을 토대

가격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면서, 부가적으

로 병렬적인 입법을 유사한 형식으로 할 경우,

로 부당성을 부정한 사건이 주류였다.

부당한 지원행위에 누적된 종래 판례에 영향을

문제는 이러한 정상가격의 법리가 공정거래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후술하는

법 제23조의2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바와 같이 이익의 규모가 부당성 판단에 영향을

에 있다. 공정위가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기본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성 판단의 전제로서

적으로 정상가격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

정상가격 증명을 통하여 귀속된 이익의 규모를

장을 취하면서 문제가 된 4가지 행위 중 일부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명하는 것이 당연히 선행

보인다.4)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객관적 구성요건의 해

제23조의2에 있어서 정상가격의 증명이 필요하

석에서 종래 정상가격 증명의 법리를 제23조의2

지 않다는 논리를 고수하며 행위유형 중 대부분

대하여만 비교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며,5)

공정위가 정상가격

증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행위유형별
로

지적하였다.6)

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
이다.
대상판결의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대상판결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에서 유지될 경우 공정위는 제23조의2의 적용에

첫째,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

있어서도 정상가격이나 이에 준하는 표준을 적

2) 정재훈, ｢공정거래법 소송실무｣ 제2판, 육법사, 2017., 479면.
3)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Ⅱ(2017. 12. 12. 공정위 예규288호).
4) 이선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대한항공 사건’의 검토” ｢경쟁저널｣ 194, 2018., 33면. 판결문 각
주 22 등
5) 대상판결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정상가격에 대한 해석론을 참작하되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니라 경제
력 집중의 맥락에서 이를 조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판결문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정상가격 증명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정상가격 증명을 요하면서, 부당성 판단의 내용을 경제력 집중으로 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6) 대상판결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있어서도 정상가격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로는 홍대식, “공정거래
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비교사법｣ 64, 2014., 2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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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찾아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사건

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에서는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만이 문제가 되었

정상가격의 증명이 필요하다면, 종래의 판례,

으나, 2∼4호의 유형에도 ‘상당성’의 요건이 있

특히 대상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정위가

음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유형의 해석에 있어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서도 정상가격 등 비교표준이 증명되어야 할 가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능성이 높을 것이다.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
후적, 회고적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2) 정상가격 증명의 예외 사유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이나 당해 거래가
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예외적으로 정상가격 산정이 사실상 어렵거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실제 거래조건이 정상

추단하여서는 안 되고,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

가격보다 훨신 유리함이 명확하다고 보이는 경

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우에는 정상가격 증명을 요할 필요가 없는지도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

문제된다.7)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으로 보면 공

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정위가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을 증명하지 못한

살펴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위가 예외적인 사정을 증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하고, 정상

명하였다면 정상가격 증명을 하지 않고 상당히

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출

유리한 조건임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시

관련하여,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하여 지원금

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위에

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성 거래규

있다는 법리10)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도 원

모의 10%를 지원금액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

용될 것이며, 대상판결도 같은 입장이다. 이러한

다.8)

이를 근거로 정상가격 증명이 필요 없는

판례에 따르면,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찾기 어렵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다는 이유로 그 증명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극

정상가격 증명이 없더라도 부당한 지원행위로

히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 참고로, 그

규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아니라 거래조건

동안 판례가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없

이 정상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명백

는 경우로 본 사례로는 전환사채의 전환이나 유

한 경우 지원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예외적인 기

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11) 후순위사채 매입행

술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9) 과징금 고시

위,12) 옵션계약 체결행위13) 등이 있었으나,14)

에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도 과징

이러한 사례들은 정상 이자율, 정상 시장환율

금 산정의 기술적 규정을 내세워 정상가격 증명

등을 통하여 지원행위의 현저성은 규명되었으

7)
8)
9)
10)
11)
12)
13)
14)

｢부당내부거래 50문50답－공정거래법 쟁점과 실무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세종, 2015., 76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위 고시 제2017-21호) Ⅱ. 8. 다.
법무법인 세종, 전게서, 75면 ; 정재훈, 전게서, 481면.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두10866 판결.
정재훈, 전게서, 4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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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품‧용역의 특성상 지원금액을 기술적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저

산정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어서 대상판결의 사

해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지원객체가 자연인

안과는 차이가 있다.

인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저해성을
증명하기 곤란함에 따라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2) 정상가격의 증명이 충분한지(증명 여부
문제)

이 특수관계인에게 편법을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통해 경영권
을 편법승계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없는 문제

대상판결의 판단은 공정위가 문제삼은 거래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모두에 있어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증명하지 못

의 사익 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하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익을 받은 거래상

위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방이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하거나, 합리적인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을 경

거래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종전 거래가격

우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23

등을 내세우며 정상가격 증명을 피하려고 하였

조의2가 신설되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

던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판결은 이를 모두 배

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

척하였다. 이와 같이 객관적 구성요건의 해석에

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서 종래 정상가격 증명의 법리를 그대로 제23조

목적, 행위 당시 행위주체‧객체들이 처한 경제

의2에 적용된다면, 공정위가 제23조의2의 적용

적 상황,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

에 있어서도 정상가격이나 이에 준하는 표준을

로 고려하여 사익 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찾지 못할 경우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

보인다.

단하여야 한다.

2. 부당성의 판단
가. 법원의 판단

(2) 구체적인 부당성의 판단

대상판결은 광고수입 관련행위에 대하여 원
고 싸이버스카이가 2015. 2. 15.부터 2015. 11. 8.

(1) 부당성의 내용

까지 이 부분 행위를 통하여 수취한 광고수입은
총 37,193,846원인바, 이는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입법과정, 최종적인 법률의 문언내용, 앞서

2015년 총 매출액 6,996,000,000원의 0.5%, 당기

본 입법취지 및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공

순이익 561,000,000원의 6%에 그치는 수준이고,

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반금액(위 총 광고수입의

도 각 호에서 정한 행위의 충족 여부와는 별도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3,719,384원으로 그 규

로 그러한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

모가 보다 미미하므로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익”을 귀속시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규범적

통하여 원고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가 사익을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편취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2013. 8. 13. 법률 제
12095호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

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논지는 다른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통되고 있다.

항으로 종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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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입장에서부터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 기
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

(1) 부당성 증명이 필요한지(부당성 증명 요
부 문제)

가 있는 상태에서, 대상판결은 부당성 필요설을
채택하였다. 결국, 대상판결은 객관적인 행위 요
건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요하고, 위법성 판단에

부당성 증명이 필요한지의 문제는, 특수관계

있어 부당성을 요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와 같

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서 ‘부당한

은 연장선상에서 신설된 제23조의2를 해석한 것

이익’의 개념 및 판단기준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 ‘부당성’과 동일한지에서 비롯된다.

대상판결의 입장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먼저 부당성 증명 불요설의 입장에서, 공정거

제공이 비록 별도의 규정으로 입법되었음에도

래법 제23조의2가 일반적인 부당한 지원행위로

그 논리구조와 성격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근접

규제할 수 없는 부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태도로 볼 여지가 있

이익의 이전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신설되었고,

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

금지하는 유형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이익’이라고

법의 전체 해석상,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보기 어려우므로 행위요건에 의하면 부당한 이

이 공정거래법의 다른 행위요건과 균형상 비교

익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15)

적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인다.

실제 공정위는 소송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23

첫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포스

조의2 제1항의 성립요건은 ① 행위주체(총수 있

코 판결(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판결) 이후에는 법원이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부

행위객체(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당성 평가를 하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③ 각 호

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등 경쟁제한성

의 행위, ④ 비정상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

평가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에 국

또는 합리적 이유의 부존재”라고 주장함으로

한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상대적

써16)

으로 부당성이 넓게 인정되는 사건에도 공통된

부당성 증명 불요설을 취하였다.

반면, 부당성 증명 필요설의 입장에서, 부당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법원이 공정거래

한 지원행위와 입법취지와 규제목적이 다르지

법 제23조의2 사건에서 부당성 판단이 불필요하

만, 행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화사유 등을

다는 견해를 채택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

포함하여 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

을 것이다.18) 여기에 입법과정에서 당초 법안과

다.17) 이와 같이 부당성의 요건이 불필요하다는

달리 ‘부당한 이익’ 요건이 추가되었음에 비추어

15) 김윤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경쟁법연구｣ 29, 2014., 100면. 문언
상 행위 자체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 없이도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견해로는 송창현/조중일/김남훈, “기업집
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법학평론｣ 4, 2013., 165면. 실제 공정위는 부당성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다
는 전제에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공정위 2017. 1. 10. 의결 제2017-9호(2016제감0883)].
16) 판결문 각주 17.
17) 부당성 필요설의 입장의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신영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규제 법리” ｢경
제법연구｣ 14-3, 2015., 247면.
18) 이 점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형법과 개별규정별로 부당성을 엄밀히 심사하는
공정거래법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개별 금지규정의 규제목적의 실현에 있어 부당성 개념의 유용성
을 지적한 견해로는 이봉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경쟁법연구｣ 37, 2015.,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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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부당성’의 독자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19)

중에 관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공정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

위 의결 단계에서 끝나고 법원의 사법심사를 받

와 입법취지와 규제목적이 다르지만, 행위요건

은 사례는 많지 않아 추정력을 도출할 근거로

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화사유 등을 포함하여 부

미약하다. 공정위 스스로도 불공정거래행위 심

당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부

사지침에서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를

당성 요건 중 상당 부분이 행위 요건의 증명을

나누어 ‘부당하게’ 유형에서는 공정위가 증명해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안도 있을 것이므로, 정상

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23) 특수관계인에 대

적인 거래관행, 사익편취로 인한 폐해, 기타 입

한 이익제공만 추정이나 당연위법으로 볼 경우

법상 고려된 사유 등을 통하여 부당성 심사가

에는 다른 단독행위 및 공동행위 규제와 균형이

객관적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20)

맞지 않는 문제점을 피하기 어렵다.24) 이익취득

둘째, 부당성이 추정된다는 논지는 그 견해의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에서 바로 부당성을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쉽게

도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친숙하지 않은 개

채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21)

법문상 추정이

념이기도 하다.

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아 법률상 추정으로는
보기 어렵고, 사실상 추정은 경험칙에 기반을

(2) 부당성의 판단 기준

두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와 같은 신
생(新生) 조항에 있어 이러한 접근을 할 만한
경험칙이 누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22)

물론,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 집

부당한 지원행위가 1996년 도입된 이후, 대법
원25)이

부당한 지원행위에서 지원객체가 자연

인인 경우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

19) 이선희, 전게논문, 32면. 당초의 법안대로 ‘부당한’ 요건이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성의 심사는 불가피하였을 것
으로 보는 입장으로는 신영수, 전게논문, 256면. 대상판결도 부당성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로
‘최종적인 법률의 문언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20) 이 점에서 행위에서 부당성을 추정하는 것과는 차별화하여, 가격담합에서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착안하여 공정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견해(이황,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
위’에서 ‘부당한 이익’의 해석론” ｢법학논문집｣ 41, 2017., 185, 188면)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참작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21) 부당성의 추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익을 귀속시키고, 이익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견해로는 백승엽,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17., 289∼292면.
22) 경성카르텔의 경우에는 형성된 당연위법이나 목적위법은 오랫동안 경험이 누적됨으로써 가능하였다. 미국의 경우
‘U.S. v. Microsoft Corp., 253 F.3d 34 (D.C.Cir. 2001) 판결’이 당연위법의 법리가 형성된 과정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경우 ‘Dole Food and Dole Fresh Fruit Europe v. Commission, C-286/13 P (2015) 판결’이 목적위법의 법리가 형성
된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당연위법의 법리가 도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존의 논
의를 정리한 견해로는 이봉의, 전게논문, 226면.
23)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015. 12. 31. 공정위 예규 제241호) III. 1.
24) 대법원 판례는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은 별개이되, 가격결정행위 등에 대한 합의에 관하여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경
우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
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21413 판결). 이 문제는 ‘당연위법의 원칙’이 공정거래법에 수용되었는지와 관련
성이 있다. 당연위법 원칙이 수용되어 있다면 경쟁제한성이 인정됨에도 부당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본 것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당하지 않을 수 있
다는 것이어서 ‘당연위법 원칙’을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경성카르텔에서 부당성이 부
정되는 사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정재훈, 전게서, 167, 168면).
25) 삼성 SDS 사건(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현대택배 사건(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219 판
결), 서울증권 사건(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2202 판결), 엘지 4차 사건(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18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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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사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이 유독 공시

실상 자연인인 총수일가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

대상기업집단의 이익 취득 행위에만 개입을 해

당한 지원행위에서 배제되는 결과에 이르렀

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26)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목적 중 이에 부합하는

이러한 문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미쳤다.27)

이러한 입법경위를 고

개념으로 경제력 집중 외에는 대상판결이 그 대

려하여 보면 부당성을 경쟁제한성으로 보기는

안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입법에 영향을
어려울

것이다.28)

이 점에서 대상판결이 부당성

만, 대상판결의 이러한 불가피한 방향성에도 불

의 내용을 경쟁제한성으로 보지 않은 것은 입법

구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에 대하여는 다음과

경위에 비추어

자연스럽다.29)

같은 건설적인 비판이 가능하다.

물론, 일반집중의 차원에서 논의된 부당한 지
원행위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수관계인에 대

1) 판결문의 논증과 합리적 기준 제시 의무

한 이익제공이 경쟁제한성과 어느 정도 연관성
을 가질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부

대상판결이 새로 입법된 제도를 적용함에 있

당한 지원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

어 판결에 필요한 논증의무와 합리적 기준 제시

익제공은 경쟁제한성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

의무를 다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설령 경제력

는 한계가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경쟁제한성을

집중의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

일부 투영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제도가 가지는

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대상판

사회적 의미를 직시해야 법제도의 기능과 한계

결과 같이 부당성의 판단기준을 ‘경제력 집중’이

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견

라고만 판단한 것은 적극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

지에서 대상판결이 부당성의 내용을 경제력 집

로 보기 어렵다. 경제력 집중은 다의적이고 다

중으로 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양한 가치가 들어 있는 개념이어서, 위와 같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30)

특히, 우리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 제시는 특별한 기준을

사회에서 사익 편취로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은

제시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31)

26) 대법원이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자연인이 지원받은 자산을 계열회사에 투자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며, 사실상 자연인에 대한 지원행위가 규제에서 제외되는 결과에 이르렀
다. 관련시장의 경쟁저해를 위하여 지원행위를 하는 것은 드물고, 오히려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피하여 회사의 지
배권 또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승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행위를 하는 것이 다수인데 이러한 지원행위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소유집중에 대한 규제가 취약해진다. 이는 간접적, 우회적 지원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의 논리는 관련시장을 고려하여 협소한 견해를 취한 것
으로 형식적으로만 보면 문제가 없으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르면 이런 유형이
우선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편입된 것, 즉 제도의 외형과 실질이 불일치한데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결로 편법 승계 등 문제가 부당한 지원행위의 규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사상
배임죄의 적극적인 적용, 증여세 제도의 개편 등이 문제된 바 있다(정재훈, 전게서, 477면).
27) 이황, 전게논문, 175, 176면.
28) 부당한 지원행위의 다른 위법성 판단 표지인 ‘경제력 집중’은 그 자체로는 다의적인 개념인 만큼 이를 어떻게 구체
화하는가에 따라 입법경위에 부합하는지에 따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9)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해석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로는 홍대식, 전게논문, 186면. 이 견해
에 따르면 관련시장 획정 등 종래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적용되던 척도들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있어서도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30) 이황, 전게논문, 183면.
31) 경제력집중에 대하여 구체성을 기한 견해로는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를 통하여 초래되는 불합리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이황, 전게논문, 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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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논증은 판결의 소통기능을 강화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은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법원은 자신의 결

대상판결을 통하여 사건해결의 기능을 넘어서

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충실한 논증을 해야 한

법형성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32)

이러한 논증과정에서 건설적인 토론이 가

다. 상고심에서 이루어지는 개념 설정은 그 자

능함은 물론이지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체로도 의미를 가지지만, 실제 집행 및 그 불복

해석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를 예상할 수

쟁송에서 증명방법과 증명도에 큰 영향을 미칠

있는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밖에 없다.34) 나아가 대법원의 부당성에 관한

새로 등장한 제도에 대하여 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준 설정을 통하여, 우리 시장과 사회가 어떤

는 사안의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단계에 머물러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시선과

그 결론에 이른 논증과 향후 이 규정을 운영함

철학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도 전망한다.

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법원에 부여된다.

2) 구체적인 규범화 필요성

사익편취라고 불리는 특정한 현상에 대하여
입법자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입법함으로

구체적인 기준 문제는 판례의 집적을 기다려

써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하였고, 법원이 그 기

야 하지만, 개정 당시 부당한 지원행위와 다른

준에 관하여 어떠한 규범적인 개념징표와 지표

부당성 판단 기준의 도입을 고려하였던 점, 부

를 설정함으로써 이를 구체화할 것인지가 핵심

당한 지원행위 규제에서 소유집중을 제외한 종

이었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부당성의 내용은

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이

‘경제력 집중’이고, 그 판단기준은 ‘거래의 동기,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35) 그 개념은 부당한

방식,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거래의 경제

지원행위의 부당성과 차별화된다고 보는 것이

적 효과’라고만 설시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자연스럽다.36)

의2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규범구체화’

대상판결의 논지가 정확하지 않으나, 공정거

차원의 해석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래법 제23조의2를 사익편취의 시각에서 접근하

에

부족하다.33)

는 것은 여러 면에서 설득력이 있다.37) 즉, 개념

32) 권영준, “대법원 판결서 개선의 당위성과 방향성” ｢사법｣ 44, 2018., 73면.
33)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부당성의 지향점이 ‘소유집중’에 있다고 볼 경우, 입법자가 소유집중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명
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원이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적용할 의무가 있게 된다.
34) 이러한 의미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다양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즉 ①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
정은 아니더라도 부당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고 정당화사유를 주로 심리하는 사건이 될 가능성, ② 다른 불공정거
래행위, 특히 부당한 지원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 ③ 거래상 지위남용 등에서 논하는 정상적인 거
래질서 위반과 비슷한 의미가 될 가능성 등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집행에 있어, 증명의 문제에 착안하여 당사
자가 당해 거래행위의 불가피성, 합리성, 경제력 집중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견해로는
이황, 전게논문, 190면 참조).
35) 이 규정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시킨 이익이 부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가 부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물론, 이익은 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물을 의미하여, 행위와
이익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결과물인 이익이 부당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익 자체는 가치중립적일 수도 있어,
행위가 부당하므로 그 이익도 부당하다는 논리가 자연스러울 수 있다. 예를 들면, 형법상 흔히 문제되는 장물이 부
당한 이익이 되는 이유는 장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재산범죄라는 위법한 행위가 게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들 수 있
다. 즉, 위법성 평가에서는 행위가 비난가능하므로, 이익도 비난가능하다는 방식이 좀더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이다.
36) 부당한 지원행위와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은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넘어서는 외연을 갖게되었다는 취지
의 글로는 신영수, 전게논문, 2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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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에서 경제력 집중은 통상 일반집중,

가 있다.

시장집중, 소유집중으로 분류한다. 관련시장의
측면에서 시장집중은 경쟁제한성을 나타내는

3) 정상가격과 부당성의 판단 순서

지표로서 의미가 있으나, 경쟁제한성이 판단기
준이 아닌 상태에서 부당성의 개념을 시장집중

부당한 지원행위 사안이든, 특수관계인에 대

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규정이 신

한 이익제공 사안이든 먼저 객관적인 구성요건

설된 경위를 보더라도 일반집중만을 규제하려

이 증명된 후, 부당성이 심사되는 것이 순서이

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

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객관적인

제23조의2에서 문제된 경제력 집중은 ‘소유집중’

구성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정상가격을

있다.38)

증명하지 못한 상태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익편취라는 현상이 왜 발생한 것인지를 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특

려해 보더라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소유집

히 이익의 규모가 부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39)의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사

점을 고려하면, 부당성 판단의 전제로서 정상가

익편취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중 하나

격 증명을 통하여 귀속된 이익의 규모를 밝히는

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에서 가지는 지배주

것이 당연히 선행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대상

주의 지분율 차이를 들 수 있다. 대주주가 낮은

판결은 판결의 논리와 구조에 있어, 부당성 판

지분율을 가진 지원주체와 대주주가 높은 지분

단을 먼저 부각시킨 후 부수적으로 정상가격 문

율을 가진 지배객체의 차이에서, 주로 상장기업

제를 나누어 언급하는, 통상적인 판결의 논리구

의 지원주체가 비상장기업인 지원객체에 대하

조에 비추어 이례적인 판단을 하였다. 물론, 실

여 지원을 함으로써 높은 지분율을 가진 지원객

제 쌍방의 공방이 부당성 증명의 요부와 그 내

체에서 지배주주가 이익을 취하게 되는 구조이

용에 관한 부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다. 여기에 부의 세습과 이전이라는 필요성이

선해할 수는 있다.

에 비교적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할 수

더해지면, 사익편취라는 현상이 등장하기 좋은

한편, 부당한 지원행위 사례에서 보더라도,

환경이 조성된다. 그렇다면, 특수관계인에 대하

일부 판결이 부당성 인정에 있어서 과거에 비하

여 제공된 이익이 클 경우 소유집중의 측면에서

여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크며,40)

이러한 취지

대상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음에 유의할 필요가

에서 전통적인 경쟁법의 논제와 차별화될 소지

있다.41) 다만, 이러한 판결은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37) 부당한 지원행위에서 논의된 경제력집중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서 논의되는 경제력집중은 그 기
준을 달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지지하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같은 취지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보다 좁은
개념으로, 총수일가의 소유집중의 우려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로는 신영수, 전게논문, 257면. 경제
력집중억제의 일환으로 변칙적인 소유집중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봉의, 전게논문, 229면).
38) 일반집중과 소유집중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로는, 이선희, 전게논문, 32면.
39) 소유집중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최근에는 소수지분을 가진 지배주주의 지배집중으로 이
해하거나(이선희, 전게논문, 32면),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소유와 지배간의 괴리에서 비롯된 폐해를 지칭하는 것으
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서정, “재벌의 내부거래를 둘러싸고 나타난 규범의 지체현상과 그 극복” ｢법조｣ 704,
2015., 188면).
40) 형사법(배임죄 등)에서는 이익의 크기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지기 어렵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가
치중립적인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부당성 판단기준을 소유집중으로 이해한다면 이익의 크기에 따라 부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41)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누5615 판결(삼양식품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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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 심사에 있어서만은 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핵

른 규제 유형과 차별을 두지 않고 같은 기준으

심 쟁점은 1차적으로 정상가격이었고, 이를 증

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으나,

명하지 못한 것이 공정위가 패소한 근본적인 원

일련의 판결은 정상가격이 증명되지 못하였거

인이었다. 그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공정

나 현저성이 이미 부정되는 경우이어서 부당성

위가 정상가격과 부당성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

판단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음에 주목할

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현명한 소송전략이었다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정상가격 및 현저성이

고 보기 어렵다.45) 그럼에도 정상가격 문제와

모두 인정되는 사안에서 하급심이 아니라 대법

공정위의 증명노력을 논외로 한 채, 이론적인

원이 부당성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엄밀히 판단

부당성의 문제가 이 판결에 대한 평가와 공정거

할 것인지는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42)

래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논제로 부각

참고로, 2018년 상반기부터 진행된 공정거래

된 것은 그 이론적, 실무적인 함의에도 불구하

법 전면개정 과정 중 특히 기업집단분과를 중심

고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볼 소지

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개정방안에 관하

가 있다.

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대상
판결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공정위는

Ⅳ. 결론

2018. 7. 27.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발표
하면서,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상장회사와 비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

장회사를 통일하여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정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신설되면서

50% 초과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키는 방향을 제시하고, 부당성에 관한 입법적

2018년 진행된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하였다.43)

2018. 11.

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27.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

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인 대상판결은 객관적

인 해결은 추후 검토하기로
개정안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44)

개정과정에

인 행위 요건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요하고, 부당

서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을 두고 공정거래법 제

성 판단에 있어 부당한 지원행위와 같은 연장선

23조의2에 관한 부당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

상에서 신설된 제23조의2를 해석하면서, 그 부당

시하는 방안부터 공정거래법 제1조 목적조항을

성의 내용을 경제력집중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정하는 방향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42)

43)
44)
45)

그 중 소송의 승패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2015누40356 판결(한국남동발전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40585 판결(한국수
력원자력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5누45511 판결(한국주택공사사건) 등. 위 판
결과 더불어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네이버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 사건 전대행위로 인하여
서치솔루션이나 엔에이치엔서비스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성을 부정하였다.
향후 부당한 지원행위에서 현저성이 인정되어 부당성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이 결정되는 사안에서, 대법원
이 부당한 지원행위 전체의 체계, 제도적 의미,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정재훈,
전게서, 520, 521면).
황인학,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제언: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경쟁저널｣ 196, 2018., 23면.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18. 11. 27.
사후적으로 보면(retrospectively), 대상판결의 정상가격에 대한 판단이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공정위가 정상가격 증
명을 하지 못하여 공정위 패소로 결론이 귀결되는 사건이었기에, 대상판결이 부당성에 관한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
부담이 적었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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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부당성 판단에 선행하는 객관적 구성요

는 정상가격 증명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 집

건으로서 정상가격을 공정위가 증명하였는지

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부에 있었음에도, 공정위가 위 규정의 적용에

다음으로, 대상판결이 부당성 증명이 필요하

있어 기본적으로 정상가격의 증명이 필요하지

다는 판단을 한 것은 공정거래법의 전체적인 부

않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가 된 4가지 행위

당성 증명의 구조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비교가격을 제시하는 등 정

석에 있어 법률상 추정으로 볼 근거가 없고, 사

상가격의 증명에 주력하지 않은 것이 패소의 1

실상 추정의 근거가 될 경험이 누적되지 않은

차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익의 규모

신생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가 부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부당성의 판단기

부당성 판단의 전제로서 정상가격 증명을 통하

준을 경제력 집중이라고만 판단한 것은, 경제력

여 귀속된 이익의 규모를 밝히는 것이 당연히

집중이 다의적이고 다양한 가치가 들어 있는 추

선행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공정거래법 개

상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인 법적용의 개념징표

정과정을 포함한 대상판결에 대한 논란이 부당

내지 지표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

성에 관한 이론적인 논쟁에 집중된 것은 다소

서, 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구체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이 공정거래법 제

적용하기 위한 규범구체화 차원의 해석 의무를

23조의2 적용에 있어서도 정상가격의 증명이 선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러

행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한 의미에서 장래 있을 대법원의 판단은 사건해

제1항 제7호에서 규정된 ‘상당히 유리한 조건’과

결의 기능을 넘어서 입법자가 명시하지 않은 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당성의 개념 및 기준을 제시하는 일종의 법형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문언상 동일한 점, 개념

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러한 법리 제시는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가지지

는 그 기준이 필요하며, ‘정상가격’이 기준이 되

만, 실제 집행 및 그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증명

는 점, 그 동안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하여 누적

방법과 증명도를 결정하는 실무적인 함의도 가

된 정상가격의 선례 등을 더하여 보면 합리적인

지게 된다. 나아가 대법원의 부당성에 관한 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정위가 당해

준 설정을 통하여, 우리 시장과 사회가 어떤 단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

계에 머물러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시선과 철

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

학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도 전망한다.

에 없는 경우에도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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