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 2022년 봄철 정기학술발표회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주요 쟁점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22.4.11.)을 중심으로

2022.4.28.

김성만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I. 서론
2022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가 해상운임을 합의해
온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하였다.1)
해운업계 및 해운당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기선조약과 해운법에 의하여 허용된 적법한 공동의 운임 결정 행위
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1) 공정위 결정의 주요 내용과 논거를 살펴보고, 2) 컨테이너 정기선
사의 해상운임 공동 합의 행위에 대한 해운법 및 관련 국제법규의 내용, 3) 해운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의 상호 관계 4) 경쟁당국과 해운당국의 상호 협력 방안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공정위 결정의 주요 내용 및 논거
1. 공정위 결정의 주요 내용2)
가. 23개 선사들3)이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
을 통하여 한-동남아 수출ㆍ수입 항로4)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행
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상 공식 의결일은 2022.4.11.
2) 공정위 2022.1.18. 보도자료 참조

3) 국적 12개사: ①고려해운(주), ②남성해운(주), ③동영해운(주), ④동진상선(주), ⑤범주해
운(주), ⑥에스엠상선(주), ⑦에이치엠엠(주), ⑧장금상선(주), ⑨천경해운(주), ⑩팬오션
(주), ⑪흥아라인(주), ⑫흥아해운(주)
외국적 11개사: ①청리네비게이션씨오엘티디, ②에버그린마린코퍼레이션엘티디, ③완하
이라인스엘티디, ④양밍마린트랜스포트코퍼레이션<이상 대만>, ⑤씨랜드머스크아시아피
티이엘티디, ⑥퍼시픽인터내셔널라인스리미티드, ⑦뉴골든씨쉬핑피티이엘티디<이상 싱가
포르>, ⑧골드스타라인엘티디, ⑨오리엔트오버씨즈컨테이너라인리미티드, ⑩에스아이티씨
컨테이너라인스컴퍼니리미티드, ⑪티에스라인스엘티디 <이상 홍콩>
공정위는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
정기선사협의회’(이하 “동정협”)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6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4) 공정위는 한-동남아 수출ㆍ수입 항로 운항 23개 정기선사들에 대해 법 위반 결정을 한 후,
한일항로, 한중항로 참여 주요 정기선사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 및 논거의 심사보고서를
2022.3월 해당 선사들에게 통보하였고,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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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3개 선사들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 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ㆍ망라적으로 합
의하였다.
다. 선사들은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하였다.
라. 이들은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물량 이동 제한),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였다.

2. 공정위 결정의 주요 논거
가. 23개 선사들의 위 운임 담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정거
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운법 제29조는 일정한 절차상ㆍ내용상 요건하에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제
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23개 선사들의 운임 담합은 해수부장관에 대
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 요건을 흠결하였다. 즉, 절차적으로는 해
수부장관에 대한 신고, 화주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내용상으로는
공동행위 탈퇴의 부당한 제한 금지, 부당한 운임 인상으로 인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금지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흠결한
것이다.
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년간 해운시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
으로 이루어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정기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와 화주 단
체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ㆍ최소한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해운 당국의 관
리가 실질화되고 수많은 수출입 기업들인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
을 것이다.

3. 공정위 결정에 대한 평가
가. 공정위 결정은 많은 쟁점과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가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로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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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무시했다.
2) 국제협약 상 운임공동행위시 감사 및 상벌을 통한 운임준수 행위는 보
장된 행위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고 중립위원회의 운임감사 및
벌과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가입/탈퇴 제한행위로 간주하였다.
3) 선사들은 공동행위가 법에 보장된 행위로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
에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자행한 행위로 호도하였다.
4) 공정위는 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
으며 ‘98년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
공동행위를 보장해왔던 이제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
을 내렸다.
5)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 년 동
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
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였다.
6)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다.
7)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바도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
으며 화주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도외시 하였다.
8) 화주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 및 일천여 실화주들이 피해입은 바 없
음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였다.
9) 공정위는 해운사업의 자유항행원칙, 화주의 항상적인 우월적 지위, 만
성적인 선박공급 과잉이라는 해운시장의 특성을 외면하였다.
10) 공정위는 일본선사를 비롯한 20여개의 외국적 선사를 합당한 근거없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나. 공정위 결정은 법 해석 및 법리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법 집행 효과
를 놓고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정위는 다른 법령(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를 공정위 스
스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해운법 집행 및 해석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선
5) 한국해운협회 성명서, 2022.1.18. 참조

- 3 -

사들의 공동행위는 해운법 제29조에서 정하는 운임공동행위의 허용 요
건 및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그
러나, 공정위는 해운법에 관한 해수부의 유권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공
정위 독단적으로 해운법 위반이라고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법 해석 및
집행에 대한 권한이 공정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공정위가 그 동안 타 부처에 의한 행정지도의 존재 여부, 타 법
령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 입장을 주로 수용해 왔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번 결정은 그 타당성
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2)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정한 “다른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
였다는 입장이지만, 컨테이너 정기선 운임 공동행위와 관련된 국제조약
의 하나인 “정기선협약”을 공정위가 제대로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기선조약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운임 등 각종 운송조건에 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의결서) 및
심의 과정에서 정기선조약에 대한 검토 및 논의는 사실상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의결서)는 정기선조약의 효력에 대하
여 논의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국제조약인 정기선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하고, 오히려 우선하는 효
력을 지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검토, 반영하지 아니한 채 공정거래
법 위반으로 단순하게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본 건 공동행위는 부당공동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제대로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 결정은 재고가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동행위가 i)
경쟁을 제한하여, ii)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 건 관련 운임의 변동 추이를 보면, 본 건 공동행위를 전후
하여 수 많은 선사들이 파산, 영업양도, 퇴출될 정도로 정기선사들 간
에 경쟁이 치열하였다는 점, 운임 변동 추이도 본 건 공동행위 시기
대비 종기에는 오히려 절반 수준 정도로 운임이 더 낮아졌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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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위는 본 건 법 집행으로 해운 당국의 관리가 실질화되고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화주들은 본 건 법 집행으로 인
하여 컨테이너 해상운송 운임의 변동성이 급증하여 안정적인 해운 물
류를 해치게 되어 오히려 화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이 점만 보더라도, 공정위 결정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다. 이하에서는 공정위 결정 관련 여러 논의 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되
는 사안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III.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및 관련 국제법규
의 주요 내용
1. 운임 공동행위 관련 해운법 주요 내용
가. 해운법 제29조의 주요 내용 및 절차

해운법 제29조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의 공동행위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해운법 제29조는 공동행위의 절차 및 협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i)
협약의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고(동조 2항), ii)
화주단체와 운송조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동조 6항),
iii)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1항 단서)는 3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다.
선사들이 협약의 내용을 신고한 경우 해수부 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동조 제3항), 해수부 장관이 모든 신고를 그대로 수리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I)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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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ii)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iii)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수부
장관은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히, iii)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6)(동조 제5항).
나. 해운법 제29조의 취지
1) 1978. 12. 5. 해상운송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이 적용 제외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그 규정이 현행
해운법 제29조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는 정기선 서비스의 특성 및 정기선
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1978.
12. 5. 해상운송사업법 개정이유 및 개정문 참조).
정기선 서비스는 특정 정기선의 선복사용률7)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적 특성이므로 부득이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운임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선사가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기 어려운 내재적 특성이 있다.
또한, 국가의 무역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는 시장에
적정한 수의 선사가 병존하며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여러 개의 정기선사들이 운임∙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해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해운법은 이러한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임을 포함한 거래조건
전반에 대하여 선사들 간의 협의(즉 공동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선사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해운

시장을

보호하여

물류운송의

실제, 해수부는 본 건 관련 유권해석에서, 정기선을 운영함에 있어
정시성 확보와 운항효율 제고 등을 위해서는 공동행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밝히며 해운법 제29조의 취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6) 해수부 장관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신고된 운임협약의 내용이 해운법 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제재를 한
바 없음. 특히, 해수부 장관은 선사들의 운임협약이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는 등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없고,
공정위의 개입을 요청한 바도 없음.
7) 선복사용율이라 함은 선박의 총 적재능력(선복)에 대비하여 실제 화물을 수송한 비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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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위 또한 기존 사건8)에서, “해운산업은 높은 투자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계변동비가 매우 낮은 산업으로서 시장가격에 대한
선박운송서비스의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며, 특히 정기선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여야 하는 관계로 언제나 최고 물동량을
기준으로 선박을 배차함에 따라 만성적 선복과잉과 과당가격경쟁 및
이로 인한 선사의 연쇄도산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국은 이로 인한
해운산업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해운산업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해운법도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임, 배선, 적취 기타 운송조건에 대한
협약을 허용 (…) 하고 있다.”고 하여, 해운법 제29조에서 운임 등에
관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이유를 설시하시면서 ‘과당
가격경쟁’ 및 이로 인한 선사의 연쇄도산 우려가 해운산업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1997.
2. 18. 의결 제97-26호).9)

2. 해운동맹 관련 국제 조약
가. 정기선 협약
1) 정기선 협약의 명칭 및 성격
1974. 4. 6.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이하, “정기선
협약”)이 채택되면서 정기선 동맹에 대한 경쟁법 적용 제외가 국제적
차원에서 설정되었는데, 이 조약에는 76개 국가가 가입하였다. 정기선
협약의 원명은 ‘Convention on a Code o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s’이며 전체 54개 조항, 부속협약규정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79. 5. 11. 정기선 협약에 가입하였고, 1983. 10. 6. 조약
제820호로 국내에서 발효된 후 현재까지도 유효하다.10) 한편, 정기선
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11)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8) 한국근해수송협의회가 운송주선업체(포워더)로 하여금 강제로 공동배선협의회에 화물선
적을 의뢰케 하는 행위 등이 문제 된 사안(공정위 1997. 2. 18. 의결 제97-26호).
9) 한국근해수송협의회 소속 선사들은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수 차례의 회의 및
대표자회의 등에 참석하여 위 사안에서 문제된 행위에 대하여 공동 결정하였지만,
공정위는 선사들의 행위를 별도의 부당공동행위로 제재하지 않았음.
10) 외교통상부, https://www.mofa.go.kr/www/wpge/m_3835/contents.do 참조
11)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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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선 협약의 주요 내용
(가) 주요 개념의 정의12)
l

정기선 동맹 또는 동맹: 특정항로 또는 일정 지리적 구역내의 항로에서의
화물 운송을 위하여 국제적 정기선업무를 제공하며, 그 성격이 어떠한 것이든
협정 또는 약정을 맺어 그 테두리 내에서 선박운항업자들이 일률적 또는
공통적 운임율 및 정기선업무의 제공에 관한 기타 합의된 조건 하에 영업을
하는 2이상의 선박운항업자의 집단

l

화주기관: 화주의 이익을 증진, 대표 및 보호하는 협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단체로서, 그의 화주의 이익이 그 단체에 의해 대표되는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희망할 경우, 그 당국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단체

위 정의에 따르면 동남아 항로에서의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무를 제공하
며, 본 건 공동행위 관련 협정 또는 약정(합의)를 맺어 그에 따라 일률적
또는 공통적인 운임율 및 기타 합의된 조건을 화주에게 제시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정협 소속 정기선사들은 정기선 동맹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건 정기선 동맹에 의하여 체결된 각종 운임율, 합의 조건 등의
다양한 공동행위는 국제조약인 정기선 협약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된다.
한편, 우리 해운법 및 동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신고한 화주단체로는
한국화주협의회(한국무역협회 부설기관)가 있다.
(나)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 관련 주요 규정

l

회원자격(가입 및 탈퇴, 회원 자격의 정지, 제명 등 관련): 동맹에 가입하려는
정기선사는 동맹 협정의 모든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동맹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의 경우에 재정적 채무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보증을 예탁할 의무도 있음. 아울러, 동맹 협정에 정한
대로 업무를 운영할(용선 선복의 사용 포함) 능력과 의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도 있음.13)

12) 정기선 협약, 제1장 ‘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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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재(Sanctions): 동맹은 동맹협정의 제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그 선사에 대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할 수 있음.14)

l

자율 규제(Self-Policing): 동맹은 i) 부정행위 또는 동맹협정 위반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칙의 설정 또는 벌칙의 범위, ii)부정행위 또는 동맹협정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의 판정 및 그에 관한 결정, iii)부정행위 및 동맹협정
위반에 대처하기 위한 화주 및 화주단체에 대한 협조 요구 등의 규정을
포함하여, 위반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자율적 기구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15)

정기선 협약에 따라, 동정협과 정기선사들은 협약 위반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자율적 기구(중립위원회 등)를 설치하여야 하며, 협약 위반 선사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협약을 위반한 선사에 대하여
는 벌칙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의무도 있다.

l

동맹운임율표 준수 의무: 동맹 소속 정기선사들은 운임율표와 동맹의 문서에
명시된 운임율, 규칙 및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약정 또한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음.16)

l

추가 운임(Surcharges): 정기선사들이 돌발적 또는 비정상적인 비용의 증가나
수입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추가 운임을 부과할 수 있음. 추가 운임은
원칙적으로 잠정적이되, 필요로 하는 사정 또는 상황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폐지될 수 있음. 특정 항구로 이동하거나 특정 항구로부터 이동하는 화물에
대하여도 추가 운임이 부과될 수 있음. 추가운임은 비록 분쟁이 미해결인
경우에도 화주 등과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음.17)

정기선 협약은 선사들로 하여금 협약에 따른 동맹운임율표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본 건 공동행위에 참가한 정기선사들도 정기선 협약에 의거하
여, 각종 운임 협약 또는 이와 관련된 후속약정 혹은 특별약정(세부 실행
운임 약정)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3)
14)
15)
16)
17)

정기선
정기선
정기선
정기선
정기선

협약
협약
협약
협약
협약

제2장
제2장
제2장
제4장
제4장

제1조.’회원자격’ 참조
제4조 ‘제재’ 참조
제5조 ‘자율’ 참조
제13조 ‘동맹운임율표 및 운임율의 분류’ 참조
제16조 ‘추가운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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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건 공동행위에 참가한 동정협 소속 선사들이 THC18)(터미널조
작수수료), FAF19)(유류할증료), EBS20)(긴급유류할증료), BAF21)(유류할증
료), CBR22)(, 유류할증료), CIC23)(컨테이너 장비 불균형에 따른 부대비),
ECRS24)(비용보전을 위한 긴급부대비), CCF25)(컨테이너 청소비), RCS26)(냉
동컨테이너전기부대비) 등 각종 추가 운임(부대운임)을 공동으로 합의 결
정한 후 화주들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는 정기선사들이 정기선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체결한 협약(본 건 공동행위)에 근거한 것이기에 법령(정기
선협약)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 정기선 협약과 해운법, 공정거래법의 우선순위
가. 정기선 협약과 해운법의 상호 관계
정기선 협약의 내용과 해운법 내용이 상충되지 아니할 경우, 정기선
협약과 해운법을 둘 다 적용하면 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해운법에 정기선 협약의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선
협약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에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해운법과 정기선 협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인데, 국내법과
조약이 충돌할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일치된 학설이다.27)
참고로, 해운법과 정기선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해운법이 신법이므로
해운법이 우선 적용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정기선 협약은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하여 해운법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정교하게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으로서의 우선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Terminal Handling Charge
Fuel Adjustment Factor
Emergency Bunker Adjustment
Bunker Adjustment Factor
Critical Bunker Recovery
Container Imbalance Charge
Emergency Cost Recovery Surcharge
Container Cleaning Fee
Reefer Consumption Surcharge
성재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헌법 제6조 1항 해석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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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국법을 이유로 국제조약의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임에 비추어 볼 때 ‘조약과 국내법의 합치 추정’이
필요하며28), 만약 해운법과 정기선 협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해운법은 정기선 협약과의 합치 추정 원칙에 따라, 정기선 협약의 내용을
존중하여 법을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국내법이
조약과 내용 면에서 충돌할 경우에는‘조약합치적 해석’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은 조약 내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대법원 2007도7941 등 다수 판결).
나. 정기선 협약과 공정거래법의 상호 관계
본 건 공동행위와 같이, 정기선협약과 공정거래법 규정이 충돌할 경우,
더더욱 ‘조약과 국내법의 합치 추정’원칙이 필요하다. 즉, 공정위가 본
건 공동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해운법은 물론이고 정기선 조약에 의하여 본 건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정위 심사보고서(의결)에는 본 건 공동행위가 정기선 조약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
정기선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위가 본 건
공동행위에서 경쟁제한적인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한 각종 행위
유형들은 실은 정기선 조약에서 해운동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정기선 해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적법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만 감안하더라도, 공정위 결정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정기선 협약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정위 결정
공정위 심사보고서(의결)는 정기선 협약이 본 건 공동행위에 미치는 법적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성 판단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본다.
선사들의 본 건 공동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운법상 허용되는 공동행위인지 뿐만 아니라 정기선
협약이 이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28) 성재호, 같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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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사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법 해석에 있어서는 ‘조약합치적
해석’원칙에 따라 정기선 협약의 내용을 가급적 존중하는 방식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정기선 협약의 규정 내용 및 기준은 검토
대상으로 아예 삼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즉, 본 건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논하려면 (해운법뿐만 아니라) 정기선 협약에서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판단 및 입증이
전무하다는 점만 보더라도, 정확한 법 해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29)

5. 소결
공정위 결정은 본 건 공동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법령, 즉 국제조약인 정기선 협약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심사보고서가 해운법 및 공정거래법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피심인들의 거의
모든 행위는 정기선 협약의 내용 및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위 결정은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IV. 해운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의 상호 관계에 관한 입장의 차이
1. 선사들 입장
가. 15년 간 18차례에 걸쳐 운임회복(Rate Restoration)을 위한 운임합의를
공동으로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 화주단체와
의 협의를 거친 해운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다.
나.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문제삼는 120차례 운임 합의는 18차례 운임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협의에 불과하다.
다. 120여 차례 이루어진 세부 협의의 참여 주체, 협의 내용은 포괄적, 전반
29) 공정위 의결서에도 국제조약의 일종인 정기선협약의 내용이나 정기선협약이 본 건 공
동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적용될 경우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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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운임합의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세부 협의 내용까지 신고, 협의
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해운 감독 기관인 해수부에서 지난 20여년 가까이 적법하다고 인정해
온 사안을 또 다른 정부기관인 공정위가 이와 전혀 다르게,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자체가 수범자인 선사들의 법익을 침해한다.
마. 해운법 제2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공동행위에 대하
여 공정거래법 또는 그 판시 취지가 다른 대법원 판례 등을 거론하면서
법령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자체가 모순
이다. 즉, 해운법에서 적법한 공동행위에 관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이
미 제시하고 있고, 해수부에서 그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한 이상,
공정위가 다시 나서서, 해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고 불
합리하다.
2. 해수부 입장

한국해운협회는 해운법 제29조와 관련하여, 크게 다음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해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해수부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하였다.30)
가. 이미 신고한 공동행위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논의한 경우,
화주단체나 해수부에 추가 협의 또는 추가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그림] 해수부 2021. 7. 9.자 유권해석 중 발췌

30) 공정위 의결서는 해수부 유권해석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그와 관

련하여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표명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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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이미 신고한 공동행위의 시행을 위하여 선사 간에 후속
협의를 하였고 그 내용이 신고한 공동행위의 범위에 있다면 이는 새로운
별개의 공동행위가 아니어서 화주단체와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여기서 후속 협의란 ‘포괄적으로 합의한
운임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운임∙부대운임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관한 협의 등’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림] 해수부 2021. 7. 9.자 유권해석 중 발췌

해수부는 정기선 운영은 정시성 확보와 운항효율 제고 등을 위해서는
공동행위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하면서, 정기선사들은 다수 국가의 다수
항만을 경유하는 정기운송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동일한 항로라도
선사별로 기항하는 항만, 취급화물의 종류 및 물량, 거래화주 및
거래조건, 운송수요 집중시기 등 선박 운항 및 영업여건이 상이하므로
정기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함에 있어 모든 선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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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수부 2021. 7. 9.자 유권해석 중 발췌

아울러, 해수부는 해운법 제29조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포괄적인
내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해운법 시행령 제15조에서도 선사와
화주 간에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선사 간 공동행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림] 해수부 2021. 7. 9.자 유권해석 중 발췌

해수부는 이미 화주단체와 협의하거나 신고한 공동행위의 시행을 위한
후속 합의까지 화주단체와의 협의 및 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기 신고한
공동행위가 무의미해지며, 화주단체와의 협의 및 신고 절차 재이행으로
인한 공동행위의 시행 지연으로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실효성 없는
공동행위를 양산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고 적용 운임도 이에 따라 변하는데, 매 세부운임
협의 시마다 화주단체와의 협의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경우
사실상 공동행위의 기능과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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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위와 같은 해석은 선사들이 신고한 포괄적인 공동행위의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서까지 따로 화주단체와의 협의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운법 제29조의 문리적 해석에 부합하며, 해운산업의
특성과 해운법의 취지를 고려할 경우 더더욱 그러한 해석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위 유권해석 내용을 본 건에 적용해 볼 경우, 선사들이 포괄적으로
운임회복(RR)을 합의한 후 이에 대해 화주단체와의 협의 및 신고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선사들이 운임회복(RR)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AMR, BMR 등 구체적인 운임 수준이나 항로·품목·화주별 합의 운임의
시행 시기·방법 등)에 대해 후속 협의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후속 협의가
운임회복(RR)의 범위에 있는 한 후속 협의는 신고대상이 아니게 된다.
나.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절차를 미이행한 공동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경우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해수부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그림] 해수부 2021. 7. 9.자 유권해석 중 발췌

해수부는 해운법에 근거를 둔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규율하고 있는 해운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해운법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규정, 공동행위의 요건∙절차 및 법 위반
시의 제재 규정 등을 두고 있으므로, 해운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반 시 적정한 처분 수준 등에 관하여는 해운법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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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수부 2021. 7. 9.자 유권해석 중 발췌

해수부는 해운법 제29조 개정 당시의 해수부 및 공정위 간의 협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해운법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수부장관이 처분을 하고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당초 해운법 상에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1999년 해운법 개정을 위한 부처협의 시
공정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삽입된 조항이라는 것이다. 즉, 해수부가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조치하기 전에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공정위에서
요구하였으나 해수부는 이는 해수부의 고유권한이므로 협의가 불필요
하다는 입장으로 대립하였고, 양 기관이 재협의한 결과 해수부에서 먼저
조치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사후 통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해운법에 규정된 해수부의 제재 권한 및 공정위에 대한 통보 시기,
공정위 개입의 한계 등은 해운시장의 공동행위의 특성과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역할 등을 고려해,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림] 해수부 2021. 7. 9.자 유권해석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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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공정거래법의 제정보다 구 해상운송사업법의 공동행위 허용
규정이 먼저 이루어진 점,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해운법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운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공동행위는 물론,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해운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고, 해운법 위반 여부는 해운법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 건 공동행위는 해운법의 주관 부서인
해수부가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공정위 입장
가. 본 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31)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분석한 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31)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
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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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법원 판례 등이 일관되게,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다
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로 보고 있는데
본 건 공동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구체적으로, 해운법(제29조)에 따른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한 후 i) 30일 이내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
며(공동행위 내용 변경 시에도 동일), ii)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사들이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위
운임 담합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이러한 불법적인 공동행
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다.
라. 선사들은 120차례 운임 합의를 하였지만,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
으며, 일부 선사들은 18차례 운임회복(RR) 신고 내에 120차례 운임 합의
(대부분 최저운임‧부대 운임 합의)가 포함되므로 120차례 합의를 별도로 신
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18차례 신고와 120차례 운임 합의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18차례 신고에 120차례 합의가 포함된다고도 볼 수 없다.
마. 운임회복(RR)과 최저운임(AMR)은 서로 다른 운임 인상 방식이며, 선사들은
화주 단체와의 협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최저운임(AMR)을 합의하였음에도
2003년 10월 이후부터 운임회복(RR)으로 신고하였을 뿐이었다. 또한, 그 이
후에도 최저운임 합의를 운임회복 합의로 포장하여 신고하는 행태를 지속
하였다.
바. 18차례 신고된 내용과 120차례 실제 합의된 내용은 운임 합의의 구체적
내용, 합의 시행일, 합의 참가자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달랐다.
사. 선사들은 120차례 운임 합의에 대해서 신고 전 화주 단체와 서로 충분히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지 않았다. 즉, 선사들은 18차례 운임회복 신고
전에 그 내용을 단순 일회성으로 화주 단체 측에 ‘통보’하였고, 해당 문
건에 운임 인상의 구체적 근거도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화주 단체에
게 통보된 내용도 실제로 선사들 간 합의된 내용과 서로 달랐다.
아. 결국,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선사들의 운임 공동행위는 해운법 제
29조 제2항32) 및 같은 조 제6항33)에 위반되며,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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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제
외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각 입장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각국 역시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해운시장에서의
정기선 서비스의 유지 및 정기선사의 보호, 화주들의 후생 등을 고려하여
해운동맹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다만, EU는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block
exemption) 규정을 폐지한 바 있는데, 폐지가 결정될 당시에도 학계에서
독과점의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실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 폐지를 강행한 결과, 유럽 해운업계는 독과점 시장으로
변모하여 현재 극소수의 초대형 선사(MSC, 머스크 등)가 시장의 운임과
선복량을 좌우하는 상황이다.34)
정기선사에 대한 적절하고 신중한 법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사회후생이 크게 감소하게 될 위험이 있는바, 우리 해운법
역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수출의 99% 이상이 해운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크며, 정기선사 간의
공동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해운법의 취지는 해운산업과 정기선
서비스의 특성 및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기선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32)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②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
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33)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⑥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
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
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34) EU의 경우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제외 제도(Block Exemption)를
폐지함으로써 더 이상 운임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극소수의 글로벌 초대형 선사(MSC, 머스크 등)에 의하여 과점화되어 더 이상
해운협약이 필요치 않다는 유럽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이해관계자들의 로비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다. 나아가 해운동맹을 폐지한 유럽의
현재 해운시장은 과점이 극대화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Haralambides, Gigantism In Container Shipping,
Ports and Global Logistics, 2019,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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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운법의 취지는 본 건 공동행위의 위법성 여부 판단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경쟁제한효과 방지를 위해 금지하는 일반적인
공동행위와 본 건 공동행위를 동일하게 이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V. 본 건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한 공정위 결정의 모순점
1. 경쟁제한성 인정의 오류
가. 본 건 공동행위의 경우 경쟁제한성 및 효율성 증대 효과에 대한 검토
및 판단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공정위 결정은 이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격담합이 인정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그 각 호 소정의 행위유형들에 대한 합의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비로소 그러한
합의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757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경쟁사업자 사이에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가격담합의 경우에도 앞서 본 경쟁제한성 판단의
구체적 요소를 종합하여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8233 판결 등).
즉 어떠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경쟁제한적 효과가 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가격담합’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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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경쟁제한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법리에 의하면, 선사들이 운임, 즉 가격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여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상화물운송서비스 시장의 특성, 소비자인 화주의 선사 선택
기준, 시장과 선사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본 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해상화물운송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해운법 제29조가 원칙적으로 정기선사들이 운임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본 건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동행위와는 다르게 가격에 관한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쟁제한적 효과를 드러낸다거나, 일정 수준의
경쟁제한성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본 건 공동행위를 제재하려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해운법이
선사들에게 운임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본 건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심사보고서는 본 건 공동행위가 운임, 즉 가격에 관한 공동행위로서
이른바 ‘경성카르텔’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쉽게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계의 견해에도 반한다. 가격담합 등 이른바
‘경성카르텔’이라 할지라도, 공정위가 ‘부당한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여야만 제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이다.35)
35)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명문으로 카르텔의 유형을 묻지 않고 당해 합의가 “부당
하게 경쟁을 제한”할 것을 공정위가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비록 경
성카르텔이라 하더라도,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합의의 ‘부
당한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며」, 또한 「2 이상의 경쟁사업
자간 합의라도 경쟁제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성 증대효과와의 비교형량을 요할 수도 있으며, 현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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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심인들의 ‘합의사실’만 검토하였을 뿐, 본 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
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위 결정은 ‘피심인들이 운임에 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만 검토하였을 뿐, 본 건 공동행위로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심사보고서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확’하며, ‘효율성 증대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단정하면서도 앞서
살핀 법리에 따라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은 검토하지 않았다.
본 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특성, 소비자인 화주의 선사 선택 기준,
시장과 선사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여러 사정을 깊이 검토한
뒤, 공동행위로 인하여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논증하였어야 하나, 심사보고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경쟁제한적 효과에 대한 논거로 ① 본 건
공동행위가 운임을 인상∙유지하고자 한 공동행위인 점, ② 23개
선사들의 한-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80 내지 90%에 이른 점, ③ 23개 선사들이 기본적으로
경쟁제한적 의도를 가진 점, ④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위 근거들은 피심인들이 ‘가격담합’을
하였다는 내용의 동어반복이거나, 단순히 피심인들이 ‘가격담합’을
하였다는 점에 기대어 막연하게 피심인들이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추측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해운법 제29조 및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는 보다 명확하게 입증될 필요가 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운법의 취지∙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평가하면서, 해운법에서 기대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
제19조 제2항의 예외적 인가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이봉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
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심결 정리 및 분석”, 공정거래위원회(2007) 제7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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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심사보고서는 본 건 공동행위의 각 합의사실을 검토하는 데에는
장장 910면을 할애한 반면, 본 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는
데에는 단 6면만을 사용할 정도로 경쟁제한성 인정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거칠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다. 본 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심사보고서는 본 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 내지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연하게 이를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대법원과 학계의 견해에 반하여 제대로 된 검토나 입증 없이
선사들에게 쉽게 법 위반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하다.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은
없거나 미미한데, 본 건 공동행위는 ‘가격 담합’ 이므로 당연히
경쟁제한적이라는 식의 기계적, 단순한 법 적용·집행은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하고, 편의적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한다.
라. 관련 시장 획정 및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본 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한동남아 항로로 국한하여
획정한 다음, 관련시장에서 23개 선사들의 시장점유율이 80% 내지
90%에 이른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필연적으로 한국발 동남아착, 동남아발 한국착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인정하였다.
이는 잠재적 경쟁을 고려한 실질적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즉, 한-동남아 수출 및 수입 항로에는 대규모 외국적 선사가 취항하는
일이 드물고, 대부분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선사들이 취항하고 있다.
외국적 선사들은 아시아 역내에 선복량을 늘리면서 개별 항로마다 시장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선박을 투입하고 있다. K Line, NYK, MOL(현
ONE), MSC 등 대규모 외국적 선사들은 한국발 동남아착, 동남아발
한국착 수출입 항로에 직접 취항하지 않을 뿐, 부산∙하이퐁∙람차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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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한-동남아의 국제 항구를 거쳐가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언제든지 한-동남아 수출 및 수입 항로에도 취항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 선박을 보유하는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룬 외국적 선사들이
비용 측면에서 23개 선사들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면서도 위
항로에 취항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항로에서의 가격 경쟁이 매우
극심하여 운임의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즉 한-동남아 수출 및
수입 항로의 운임이 조금이라도 높아져, 대규모 외국적 선사 입장에서
수익률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즉시 이 사건 시장에
참여할 것이고, 그로 인해 시장 공급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잠재적 경쟁자인 인접 시장의 대형 사업자들에 의해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바, 단순히 명목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 하여 곧바로 시장지배력이 있다거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게 된다.
일례로 일본 국적 선사(M사)는 한-동남아 항로 중 일부에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공격적인 운임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아주 짧은
기간 내에시장점유율을 0%에서 20%까지 끌어올린 일도 있어,
한-동남아 수출 및 수입 항로 시장에서 외형 점유율이 높다 하여도,
인접시장의 경쟁자가 언제든지 시장에 참여하여 이를 뒤바꿀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외부사업자가 얼마든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된다면, 참여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높다 하더라도 외형적인
점유율만을 근거로 경쟁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본 건 공동행위의 경우, 관련시장은 한동남아 항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와 항구를 공유하는 인접시장인 아시아
역내(Intra-Asia) 전체 항로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살펴보아야만, 정확한
실질 시장점유율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시아 역내 전체 항로
대비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의 비중은 9% 수준에 불과하므로, 잠재적
경쟁을 고려한 피심인들의 실질적 시장점유율은 감안한다면, 공정위
심사지침36) 등에 의할 때 실은 심사불개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6) (2)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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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성 인정의 오류
가. 공동행위 기간 내내 선사가 실제 수령한 운임이 합의운임과 큰 차이를
보였고, 대부분 합의운임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선사마다 서로 달리
결정된 점만 보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각 선사가 실제
수령한 운임은 세부운임(합의운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선사마다
다르게 결정된 사실, 피심인들이 합의한 세부운임은 가이드라인으로
참고만 하였을 뿐, 실제로 제시∙징수할 운임을 결정할 때에는 각자의
이익을 좇아 개별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점 등을 보더라도, 본 건
공동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나.

본 건 공동행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각자의 이익을 좇아
화주들에게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의 운임을 제시하고,
본 건 공동행위가 모두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파기된 점 등을
보더라도 “부당성” 인정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위는 23개 선사들이 120 차례에 걸쳐 운임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각자의 이익을 좇아 화주들에게 운임을 제시하였고, 결국
실제 운임은 세부운임(가이드라인)과는 전혀 다른 수준(대부분 훨씬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한다. 참여사업자들의 시
장점유율의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심사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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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 즉 합의가 없었더라면
결정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존재하였을

운임

수준에서

선사들이 합의한 운임과는 전혀 다른(대부분 더 낮은) 운임을
제시∙징수함으로써 각 합의를 파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선사들은
합의된 세부운임을 준수하기 보다는 치열한 가격 경쟁을 이어왔음을 알 수
있다. 선사들은 화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부운임에 관한 합의
정보를 즉각 전달하기도 할 정도의 느슨한 합의 구조에 불과하였는데,
이를 두고서 “부당한”공동행위로 인정하는 것도 무리한 판단이라
하겠다. 즉, 본 건 합의는 매우 느슨하고 실질적인 구속력 또한 없었는바,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견고하게 유지되는 일반적인 가격담합의
경우와 같이 곧바로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 본 건 공동행위 기간 운임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사실만 보더라도
‘부당한’공동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본 건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정도의 실효성이 있었다면, 공동행위
기간의 시장 운임이 그렇지 않은 기간의 시장 운임보다 더 높은
방향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였어야 한다.
그러나, 한-동남아 항로의 시장 운임은 공동행위 기간 중에 대부분 하락
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세부)운임도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오히려, 본
건 공동행위의 종기 이후에는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일반적인
가격담합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부산발 호치민착 세부운임 추이(2003~2018) (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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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운임은 인상되기는커녕 유지조차 되지 않았고 꾸준히 하락하였다.
공동행위 기간 중에 계속해서 낮아지는 세부운임에 관한 합의 사실만을
근거로 당해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반면, 이는 피심인들의 본 건 공동행위가 시장에서의
운임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시장 운임은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건 공동행위 과정에서 합의가 120회에 달할 정도로(분기에 2회
정도) 잦았던 것만 보더라도, ‘합의’가 실효성이 없었음을 확인해
준다. 즉 본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장 운임은 합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었는바, 피심인들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시장
상황과 수익 구조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합의와는 무관하게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던 셈이다.
라. 계약 화주는 피심인들보다 가격 협상력이 월등하여 이 사건 합의 대로
운임이 정해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선사들이 제공하는 운송 용역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고, 선사들은
일정에 맞추어(정시성)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선사들의 협상력을 매우 약하게 한다. 화주는 기존에 거래하던 선사가
아닌 다른 선사와 새롭게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switching cost)이 크게
들지 않아, 별다른 제약 없이 가장 낮은 운임을 제시하는 선사를
선택하게 된다. 때문에 선사들은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화주의 가격 협상력은 선사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렇듯 화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로 운임이 결정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데, 공정위는 이 점을
간과하고 본 건 공동행위를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 셈이다.
15년 간에 걸쳐 선사들의 공동운임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임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대형화주 (특히 2자 물류)가 주도하는
‘후려치기’ 계약 운임 관행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혹은 산업정책적
분석도 없이, 외형상 합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성, 부당성
등을 인정한 결정은 재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실제, 대형화주들의 경우, 막강한 물량에서 비롯된 강력한 협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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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선사들이 합의한 운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운임을
결정하도록 여러 방식을 활용하여 유도37)하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선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운임합의를 두고서
부당한, 경쟁제한적 운임 합의라고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마. 주요 국적선사들38)의 회계분석 결과만 보더라도, 본 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공동행위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어, 공동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본 건 공동행위 기간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심인
국적선사에 대한 회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산 손익을 기준으로
2014년을 제외하면 모두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고, 본 건 공동행위와
관련 없는 선복임대매출 및 비용을 제외할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최대
-18.7%에 달하는 막대한 수준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또한, 합산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별 손익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서도 대상 선사들은 모든 분석대상연도에서 평균적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마찬가지로 본 건 공동행위와 무관한 선복임대매출 및 비용을 제외할
경우 영업 손실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을 업종 통상 이익과 비교한 결과, 한국 내 동종 업계와
비교한다면, 대상 선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하위 25%보다도 낮으며,
모든 연도에서 중위값에 비해 현저히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해외
선사와 비교하더라도, 대상선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
(2015년을 제외하고) 하위 25%보다도 낮으며, 모든 연도에서 중위값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37) 대형화주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운임에 도달할 때까지 2~3회 가량 유찰을 반복했고,
이에 응하여 더 낮은 가격에라도 입찰하고자 하는 선사들이 매번 나타나게 되었다. 선
사 입장에서는 공동행위로 정한 운임을 준수하는 것보다는 당장 한 단위의 물량이라도
선박에 더 싣는 것이 중요했고, 대형 화주도 이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유
찰을 반복하며 단가를 충분히 낮췄던 것임.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계약자를 선정
한 뒤에도 별도의 협상을 통해 단가를 추가로 인하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는 것임.
38)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8개 국적선사에 대한 5개년 회계분석(2014년~2018년) 결과.

- 29 -

위와 같은 회계분석 결과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피심인들의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피심인들은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해 왔지만, 본
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영업이익률은 줄곧 음(-)의 수치를
기록하여, 공동행위를 통해 이익은커녕 손실만 본 셈이다.
결국 회계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 또는
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VI. 경쟁당국과 해운당국의 상호 협력 방안
1. 미국의 사례

가. 미국은 미국법전 제46편에서 선박운송 전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기존의 선박과 해상운송에 관련된 여러 법률을 통합한 법률로, 총
8개의 단(Subtitl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Subtitle IV "선박운송법:
해상운송의 규율"이 종래 "해상운송법(Shipping Act, 1984.03.20. 제정,
1998.10.14. 개정)"을 흡수, 대체하였다(2018.12.04. 법 개정). 미국은 독립
기관인 The Federal Maritime Commission(연방해사위원회, 이하
“FMC”)가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나. 미국 선박운송법의 내용은 본 건 공동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
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상호 관계에 대한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본다.
미국 선박운송법 §40301은 법상 허용되는 정기선사 간의 각종 합의
(협약)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39)

(1) 해상운임에 대하여 공동 논의하고 합의하여 정하는 행위 및 해상운임을
일정한 방식으로 통제하는 행위(해상운임에는 각 운송구간의 운임에 접속
비용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 통운임(through freight)도 포함됨), 선복량 및
기타의 서비스 조건에 대한 논의, 결정 및 통제
(2) 선사들간 혹은 해운동맹에 의한 공동운영제(pool), 운항 또는 수지,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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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공동할당
(3) 기항항구를 할당하는 행위, 항구간 운항 횟수 혹은 운항의 특성 등에 대
한 통제
(4) 화물 혹은 승객의 특성이나 수량, 인원수에 대한 통제
(5) 동맹선사들간에 혹은 선사들과 항만업자 사이에 독점적, 우선적 혹은 협
조적인 작업 조건을 체결하는 행위
(6) 국제 해상운송에 있어서 경쟁을 방지하거나 규제하고 통제하는 행위
(7) 서비스 계약 (service contract) 이용과 관련된 어떠한 합의나 논의

미국 선박운송법은 일반적인 해상운임, 총운임은 물론 선복량 및
기타의 서비스 조건(각종 부대비 포함)에 대한 공동 논의, 결정, 통제를
허용함으로써 정기선사들이 해상운송과 관련된 사실상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제 해상운임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물론 일정한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도
허용하며, 공동으로 최저운임을 결정∙논의하는 행위도 물론 허용된다.
특히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40), 즉 계약 화주와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운임 계약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어떠한 합의나 논의도
선박운송법의 대상이 되며, 경쟁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39) §40301. AGREEMENTS WITHIN SCOPE OF ACT.
(a) OCEAN COMMON CARRIERS.—This part applies to agreements between or among ocean
common carriers to—
(1) discuss, fix, or regulate transportation rates, including through rates, cargo space
accommodations, and other conditions of service;
(2) pool or apportion traffic, revenues, earnings, or losses;
(3) allot ports or regulate the number and character of voyages between ports;
(4) regulate the volume or character of cargo or passenger traffic to be carried;
(5) engage in an exclusive, preferential, or cooperative working arrangements between themselves
or with a marine terminal operator;
(6) control, regulate, or prevent competition in international ocean transportation; or
(7) discuss and agree on any matter related to a service contract.
40) “서비스 계약”은 계약 화주와 체결하는 운송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은 1개 혹은 그 이상의 화주들과 1개 혹은 그 이상의
선사들이나 2개 혹은 그 이상의 선사들로 구성된 동맹 간에 체결하는
서면계약으로서(선하증권이나 영수증과는 다름),
1) 화주(들)이 일정량 혹은 일정 비율 이상의 화물을 고정 기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2) 선사들(동맹)은 특정 운임 혹은 운임표에 의하여 정해진 수준의 서비스, 즉 언제든
화물 적재가 가능하도록 선복을 보장하고, 운송(환적) 시간을 보장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른 발착 항구 간 왕복 운항, 유사 서비스 제공 등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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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계약”은 대량 화주와 선사들 사이에 협상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고, 특히, 거래상대방인 화주들이 정기선사들보다 협상력이 더
우월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다. 미국 선박운송법 §40307(Exemption from antitrust law)은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면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협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해상운송법에 따라서 신고되고 효력을 발휘하
는 경우에는 경쟁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41)
해운법이 정한 범위에 속하는 공동행위 혹은 협약의 어느 한 유형에
면, 그 협약이나 공동행위는 설령 해운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도,
발생 시에) 연방해운위원회에 신고한 협약을 추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결론지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실제 시행하였거나 혹은
한 경우에도 경쟁법 적용이 면제됨.42)

해당한다
(그 행위
것이라고
실행키로

아울러, 그러한 협약이나 공동행위가 해상운송법 제40103조에 의하여 신고 의무
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후 실제 시행하였거나 혹
은 실행키로 한 경우에도 경쟁법 적용은 면제됨.43)
외국 내 또는 외국과 외국 사이에 이루어진 운송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협약 또
는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해당 협약 또는 공동행위가 미국 상업에 직접적, 상당
하게, 또한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미국 경유
여부에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음.44)
부두, 도크, 창고 혹은 여타 터미널 시설로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를 제공하
기 위한 각종 협약 또는 공동행위는 경쟁법 적용이 면제됨.45)

41) S§40307 Exemption from antitrust laws.
(a) The antitrust laws do not apply to (1) an agreement (including an assessment agreement) that
has been filed and is effective under this chapter;

42) The antitrust laws do not apply to (3) an agreement or any activity within the
scope of this Act, whether permitted under or prohibited by this part, undertaken or entered
into with a reasonable basis to conclude that it is (B) exempt under section 40103 of this title
from any filing or publication requirement of this Act;
43) The antitrust laws do not apply to (3) an agreement or any activity within the scope of this
Act, whether permitted under or prohibited by this part, undertaken or entered into with a
reasonable basis to conclude that it is (A) pursuant to an agreement on file with the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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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연방해사위원회의 결정 효력의 한계)
연방해사위원회 혹은 법원이 경쟁법 적용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각종 사유에
대하여 이를 불인정하거나 혹은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경쟁법 적용 면제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폐지 혹은 변
경할 수 없음. 46)

미국의 경우, 정기선사들이 기신고한 협약을 추구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러한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도 경쟁법 적용이 면제된다.
아울러, 연방해사위원회(FMC) 혹은 법원이 정기선사들의 협약 또는
공동행위가 해운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사후적으로 인정할지라도 그
결정 전에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행위는 여전히 경쟁법 적용제외
효과를 인정한다.
이는 해운법의 전체적인 취지 및 정기선 서비스 시장에서 정기선 서비
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동행위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
여, 어떤 공동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판단하더라도, 경쟁법의 적용 면제
를 거부하거나 제거하는 연방해사위원회 혹은 법원의 결정이 그 효력면
에서 소급하지는 않고, 장래에 한하여 미치도록 함으로써, 정기선사 협
약에 대한 경쟁법 집행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입법적으로
미리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해상운송법의 이러한 규정은 해운법과 경쟁법의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하고, 경쟁법 집행에 따른 해상 운송 업계의 혼선이나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건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본다.
2. 소 결
23개 선사들이 해운법 제29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고, 그것이
Maritime Commission and in effect when the activity takes place, or
44) The antitrust laws do not apply to (4) an agreement or activity that relates to transportation
services within or between foreign countries, whether or not via the United States, unless that
agreement or activity has a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 on the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45) The antitrust laws do not apply to— (6) an agreement or activity to provide wharfage, dock,
warehouse, or other terminal facilities outside the United States;
46) (c)Retroactive Effect of Determinations.— A determination by an agency or court that results in the
denial or removal of the immunity to the antitrust laws under subsection (a) does not remove or alter the
antitrust immunity for the period before the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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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혹은 국제 정기선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하
여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결정에 따른
소급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선사들의 공동행위(협약)에 대한 갑작스런 공정거
래법 집행에 따른 업계의 혼란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VII. 맺는말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시정명
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하여 해운업계는 물론 해운당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본 건 공동행위가 정기선협약 및 해운법에 의하여 허용된 적법한 공동의
운임결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공정위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데서 비롯
되었다고 본다. 특히,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제29조 관련
내용을 해운당국이 아닌 공정위가 직접 해석, 적용함으로써 혼란이 커졌다고 본다.
공정위 결정은 공정거래법과 다른 부처 소관 특별법(예 : 해운법) 간에 공동행위
에 대한 규정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두 법 상호 간의 해석,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 관련 기존 대법원 판결 중 일부 판시 내용만 단순
인용하고, 대법원 판시 취지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한, 특정 ‘공동행위’가 특별법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특별법
소관부처가 아닌, 공정위가 최종 판단,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특별법 내용까지, 소관 부처의 입장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독단적으로 해석, 집행할
수 있다면(예: 해수부가 해운법 제29조 관련 적법하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공정위는 정반대로 해운법 위반으로 판단)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권한을 공
정위가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초래하여 그 문제점이 심각할 수 있다.
공정위가 특별법 소관 부처의 특별법 관련 해석 및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협
력의 자세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래야 수범자(정기선사들)도 정부 부처 간의 법
집행 과정에서 비롯된 모순과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며, 공정거래법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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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 간의 상호 조화로운 해석 및 적용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정위 결정은 부당 공동행위 인정에 필요한 부당성, 경쟁제한성과 관련하여, 정기
선 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정확히 이해, 분석하지 못한 채, 기계적, 형식적인 기준
을 채택함으로써,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시장획정과 점유율 산정 기준을 공정위가
활용하였다는 비난 또한 면키 어렵다. 이는 공정위가 특별법이 규율하는 시장(예 :
정기선 해운시장)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분석 및 이해를 단시간에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한 예이다. ‘관련시장’ 획정 및 점유
율 산정의 법적 권한 및 전문성이 공정위에 있다 할지라도, 특별법(예 : 해운법)에
서 당해 ‘관련시장’에 대하여 공정위와 달리 이해하거나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
우는 최대한 특별법 소관 부처의 입장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선사들 간의 공동행위를 나름 규제하고자 하는 미국 해상운송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정기선사들 간의 공동행위에 일부 경쟁법 위
반 요소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경쟁법에 대한 적용 제외를 여전히 인정하는 점,
또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법하다고 인
정하는 결정 이후에 비로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범자들(정기선사들)은 어떤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적법한 공동행위이고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공정위나 해수부에서 그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끝으로, 정기선 시장에서 선사 간 공동행위 허용과 상호 경쟁촉진이라는 두 가지
법적 가치가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공정거래법과
해운법 상호 간에 조화롭고 타당한 법리 개발이 시급하며, 두 기관 간 협조 방안
모색 작업도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운법 제1조 및 공정거래법 제
1조에서 두 법이 법의 목적으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에 비로소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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