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간 사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벌써 31년이 되어갑니다. 

이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같은 반경쟁적인 

행태를 사후에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 시장구조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고착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법 집행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통해서 보다 효과

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신고제도를 통해 위원회는 2010년 BHP빌리턴과 

리오틴토 간 합작회사 설립 추진과 같은 외국기업 간 기업결합까지 쉽게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써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제도를 통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 기업결합은 총 12,354건에 달하며, 2011년 한 해만 해도 543건에 달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심사 및 신고제도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

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

는지를 몰라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들은 2000년 이후 

총 39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정확하고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는 기업결합 신고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잘 정리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책자가 기업결합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 3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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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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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의의

기업결합이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공통의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결합은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구조조정

의 주요 수단으로서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 이후에는 연간 

600여 건이 넘는 기업결합이 신고되고 있다.

기업결합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꽃이라 할 정도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때로는 시장구

조를 왜곡하는 등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일부 

기업결합은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하거나 경쟁 사업자 간 

담합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약 70여 개)들은 대표적 경쟁정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신고제도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의사가 질병에 따라 다른 처방을 하는 것처럼 시정조치도 경쟁제한 폐해의 
양태 및 정도에 따라 맞춤식(tailored)으로 하는 것이 중요

   (출처 : Merger Remedies in American and European Union 
Competition Law, ’03)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해서 주식처분, 자산

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치를 하거나, 경쟁제한적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행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결합심사가 시작된 1982년 이후 2011년에 이르기까지 51

여건의 시정조치 가운데서 구조적 조치는 18건(완전불허 7건), 행태적 

조치는 33건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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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완전경쟁시장은 독점시장에 비해 사회적 후생이 
크다고 알려져 있음

 • 이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독점시장보다 가격은 낮게, 총 공급량은 많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

  - (완전 경쟁시장) 가격 P*, 총공급량 Q*
  - (독점 시장) 가격 Pm, 총공급량 Qm

 • 사회적 후생의 크기도 완전 경쟁시장이 A로, 독점 시장(B+B')에 비해 더 
크고, 독점시장에서는 C만큼의 후생이 사중손실(deadweight loss)로 발생

< 완전 경쟁시장 >                  < 독점 시장 >    

  

◎ 기업결합(M&A)의 경우 결합에 따라 시장 내 참여자 수가 감소하면서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는 동시에, 한계비용 감소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동시에 발생 가능하여 이를 적절히 판단할 필요

 • 예컨대, 기업결합으로 가격 인상(P1→P2) 효과와 한계비용 감소(MC1→
MC2)가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하면, 

  - 사회적 후생은 사중손실(B)만큼 감소하는 한편, 한계비용 감소로 인한 생산자 
후생 증가분(C)만큼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후생 증감 여부가 불명확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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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결합 신고규정

  □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 신고대상, 신고기한, 사전신고대상 기업결합의 
이행행위 금지,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신고의무면제대상

  □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 제출 서류 
보정, 신고의무 발생일 등

  □ 관련고시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나. 기업결합의 심사규정

  □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기업결합의 유형, 
예외인정요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2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제12조의2(대규모회사의 기준), 제12조의4(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하여 기업결합의 단점은 극소화
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것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의 목적임

[관 련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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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고시 : ‘기업결합 심사기준’

다. 시정조치, 벌칙, 과태료 등 관련규정

  □ 법 제16조(시정조치), 제17조의3(이행강제금), 제66조(벌칙), 제69조의 2(과태료)

  □ 관련 고시 :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기업결합 
관련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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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결합규제 제도의 내용

 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

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결합으로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는 안된다. 

이 때 “특수관계인”이란 기업결합을 하려고 하는 자와 다음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법 시행령 제11조)

  ①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동일인 관련자. 다만, 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

  ③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

하는 자

다만,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크거나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관한 원칙 규정은 제7조이다. 동조에서는 누구든지 
기업결합의 방법을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사업자가 그 규모를 불문하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인지하여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 시중에서 일어나는 기업결합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심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여 공
정위가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신고제도의 의의이다.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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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업결합 신고제도

<기업결합 신고 절차 흐름도>

①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유형에 해당하는가? ⇒ 신고의무 없음
              ⇓예 아니오

② 당사회사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가? ⇒ 신고의무 없음
              ⇓예 아니오

③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 회사인가?
              ⇓예            ⇓아니오

사전신고 사후신고
              ⇓            ⇓

④ 당해 기업결합이 간이신고 대상인가?
              ⇓예            ⇓아니오

간이신고 일반신고

(1) 신고대상 기업결합 유형

   □ 주식취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제1항 제1호)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미 20%(상장법인은 15%)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지분을 포함 (법 제2조[정의] 제1의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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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370조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며, 따라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 없음

     ․  다만, 의결권없는 주식이 이후 총회 의결 등으로 의결권이 회복

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

    -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 산정이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산(법 제12조 제5항)

     ∙ 예: 상장회사인 甲사에 대한 주식을 A사 5%. B사 10%, C사 7%, D사 
16%를 각각 취득한 경우 A, B, C가 계열회사라면 총 22%로 A, B, C가 
최다출자자가 되고,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A, B, C, D사 모두에게 발생

    -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 추가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

     ․  따라서 최초의 20% 주식취득으로 이미 최다출자자가 된 경우 그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미발생 

    - 다만,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취득자가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시 

중간취득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

매각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 6개월 내에 재매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며, 6개월 내에 재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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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겸임(법 제12조 제1항 3호, 제7조 제1항 제2호)

◦ 대규모 회사(결합 신고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자신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

에게 신고의무가 발생

    - 계열회사 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 

대규모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임원겸임은 일방 당사자가 대규모회사임에도 사후 신고 대상에 

해당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신고의무 발생)

    -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 신고 불요

  □ 합병(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3호)

  
 ◦ 다른 회사와 신설·흡수·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신고회사로서 신고의무를 가짐
 

    - 합병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존속 예정인 회사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흡수합병의 경우) 결합 당사회사가 연명으로 신고(신설합병의 경우)
  

  □ 영업양수(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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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임차
 ◦ 경영의 수임
 ◦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조직, 인력, 계약관계 등 포함)을 의미

     * 판매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

    - ① “주요 부분”이란 양수 또는 임차 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② 영업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 ①과 ②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제7조 제1항 제5호)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새로운 회사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인수 비율을 불문

하고 신고해야 함(‘07년 법 개정 전에는 20% 이상 출자자가 신고)

     ·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가 당사

회사 규모 요건(2000억원, 200억원) 충족시 나머지 회사의 동 요건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

     ·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 자체가 신고요건인 당사회사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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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관계인만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기업결합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없음

     · 다만,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가 포함된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은 여전히 신고대상에 해당
  

     ∙ 예: 甲사가 100% 출자하여 乙사 설립하거나,
계열회사 관계인 A, B, C사가 각각 30%, 40%, 30% 출자하여 X사 설립한 
경우는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음!!    

    -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간 출자

하는 주식을 모두 합산(법 제12조 제5항)

     ∙ 예: 甲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A사가 15%, B사가 25%, C사가 15%, D
사가 45%를 각각 취득한 경우 A, B, C가 계열회사라면 총 55%로 최다
출자자이고,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A, B, C사에게 동시에 발생

  

 ∙ 기업결합 신고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
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 회사설립 참여 회사인 A, B, C사가 각각 40%, 40%, 20% 지분 취득시 
A, B사에게 모두 신고의무 존재

  ☞ 계열회사 관계인 A, B, C사가 각각 5%, 7%, 9% 주식취득하여 신고의무 
발생시 A, B, C 사 각각에게 신고의무 존재

 ∙ 다만 공정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2조 제10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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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계열회사 판단시 유의사항 
       : A5가 B4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B4의 자산총액 산정

• 주식취득
 - 일부 주식취득으로 기존 계열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 B~B7의 자산총액을 모두 합산
 - 주식취득으로 기존 계열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A기업집단으로 편입)
    → B4, B6, B7의 자산총액을 합산

(2) 신고대상 회사 규모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당사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2,000억원, 타방은 200억원을 

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

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컨대, A가 B의 주식 20%를 

취득하고, A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2,000억원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A가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합산액이 

2,000억원 이상이라면 A사는 신고회사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존 계열관

계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갑 기업집단 

소속회사인 C사의 주식 51%를 D사가 취득하는 경우 이로 인해 소속 

기업집단이 변동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관계가 사라지는 기존 계열회

사의 자산총액, 매출액은 C사의 자산총액, 매출액에 합산할 필요가 없다. 

반면,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

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산정할 때, 계열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 13 -

• 임원겸임 → B~B7의 자산총액을 모두 합산
  (단, 대표이사 겸임 등 임원겸임에 의해 주식비율과 관계없이 B4의 B기업

집단과의 계열관계가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
• 영업양수 → B4의 자산총액
• 합병 → B4, B6, B7의 자산총액을 합산
• 회사설립 → B~B7의 자산총액을 모두 합산

또한, 이 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

총액이 증가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

증가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 (시행령 제12조제2항)

     ∙ 예: A사는 2012.3.20.일 B사의 주식 20%를 취득하였음. 
        A사의 2011년 자산총액이 1,800억원이고 2012.1월에 유상증자를 

통해 자산총액이 300억원 증가하였다고 할 때, 당해 기업결합의 신고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산총액은 2,1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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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
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
우에 한하여 신고대상이 된다” 

  ◦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000억원, 200억원 이상이라고 하더라
도 외국 회사가 포함된 기업결합의 경우 국내매출액 요건이 추가로 필요

   ∙ 외국회사란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 외국회사와 외국회사 간 기업결합, 국내회사의 외국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인 경우 
그 외국회사들의 국내매출액이 각각 200억원 이상일 것

    ☞ 외국회사가 국내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는 국내매출액 요건 필요 없이 2,000억, 
200억원 요건만 충족하면 됨

   ∙ 국내매출액이란 해당 외국회사가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출액을 합산한 액수(계열회사간 
거래내역은 제외하며, 당사회사가 대한민국에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매출이 발생함이 용이하게 예상되는 거래내역은 포함)를 말함

 
    ☞ 당해 외국회사는 국내매출액이 없더라도 외국회사의 계열회사가 국내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함

    ☞ 다만, 상대회사가 계열회사인 합병에 있어서는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은 상대회
사와 상대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만 합산하도록 함

   ∙ 외국회사의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판단을 기준으로 하되,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대상회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다만, 외국회사가 참여한 회사설립에 있어서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국내회사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발생에 있어 국내매출액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외국 기업이 포함된 기업결합(시행령 §18-③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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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는 당해 주식소유 승인심사시 공정위와 
경쟁제한성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제18조 : 금융위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시 공정위와 경쟁제한성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 방통위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합병 등에 대해 
인가여부를 심사시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

 ☞ 이들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발생 이전에 금융위 
등으로부터 업무협의요청을 받아 심사하게 된 건에 관하여서는 재차 기업결합 
신고를 할 필요 없음(법 제12조 제4항)

  (3) 기업결합 신고의 예외

법 제12조 제3항은 일정한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신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이 동법상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20%(상장법인은 15%)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

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기술

신용보증기금법」상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20%(상장법인은 15%) 이상

으로 소유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

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또는 이러한 회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

회사의 주식을 20%(상장기업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이들 

회사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

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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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업결합 신고시기

구분 당사회사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
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 계약일 등 이후 기업결합일 이전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주식대금납입기일 까지

사후
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합병 ∙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업양수 ∙ 영업양수대금 지불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사신설 참여 ∙ 주식대금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업결합 신고는 기업결합을 완료한 후 신고하는 사후신고가 원칙이나, 

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 이상이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는 당해 결합 등이 기업 및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하여 의무적으로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후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기업결합 완료행위(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주식인수행위)가 금지되며, 이러한 이행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대규모회사가 관련된 기업결합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가능성이 있어 기업결합을 완료하기 전에 미리 심사하는 것인데, 신고

하자마자 기업결합을 완료해버리면 완료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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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2년 6월 22일부터 공정위는 사전신고, 사후신고 대상을 구분

하지 않고 기업결합 신고 후 30일(90일을 연장하여 120일까지 심사 가

능)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업결합 

신고 후 이행행위가 금지되는 기한이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회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나, 공정거래법 시

행령 제18조 제9항은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대해 일부 예외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2012.1.1. 시행)을 통해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사전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신주취득 등이 사후신고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거래시기 및 금액 등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법 시행령 및 

「기업결합 신고요령」은 거래시기 및 금액 등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

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장내 경쟁매매, 유상증

자의 결과 실권주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다른 회사

의 주식 소각 또는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공개매

수, 유증(遺贈), 무의결권주의 의결권 회복, 담보물권 실행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 신고시기

’1
2
년 
이
전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

신주(新株) 인수 구주(舊株) 취득

장내(場內)매수 장외(場外)매수
경쟁매매 기타

공개매수 기타
사후신고 사전신고

이  
후

사전신고* 사후 사전신고 사후신고 사전신고**
*담보물권 실행에 따른 주식취득 등은 사후신고
**유증 등 일부는 사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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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제도]

 •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정해진 기업결합 신고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계획 중인 
기업결합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음

    * 미리 경쟁제한성, 즉 법위반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기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됨

 • 다만, 당사회사는 임의적 사전심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시기가 도래
하면 정식신고를 하여야 하며(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의무 면제), 사전
심사 당시와 중요사실에 변동사항이 없는 한 위원회는 동일한 심사결과를 신속
하게 통보하고 있음

  (5) 간이신고제도

공정위는 일정한 경우는 간이신고양식에 따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고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결합 신고요령(공정위 고시 2012-15호)」 II. 참조)

간이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당사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경영 지배의 공동목적을 가지고 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

    ◦ 상대회사 임원 총 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 겸임은 제외)

    ◦ 사모투자전문회사․선박투자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간이신고대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요령(공정위 고시 2012-15호)」 

III.에서 규정하는 기업결합 유형별 신고서에 [별표 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신고내용은 동일하나, 

첨부서류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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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고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전신고 대

상자가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결합 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사업자는 1억원, 임원 또는 종업원은 1천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과태료 산정의 기본금액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사전신고 의무위반의 경우에 1,500만원에서 

4,000만원, 사후신고 의무위반의 경우에 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정

해져 있다. 과태료 기본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의 도과기간, 위반횟

수에 따라 가중한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가중․감경사유를 반영

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면 최종 과태료가 결

정된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신고방법

기업결합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를 수신처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

하다. 다만, 간이신고의 경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http://egroup.ftc.go.kr/index_gg_n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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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결합 심사제도

 가. 기업결합 심사 흐름도

<1단계> 간이심사 대상 여부 판단
 ∙ 당사회사가 서로 특수관계인(경영 지배의 공동목적을 가지고 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인가?
 ∙ 결합 이후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미형성되는가?
 ∙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거나 보완성 및 대체

성이 없는 혼합결합에 해당하는가?
 ∙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이 명백한가? 

⇒
예

경쟁제한
우려 없음

     ⇓ 아니오
<2단계> 관련시장의 획정
 ∙ 상품시장 / 지리적 시장
     ⇓
<3단계>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
 ∙ 안전지대에 해당하는가? (HHI 기준 충족)

-수평: HHI<1200, 1200≤HHI<2500(△<250), HHI≥2500(△<150)
   (단, 법 제7조제4항 추정요건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수직/혼합 : HHI<2500이면서 점유율 25% 미만 또는 각각 4위 이하 사업자

⇒
예

경쟁제한
우려 없음

     ⇓ 아니오
<4단계> 경쟁제한성 평가
 ∙ 수평결합 : 단독효과, 협조효과, 구매력 증대효과
 ∙ 수직결합 : 시장봉쇄효과, 협조효과
 ∙ 혼합결합 : 잠재적 경쟁 저해, 경쟁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증대

⇒
아니오

경쟁제한
우려 없음

     ⇓ 예

<5단계>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 해외경쟁이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가?
 ∙ 신규진입이 단기간에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
 ∙ 유사품이나 인접시장이 존재하는가?
 ∙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가?

⇒
예

경쟁제한
우려 없음

     ⇓ 아니오

<6단계> 효율성 효과 및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 효율성 증대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큰가?
 ∙ 기업결합이 아니고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인가?

⇒
예 예외 인정

     ⇓ 아니오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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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유형 지배관계 판단기준

주식취득

•단독 지배관계 형성
-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지배관계 형성!!
- 주식소유비율이 50% 미만이나, 경영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지배관계 형성!!
  이 때, 실질적 지배력 여부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함

 나.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일정한 기업결합의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이심사 대상인 경우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한다. 이 때 유의

해야 할 점은 간이신고 대상과 간이심사 대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간이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당사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경영 지배의 공동목적을 가지고 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

    ◦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대규모회사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거나 관련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

    ◦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 임이 명백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다만, 이 때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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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
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자금․제휴관계 등의 유무

•공동 지배관계 형성
- 단독 지배관계는 없으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지배관계 형성!!
  이 때, 실질적 지배력 여부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함

(1)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2)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3) 예산, 사업계획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4)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임원겸임

•다음을 고려하여 상대회사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지배관계 형성!!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
하고 있는 자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1/3이상인 경우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
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회사설립 •합작회사에의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해 지배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배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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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관련시장(Relevant Market) 획정 

관련시장이란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으로 「기

업결합 심사기준」은 관련시장을 ‘특정상품(지역)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당해 상품(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지역)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시에는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을 획정하는데, 관련 

상품시장이란 소비자가 상품의 특성·가격·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집합을 의미한다. 

 

<상품시장 획정 관련사례>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취득건(’06. 1) : 맥주․소주 시장
  - 미국, 영국 등의 외국사례, 상품특성 및 계량분석(CLA : 임계매출감소분석) 

등을 고려하여 맥주와 소주를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

또한, 관련 지리적 시장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중 경쟁조건이 동질적이어서 인접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지리시장 획정 관련사례>
 무학소주의 대선주조 주식취득건(’03. 1) : 소주 시장
  - 전국시장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정위와 법원은 시장진입상황, 소비자의 지역별 

선호, 매출형태 등을 고려하여 경남 및 부산 소주시장으로 획정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요 및 공급의 대체탄력성을 비롯하여 임계

매출분석,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Elzinga-Hogarty 테스트 등 다양한 경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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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쟁제한성 판단

 (1)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은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이 다음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

율이 75% 이상인 경우(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기업결합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가 

되는 경우

   ◦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시장점유율 합계의 25%이상인 경우

     ∙  예: A사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B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음.  
A사의 시장점유율은 34%, B사의 시장점유율은 18%로 결합 이후 1위 
사업자가 되고 결합 이후 2위 사업자인 C사의 시장점유율이 36%
라고 할 때 당해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가?

        → 경쟁제한성 추정!!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2%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16%)가 시장점유율 합계(52%)의 1/4인 13%를 초과〕

   ② 대규모회사가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거래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하고 당해 기업결합으로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

지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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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장집중도가 시장점유율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수준 

이하로서 안전지대(Safe Harbor)에 속하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① 수평형 기업결합

   ◦ HHI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 HHI가 1200 이상,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

   * HHI(허핀달-허쉬만 지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의 합

     ∙  예: 관련 시장에 A, B, C, D, E 5개사가 존재하며 각각의 시장점유율이 
35%, 30%, 22%, 11%, 2%일 때, HHI는?

        → HHI=352+302+222+112+22=2,734

   ②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

   ◦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이 25% 미만인 경우

   ◦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참고】 기업결합의 유형
유형 의의

수평형 기업결합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상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ex. 제조업체-유통업체, 원재료공급업체-수요업체간 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수평형/수직형 외의 기업결합(생산품목 간에 연관관계가 
없는 회사간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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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집중도 평가 시에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 변화추이를 고려

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시장점유율 상위인 사업자의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2) 수평형 기업결합 : 단독효과 및 협조효과, 구매력 증대효과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기업결합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기업결합 유형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가능성을 심사할 때는 먼저 기업결합 이후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통제·경쟁배제능력 등을 보유·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한다.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사업자보다 시장점유율 또는 생산능력이 

현저하게 크거나, 구매자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경쟁제한 가

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제품차별화가 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

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여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단독행위 관련사례>
  코오롱의 고합 영업양수건(’02.12) : 나일론필름 시장
    -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9%에 달하여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능력과 유인을 갖게되는 반면, 관세·운송비·납기차이 등으로 인해 수입도 용이
하지 않으며, 상당한 건설비용 등으로 신규진입 가능성도 작다고 보아 시정조치

또한, 수평형 기업결합은 당해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특성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사업자간에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협조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해지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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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묵시적 협조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해지는지는 상품의 동질성, 

정보공유의 용이성, 상대회사의 독행기업(Maverick) 여부, 공동행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때,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 이탈자에 대한 제재가능성이 높을수록 공동행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조효과는 실제 사업자 간 명시적 공동행위 뿐 아니라 

경쟁사업자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협조행위 관련사례>
  INI스틸 등의 한보철강공업 영업양수건(’04.11) : 철근 시장
    - 상품이 동질하고 정보공유가 용이한 시장상황에 있으며, 과거 부당한 공동

행위로 공정위 시정조치를 다수 받은 점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마지막으로 수평형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경우 결합 이후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되어 구매물량 축소 등 경쟁제한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3) 수직형 기업결합 : 시장봉쇄효과,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은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이다.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 다음의 2가지 방향으로 경쟁제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먼저, 결합 당사회사가 기업결합 후 경쟁사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판

매를 거부하거나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다른 거래

단계(구매선·판매선)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하는 효과를 시장봉쇄효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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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봉쇄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결합의 목적, 원재료 

구매회사 또는 공급회사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 및 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판단한다. 

<시장봉쇄효과 관련사례>

 ① 포스코의 한국코아 주식취득건(’07. 7) : 전기강판 생산자․구매자간
   - 포스코는 전기강판을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어, 타 코어사들의 구

매선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시정조치

 ② 현대자동차 등의 현대오토넷 주식취득건(’05.11) :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간
   - 자동차 멀티미디어 및 제어장치시장에 있어 비계열 부품업체에 대한 시장

봉쇄효과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

 ③ SK의 대한송유관공사 주식취득건(’01.6) : 석유제품 생산자·수송서비스 사업자 간
   - 송유관공사는 경쟁사의 물량정보를 알 수 있어 수송물량의 제한, 계약조건

차별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시정조치

다음으로 피취득회사가 하방시장의 유력한 구매자이거나 결합 이후 

정보공유가 용이해지는 경우 등에는 결합 후 경쟁사업자 간에 협조가

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예컨대, 상방시장(upstream market)에서 사업자들이 담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하방시장(downstream market)에 매우 

많은 양을 구매하는 유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구매자와 거래

하기 위해 상방시장의 사업자들은 담합을 위반하고 그 구매자에게 낮은 

가격을 제시할 유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시장에서의 담합은 이루

어지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상방시장의 한 회사가 하방시장의 유력한 

구매자를 인수하는 경우 담합을 억제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므로 상방시장에서의 담합가능성은 결합 이전에 비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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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혼합형 기업결합 : 잠재적 경쟁 및 경쟁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증대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우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실현, 위험

분산 등의 이점이 존재하여 시장 내 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수평형 

기업결합에 비해 효율성 증가효과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형 기업결합도 관련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결합 이후 당사회사의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거나,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먼저 잠재적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 잠재적 경쟁이 결합에 의해 사라지는 경우 독과점 기업은 잠재적 

경쟁을 의식해 가격을 비교적 낮게 책정할 유인이 사라지게 되므로 결

과적으로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소비자 후생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신규진입에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당사회사중 하나가 기업결합이 없었더라면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

하였을 잠재적 경쟁자였거나, 당사회사중 하나로 인해 타사업자

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의 존재 여부 

또한, 결합 이후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수 있는지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가격·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

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시장

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신규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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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기업결합 관련사례>
 ① SKT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건(’08. 3) : 이동통신시장과 유선통신시장

   - 유무선 결합상품시장에서 동 혼합형 기업결합이 SKT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켜 경쟁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증대가 우려되어 시정조치

 ②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취득건(’06. 1) : 맥주․소주 시장

   - 양사를 잠재적 경쟁자로 본 기업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고, 
주류도매상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진입장벽을 증대할 우려가 있어 조치

    * 임계매출감소분석(CLA)을 최초로 사용한 사례 : 가상적 독점기업이 SSNIP
를 시도할 경우 그에 따른 실제 매출감소율과 임계매출감소율(이윤감소를 
야기하지 않는 매출감소율 중 최대치를 의미)을 비교하여 이윤이 증가하는 
최소의 상품범위 또는 지리적 시장을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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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유무 확인

앞서 서술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를 완화시키는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경쟁제

한성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

르면 경쟁제한성을 완화시키는 요인에는 해외경쟁의 도입, 신규진입, 유사

품 및 인접시장,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가 있다.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수입의 용이성, 수입비중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이 큰 경우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해외경쟁의 수준은 상품의 국제가격, 시장개방정도, 국제적인 유력 경

쟁자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해외경쟁 도입수준을 고려한 관련사례>

  ①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주식취득건(’04. 9) : 피아노 시장
   - 일본․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압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제품은 고가품, 

중국제품은 저가품으로서 수입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배척

  ② 삼성전자와 도시바사간의 조인트벤처회사 설립건(’04. 5) : 광디스크 시장
   - 수입비중이 40%에 달하는 등 수입이 용이하고, 해외에 강력한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는 등 글로벌 경쟁압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허용

   (2) 신규진입 가능성

가까운 시일(통상 1~2년) 내에 당해 시장으로의 신규진입이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경쟁제한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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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입이 충분한지 여부는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가능한 

정도의 규모와 범위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차별화된 상품시장인 경우 

당사회사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지를 검

토한다. 

또한, 신규진입이 용이한지 여부는 법적․제도적 진입장벽, 진입에 필

요한 자금규모, 지재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경쟁사업자의 유통계

열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컨대, 참여의사를 공표했거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 없이도 당해 시장에 참여가능한 회사가 있는 

경우 등은 신규진입이 용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규진입을 고려한 관련사례>

 CJ 등의 플레너스 주식취득건(’04. 7) : 영화상영 시장

  -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시장집중도 요건에 해당하지만, 타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신규진입계획을 갖고 있는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동 기업결합건을 승인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한 상품이 있는 경우 생산기술의 발달가

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별 시장이 분리되어있더라도 시장 간 지리적 근접도, 수송

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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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후 공급처 전환, 신규 공급처 발굴 등의 방법으로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 경쟁제한성이 

억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

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바. 예외인정 판단기준 : 효율성증대효과 및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더라도 효율성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크

다는 것을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이 유발되어 결과적

으로 가격인하, 서비스 개선과 같은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가능성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효율성 증대는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과(merger-specific efficiency)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또한,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피취득회사가 회생불가회사임을 입증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이 허용될 수 있다. 

이는 관련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의 부실기업이라면 허용여부에 관계

없이 독과점이 형성될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더라도 경쟁구조가 더 나

빠진다고 볼 이유가 없어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취득회

사를 인수할 다른 기업이 없어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회생불가회사로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한다. 



- 34 -

   ◦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

   ◦ 기업결합이 아니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계속 활용되기 어려울 것

   ◦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회생불가회사 항변 관련사례>

 ①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주식취득건(’04. 9) : 피아노 시장
   - 영창악기의 유동성 위기는 구조조정 퇴직금 지급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고, 제

3자의 인수의사가 있어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
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라 보기 힘들어 삼익악기의 주장을 배척

 ② 동양제철화학의 고합 영업양수건(’03. 1) : 무스프탈산·가소제 시장
   - 고합은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었고, 무스프탈산·가소제가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생산시설 매각이 어려웠으며,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
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아 예외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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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당해 행위의 중지(불허), 주식의 처분, 임원 사임, 영

업의 양도, 시정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경쟁제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

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시정조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이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시정조치의 유형은 조치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유형 내용

구조적 조치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지식재산권 조치 등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

• (금지조치) 해당 기업결합 전체를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기업결합을 원상회복시키는 조치

• (자산매각조치) 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을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

• (지식재산권 조치) 결합당사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

행태적 조치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영업방식․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

결합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구조적 조치를 행태적 조치에 우선하여 부

과하고,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 36 -

이렇게 구조적 조치를 우선하는 까닭은 지속적 감시비용을 수반하는 

행태적 조치와 달리, 구조적 조치는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

하여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의 복구·유지에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부분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2000년도 이후 약 0.57%의 기업결합 건이 공정위에 의해 시정조치를 

부과받았다. 

연 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총계
신고 건수 703 644 602 589 749 658 744 857 550 413 499 543 7,551

시정조치 건수 4 1 2 7 6 1 6 3 4 3 3 2 42

 나. 이행강제금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

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주식취득 또는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

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에 대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에 대해, 영업

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금액에 대해 매 1일당 3/10,0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2/10,000에서 2/20,000의 부과비율을 기업결합금액의 단계별 

수준에 따라 곱한 금액에 불이행기간을 곱하여 결정된다. 

<이행강제금 부과사례>
 코오롱의 고합 영업양수건(’02.12) 시정조치 관련
  - 시정조치 이행기간인 ’03. 4.30까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5. 1부터 매 1일당 

61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코오롱은 27일 간의 불이행에 대해 총 1억 
6,68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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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벌칙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8 -

<첨부 1>

기업결합 관련 통계

1. 기업결합 신고추이

연 도 ’81-’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신고건수(건) 2,306 123 195 325 393 418 486 557 703 644

연 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신고 건수(건) 602 589 749 658 744 857 550 413 499 543

2. 기업결합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연도

구분
’81-
’92

’93-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2 1 1 3 2 4 1 2 7 6 1 6 3 4 3 3 2 50

예외인정 - 3 1 1 2 4 - - 2 - - - - - - - - 13

기업결합 
신고위반 344 95 46 26 17 42 43 44 36 29 16 53 50 27 20 19 18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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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U 미국 일본 기타 외국전체
2003(비중) 38(36.9) 33(32.0) 19(18.4) 13(12.6) 103(100.0)
2004(비중) 35(28.0) 47(37.6) 30(24.0) 13(10.4) 125(100.0)
2005(비중) 33(39.3) 22(26.2) 20(23.8) 9(10.7) 84(100.0)
2006(비중) 29(36.7) 24(30.3) 14(17.7) 12(15.3) 79(100.0)
2007(비중) 28(38.4) 18(24.7) 11(15.1) 16(21.9) 73(100.0)
2008(비중) 19(40.4) 8(16.7) 8(16.7) 12(25.0) 47(100.0)
2009(비중) 8(34.8) 6(26.1) 5(21.7) 4(17.4) 23(100.0)
2010(비중) 6(24.0) 8(32.0) 7(28.0) 4(16.0) 25(100.0)
2011(비중) 12(33.3) 6(16.7) 10(27.8) 8(22.2) 36(100.0)

3. 외국기업 포함 기업결합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 및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구   분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전체 기업결합

2003 건수(비중) 103(17.5) 13(2.2)* 589(100.0)
금액(조원) 3.5 19.1 32.8

2004 건수(비중) 125(16.7) 58(7.7) 749(100.0)
금액(조원) 6.3 168.3 184.5

2005 건수(비중) 84(12.8) 72(10.9) 658(100.0)
금액(조원) 5.5 163.8 183.0

2006 건수(비중) 79(10.6) 113(15.2) 744(100.0)
금액(조원) 2.1 231.6 253.4

2007 건수(비중) 73(8.5) 115(13.4) 857(100.0)
금액(조원) 1.6 263.1 297.0

2008 건수(비중) 47(8.5) 48(8.7) 550(100.0)
금액(조원) 1.4 121.2 142.8

2009 건수(비중) 23(5.6) 30(7.3) 413(100.0)
금액(조원) 4 121.6 150.3

2010 건수(비중) 25(5.0) 53(10.6) 499(100.0)
금액(조원) 2.9 184.1 215

2011 건수(비중) 36(6.6) 76(14.0) 543(100.0)
금액(조원) 2.7 107.2 140.2

  * 2003.7월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신고제도 도입

국내기업을 결합한 외국기업의 국적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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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기계
/

금속
전기

/
전자

석유
/

화학
/

의약

비금속
광물

음
식
료

기타 소
계

금
융

건
설

도소매
/ 유통

정보
통신

/
방송

음식
/

숙박
운
수

기
타

소
계

’01 71 42 45 3 11 17 189 113 22 62 162 5 24 67 455 644
’02 67 44 39 17 17 29 213 95 25 49 108 9 36 67 389 602
’05 77 94 52 10 22 42 297 97 28 37 95 6 28 70 361 658
’06 91 66 71 11 23 46 307 76 93 52 106 4 29 77 437 744
’07 106 100 51 24 26 49 356 131 103 52 75 3 47 90 501 857
’08 59 44 47 13 13 25 201 103 56 41 52 4 33 60 349 550
’09 51 36 27 8 12 19 153 63 61 31 56 8 17 24 260 413
’10 59 67 51 12 8 14 211 74 55 38 47 3 14 57 288 499
’11 78 87 60 7 25 22 279 87 32 24 44 4 20 53 264 543

4. 연도별 기업결합 개요

전체 건수, 결합금액, 규모별, 유형별, 수단별 통계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총 건수 641 602 589 748 658 744 857 550 413 499 543

결합금액*(조) 13.5 15.3 13.7 16.2 183.0 253.4 297.0 142.8 150.3 215.0 140.2
시정조치건수 1 2 7 6 1 6 3 4 3 3 2

유
형
별

수평결합 92 151 151 198 192 195 237 148 145 172 197

수직결합 65 65 79 64 73 41 55 57 48 82 67

혼합결합 487 386 359 487 393 508 565 345 220 245 279

수
단
별

주식취득 234 215 215 263 295 355 401 216 119 186 208
임원겸임 177 143 167 236 138 141 145 80 46 62 68

합병 73 65 67 103 110 114 136 93 120 115 107
영업양수 62 78 53 64 73 74 107 73 62 52 48
회사신설 48 101 87 83 42 60 68 88 66 84 112

  * 신고기준상향 : 신고회사 자산․매출액 1,000억→2,000억(08.7), 상대회사 자산․매출액 30억→200억(’07.11)

업종별 기업결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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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기업결합제도 변천내용

구 분 제도내용 및 개선내용

제정법
(81.4.1
시행)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회사이외의 자
를 포함한다)는 직접 또는 그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
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
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
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도는 소유(이하 “주식의 취득”이라 한다)
2.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
하 “임원의 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입,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의 
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의 설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범위에는 제2조 제1항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산업합리화 도는 국제경
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기업결합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기업결합의 신고)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
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

2. 회사외의 자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2 이상의 회사의 주식을 각기 100
분의 10 이상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

3.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의 겸임을 
한 경우

4. 회사가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
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원의 겸임
을 한 때에는 그 주식의 소유일 또는 임원의 겸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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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도내용 및 개선내용

제정법
(81.4.1
시행)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차 
개정

(87.4.1
시행)

◦주식취득 신고기준 변경 : 10%→20%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주식 20%이상 취득시 신고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시 신고일 변경:10일이내→30일이내

제3차 
개정

(93.4.1
시행)

◦기업결합신고대상추가 : 원재료의존관계 회사 주식취득 포함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 변경(시행령, 93.2.20):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 총자산 5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

◦신고기관 변경 : 경제기획원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제5차 
개정

(97.4.1
시행)

◦심사 연장기간 변경 : 30일 → 60일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도 심사대상에 포함

◦특수관계인 범위 추가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
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대규모회사의 중소기업시장 진입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마련

◦상장법인의 경우 신고대상 주식취득비율을 15%로 하향조정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 변경(시행령, 97.3.31):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
억원 이상으로

제7차 
개정

(99.4.1
시행)

◦ 기업결합의 축소로 다음사항은 기업결합에서 제외
- 1개 기업집단 또는 단독회사에 의한 회사설립
- 대규모회사가 아닌자의 임원겸임
-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 기존의 예외인정 요건을 폐지하고 다음 사항으로 변경
-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 상당기간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결합 신고기간 이전에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임의적 사전심사제도 도입

제9차 
개정

(01.4.1
시행)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 기업결합하
는 경우 신고의무 면제 

◦ 신기술사업금융사 및 투자조합이 신기술금융업자와 기업결합하는 경우 기
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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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개정

(02.4.1
시행)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와(기업인
수증권투자회사: 계열회사 편입을 목적으로하는 투자회사 제외) 기업결합
하는 경우 신고의무 면제함

제12차 
개정

(05.4.1
시행)

◦ 주식취득의 경우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신고제를 도입하여 경쟁제한
성 심사의 미비점을 보완

◦ 대규모회사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취득 및 추가취득에 따라 최대출자
자가 되는 경우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

◦ 심사연장가능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관련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분석 등 기업결합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

◦ 계열회사간 임원겸임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은 규모를 기준으로 함으
로써 기업부담을 완화

◦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산정기준 신설

-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
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

<시행령(05.4.1시행)>
◦기업결합 신고요건의 상대회사 기준금액(30억원) 명시
◦사전신고 기산점인 법 제12조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구체적으로 규정

제15차 
개정

(07.11.4
시행)

◦ ‘강요 또는 불공정한 방법’의 기업결합 금지규정 삭제

◦ 신규회사 설립 시의 기업결합 신고요건을 종전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인
수에서 주식비율에 관계없이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 변경

◦ 기업결합 신고 적용제외 대상 확대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및 그에 대한 투자목적
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주식취득은 기업결합신고 예외인정

◦ 다음의 경우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절차 특례조항* 신설
-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역무를 수행하는 제공하
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합병 및 분할하는 경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를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양 기관(주무관청, 공정위) 중 신고서류를 접수받은 기관은 타 기
관에 송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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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07.11.4시행)>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종전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외국회사간 기업결합의 경우 그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을 추가요건으로 규정

<시행령(08.7.1시행)>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종전 1천억원 이상
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제17차 
개정

(09.3.25
시행)

◦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
-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을 종전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기업결합일‘ 전
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변경

<시행령(09.5.13시행)>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가중․감경기준 신설

제18차 
개정

(11.12.2
시행)

◦ 동의의결제 도입
-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고 심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 도입

<시행령(12.1.1시행)>
◦장내매수 및 실권주 취득 등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예외적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을 모두 사전신고로 전환

제19차 
개정

(12.6.22
시행)

◦ 사후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기한 도입
-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120일로 연장 가능
◦ 기업결합 이행행위 금지기간을 ‘신고 후 30일’에서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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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주요국 기업결합 신고제도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관련법 ◦공정거래법
◦클레이턴법 
◦HSR법(클레이턴법 
제7조A)

◦사적독점금지법

신고기준

◦ 당사자요건

-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또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 타방의 자산 또
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

-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의
경우 당사자 각각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 거래규모요건
- 20% 이상의 주식취득
- 합병
-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 임원겸임
- 신설회사 주식의 최다
출자자

◦ 당사자요건
(거래규모가 5천만～
2억불인 경우에만 적용)

- 당사자 일방의 총자산 
또는 순매출액이 1억불
이상

- 타방 당사자의 총자산 
또는 순매출액이 1,000
만불 이상

◦ 거래규모요건

-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자산을 5,000만불 이상 
보유하는 경우

- 합병
- 임원겸임

* 다만,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은 조정
되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
금액은 재확인할 필요

◦ 당사자요건

- 국내매출 200억엔 이상
인 회사가 국내매출 50
억엔 이상인 회사와 결
합하는 경우

◦ 거래규모요건

- 발행주식총수의 20%이
상, 50% 이상을 넘게되
는 경우에 각각 신고.

- 합병, 임원겸임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양수, 임차, 경
영위임 등

신고체계

◦사전신고
-2조원 이상 대규모회사의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주식취득은 일부 예외 존재)
◦사후신고
- 기타 기업결합

◦사전신고
※사전승인(신고)제도입
을 위해 1976년 HSR
법 제정

◦사전신고

신고위반
제재내용

◦1억원 이하 과태료 ◦하루 $11,000 벌금 ◦200만엔 이하 벌금

관련 
홈페이지

www.ftc.go.kr http://www.justice.gov/
atr/public/merger-enforc
ement.html(DOJ)
http://www.ftc.gov/bc/
mergers.shtm(FTC)

http://www.jftc.go.jp/en
/policy_enforcement/me
rger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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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독   일 E U 캐 나 다

근거법
◦경쟁제한금지법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

◦합병규칙
(Merger Regulation)

◦경쟁법
(Competition Act)

신고기준

◦당사자요건

- 당사회사의 매출액 합
계가 5억유로 이상,

당사기업중 일방의 국내
매출액 25백만유로이상
타방 5백만 유로이상

◦거래규모 요건

- 자본 또는 의결권의 25%,

50% 취득시 각각 신고

-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양수

- 상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간
접의 지배권취득(상대
기업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기관구성 또
는 결의에 영향력을 
부여하는 권리 또는 
계약 등에 의함)

- 상대기업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경쟁상 중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타의 모든 
기업결합

◦당사자요건

- 당사회사들의 전세계 매
출액 합계가 50억 
Euro를 초과하고

- 둘 이상의 사업자 각
각의 공동체 매출액
이 2억 5천만 Euro를 
초과(특정회원국 매출
액이 공동체 전체 매
출액의 3분의2를 초
과하지 않는 경우)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능
(*뒤에 별도 서술)

◦ 거래규모요건

- 합병, 주식 또는 자산
의 취득, 계약 또는 기
타 수단에 의하여 다
른 사업자에 대한 직․
간접적 지배권을 취득
하는 행위

- 합작회사(JV) 설립

◦당사자요건

- 당사회사의 국내 자산 
또는 매출 합계 C$4억 
이상

◦거래규모 요건

- 자산인수: 국내 자산 
또는 그 자산에 의한 
국내매출액이 C$7천
만이상 

- 주식취득: 상장회사 
20%이상(비상장회사 
35%이상) 취득시, 50%

이상 취득시 각각 신고
- 합병: 존속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C$7천
만 이상

신고체계 ◦사전신고 ◦ 사전신고 ◦사전신고

신고위반
제재내용

◦1백만유로 이하 벌금
(매출액의 10%이하 가능)

◦ 총매출의 10% 이하
벌금

◦형사벌 또는
C$5만 이하 벌금

기업결합 
홈페이지

http://www.bundeskart

ellamt.de/wEnglisch/Fu

sionskontrolle_e/fusions

kontrolle_eW3DnavidW

2639.php

http://ec.europa.eu/co

mpetition/mergers/over

view_en.html

http://competitionburea

u.gc.ca/eic/site/cb-bc.ns

f/eng/h_00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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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프 랑 스 중  국

관 련 법
◦Enterprise Act 2002

◦Mergers-Procedural

Guidance

◦Commercial Code

◦Economic Moderni-

zation Law(2008)

◦반독점법
(Antimonopoly Act)

신고기준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
출 7천만 파운드 이상 
또는 결합후 국내 시장
점유율의 합이 25% 이상

◦당사회사의 전세계 매
출액 합계가 1억5천만 
유로이상이고,

- 2이상 당사회사들의 국
내매출액이 5천만 유
로 이상

◦다만, 소매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인 경우 당사
회사의 전세계 매출액 
합계가 7천5백만 유로
이상이고,

- 2이상 당사회사들의 
국내매출액이 5백만 
유로 이상

* EU신고대상인 경우는 
제외

◦당사회사의 전 세계 매
출액 합계가 100억위
안을 초과하고,

- 최소 2개 경영자의 중
국매출액이 모두 4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당사회사의 중국매출
액 합계가 20억 위안을 
초과 하고,

- 최소 2개 경영자의 중
국매출액이 모두 4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 ◦자산 및 주식취득

◦상대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간접
의 지배권 취득
◦합병
◦합작회사 설립

◦합병, 주식취득ㆍ자산
취득ㆍ계약 등의 방식
을 통한 통제권 취득

신고체계 ◦임의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신고위반시
제재내용

◦국내매출의 5%이하 벌금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치

기업결합 
홈페이지

http://www.bis.gov.uk

/policies/business-law/

competition-matters/me

rgers

http://www.autoritedel

aconcurrence.fr/user/st

andard.php?id_rub=296

#.asp?id=13

http://english.mofcom.g

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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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신고대상 상세설명

 - 당사회사들의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25억 유로를 초과하면서,

  ∙ 적어도 3개 회원국 각각에서 당사회사들의 매출액 합계가 1억 Euro를 초과

하고,

  ∙ 위의 3개 회원국 각각에서 2이상 당사회사들의 매출액이 각각 2천5백만 

Euro를 초과하고,

  ∙ 2이상 당사회사들 각각의 공동체 매출액이 1억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당사회사 각각의 특정한 1개 회원국내 매출액이 공동체 전체 매출액의 

3분의2를 초과하지 않을 것



- 49 -

Ⅱ. 기업결합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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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관

 가. 기업결합의 개념

  ◎ 사례 1 : 기업결합의 개념

[질의내용] 

 기업결합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답 변]

◦ 기업결합이라 함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인적․조직

적인 결합을 통하여 단일한 소유권 또는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말함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M&A(Merger & Acquisition : 인수․합병)와 유사한 개념

◦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을 결합수단에 따라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

(법 제7조제1항)

-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행위

- 다른 회사와의 합병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수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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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 기업결합과 계열회사 편입

[질의내용] 

 기업결합과 계열편입은 개념상 어떤 차이가 있으며, 신고 요건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 변]

◦ 기업결합이란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되어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의 과정을 말함

-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결합수단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합작회사의 설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기업결합 신고요건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 대하여(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됨) 다음과 

같은 기업결합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 ①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20(상장

회사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② 대규모

회사(해당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③ 합병을 하는 경우 ④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⑤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반면, 계열편입이란 "계열회사"로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함

-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

방의 계열회사가 되며, 이 때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

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함(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 지분율 요건(동일인관련자가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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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영향력 요건(임원겸임, 거래관계, 채무보증, 대차관계 등으로 지배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계열회사 관계가 인정됨

(법 시행령 제3조)

◦ 기업결합과 계열편입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 기업결합(주식

취득 또는 임원겸임, 회사설립)의 결과로서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효과가 

발생함

- 일반적으로 계열편입 사실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편입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 기업결합 업무는 공정위 기업결합과 소관사항이며, 계열편입 업무는 기업
집단과 소관사항임

 나. 신고대상 주체 

◎ 사례 1: 100% 자회사를 통한 기업결합 시 신고의무자

[질의내용] 

 A홀딩사는 100% 자회사 B사를 통해 X사를 기업결합하려고 한다. 이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자는 A홀딩사인가 B사인가

[답 변]

◦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결합의 직접 당사회사인 B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그러나 당해 기업결합 거래(예: 주식취득, 합병 등 구체적 실행계약)의 기본

계약(주주간 계약서 등)의 계약 당사자, 기업결합 목적, 자회사 B의 독립

된 의사결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기업결합 주체가 

모회사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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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모회사가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기업결합 목적의 

자회사(merger-sub)를 만들거나, 투자목적별로 계정을 분리하기 위해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가 신고주체가 되는 것이 거래구조 파악에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사례 2 : 회사 여부 판단 기준(특수법인의 신고의무)

[질의내용] 

 기업결합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 회사 간 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
하기 위한 것인데 ‘회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가.

[답 변]

◦ 법 제12조 제1항은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므로,

회사의 특수관계인이면 회사가 아니더라도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회사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없음

- 따라서 회사의 개념을 밝혀야 신고의무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음

* 다만, 법 제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여

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아닌 자로서, 회사의 특수관계인도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정위는 직권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수는 있음. 회사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는 이유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는지 판단함에 의의가 있음

◦ 일반적으로 회사란 “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상법 제169조, 제171조, 민법 제

39조)으로서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이 핵심 개념 요소임

- 회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위 개념요소를 충족하는지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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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성이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귀속의 주체가 되고 그 이익을 사원

에게 분배하여야 함(다수설). 따라서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구성원

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영리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법의 적용이 가능한 법인의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일반적으로 설립 근거법률이 상법이 아닌 영리 목적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특별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상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됨

- 성질상 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공법인의 경우 상법을 준용하도록

근거법률에 명시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회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판단 과정을 거침

① 당해 법인 자체의 성격 검토 - 영리성과 법인성

② 근거법률에서 상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지 검토

③ 당해 법인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인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검토 

 <농협이 회사로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농협중앙회는 법인으로 하고(농협법 제4조), 은행법 적용을 받는 신용
사업을 영리사업으로 운영하며(농협법 제11조), 매년 결산 후 잉여금을 
배당하고 있으므로 회사라고 할 수 있음

 
 ◦ 공정위는 농협이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인수하였음에도 기업결합 신고를 

지연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2009비경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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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 조합의 신고의무

[질의내용] 

 A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임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조합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답 변]

◦ 조합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성격상 “법인”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A기업

집단 소속회사 또는 임원의 출자 지분 등을 고려하여 A기업집단의 특수

관계인*이라면 당연히 기업결합 신고의무자가 됨 

* 특수관계인은 친족, 사용인 등 자연인,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 계열회사 등이 될 수 있으나, 조합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들지 아니함

* 명칭은 조합이나 구성원들과 독립한 별도의 법률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법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법인에는기관(대표이사)을 설정하여기관의행위를

곧법인의행위로간주하고, 구성원의가입탈퇴와상관없이법인의동일성이

유지되며,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 독립하여 존재하고 운영됨

◦ 그러나 조합이 성질상 법인이 아니라 순수한 조합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조합의 대외적 법률행위는 조합 그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당사자

로서 업무집행 조합원이 각각을 대리(민법 제709조)

◦ 다만, 조합의 약정과 출자 지분들을 종합하여 볼 때 A기업집단의 소속회

사나 임원이 그 조합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율을 보유하

고 있고, 사실상 A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그 조합원이 

신고의무자가 되어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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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 : 펀드의 신고의무

[질의내용] 

 A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투자한 펀드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여되는가? 그렇다면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답 변]

◦ 펀드란 통상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신탁 형태의 간접투자

기구,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

투자기구를 지칭함

- 투자신탁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추상적인 자산 집합체로서,

- 투자신탁에 대한 지분 소유자(수익자, 투자자)와 신탁재산에 대한 의사

결정 주체, 곧 운용지시자(집합투자업자, 위탁자, 자산운용사)와 자산 보유·

관리·처분명의자(신탁업자, 수탁자, 은행 등)가 모두 다르므로 신고의무 

발생시 누가 신고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됨

◦ 논리적으로 집합투자(펀드)는 실질 소유자와 의사결정이 분리되어 있고,

엄격한 자산운용 제한으로 기업결합 규제의 실익이 없음

- 신탁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수익을 취하는 (지분적)소유자와, 자산운용

자가 분리되었으므로 신탁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특정인의 지배력이

형성되거나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1)

◦ 또한 투자신탁의 경우 그 신고의무 주체를 확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칙적

으로 투자신탁의 자산 취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1)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
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 있는 투자 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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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펀드 규모, 수익자 구성, 거래구조,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예외적으로 신고 및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음

- 사모펀드로서 투자자(수익자)가 특정될 정도로 소수이며 형식적으로는 

운용지시자가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수익자가 운용지시를 한다는 등

의 사정이 있어 특정인이 펀드를 통해 다른 회사의 자산을 취득한다는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음

◎ 사례 5 : 인적분할의 경우 신고의무자

[질의내용] 

 A사는 B,C,D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E 회사와 분리되었다. 그리고 이 때, B,C,D 회사는 E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이런 경우 기업결합 신고는 어느 회사가 하
여야 하는가? 

[답 변]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함(법 제7조의2)

 ◦ A사는 B, C, D를 인수한 후 A사와 E사로 인적분할되고 E사는 B, C, D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업결합신고의무는 E사에 승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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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6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특수관계인

[질의내용]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 특수관계인 중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답변]

◦ 해당회사의 계열회사나 그 외 특수관계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직원 등)은 아니

지만 여러 회사들이 경영권 획득이나 경영활동에 대한 지배를 위한 공동의 목

적으로 특정회사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심사하기 위하여,

- 기업결합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포함함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 주식 소유 또는 인수 비율 산정시 또는 최다출자자 여부 판단시 참여회사 

소유 주식을 모두 합산하게 되고(법 제12조 제5항)

- 이 경우 이들 회사 지분이 20% 이상이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며(법 제12조 제1항), 신고는 공동으로 하여야 함(법 

제12조 제10항)

- 기업결합 심사 시 피취득회사에 대한 지배관계 형성 여부도 이들 기업의

소유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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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고요건: 신고대상 주체의 규모 산정  

◎ 사례 1 :  외국법인의 경우 국외계열사 포함 여부

[질의내용] 

 자산총액, 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외국인 투자회사가 국내에 다른 계열
사는 없지만 국외에 있는 계열사의 자산총액, 매출액을 합치면 대규모회사
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나?

[답 변]

◦ 기업결합신고대상 회사 여부는 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계열회사의 소재가 국내외에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음

◦ 따라서 외국에 있는 계열사를 포함하여 대규모회사인 경우 영업양수, 합병,

회사설립의 경우는 사전신고하여야 하며, 주식취득의 경우에도 장내 경쟁

매매 등 거래시기 및 금액 등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전신고 대상이 됨

◎ 사례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질의내용] 

 A사의 대주주이자 실질경영자인 甲은 개인적으로 B사의 주식 30%를 취득
하고 있음. 그런데 B사의 실질경영자는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다른 사람
인 경우 B사는 A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답 변]

◦ 특수관계인이란 ①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동일인), ②동일인 

관련자, ③ 경영을 지배할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말함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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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개념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가 규정

· 동일인관련자란 동일인의 친족, 관련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 비영리

법인,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위 단체 또는 회사들의 사용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 계열회사란 지분율 기준(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지분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또는 영향력 기준(임원겸임,

거래관계, 채무보증, 대차관계 등으로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으로 판단

◦ 갑이 B사의 주식 30%를 취득하였으나 최다출자자가 아니고 기타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B사는 甲 또는 A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사례 3 :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의 신고요건

[질의내용]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기준은? 

[답 변]

◦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은 (1)외국 기업간의 기업결합과 (2)국내 회사가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2가지 경우로 구분 가능

- 어느 경우이든 신고의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신고요건(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타방 200억원 이상)을 충족하면서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함(시행령 제18조 제3항)

- 다만, 외국회사가 국내기업을 결합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업

결합이므로 이러한 추가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대상에 해당함



- 61 -

◦ 갑(합병회사)의 자산총액 금액을 기재할 때 갑의 자산이 합병과정에서 
증자로 인하여 2억원 증가된다면 직전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 2억원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가?

◎ 사례 4 : 유상증자 시 자산총액 산정

[질의내용] 

 다음의 경우 A사는 주식취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 A사는 금번에 유상증자하는 B사의 신주 20%를 취득하고자 함
 • A사의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임
 • B사의 매출액은 200억원 미만이며, 자산총액은 현재 200억원 미만이나, 

유상증자 이후에는 200억원 이상이 됨

[답 변]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2조는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에 대해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도, 

   -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

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하도록 규정

 ◦ 그러나 이 때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신주는 당해 

기업결합과 무관하게 발생한 신주를 의미하며, 당해 기업결합의 일환으로 

발행한 신주를 의미하지는 않음

 ◦ 따라서 당해 사안에서 신고기준이 되는 B사의 자산총액은 200억원 미만이

므로 A사에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사례 5： 합병 시 재무상황 작성 방법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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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피합병회사)는 금년 4월 설립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가 없어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 
어떤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가?

[답 변]

 ◦ 합병 당사회사 란에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재무상황 변화는 반영하지 아니함

   - 따라서 합병으로 갑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당사회사’의 재무상황은 

‘직전 사업년도말’의 재무상황이며, 증가한 부분은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재무상황’을 기록하는 란에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여 기재하게 됨

 ◦ 또한, 기업결합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시점의 재무

상황을 기재하도록 함

 라. 신고시기

◎ 사례 1 : 기업결합 신고시기 기산점

[질의내용] 

 사후신고의 경우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간 산정 기준은?

[답 변]

◦ 기업결합일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8조 제8항에서 규정 

◦ 30일 산정시 그 기산점은 민법 제157조(초일불산입 제도 : 기간을 일, 주, 연,

월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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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업결합일 기산점

주식
취득

구주
◦ 주권발행시 - 주권교부일(예 20일)

◦ 주권미발행시 - 주식대금 지급일(예 20일)
21일

신주

◦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날(예 20일)

 ※ 신주유상취득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날 0시부터 주
주가 됨(초일불산입규정 단서적용)

 ※ 구주취득의 경우는 주권교부 받은 시점부터 주주가 됨 

 20일

임원겸임 ◦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예 20일) 21일

영업양수 ◦ 영업양수대금 지불을 완료한 날(예 20일) 21일

합병 ◦ 합병등기일(예 20일) 21일

회사설립 ◦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날(예 20일) 20일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주식취득의 경우 법상 기업결합일 

규정이 없음 → 주주가 되는 시점을 기업결합일로 봄

구  분 주주가 되는 시점=기업결합일 기산점

전환사채 ◦ 전환청구시 전환의 효력발생(예 20일) 21일

신주인수권부
사채 ◦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예 20일) 21일

◎ 사례 2 :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기업결합일

[질의내용] 

 시행령 18조제8항1호 다목은 주식회사외의 회사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
하는 날”을 기업결합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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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유한회사의 지분양수 효력 발생일

- 기존 사원 상호간 양수도의 경우 정관의 규정에 정한 경우 자유 양도 인정

(상법 제556조 제3항), 즉 당사자 상호 합의만으로 지분 양수 효력 발생

- 사원 이외의 자에 대한 양도는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상법 제556조 제1항) 정관으로 이러한 요건을 가중할 수 있음

☞ 따라서 당사자간의 양도의 합의가 있은 날 또는 양도에 대한 사원총회

승인결의가 있은 날 중 늦은 날을 기업결합일로 봄

◦ 합명회사의 지분양수 효력 발생일

- 지분의 양도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발생(상법 제197조) 이러한 요건은 정관으로 완화 가능

☞ 따라서 통상의 경우 사원 동의를 얻는 날 또는 계약 성립일 중 늦은 날을 

기업결합일로 보고,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는 계약 성립일을 

기업결합으로 보아야 할 것

◦ 합자회사의 지분양수 효력 발생일

-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함(상법 제269조, 제197조)

-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상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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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 유한회사의 증자지분 인수시 기업결합일

[질의내용] 

주식회사의 신주인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의 증자지분의 인수시 기업결합
일은 언제인가?

[답변]

◦ 시행령 18조 8항 1호 다목에는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의 양수”에 관하여

만 규정하고 있고, 증자지분의 인수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주식회사의 

신주인수에 관한 규정(1호 나목)을 유추적용 가능

-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일인 주식대금 납입기

일의 다음날을 기업결합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한회사의 증자지분 인수는 

그 효력발생일인 증자의 등기일을 기업결합일로 보아야 함

◎ 사례 4 : 계약체결 후 기업결합 이행 전 소속집단이 변경되어 사전신고대상
회사로 된 경우 신고의무 및 신고시점

[질의내용]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인 A사는 5월 2일자로 B사(200억원 미만)의 주식을 
100% 취득함. B사는 A사의 계열회사가 되기 이전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C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함. C사 설립시 주식대금 납입기일은 5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음

 B사는 5월 2일 이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가. 신고시기는 언제인가 

[답 변]

◦ B사는 5월 2일부터 A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산정 시 동 기업집단의 직전년도 자산총액이나 매

출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의무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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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B사는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일 당시에는 신고대상 규

모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행일에는 사전신고 대상 규모에 해당되므로,

- 이때 B사에게 C사 설립 참여에 관한  i)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지, ii) 신고

의무가 있다면 사후신고인지 사전신고인지가 문제가 됨

◦ 이처럼 사전신고 의무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소급하여 적용시키거나 기업결합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신고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즉, B사가 회사설립 참여 주주총회 결의를 한 시점에 B사는 대규모회사에 

해당되기 전이므로 이후 대규모회사가 되었다고 하여 신고의무가 주주총회 

결의를 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결국 B사는 사후신고 대상으로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날

(5월 17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함

<I사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 건>

 ◦ I사는 ’07년도부터 M사의 주식을 소량씩 취득하고 있었는데 ’08년 7월

최대주주가 변경됨으로써 대규모회사인 기업집단에 소속됨

◦ ‘08년 10월 I사는 M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20% 이상 소유하게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기업결합 이행

☞ I사는 기업결합 소속된 해에 소속집단 변경으로 대규모회사가 되었고

동 기업집단의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사전신고대상이었으므로 지연 신고

및 이행행위 후 신고로 과태료 부과(2009지식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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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신고서 작성 관련

◎ 사례 1：신고서류의 종류

[질의내용] 

 기업결합의 유형에 따라 신고내용 및 양식이 달라져야 하는가.
 기업결합신고양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답 변]

◦ 기업결합신고의 기본적인 내용은 기업결합의 거래구조(결합유형), 기업결합 

사유, 당사회사 개요, 당사회사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 현황, 관련시장 현황,

경쟁제한성에 대한 견해 등이며 각각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기업결합 유형별로 거래구조 등이 달라 신고내용과 양식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결합신고서 작성요령, 양식, 첨부서류는 「기업결합신고요령」에 안내

되어 있으며 일반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심결

/법령」 메뉴 중 고시․지침 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일반신고인지 간이신고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

/간이신고 여부를 판단한 후 그에 맞는 첨부서류를 작성함

- 간이신고는 유형별 기업결합신고서에 ‘[별표 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례 2：“주요품목 등 시장상황” 작성방법

[질의내용]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 첨부된 "주요품목의 수급 등 시장상황" 서식은 신고
회사와 상대회사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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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기업결합 신고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주요품목등의 시장상황"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임

◦ 따라서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모두 주요품목(매출액 기준 상위 3개 품목)에

대하여 시장상황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다만,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3개 품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당사회사가

생산하는 품목에 있어 중첩되는 품목이 존재하는 경우 중첩되는 품목과 

관련된 시장상황을 작성하여야 함

 바. 임의적 사전심사

◎ 사례 1 : 임의적 사전신고가 가능한 시기

[질의내용] 

 규정된 신고의무 기간 이전에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답 변]

◦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법 제12조 제6항에 규정된 신고기간 이전

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미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법 제12조 제8항)

◦ 다만, 당사회사 간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여야만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할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업결합이 입찰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

정된 회사가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할 실익이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요건

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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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거래를 추진하기로 하는 양해각서 또는 

MOU를 체결하였을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을 할 수 있음

◎ 사례 2 :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후 정식신고 여부 

[질의내용]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을 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 다시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답 변]

◦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는 사전심사를 받을지 여부를 당사자가 임의적

으로 선택하여 요청하는 것이므로 정식신고와는 별개임

- 임의적 사전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정해진 형식 및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식신고를 해야 함

- 다만, 정식신고 후 그 내용이 이미 사전심사를 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그 최종결과를 통보하고 있음

 사. 신고 후 이행 행위 금지

◎ 사례 1: 이행 행위의 범위

[질의내용] 

 공정거래법 제12조 제7항에서 금지하는 기업결합 이행행위의 범위는 어디
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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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공정거래법 제12조 제7항은 사전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업

결합 이행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 때‘기업결합 이행행위’는 시행령 제18조 제8항 ‘기업결합일*’에 규정

되어 있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행위를 의미함

  - 따라서 주권의 교부, 주식대금의 지급, 합병등기, 영업양수 대금의 지불 등이 

기업결합 이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주식취득 : 주권을 교부받은 날/주식대금을 지급한 날

     합병 : 합병등기일

     영업양수 : 영업양수 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회사설립 :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

◎ 사례 2 : 이행행위 금지기간

[질의내용] 

 현재 공정거래법 제12조 제7항은 기업결합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업결합의 이행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렇다면 공정위의 기업
결합 승인이 신고 후 30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행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답 변]

 ◦ 2012년 3월 현재 공정거래법 제12조 제7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행위 금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신고 후 30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지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아 30일 이전에도 이행행위를 할 수 있음

* 2012.6월 시행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제12조 제7항을 개정하여 이행

행위 금지기한을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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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신고대상의 예외

◎ 사례 11 : 법 제12조 제3항의 신고대상 제외의 범위

[질의내용] 

 대규모회사인 갑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자사 임원을 겸임
시켰음. 갑은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있는가. 

[답변]

◦ 법 제12조 제3항은 본 조항에 열거된 회사*들의 주식 취득이나 회사설립

으로 인해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

행자,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 따라서 갑의 주식취득에 대한 신고의무는 면제됨이 명백

◦ 그런데 위 회사들에 대한 임원겸임 등 다른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면제조항이 없는바, 임원겸임처럼 결합 형태 면에서 경쟁제한

성이 더 낮은 유형은 해석상 당연히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

◦ 예외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법 문언상 신고제외 유형을 주식

취득과 회사설립 참여로 열거하였으므로 임원겸임의 경우는 신고해야 함



- 72 -

<T사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 건>

◦ T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분 비율에 따라 임원을 겸임시킴

◦ 공정위는 T사가 임원겸임 사실을 지연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로 감경함

☞ 법 해석상의 오해의 여지가 있는 점, 입법론상 면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본 쟁점에 관한 최초의 심결이었고 피심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2008비경2541)

◎ 사례 2 : 연속된 기업결합에 있어서의 신고의무

[질의내용] 

 A사가 B사로부터 자산을 양수하여 C사에 매각하려고 함. A사와 B사간 자산 
양수 계약 후 A사와 C사간 자산양도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A사의 B사에 
대한 잔금 지불과 C사의 A사에 대한 잔금 지불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기업결합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 A사 : 자산총액 2천억 이상 2조원 미만인 회사
   B사 : 자산총액 2백억 이상 2천억 미만인 회사
   C사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

[답 변]

 ◦ 당해 사례에서 A사의 B사 영업양수는 대금지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하나, 

   - A사는 신고기간 중에 해당 영업을 C사에 다시 양도하게 되어 신고요건을 

상실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별도로 기업결합 신고를 할 필요 없음

 ◦ 그러나 C사의 A사로부터의 영업양수는 이와 별개의 건으로 C사에게는 기업

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C사는 대규모회사이므로 사전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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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결합 신고제도 : 유형별 검토

가. 주식취득 

◎ 사례 1 :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이동시 신고대상인지 여부

[질의내용] 

 A사가 보유한 X사의 주식을 A사의 계열회사인 B에게 일부 또는 전부 양도
하려고 할 때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가?

[답 변]

◦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함(법 제12조 

제5항)

◦ 따라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인 A사의 주식이 B사에게 양도된다고 하더

라도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없음

◎ 사례 2 : 계열회사가 이미 보유한 주식을 추가 취득 하는 경우

[질의내용] 

 다음의 경우 A사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지? 
 • A사와 B사는 Y그룹 소속의 계열회사
 • X사의 주식을 B사가 일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사는 비상장법인인 

X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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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함(법 제12조 

제5항)

 ◦ 주식소유 또는 취득으로 인한 기업결합 신고는 다음의 경우 발생

   - 20% 미만의 소유상태에서 20% 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8조 제6항) 

   - 20% 이상 이미 소유한 자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8조 제7항)

 ◦ 따라서 A의 주식 취득으로 Y그룹 전체의 X사에 대한 주식 소유 비율이 20% 

미만인 상태에서 20% 이상이 되거나, 이미 20% 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최다

출자자가 되는 경우라면 기업결합 신고의무 발생

◎ 사례 3 : 주식보유비율이 20% 미만이 되는 경우

[질의내용] 

 20% 이상 주식 취득으로 이미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는데도 신고 이후 상대
회사의 증자 또는 주식 매각 등으로 지분율이 20% 미만이 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답 변]

◦ 주식 소유 또는 취득으로 인한 기업결합 신고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2호에 정한 경우에만 필요함

◦ 따라서 기업결합신고 후, 보유주식의 매각 등의 사유로 지분율이 20% 미만

으로 감소한다 하여도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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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주식취득 이후 자산총액이 증가하는 경우

[질의내용] 

· A사는 올해 X사의 지분을 20% 이상 취득하고자 함
 · A사의 작년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2천억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 유상

증자를 실시하여 자산규모가 2천억 원을 넘게 되었음(매출액은 2000천억 
원 미만)

 · A사는 올해 증자하는 시점에 이미 X사의 지분 30%를 소유한 상태였는데 
올해 주식 취득은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임

   질의1) A기업의 자산총액은 신고의무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가
   질의2) 회사는 유상증자로 인해 자산총액이 2천억 이상이 된 시점에 이미 

다른 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때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가

[답 변]

 (1) 질의 1

  ◦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당사회사 중 한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000억 원 이상이고, 다른 회사는 200억 원 이상인 경우 발생함(법 제12조 

제1항)

  ◦ 자산총액이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시행령 제12조 제1항)

  ◦ 이 경우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

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봄(시행령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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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사가 올해 X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에 작년말 자산총액과 유상

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산총액을 합산하면 2천억원이 넘으므로 올해 

유상증자 이후 시점에 기업결합을 한다면 신고의무 발생

 (2) 질의 2

  ◦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요건이 기업결합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해당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시점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A사는 자산총액 요건을 충족한 이후(유상증자 이후)에 다시 주식을 

취득하였는데(30% 이상 보유하였다가 20% 이상 추가 취득하였으므로 

50% 이상 보유하게 됨) 30% 소유 당시 최다출자자가 아니었다가 금번 

20% 이상 취득으로 인해 비로소 최다출자자가 되었다면 신고해야 함

◎ 사례 5：인적분할 후 지분승계시 신고의무

[질의내용] 

 A회사가 상법상 인적분할로 A,B,C 3개사가 된 경우 A사가 가지고 있던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 20%이상을 B사 또는 C사가 승계받았을 경우 B사 
또는 C사에게 기업결합신고(주식취득) 의무가 있는가

[답 변]

  ◦ 단순분할의 경우 기업결합이 아니므로 기업결합신고의무도 없음

  ◦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분할 및 승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회사분할과정에서 분할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주식을 승계받더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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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6 : 의결권 없는 주식의 범위

[질의내용]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주식취득에서 ‘상법 제370조(의결권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있는데 동 조항 이외에 상법의 
여타 조항 및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의결권
제한주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답 변]

 ◦ 주식취득 신고에서 제외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상법 제370조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곧 ‘발행 당시 의결권을 없는 것으로 한 우선주’에 

한정됨

   -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은행법등에 의해 자사주, 특별이해관계자주,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주 등도 의결권이 없으나, 이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제한을 받은 것에 불과함

◎ 사례 7 : 양도담보 목적의 주식취득

[질의내용] 

 주식취득에 있어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
무가 발생하는지?

[답 변]

 ◦ 채무 상환시 주식을 다시 매각하겠다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보유

하는 동안 의결권이 발생하는 등 외부적 효과는 동일함

 ◦ 따라서 일반 주식취득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어 여타 신고요건이 충족

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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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8 : 합작회사 설립 이후 특수관계인 간 주식 승계

[질의내용] 

 A사와 B사가 50:50 지분으로 합작회사 C를 설립하였는데, 그 이후 B사의 
100% 자회사인 D사의 지분을 합작회사 C가 인수하게 되는 경우 이를 특수
관계인 간 기업결합으로 보아 간이신고해야 하는지?

[답 변]

 ◦ 합작회사가 A사, B사 모두의 계열사가 되는 경우 합작회사의 실체는 비록 

하나이나, 개념적으로는 A사의 계열회사와 B사의 계열회사 지위로 구분 가능

   - 이에 따라 B사의 자회사 D 지분을 합작회사가 취득할 경우 B사와 합작

회사는 계열회사이므로 계열사간 주식취득에 해당되어 신고의무가 없음

   - 그러나 합작회사가 A사의 계열회사 지위로서 B사의 자회사 D의 주식을 취

득하는 것은 제2의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간이신고 대상도 아님

나. 합 병

◎ 사례 1：계열회사 간 합병

[질의내용]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A기업과 B기업이 합병을 한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가. 
신고할 사항이 무엇인가.

[답 변]

 ◦ 계열회사간의 합병일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하나, 간이신고대상[기업결합

신고 요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0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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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신고요령 「별표3」의 합병신고서 및 첨부자료(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회사의 등기부등본 사본 1부, 「별표 6」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를 제출 

   - 신고시기는 일반 기업결합의 사전, 사후 기준에 따라 2조원 미만은 사후, 

2조원 이상은 사전 신고 대상이 됨

◎ 사례 2 : 합병 당사회사의 계열회사 범위

[질의내용] 

 A사와 B사는 A사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을 하려고 하며, 양 당사
회사는 현재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지 않음. 이 경우 당해 합병의 신고 
필요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사와 B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산정할 때, 
합산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답 변]

 ◦ 공정거래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요건인 자산총액 또는 매

출액 기준은 해당 기업결합 전후에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 당해 사례에서 A의 경우 존속회사로서 합병 전후로 계열관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전체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함

   -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회사 뿐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는 계열회사까지 

모두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산정

 ◦ 그러나 B사의 경우 합병을 통해 통상적으로 종전 상위 계열관계에서 분리

되므로  자신과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회사 만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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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합병 신고대상 여부

[질의내용]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회사 B, C가 합병했을 때 기업결합 신고대상인가.
  회사A: 매출액과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이며, 상장기업. ‘갑’은 회사A의 

대주주이자 등기임원.
 회사B: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20억원 미만인 비상장기업. 회사 A와는 지분

관계가 없으나, ‘갑’이 B에 80% 출자
 회사C: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20억원 미만인 비상장기업. 회사 B가 회사 C에 

100% 출자.  

[답 변]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회사와 200억원 이상인 

회사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 이 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

 ◦ 회사 A, B, C,의 관계를 살펴보면, 위 회사들은 모두 계열회사 관계임 

   - A회사의 대주주인 甲이 기업집단의 "동일인"에 해당하고, 동일인 甲이 

B회사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A회사와 B회사는 계열회사 관계

   - B회사가 C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B, C도 계열회사 관계

 ◦ A, B, C의 자산총액을 모두 합산하면 2,000억원이 넘으므로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 다만 B회사와 C회사는 "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으로서 간이

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임

   -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요령 「별표3」의 합병신고서 및 첨부자료(합병계

약서 및 합병 후 존속회사의 등기부등본 사본 1부, 「별표 6」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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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양수

◎ 사례 1：영업의 일부 양수 시 신고 여부

[질의내용]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A사가 자산총액이 200억원 이상인 B사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영업양수도금액이 50억원 규모일 때 공정거래법
의 제12조(기업결합의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 
해당되는가?

[답 변]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음

  - 여기서 ‘영업’이란 회사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

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이며, 사례에서는 ‘영업’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 영업의 일부 양수라고 할 때, 신고의무가 있는 주요 부분의 양수인지는  

“① 양수 부분이 독립된 사업 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 ② 영업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인지 검토해야 함

   - ①과 ②는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사안의 경우 영업양수금액이 50억 이상이므로 양수 부분이 독립된 사업 

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었거나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한다면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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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 양수도 대상이 되는 사업부분의 비중이 작은 경우 

[질의내용] 

A사의 사업부분 갑을 B사에게 영업양도할 경우 갑의 규모가 A, B사 각
각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와 같음

  < 표 >                                                (단위:백만원)

구   분 영업양수도영업부문의
매출액 총매출액 비 중(%)

A사
3,000

300,000 1.0
B사 500,000 0.6

<표>에서와 같이 양도하는 법인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은 
사업을 양수하는 당사의 경우, 상기 규정의 「영업의 주요부분의 인수」에 
해당되는가?

[답 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영업의 

주요부분의 양수․ 임차”라 함은, 

   - 양수 또는 임차한 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서, 

   - 영업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 B사가 양수받을 갑 사업부분은 독립된 사업단위로 영위될 수 있는 것으

로는 판단되나, 양수금액이 A사 매출액의 1.0%에 불과하여 10%미만이고 

양수금액이 30억원으로 50억원 미만이므로 “영업의 주요부분의 양수․
임차”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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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영업양수에 있어 금지되는 이행행위의 범위

[질의내용]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가 영위 중인 사업의 일부를 영업양수하
려고 하는데 기업결합 신고 후 금지되는 계약이행행위에 영업양수도 대금 
지급도 포함되는가? 즉, 신고 후 30일 이내에라도 영업양수도 대금을 지
급할 수 있는가.

[답 변]

 ◦ 「기업결합 신고요령」Ⅲ.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마. 에서는,

   -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라 함은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금지불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나 

교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상표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영업양수도계약은 상법상 계약으로서 유상계약이며,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는 쌍무계약이므로 영업양수도 계

약의 이행행위에는 대금지급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대규모회사가 영업양수도 기업결합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후 30일 

이내에는 영업양수도 대금을 전액 지급하여서는 안 됨

◎ 사례 4：영업양수 중 ‘경영의 수임’

[질의내용] 

영업양수 중 “경영의 수임”도 기업결합 신고대상인지, 신고할 경우 영업양수
금액의 산정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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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경영의 수임”이라 함은 영업의 양도․양수회사 간에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수임인이 경영권행사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경영수임의 영업양수금액은 기업결합당사회사 간 계약에 의해 

책정된 수임료의 연간 총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라. 회사설립

◎ 사례 1 : 합작회사 설립의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

[질의내용]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각각 2,000억원, 200억원 이상인 A사, B사가 
50:50으로 출자하여 합작투자회사 C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에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는 어디인가?

[답 변]

 ◦ 공정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새로운 회사설립의 참여에 있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최다출자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 당해 사례에서 A사와 B사는 각각 C사의 50%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이

므로 A사, B사 각각에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함

   - 이 경우 A사는 B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B사는 A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기업

결합 신고를 해야 함

[질의내용] 

 다음의 경우 신고대상 회사와 상대회사는 어디인가?
 • A사, B사, C사의 자산총액은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180억원임
 • A사, B사, C사는 각각 40%, 30%, 30%씩 공동출자하여 D사(자본금 

200억원)를 설립하고자 함



- 85 -

[답 변]

 ◦ 위 경우는“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 최다출자자인 A사가 신고의무가 있는 회사(신고대상회사)이며 이 경우 

상대회사는 B사와 C사임 

 ◦ C사의 경우는 자산총액이 180억원으로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모인 200억원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 「기업결합 신고요령」III. 5. 다.는 신고회사(A사)와 특정상대회사(B사)가 

시행령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을 

충족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나머지 회사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C사도 기업결합 상대회사에 해당하며 신고서에 기입하여야 함

[질의내용] 

  다음의 경우 신고의무를 가지는 회사는 어디인가?
 • A사, B사, C사가 50:30:20 비율로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
 • B사와 C사는 계열회사로 특수관계인 관계임 

[답 변]

 ◦ 공정거래법 제12조 제5항은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 당해 사례에서 B사와 C사는 특수관계인이므로 합작회사의 주식은 A사가 

50%, (B사+C사)가 50% 보유하는 것으로 A사, (B사+C사)가 각각 최다출자

자가 되어 A사, B사, C사 모두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음

   - 이 경우 신고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으로 정하여 

대리인이 신고대리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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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다음의 경우 신고대상 회사 및 상대회사는 어디인가?
 • 외국법인 A : 일본기업으로 자산 및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의 법인이며, 

현재 한국내 회사인 B에 50%의 지분을 출자. 
 • 국내 법인 B : 자본금 200억원의 법인
 • 국내 법인 C : A, B와 관련이 없는 타 기업집단으로 자산 및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
 • 갑 : 개인으로서 국내법인 B의 임원이며 B의 지분 25% 소유
 • 외국법인 A사(50%), 개인 갑(25%), C사(25%)는 국내 법인 D를 설립 예정

[답 변]

 ◦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B에 50%를 출자하고 있으므로 A와 B는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것으로 보이며, 개인 갑은 내국법인 B의 임원

(등기임원만 해당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따라서 A와 갑은 모두 B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 특수관계인임

   -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A, 갑, C 중 A와 갑이 특수관계인에 해당

 ◦ 회사설립에서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모두 

합산(법 제12조 제5항)하여야 하므로 A와 갑이 75% 출자자로서 둘 다 본건 

기업결합의 최다출자자임

 ◦ 따라서 A와 갑이 C를 상대회사로 하여 공동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함

(법 제12조 제10항) 

[질의내용] 

 새로운 회사설립에 A사가 40%, B사가 30%, C사가 30%를 출자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는 누구인가? 단, B사와 C사는 계열회사 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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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신설회사 설립의 경우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신고함(법 제12조 제1항 5호)

   - 주식취득 또는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

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

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함(법 제12조 제5항)

 ◦ 이 경우 B사와 C사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60% 지분을 가진 최다출자자가 

되고 두 회사가 모두 신고의무대상회사가 됨

   - 다만,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를 신고대리인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법 제12조 제10항)

<적용사례 : 호텔롯데 등 5개사의 해태음료 영업양수 건>

◦ 롯데와 히카리인쇄간 자금지원, 이면계약 등의 증거는 없으나 다음의 사실을

고려할 경우 롯데가 히카리인쇄와 함께 해태음료의 경영을 공동 지배할 개

연성이 높다고 판단

- 롯데가투자목적이상으로국내에서의해태음료인수작업에적극적으로활동

․ 롯데가자신의명의로입찰에 참여, 호텔롯데가인수자금조달을보장, 계약보

증금 전액(246억원)을 롯데가 평촌개발에 대여, 클라리온과의 협상 결렬후

11월 15일까지 약 한달동안 인수 협상에 적극 참여

- 컨소시엄 구성원 중 롯데 외에는 국내 음료사업 기반 및 경험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롯데의 경영 참여가 불가피

․ 히카리인쇄의 주요 거래처중 하나가 일본 롯데(거래 의존도 : 11.5%)이므로

히카리인쇄가 롯데에 대해 우호적일 가능성이 큼

- 자금지원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히카리인쇄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히카

리인쇄사장의개인신용으로차입한다고하나증거자료제출이불충분

◦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11조제3호를 적용하여 히카리인쇄를 (주)호텔

롯데 및 롯데산업(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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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합작회사 설립시 신고 의무

[질의내용] 

 다음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합작회사를 설립
가능한가?

 • 외국회사인 A사와 B사는 80:20으로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
 • A사의 매출액은 3,000억원이고, B사의 자산총액은 180억원이나 B사가 

속한 B'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조 2천억원임 
 • B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0%임 

[답 변]

 ◦ 회사설립참여시 주식소유비율과 관계없이 최다출자자(A사) 또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은 직전년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일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가 있음

 ◦ 동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가 있을 

경우 사전신고(회사설립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기업결합완료일 전까지)를 하여야 함

 ◦ 사전신고를 한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주금

납입을 할 수 없으며, 사후신고대상 기업결합은 주금납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

   - 참고로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심사시 검토 사항이므로 기업결합신고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 정도와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함

◎ 사례 3：단독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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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조에 의하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
하게 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렇다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가 단독으로 총 발행주식 총액의 100%를 출자하여 새로
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가?

[답 변]

 ◦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 제1항 1호의 주식소유는 이미 존재하는 기

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20% 이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및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

 ◦ 또한, 법 제 7조 제1항 제5호 및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합작회사  

설립 시에는 최다출자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

   - 다만, 법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순수하게 특수관계인만이 참여하는 회사설립은 기업결합이 아니며 

동법 제12조에 의한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 사례 4：현물출자로 합작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질의내용]  

 A사가 현물출자(자산의 50% 이상)로 국내에 설립되는 합작회사의 지분 
45%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가?

[답 변]

 ◦ 기업결합은 회사 간의 결합이므로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합작회사 간의 기업

결합도 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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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2조(정의) 제1의2호에서도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여 주식취득뿐만 아니라 지분 취득의 경우도 신고해야 함

 ◦ 또한 지분 취득의 대가로 현금을 출자하는지, 현물을 출자하는지와 관계 없이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신고해야 함

 ◦ 따라서 A사가 국내에 신설되는 회사의 지분을 현물 출자하여 지분을 인수하고, 

이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라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업

결합신고를 하여야 함

◎ 사례 5：외국기업의 한국 내 신규법인 설립 

[질의내용]  

외국기업이 다른 개인투자자와 합작으로 한국에 자본금 10억원의 회사를 
설립하고자 함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종은 서비스업이며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자산규모는 약 2조원임. 외국기업은 한국에 설립하는 회사지분을 25% 취득
하고자 함.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의무가 있는가?

[답 변]

 ◦ 국내시장에서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일방이 2000억원, 타방이 200억원)에 해당되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함께 지분을 출자한 투자자가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 신고할 필요 없음

   - 그러나 개인투자자가 특정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고, 특정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기준인 규모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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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6 : 기존 사업 범위 내의 합작회사 설립

[질의내용] 

 다음의 경우에서와 같이 기존의 사업구조와 범위 내에서 합작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지? 

 • 현재 A사는 기계부품을 설계하고, 제품 설계 후 생산은 외주업체인 B사
에서 하여 고객에서 납품하는 사업구조임

 • A사와 B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각각 2,000억원, 200억원 이상임
 • A사는 외주업체 B사와 50:50 지분으로 합작회사 C를 설립하고자 함. 향

후 합작회사는 A사의 설계/영업부문과 외주업체 B사의 제조부문을 인수
하여 사업을 할 예정임. 

[답 변]

 ◦ 합작회사의 향후 업무영역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유무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사업구조와 범위 내에서 합작회사가 설립되어도 신고의무는 발생

 ◦ 당해 사례에서 A사와 B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200억원 

이상이므로 최다출자자인 A사, B사에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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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PEF설립

◎ 사례 1：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 참여시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

[질의내용] 

 A자산운용사(자산총액 250억원)는 B(대규모회사)와 C(자산총액 180억원)사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PEF를 설립하고자 함

 PEF의 규모는 180억원 상당이며 A사가 무한책임사원(GP)로 10% 참여하고 
B, C사는 유한책임사원(LP)로 각각 70%, 20%참여하고자 함

 이 때 기업결합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는 어느 회사인가?

[답 변]

 ◦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은 기업결합 유형 중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에 

해당하므로 최다출자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나,

   - PEF의 경우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을 무한책임사원(GP)이 하므로, 최다출자

자가 유한책임사원(B)이라 하더라도 무한책임사원(A)에게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음 (「기업결합 신고요령」 III. 5. 마.)

    · 또한,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중 최다출

자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

   - 따라서 A운용사가 기업결합신고회사로서 B, C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기업

결합신고를 해야 함

※ C사는자산또는매출액규모가 200억원 이상에해당되지않으나, 공동으로

참여하는 B사가 기업결합 규모요건을 충족하므로 기업결합신고 시에는

두 회사를 모두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

(「기업결합 신고요령」 Ⅲ. 5. 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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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시 신고방법 및 계열사 편입 여부

[질의내용] 

 PEF 설립시 대규모회사가 참여하면 기업결합 신고방법은 일반신고로 하여
야 하는가?

 PEF 설립 후 대규모회사는 PEF를 계열사로 편입하여야 하는가?

[답 변]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은 「기업결합 신고요령」II. 2. 라.에 따라 간이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간이신고 양식에 따라 신고함

 ◦ 설립된 PEF는 무한책임사원의 업무 집행 및 책임 하에 운영되므로 일반적

으로 무한책임사원(GP)의 계열사로 판단함

   - 다만, 지분참여자들간의 별도의 규정에 따라 PEF를 무한책임사원 외 특정

회사의 계열사로 지정한다면, 그 규정에 따라 PEF의 계열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함

◎ 사례 3：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시 신고시기 및 기업결합일

[질의내용]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에 대규모회사가 포함되어 사전신고대상인데 
동 PEF 설립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지분 참여회사간 
협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기업결합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

 • PEF설립 지분 참여자들의 자금투입시기가 각각 상이하다면 기업결합일은 
언제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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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PEF 설립에 대규모회사가 참여했다면 사전신고로 해야 하고, 이 경우 

기업결합 신고가 가능한 날은 설립에 참여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기업결합일 이전임

   - 다만, PEF 설립(출자)에 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신고의무발생

시점)을 요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전결규정상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날’을 신고의무 발생일로 봄

 ◦ 시행령 제18조 제8항 제5호에서 기업결합일을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

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규정

하고 있음

   - 위와 같이 PEF 설립 시 자금투입시기가 지분 참여자 각각 다르다면, 

기업결합일은 다른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최초 자금이 투입된 시점을 

기업결합일로 판단함

 ◦ 따라서, 위 경우의 PEF 설립 사전신고는 당사회사간 협약체결일부터 지분 

참여자 중 최초 자금투입시점 이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사례 4：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주식취득 

[질의내용]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가 설립 후 새로 유한
책임사원으로 PEF 사원으로 합류하려고 할 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가

[답 변]

 ◦ PEF 설립 당시에는 유한책임사원에게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설립 후 PEF 

지분 취득에 관하여서는 이를 면제하거나 간이신고토록 하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유한책임 사원으로 PEF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20% 이상 취득

한다면 일반원칙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함



- 95 -

바. 임원겸임

◎ 사례 1：임원의 정의

[질의내용]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임원겸임’에서 ‘임원’
이라 함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원만을 의미하는가?

[답 변]

 ◦ 공정거래법은 제2조제5호에서 “임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임원이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

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함

   - 이 규정에서 “이에 준하는 자”란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지 않

지만, 사실상 이사회에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경영 전반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 회사의 비등기 임원은 비록 이사의 직함은 갖고 있으나, 인사관리․기획관리 

등의 특정분야 업무에 종사할 뿐(즉, 종업원의 역할을 수행할 뿐)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비등기 임원들을 공정거래법상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함

◎ 사례 2：기업집단 내 “인사교류”가 임원겸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기업집단 내의 “인사교류”도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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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임원겸임” 중 계열회사간의 임원겸임에 대해

서는 기업결합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집단 내 인사교류에 임원겸임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대상은 아님

◎ 사례 3 :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대규모회사에의 임원 겸임

[질의내용]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임직원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
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의 등기임원 직위를 겸임하게 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 변]

 ◦ 공정거래법 제12조 제1항은 신고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에 있어 

신고회사의 규모가 상대회사의 규모보다 작은 경우도 반대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대규모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도 똑같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

 ◦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7조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면서 단서조항

에서 대규모회사 외의 자의 임원겸임은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실제에 있어서도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가 대규모회사 등기임원의 1/3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 당해 사례처럼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가 대규모회사 등기임원을 겸임

하는 경우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

* 비대규모회사의 대규모 회사 임원겸임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신고요령에

명시할 예정(2012.6월 중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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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파견 또는 휴직형식으로 출자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질의내용]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유형 중 하나로 임원 겸임, 즉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을 들고 있는데, 

 대규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출자회사에 그 종업원을 파견 또는 
휴직 형식으로 임원으로 보내면서 원소속 회사의 업무에는 일체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자회사의 업무에만 종사하게 하고 급여 등도 출자회사가 지급
하는 경우에도 '임원겸임'에 해당한다고 보는가?

[답 변]

 ◦ 임원겸임을 규제하는 주요 이유는 ①임원겸임을 함으로써 겸임회사와 피

겸임회사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독과점가격의 형성을 꾀하는 등 소비자

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②공동행위보다 더 결속력이 강한 기업

결합을 통해 가격, 수량 등에 관한 공동행위 금지의 원칙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파견 또는 휴직의 형식으로 출자회사의 임원으로 가는 경우에도 

시장지배력의 강화나 공동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임원겸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출자회사가 계열회사일 경우 임원겸임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사례 5 : 이미 겸임하고 있는 임원에 대한 신고의무

[질의내용] 

 회사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가 되었을 경우 이미 
겸임하고 있는 임원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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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임원겸임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되므로,

   - 대규모회사가 된 이후의 추가 임원겸임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되고, 그 이전의 임원겸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음

◎ 사례 6 : 임원겸임으로 인한 계열회사 편입

[질의내용] 

 다음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 A사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B사의 지분 29.9%를 보유하며 

2대 주주에 해당 
 • A사는 현재 B사의 등기임원 총 5명 중 2명의 등기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금번에 1명을 추가로 겸임시킬 계획
 • 1명을 추가로 겸임하게 되면 B사는 기업집단 편입요건에 해당되어 기업

집단편입 신고를 할 예정

[답 변]

 ◦ 공정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가 하는 임

원겸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고, 다만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

 ◦  그러나 이 때 신고의무가 제외되는 계열사간 임원겸임이란 해당 겸임행위 

이전에 이미 계열사 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의미

   - 이는 이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지배력이 미치고 

있으므로 임원겸임에 따라 해당 회사의 지배관계가 바뀌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당해 사례와 같이 임원겸임의 결과 계열회사가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지배관계가 변동되므로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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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7 : 임원겸임이 아닌 임원선임권

[질의내용] 

 임원선임권이 발생하였으나, 임원겸임이 아닌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가? 
(예컨대, 전문경영인을 임원으로 선임시키는 경우)

[답 변]

 ◦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임원겸임’에 대해 임직원을 다른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겸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즉, 임원선임권의 행사로서 임원겸임을 시키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되며 

임원겸임이 아니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사례 8：임원겸임 신고기간(30일)이 경과되기 전에 임원겸임을 해소한 경우 

[질의내용]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다가, 기업
결합일로부터 30일내에 사직,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결합신고대상
회사의 직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임원겸임신고가 필요한가?

[답 변]

 ◦ 임원겸임이 발생하였다가 신고 기한 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임원겸임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임원겸임의 발생 및 해소 사실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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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9：외국법인의 국내법인 임원겸임

[질의내용] 

A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의 해외법인이며, B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의 
국내법인임. A기업은 임직원 중 일부를 B기업의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상호 
경영상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① 이 경우 A기업은 국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② 만일 하여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답 변]

 ◦ 공정거래법 제7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회

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되는 경우 기업

결합(임원겸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경우 사내이사든 사외이사든 불문

   - 또한, 외국기업 간 기업결합 또는 국내기업이 외국회사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신고요건에 별도의 요건(국내매출액 200억원)이 필요하지만, 

    ·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기업결합 하는 경우는 통상의 국내기업 간 기업

결합과 신고요건이 동일함

 ◦ 따라서 해외법인인 A기업이 국내기업인 B기업의 임원겸임을 할 경우 임원겸임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때, 이의 근거는 공정거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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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0：직원이 자의적으로 타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경우

[질의내용] 

A사 직원이 A사의 경영전략과는 무관하게 다른 회사 B사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한가?

[답 변]

 ◦ 공정거래법 제7조 및 제12조는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임원겸임은 지배관계를 떠나 임원겸임행위가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며, 직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회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든 법원등기부상의 임원으로 

등기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함

   - 다만 직원이 개인적으로 겸임한 것으로 회사가 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는 등 기업결합심사를 면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시 참작사유로서 고려될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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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결합 심사

가. 지배관계

◎ 사례 1：기업결합에서의 지배관계가 인정되면 양사가 기업집단에 포함
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기업결합심사기준에 의하여 지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두 기업간에 
기업집단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지배력의 보유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
집단의 범위와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업결합의 지배관계 형
성여부 심사기준이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업결합에 의하여 지배관계가 
형성된 경우, 당연히 기업집단이 형성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특히, 주식 취득에 있어서는 20%정도의 주식 취득으로도 피취득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취득이 꼭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것
으로는 보이지 않음

[답 변]

◦ 현행「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의 지배관계 판단기준과 시행령 상 기업집단의 

범위 판단기준은 유사한 점들이 있음

- 예컨대, 주식취득의 경우「기업결합심사기준」상 지배관계 판단기준은 

주주권 행사를 통해 회사지배가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데

동 지배관계가 형성되면 기업집단의 범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큼

- 또한, 기업집단의 범위 요건 중 일차적인 것은 30%이상 최대주주인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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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업집단의 범위 요건은 주주권외에도 자금대차, 채무보증, 거래

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관계 판단기준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볼 수 있음

◦ 현행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기업결합심사

에서의 지배관계란 완전한 지배뿐만 아니라 거부권 등을 가지는 부분적인

지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판단기준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나. 경쟁제한성 판단

◎ 사례 1：기업결합의 유형 

[질의내용]

 기업결합 심사에서 수평․수직․혼합결합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답 변]

 ◦ 「기업결합심사기준」은 기업결합을 수평․수직․혼합결합으로 분류함

   - 수평형 기업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으로, 동종업계 또는 

대체재 시장 등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 시 수평결합으로 심사함. 

     예) 반도체 생산업체 간의 임원겸임, 동종 철강제조업체간의 합병

   - 수직형 기업결합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임

     예) 휴대폰제조업체와 통신업체의 합병, 백화점업체의 의류업체 주식취득

   - 혼합형 기업결합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의미

     예) 자동차제조업체의 조선업체 주식취득

 ◦ 기업결합당사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영위업종, 생산품목에 따라 수평․수직

결합, 수직․혼합결합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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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기업결합심사 시 안전지대 적용 여부

[질의내용]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하는 경우(안전지대)는 수평․수직․
혼합결합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답 변]

 ◦ 「기업결합심사기준」은 HHI* 기준에 따른 안전지대** 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규정(일반심사)

   - 이때 수평결합․수직결합․혼합결합인지에 따라 안전지대가 상이함

* 각 시장참여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허핀달․허쉬만 지수, Herfindahl-

Hirschman Index),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 결합 후 집중도가 특정 수준에 해당하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는 영역(Safe Harbor)

   - 수평결합일 경우(시장지배사업자로 추정될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에는 결합

당사회사의 관련시장의 시장집중도(HHI)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경쟁

제한성 없음으로 추정

    ① HHI가 1,200(저집중시장) 미만

    ② 1,200≦HHI(중집중시장) < 2,500 이고, 결합후 ∆HHI(증가분)<250

    ③ 2,500≦HHI(고집중시장) 이고, 결합 후 ∆HHI(증가분)<150

   - 또한, 수직․혼합결합에 있어서는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경쟁제한성 

없다고 추정 가능

    ①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 이고,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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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판단기준

[질의내용]  

  공정거래법에는 특정한 경우를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기업결합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규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①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지정요건(국내총공급액이 2,000억원 이상인 거래분야
에서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 3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이며, 제2위 회사
와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인 경우

 ②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
소기업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이고 
당해 기업결합으로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 

[답 변]

 ◦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은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규정

하고 있으나,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더라도「기업결합심사기준」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

 ◦「기업결합심사기준」은 경쟁제한성 판단요건으로 시장집중도 등을 규정

하고 있음(기업결합심사기준 Ⅵ-1-가.시장집중도) 

   - 즉,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심사기준 

Ⅵ-1-가(안전지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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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이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결합당사회사의 단독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등

다. 시정조치

◎ 사례 1：시정조치의 사례 및 시정조치불복 절차

[질의내용] 

 기업결합신고를 하였는데 공정위의 승인이 되지 아니하면 결합당사회사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답 변]

◦ 해당 기업이 기업결합신고를 하면 공정위는 동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적인지 여부를 심사함

- 심사를 통해 동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법 제7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 동법 제16조에 의거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채무보증의 해소,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업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하거나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이 중 어떤 내용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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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성의 성격이나 정도 등에 따라 다르며,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게 됨

◦ 따라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정조치의 내용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게 됨 

◦ 이러한 시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해당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공정위 처분 불복의 소도 제기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불복절차를 거쳐 최종

적으로 공정위 시정조치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정조치에 따라야 하고 따

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고발 등의 제재수단이 사용됨

◎ 사례 2：시정조치에 따른 의무의 이행 주체

[질의내용]

 경쟁제한성 있는 기업결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시장점유율 인하, 
설비매각, 가격인상제한 등)가 부과되었다면 의무 이행 주체는 신고회사인가? 
아니면 상대방회사도 포함되는가?

[답 변]

◦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는 양 당사자의 기업결합으로 

형성․강화․유지되는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자 결합 당사회사에게 부과

되는 것이므로,

-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당사자인 기업결합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각각이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음

- 또한, 기업결합 심사 시에는 결합 당사자를 하나의 결합체(Merged entity)로 



- 108 -

취급(법 제7조제4항제1호 본문)하여 시장집중도,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

하고 시정조치함

*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평가, 경쟁제한성판단, 시정조치는 결합체

차원에서 이루어짐

-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신고회사에게 시장점유율 축소 및 설비 및 자산매각

토록 시정조치하기도 하는데, 이는 신고회사가 상대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어 신고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도 시정조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임

◎ 사례 4： 시정조치 후 권리구제절차

[질의내용] 

1. 기업결합제한 조치에 불복하여 공정위 의결 후 심결절차가 끝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서울고법 또는 대법원 상고여부)이 가능한가?

2. 기업결합제한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이의재결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들어간 (서울고법에 제소한) 사례가 있는가?

3. 서울고법에 재결고지 30일안에 제소를 하면 그 다음 절차들은 
행정소송법상의 절차들을 따르면 소송물은 이의재결인가? 아니면 
기업결합제한조치인가? 

4. 공정거래법 51조를 보면, 시정권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라고 하는데, 위원회 심결 시에 시정권고가 나오면 해야 
하는지? 불수락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

[답 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4조,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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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불복의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다른 소송절차와 동일함

   - 따라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음.

   - 법 제7조(기업결합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2. 현재까지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서울고법에 제소한 사례는 코오롱의 고합 영업

양수도(2001, 소취하),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취득 건(2003, 소취하),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인수(2006, 패소), 이랜드리테일의 한국까르프(주) 주식취득

(2006, 패소) 건이 있으며,

   - 대법원 확정 사례는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주식취득 건(2004),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 케미컬즈 컴퍼니 주식취득 건(2006) 2건임 

 3. 불복의 소 "소송물"에 대한 판단 또한 일반원칙에 따름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자체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소송물이 되나,

 

   -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후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이 

원처분을 변경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 가능함

 

   - 즉, 재결이 원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이 소송물이 될 것이며 

재결이 원처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처분"이 소송물이 될 것임

 4. 법 제51조에서 규정된 시정권고는 위원회 상정 전의 절차로서, 법위반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므로 시정권고와 같은 처분을 피심인이 수락할 것인지에 

대한 통지임

   - 시정권고를 수락한다면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없이 시정권고가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불수락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시정권고는 법적 효

력이 없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정조치 등을 명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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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결합 관련 제재 수단

◎ 사례 1：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내용] 

 기업결합 신고의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답 변]

 ◦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가 1)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신고기간을 도과

하여 신고 한 경우, 3)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2호 참조)

   - 과태료의 금액은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됨

 ◦ 과태료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별로 기업결합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에 따라 최소 100만 ~ 2000만원까지 부과되며, 허위로 

신고한 자는 7000만원이 부과됨

   - 그 외 신고기한 도과기간, 위반횟수, 기타 가중․감경사유에 따라 금액이 

결정됨

◎ 사례 2：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질의내용] 

 기업결합의 이행강제금은 어떤 경우 부과되며 그 근거 조항 및 관련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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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기업결합의 이행강제금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를 위반하여 제16조

[시정조치 등]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기준범위 내에서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부과됨(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 참조)

   - 예를 들어 주식취득 및 새로운 회사 설립 참여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액 합계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이 

매 1일당 부과됨

   - 합병의 경우 합병의 대가로 교부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액의 

합계액에,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양수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이 

매 1일당 부과됨. 임원겸임의 경우는 매1일 200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됨

◎ 사례 3：벌칙 여부

[질의내용] 

 기업결합의 벌칙의 근거 조항은 무엇이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답 변]

◦ 기업결합의 벌칙은 고발조치와 벌금이 있음

-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는 법 66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법 제16조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자는 

법 67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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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최근 시정조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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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롯데쇼핑(주)의 CS유통(주) 주식취득 건(’12.1.18.의결)

(가) 기업결합내용

 ◦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CS유통 주식회사 주식 99.4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2011.6.10.)

* CS유통 : SSM시장 7위(2.0%)로 직영점(굿모닝마트) 35개, 임의가맹점

(하모니마트) 176개 등을 운영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마트 시장”

  ◦ SSM은 유통업체의 스펙트럼 상 대형마트와 개인형 슈퍼마켓 사이에 위치해 

있으나,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와 대체가능성이 더 크다고 인식

  ◦ 개인형 슈퍼마켓은 소비자의 인식․ 배송서비스․ 온라인 슈퍼마켓 운영․ PB상품 

판매 등에서 SSM과 차이

  ◦ 다만, 임의가맹점 하모니마트는 점주가 자본을 전액 투자하고 본사의 통제없이 

판매가격 및 상품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SSM에서 제외

 □ 지리적시장 : “전국시장” 및 “지역시장”

  ◦ (전국시장) 본사 중심으로 유통망 운영, 구매 및 매장 관리, 가격책정 등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감안

  ◦ (지역시장) 대형할인마트는 반경 5km 주변으로 획정하고 SSM은 반경 1km 

주변을 지역시장으로 획정하되,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법을 적용하여 지역

시장을 확대

(다) 시장집중도

  ◦ 전국시장 및 15개 지역시장의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준」 상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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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지역시장(서울 서초구·동작구, 의정부, 춘천)의 경우 안전지대에 해당

하지 않으나,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도 않음

  ◦ 1개 지역시장(대전 유성구 송강동․ 관평동)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추정

<2010년 대전 유성구 송강동․ 관평동 지역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점포명 점유율(전) 점유율(후)
롯데쇼핑 롯데마트 대덕테크노밸리점 86.2 94.9씨에스유통 굿모닝마트 송강점 8.7

농협 하나로마트 북대전농협관평지점 5.1 5.1
합계 100.0 100.0

(라)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3개 지역(서울 서초구·동작구, 의정부, 춘천)은 

근거리에 유력한 경쟁사업자 및 대형 개인슈퍼마켓이 존재하여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음

  ◦ 그러나 대전 유성구 송강동․ 관평동은 결합 후 피심인이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가격인상, 소비자 선택폭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유일한 경쟁사업자인 농협 하나로마트는 영업면적 면에서 피심인

에게 실질적인 경쟁압력을 행사하기 어려움

  ◦ 또한, 현재 하모니마트가 SSM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결합 후 계약관계 변경

으로 언제든지 피심인의 SSM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면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5개 지역 중 

4개 지역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이 인정됨

   - 1개 지역(시흥)은 완전 독점이며, 3개 지역(평택 팽성읍, 대전 유성구, 서산)은 

2위와의 격차가 큰 1위 사업자로 신규 진입 가능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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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규 진입 가능성

  ◦ SSM과 대형마트의 경우 점포개설을 위해 입지와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필요하나, 해당 지역의 경우 이미 인구 수 대비 SSM 등이 충분히 진입

하여 향후 신규진입 가능성이 낮음

(바) 시정조치

  ◦ (구조적 조치)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지역시장의 SSM 점포(대전 유성구 송

강동의 굿모닝마트 송강점)에 대해 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

 ㅇ (행태적 조치) 향후 5년간(~2016.12.31.) 하모니마트 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①하모니마트와의 거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②하모니마트 상호를 ‘롯데’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➂향후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4개 지역시장 하모니마트(시흥의 

시흥조남점, 평택 팽성읍의 팽성점, 대전 유성구 원내동의 대전원내점, 

서산의 서산동문점)를 직영점으로 인수시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조치



- 116 -

2. 웨스턴디지탈의 히타치GST 주식취득 건(’12.2.3.)

(가) 기업결합내용

 ◦ 웨스턴디지탈은 히타치GST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2011.4.8)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데스크탑용, 노트북용, 가전용, 기업용 HDD 시장”

  ◦ HDD는 용도별로 효용 및 가격 상 차이가 있고, 상호 수요 및 공급 대체 가

능성이 낮아 세부 용도별로 상품시장을 획정

 □ 지리적 시장 : “세계 시장”

  ◦ HDD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운송비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 수요

자도 HDD 판매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인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계 시장으로 획정

(다) 시장집중도

  ◦ 노트북용HDD 시장 및 기업용중 Business Critical Enterprise HDD 시장은 

법 제7조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

  ◦ 데스크톱HDD 시장 및 가전용(3.5")시장은 결합 후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안전지대에도 해당하지 않음

  ◦ 기업용 중 MCE(Mission Critical Enterprise)시장, 가전용(2.5“)시장은 결합 

후 시장상황에 큰 변화가 없어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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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이후 시장상황 변화(%)>

구분
데스크톱

용
(3.5̋ )

노트북용
(2.5 )̋

기업용 가전용
(MCE) (BCE) (3.5̋ ) (2.5̋ )

시
장
점
유
율

WD/HGST 53.2 47.2 25.5 61 53 38

Seagate/Samsung 46.8 31.6 65.5 39 47 12

Toshiba - 21.2 9 ? - 50

HHI 5020
(△1824)

3675
(△1556)

5021
(△30)

5242
(△1852)

5018
(△1132)

4088
(△326)

점유율 격차(1-2위) 6.4 15.6 40.0 22.0 6.0 12.0
추정요건* 충족여부 미충족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미충족

(라)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 당사회사 결합 후, 데스크톱용 또는 가전용(3.5") HDD에서 가격인상 또는 

공급량 축소 등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큼

   - 히타치GST는 WD의 직접 경쟁자로 구매자들로부터 품질 수준이 가장 

높다고 인식되고, 신제품 출시율이 WD보다 높은 혁신적인 경쟁자에 해당 

  ㅇ 또한 구매자들이 다수 공급원 전략을 행사하는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

수의 감소로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폭 축소

(마) 공동행위 가능성

  ◦ 양 회사의 결합으로 인해 3.5“데스크톱용HDD, 가전용(3.5") HDD시장에서 

주요 사업자가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HDD 생산업체간 협조가능성 증가 

   - 히타치GST와 같은 일종의 독행기업(Maverick)이 사라짐에 따라 사업자간 

명시적, 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해지고, 정보공유 가능성 증대

   - 또한, 기본적으로 동질적 재화인 HDD의 특성 및 여유설비의 부족 등에 

따라 협조상태에서의 이탈가능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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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효율성 증대효과 여부

  ◦ 피심인이 주장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결합 특유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기도 곤란

(아) 시정조치 : 매각조치 등

  ◦ 3.5인치 생산관련 자산 매각(관련 지식재산권의 사용권 부여 등을 포함)

  ◦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된 자산의 이전

  ◦ 자산매각 이후 3년간 핵심부품 공급의무

  ◦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들의 이전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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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 2010년 12월 시장점유율(%)

(주)티브로드낙동방송 40.0
동서디지털방송 48.1
당사회사 합계 88.1

위성방송 3.2
KT 5.2

SK브로드밴드 0.8
LG U+ 2.7
총  합 100.0

3. (주)티브로드낙동방송의 동서디지털방송 주식취득 건(’11.11.24)

(가) 기업결합내용

 ◦ (주)티브로드낙동방송은 주식회사 동서디지털방송의 주식 84.4%를 추가취득

(총 100%)하였으며, 방통위는 이에 대해 공정위에 협조를 요청(2010.11.10)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다채널 유료방송시장”

  ◦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종합유선방송과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위성방송과 

IPTV를 포함한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

 □ 지리적 시장 : “부산 서구․사하구 지역”

  ◦ 유료방송시장의 법적․제도적 장벽을 고려하여 양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부산 서구․사하구지역”으로 획정

(다) 시장집중도

  ◦ 부산 서구․사하구지역에서 결합 후,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88.1%로 

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KT, 5.2%)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임 

<부산 서구․사하구지역의 다채널유료방송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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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독효과 : 가격인상(할인감소) 및 소비자 선택감소

  ◦ 현재 부산 서구․사하구지역은 경쟁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하여 독점 지역 대비 

가격이 낮은 상태로서 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음

   * 집중도가 가장 높은 아날로그 방송의 묶음2상품의 경우 (주)티브로드낙동방

송과 주식회사 동서디지털방송은 단체고객요금을 정상가 대비 각각 68.3%, 

73.6% 할인판매하고 있음

   * 동일 기업집단(티브로드)의 독점지역에서 제공하는 유사 상품은 이에 비해 

정상가는 16.6~50%, 할인가는 268%~468% 높은 수준임

   - 실제로도 양 당사회사는 주식취득 계약에 근접한 시점에 묶음2상품의 개인

고객요금과 단체고객요금을 각각 20%, 28.8% 인상한 사실이 있음

  ◦ 묶음상품별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채널(시청률 상위 30위) 수의 축소 

또는 변경편성, 의무형상품의 가입거절 또는 미고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 

폭이 감소될 가능성도 높음

(마) 신규진입 가능성 : 거의 불가능

  ◦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 신규진입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 방통위의 사전승인이 필요

   - SO의 경우 방송구역 수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고, ‘방송구역(77개) 

별로 1개 SO'로의 개편정책을 추진

   - 위성방송 등의 경우에도 사전승인 외에,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상당기

간의 준비기간과 대규모의 인력 및 방송설비가 필요

(바) 예외인정 가능성

 ◦ 효율성 증대효과 항변 : 인정곤란

  - 피심인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결합의 특유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쟁제한의 폐해가 이보다 더 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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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불가회사 항변 : 해당 없음

(사) 시정조치내용 : 행태적 제한조치(4년, ’15.12.31일까지)

 ◦ 가격인상 제한조치

  -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아날로그방송의 개별 및 단체가입 수신자의 

묶음채널상품별 수신료 인상 금지

   * 당사회사의 아날로그 방송 ARPU(Average Revenue Per User)가 티브로드 

소속 다른 경쟁지역 SO의 아날로그방송 ARPU의 가중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인상 허용

 ◦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의무형상품의 가입거절 또는 미고지 금지

 ◦ 채널변경 시에 14일 이내에 위원회 보고



- 122 -

4. BHP 빌리턴과 리오틴토의 합작회사 설립 건
   (’10.10.1 자진철회)

(가) 기업결합내용

 ◦ BHP빌리턴과 리오틴토는 호주 서부지역의 철광석을 생산하는 합작회사

(WAIO JV)를 50:50의 지분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조인트벤처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이를 신고(2009.12.28)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해상운송 분광, 괴광, 펠릿”

  ◦ 철광석 광종을 기준으로 분광, 괴광, 펠릿으로 구분하여 획정하고, 운송수단을 

기준으로 해상운송 시장으로 획정

   * 각 광종은 기능 및 효용 상 차이가 존재할 뿐 아니라, 상품 가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요․공급대체 가능성도 낮은 측면이 존재

 □ 지리적 시장 : “세계 시장”

  ◦ 동아시아와 서유럽 간 유사한 경쟁상황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계시장

으로 획정

 ◎ WAIO JV의 효과 : 양 사간 경쟁이 실질적으로 소멸하여 “완전한 결합“과 
유사한 효과 

(다) 시장집중도

  ◦ 괴광 시장 : 결합 후 점유율이 55%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격

차가 커 경쟁제한성이 추정됨

  ◦ 분광 시장 : 결합 후 점유율이 38%로 경쟁제한성은 추정되지 않으나, 1위 

사업자가 되어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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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펠릿 시장 : 결합 후 HHI 지수 2,560의 고집중 시장이 되나, HHI 증가분이 

82로 150미만이므로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되어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됨

<세계 해상운송 철광석 시장별 점유율 현황(2008년 기준)>
분광(Fine) 괴광(Lump) 펠릿(Pellet)

공급업체 점유율 공급업체 점유율 공급업체 점유율

BHPB BHPB/
Rio

15.82%
38.09%

BHPB BHPB/
Rio

23.01%
55.17%

BHPB BHPB/
Rio

6.37%
12.83%

32.16% 6.46%Rio 22.27% Rio Rio
Vale 30.19% Vale 10.42% Vale 46.90%
FMG 2.51% Kumba 9.42% LKAB 9.86%

Kumba 2.16% Assmang 2.65% CSN 4.45%
기타 27.05% 기타 22.34% 기타 25.96%

(라)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 생산 조인트벤처를 통해 공급을 감축할 경우 개별 업체의 입장에서는 감축

하는 공급량은 절반이 되고, 가격인상 효과는 동일해지므로 생산량 감축의 

유인이 증가

   * 임계기울기 분석결과 및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도 생산량 감축 및 가격인상의 

효과를 나타냄

  ◦ 또한 향후 철광석의 수요가 유지 또는 확대되는 전망 하에서도 장기적으로 

생산능력 확장계획을 지연 또는 철회함으로써 공급감축의 효과를 얻을 유인

  ◦ ① 이전가격 부풀리기, ② 제품 표준화로 인한 수요자 선택가능성 제한 등의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 가능

(마) 공동행위 가능성

  ◦ 기업결합 이후 ① 주요 공급자가 3에서 2로 줄어들어 공급자 측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커지고, ② 분광부문에서 경쟁사업자인 Vale와 규모가 유사해지며, 

③ 기존 BHPB와 Vale간의 조인트벤처(Samarco)를 고려할 때 3대 공급업

체간 지분이 연계되는 효과가 있어 공동행위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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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규진입 가능성 및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여부

  ◦ 철광석 광산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신규진입이 활발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경쟁제한 우려가 완화되기 

어려움

  ◦ 또한, 중국 등 육상운송 철광석은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재로 작용할 가능

성이 없어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움

(사) 효율성 증대효과 여부

  ◦ 피심인이 주장한 생산량 증대에 따른 효율성 등은 기업결합에 특유한 효율성

으로 보기도 어렵고 수요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없어 불인정

(아) 시정조치

  ◦ 위원회는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으며, 당사

회사는 합작회사 설립계획을 자진하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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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회사 등 피취득회사 등 MBC 계열회사 SBS 계열회사 KBS 계열회사 기타
20.8% 11.1% 6.3% 5.4% 3.1% 53.3%

5. 씨제이오쇼핑 등의 온미디어 주식취득 건(’10.8.31)

(가) 기업결합내용

 ◦ 씨제이오쇼핑 및 그 계열회사 7개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온미디어의 주식 

55.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2010.1.14)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방송채널사용사업”

  ◦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와 구분되고,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대체할 다른 서비스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아 방송채널사용사업

으로 획정

 □ 지리적 시장 : “국내 전국 시장”

  ◦ 방송채널 거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외국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와 거래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획정

(다) 시장집중도

  ◦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당사회사는 결합 후 점유율이 31.9%로 1위 사업

자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25.6%p로 경쟁제한성이 추정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장점유율(2008년 매출액 기준)>

  ◦ 또한, 결합 후 당사회사의 시청점유율도 대폭 상승하여 영화의 경우 80.1%, 

만화의 경우 67.2%, 생활(여성)장르는 4.8%, 취미장르는 67.9%에 이름

(라)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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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합 이후 증대된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계열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특히, IPTV)에 

대해 부당한 거래개시 거절 또는 거래중단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증대

(마) 신규진입 및 해외경쟁 도입 가능성

  ◦ 인기 채널 제작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수익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 최근 

5년간 유력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진입 가능성 희박 

  ◦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가 불투명하고, 발효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유력한 해외 경쟁사업자의 진입가능성도 미미

(바) 효율성 증대효과 여부

  ◦ 피심인이 주장한 생산량 증대에 따른 효율성 등은 기업결합에 특유한 효율성

으로 보기도 어렵고 소비자후생 증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어 불인정

(아) 시정조치 : 행태적 시정조치(2013.12.31.일까지)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그와 관련하여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채널공급 변동내역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

   - 계열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동등한 채널접근 기회를 제공

   -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종전 기준에 준하여 채널 공급을 지속

  ◦ 시장구조의 급격한 변화 또는 중대한 사정변화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의 이행에 

관하여 공정위와 사전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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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업결합 규제 관련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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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
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
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

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제12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
자산총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
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과 
자본금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
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 

  ③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의 관련 조문(’12.6.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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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

분할합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
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
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2007.8.3>
  ④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
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
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을 말한다. 

제12조의2(대규모회사의 기준) 법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
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제1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법 제8조의2제1
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3호 후단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1조제
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12조의4(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
결합)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제
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

사의 생산설비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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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
외한 회사중 제1위인 회사를 말
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
의 25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
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
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
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
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①법 제12조
제1항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이 2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부분 전단에서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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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
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
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
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
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
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
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
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
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
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내 매
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
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
매출액·자산총액·사업내용과 당해 기업
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
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
제7항 및 제9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⑥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
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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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
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
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
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
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
제2호의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
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
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
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
제1항ㆍ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
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주권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
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⑦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최다출자
자가 되는 경우"라 함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
우를 말한다. 

  ⑧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
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사유로 주식소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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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
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같은 법 제142조제1
항의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제외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
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
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
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④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규
정에 의한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
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

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
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
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
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
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
입기일의 다음 날

  ⑨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
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유상증자의 결과 실권주(失權株)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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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
지의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
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제7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
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2.3.21. 신설>
  ⑧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
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
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
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3.21. 개정>

  ⑨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6항에 
규정된 신고기간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
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0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
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소각 또는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
율이 증가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⑩법 제1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
을 취득·소유하기로 계약·합의 등을 
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하여 결정된 날

  2. 합병·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
병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
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

  ⑪법 제12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①
법 제12조제1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
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정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당해 대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135 -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하
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정
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
라 한다)에 관한 승인ㆍ변경허가추천 등
(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
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2조(기업
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통
신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010.3.22>
  2.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

  3.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
고자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②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
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수된 
날을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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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신고가 있은 날로 본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
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
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
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
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
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금융
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
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
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
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
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
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
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
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
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
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



- 137 -

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
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
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의 규정에 위
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
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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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

과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조( ),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21조(是正措置), 제24
조(是正措置), 제27조(是正措置), 제
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제31조(是正措置) 또는 제34조(是正
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69조의2(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
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
고를 한 자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
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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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2012. 6. 1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2- 15호

Ⅰ. 목 적

  이 고시는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영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규
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고대상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기업결합(이하 “일반신고대상”이라 한다)
과 간이신고대상기업결합(이하 “간이신고대상”이라 한다)으로 분류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한다.

   가. 기업결합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
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
다)인 경우

   나. <삭제 ’07. 12. 14>

   다.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
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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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
업결합하는 경우

   바.「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3. 간이신고대상은 본 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업결합
유형별 신고서에 「별표6」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고로도 할 수 있다.

Ⅲ.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
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
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및 제2호
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
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
에는 제2호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라 함은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소유
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나 주식의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승
하는 경우(의결권 없는 주식이 총회 의결 등으로 인해 의결권이 회복
되는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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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주권상장법
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미만에서 100분의 20(주권
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이 되는 날로 본다.

   라.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날로 본다.

   마. 영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제8항제1호가목의 “교부”라 함은 인도 
이외에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에 의한 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에 의한 점유개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
도)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

   바. 주식취득 또는 소유 후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과 동
일한 경우 또는 동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 제12조
제1항제3호에 의한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
투자전문회사(소위 ‘PEF’를 말한다.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외
국을 소재지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가 다른 회사의 주
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신고시 기존 투자현황(피투자회사 및 
영위업종, 출자비율 등), 무․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영위 업종 등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산은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미 출자하
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그의 계열회사를 포함
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른 회사에 임원겸임(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인 회사가 임원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의한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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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아.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서 “주식소유”란 주권을 교부받거나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
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
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6개월 내에 재매각되는 경우에 한한다)

   차. 하나의 계약에서 2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된 거래행위만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결합 개요에는 거래의 전체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대규모회사의 임원겸임신고

   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3호의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당
해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가 
「별표2」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야 한다.

   나.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이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대규모회사 아닌 자의 대규모회사 임원겸임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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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회사의 합병신고

   가. 회사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제3호의 “다른 회사와의 합
병”을 하는 경우에는「별표3」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
여야 하며, 법 제12조제6항 본문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존속회사
(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 단서에 의할 경우에는 존속 예정인 회사
(흡수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결합 당사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
우에는 위 가.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가. 회사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고정자
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한다. 여기에는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직․인력․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포함한다), 특허권․상표권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
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주요부분”이라 함은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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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
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업양수금액에는 양수목적물인 영업부문 또는 영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수대금 이외에 관련 부채의 인수시 그 부채금액을 
포함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임차하거나 경영수임의 경우
에는 임차료 또는 수임료의 연간 총금액을 위 양수금액에 준하여 적
용한다.

   라.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경영의 수임”이라 함은 영
업의 양도․양수회사간에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체결등을 통하여 수임인이 
경영권행사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서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라 
함은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금지불의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나 교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상표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
한다.

   바. 다른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 함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
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등 연속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
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가 법 제12조(기업결
합의 신고)제1항제5호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
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인수 비율을 불문하고「별표5」의 신고
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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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회사설립 후의 주식소유비율이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2조(기업결합
의 신고)제1항제5호에 의한 회사설립참여 신고내용과 동일하거나 동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대로 이루어진 경우(상대회사도 포함
한다)에는 다시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와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간에 영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한 
나머지 회사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라. 신고의무가 있는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중 최
다출자자(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최다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을 기업결합신고대리
인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위 라.에 따른다.

   바. 영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은 새로 설립
되는 회사가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사설립시 결합당사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일방이 외국회사라도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국
내회사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서 “주식인수행위”라 함은 배정된 
주식의 대금을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 최다출자자가 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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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
니한다. 

Ⅳ. 기업결합 당사자중 외국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영 제18조 제3항의 국내 매출액이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그 규모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
합일 후까지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산
한 규모를 말한다.

 
   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영업양수의 경우 양도회사의 

국내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계열회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국내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또는 
계약 특성상 대한민국에 대해 최종 매출이 이루어질 것임이 용이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에 포함된다.

   라. 상대회사가 신고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은 그 
상대회사 및 그 상대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 만을 
합산한다.

 2.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는 피취득회사의 자국 관련법상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법 제12조제2항의 계열회사는 법 제2조(정의)제2호 및 제3호, 영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회
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총액, 납입자본금,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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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는 당해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매출액(국내매출액도 동일하다), 당기순이익은 직전사업년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Ⅴ. 기업결합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1.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에 의한 기업결합의 사전심사요청은 본
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의 관련기업결합유형의 신고서양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후 본 신고를 할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당시 
제출한 자료는 다시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의적 사전심사가 종료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청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1항 및 영 제19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기업
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7」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Ⅶ. 대규모회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예외

 법 시행령 제18조제9항제2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공개매수
   나. 유증(遺贈)
   다. 해당 기업결합이 타 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로 일원화

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해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라. 담보물권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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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회복

Ⅷ.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
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6.19.>

이 고시는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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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재)신고서 신고

유형(1)
 □ 일반신고
 □ 간이신고

  
(2)

신

고

인

회 사 명
(또는성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 
전화 :
팩스 : 사업자번호(3)

재무상황(4)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

매 출 액
(기업집단전체) (              )

국내매출액
(기업집단전체)(5) (              )

주요사업

상

대

회

사

회사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 
전화 : 
팩스 : 

재무상황(4)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
매 출 액

국내매출액
(기업집단전체)(5)      (          )

 주요사업
    

 
주
식
취
득
내
용

주    주 주식 소유비율 (%) 총취득
금액 취득일(계약일)(8)

취 득 전 취 득 후

신고인
관련

당해신고인
특수
관계인

계열회사(6)

회사 외의 
자(7)

     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기
업결합의 신고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회사(8)                  대표자                   (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 중

  

 ※신고관련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과태료)에 의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붙임 : 기업결합 신고 첨부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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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시

 (2) 신 고 인 :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고인별로 별지에 기재. 신고인이 
회사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란만 명기

 (3) 사업자번호：신고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기재,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는 주
민번호를 기재

 (4) 재무상황 : 영 제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5) 국내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 신고인
(또는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과, 당해 신고인(또는 상대회사)
과 기업결합일 이전에도 계열회사이고 기업결합일 이후에도 
계열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6) 계열회사 : 영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의해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함

 (7) 회사외의 자 :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함

 (8) 취득일(계약일) : 영 제18조제8항제1호 각목의 기준에 따라 기재. 

 (9)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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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일반신고의 경우

 가. 신고회사의 주주현황(신고일 현재 기준)
주  주 소유주식수 주식소유비율(%)

합  계  100.00

주)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 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나. 상대회사의 주주현황(신고일 현재 기준)
주  주

소유주식수
주식소유비율(%)

구   분 성명 또는 
명칭  취득전 취득후

신고인관련

동일인
특
수
관
계
인

계열회사

회사외의자

계

기   타 
법인
개인

계
합    계 100.00 100.00

주)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 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다. 계열회사 현황 :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아래 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
하되, 외국 소재 계열회사는 국내 매출액이 없을 경우 회사명, 소재지, 
주요업종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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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회사명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
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주주(%)

합계
\
  주1)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를 각각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

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주4)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라. 관련시장 현황(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별로 각각 작성하되 주요품목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중복 작성 불필요)

  (1) 주요품목의 수급 등 시장상황 :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첨부
  (2) 주요품목의 주요 특성, 기능 및 용도
  (3) 주요품목 관련 경쟁상황 : 회사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작성

 마. 기업결합의 개요서(신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기재할 것)
  (1) 기업결합의 내용 및 기업결합의 사유
  (2) 기업결합심사기준상 간이심사 대상 여부 및 그 사유
  (3) 기업결합에 따른 지배관계 형성 여부 및 그 사유
  (4)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의 획정 및 그 사유
  (5)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견해 
  (6)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

 바. 주식취득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주권교부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 1부
 사. 임원겸임계획서 : 신고인 및 신고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취득 또는 소유 회사에 

대하여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명, 신고인관련 
계열회사에서의 직위, 주식취득 또는 소유회사에서의 직위, 
신고인과의 특수관계인 해당 내용 등을 기재

 아.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
(등기부 등본 : 당사회사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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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감사보고서 : 상장
회사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외국회사는 외국법률에 의한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제출하여야 함)

 자. 재신고의 경우에는 최초신고일, 최초 신고당시 지분율 등을 작성․첨부
 차.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주식취득시 추가 서류
  (1) 당해 PEF가 이미 출자한 회사(피투자회사)의 영위 업종, 피투자회사에 대한 

당해 PEF의 출자비율(주식소유비율 등) 및 지배관계 형성 여부(출자비율, 
임원겸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설명) 

  (2) 당해 PEF에 대한 사원(무․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사원의 영위 업종
  (3) 당해 PEF에 대한 사원들의 지배관계 및 무한책임사원의 계열회사 현황

(영위 업종 기재 포함)

2. 간이신고의 경우

 가. 주식취득 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주권교부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 
1부

 나. 별표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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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은 뒷면참조

주요품목의 수급등 시장상황

회사명

품목명(1) 당 해 제 품 
매출액(2)

(국내)
(수출)

표준산업분류번호
(5단위기준)

주요 경쟁사업자 및 시장점유율(%)(3)

기업결합당시의 2년전 현황 기업결합당시의 직전년도 현황

사업자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사업자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1)
(2)
(3)
․
(수입)
 계

(1)
(2)
(3)
․
(수입)
 계

국내 및 해외 진입장벽 여부 

국내․외 진입장벽(4) 수입제도

ㅇ 법적․제도적 진입장벽여부 :

ㅇ 지역제한 여부 :

ㅇ 최근 5년간 진입사례 : 

ㅇ수입제한여부 :

ㅇ최근 5년간 수입비중 : 

ㅇ실행관세율(5) :              (관세명 :    )

관련자료․통계의 출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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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품목명 :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매출액기준(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국내 매
출액 기준으로 함) 상위 3개품목별로 각각 작성하되, 3개품목에 
대한 제조공정, 특성, 용도, 가격등 제품설명을 기재. 다만, 신고
인과 상대회사가 동일한 품목(용역포함)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당
해제품의 매출액이 작더라도 반드시 포함

  (2) 당해제품 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국내 및 수출 구분없이 당해제
품의 전체매출액을 기재

  (3) 주요경쟁사업자 및 시장점유율 : 국내시장점유율이 5%이상인 사업자는 모두 
기재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기타로 기재하되 업체수를 표시,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다만 당해 상품의 지리적 시장이 국내보다 더 넓다고 
본 경우에는 확장된 시장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에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당해회사의 당해상품의 국내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시장점유율 =  ─────────────────────
                      당해상품의 국내 총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4) 국내․외 진입장벽 :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지역제한 등 진입장벽과 관련
있는 관계법령 및 관계 규정, 최근 5년간 시장진입 사례가 있을 경우 
생산규모와 소요비용․기간효과적인 생산규모와 소요비용․기간, 기타 시장
진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 등을 기재

  (5) 실행관세율 : 잠정, 덤핑방지, 할당관세등 실제 적용되고 있는 관세율 및 
관세명칭을 기재

  (6) 관련자료․통계의 출처 : 인용한 자료․서적명, 출판사 및 발표날자 등을 
기재. 다만, 국내에 근거할 자료가 없는 경우 회사 내부조사 자료도 사용 
가능

  (7) 기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작성
      (가) 신고회사의 자국 및 세계 시장 매출액, 점유율, 가격 및 생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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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고회사그룹의 국제적 영업활동 내역
      (다) 기업결합 완료후 예상되는 소유 및 지배구조, 재무구조
      (라) 기업결합 주요단계에 대한 설명, 기업결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내역
      (마) 관련시장에서의 원재료 의존관계등의 수직적 결합정도(당사자, 경

쟁자)
      (바) 신고대리하는 경우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의 이름, 직위, 주소, 전화

번호, 팩스번호

    ※ 상기 양식에 의한 작성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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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 참조

임원의 겸임 신고서 신고유형(1) 
 □ 일반신고

 □ 간이신고

신

고

회

사

회 사 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 
전화 : 
팩스 : 

사업자번호
(2)

재무상황(3)

(단위:백만
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

매 출 액
(기업집단전체) (                )

국내매출액
(기업집단전체)(4) (                )

주요사업

상

대

회

사

회사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 
전화 :
팩스 :

재무현황(3)

(단위:백만
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

매 출 액
국내매출액
(기업집단 전체)(4) (                )

 주요사업

임원겸임 내용 
겸임자 성명 신고회사에서의 

직          위
상대회사에서의 
직          위 임원겸임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회사(5)                     대표자                   (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 중

※신고관련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69조의2(과태료)에 의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붙임 : 기업결합 신고 첨부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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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시

 (2) 사업자번호 : 신고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기재,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는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

 (3) 재무상황 : 영 제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 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4) 국내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 신고

회사(또는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과, 당해 신고회사(또는 상
대회사)와 기업결합일 이전에도 계열회사이고 기업결합일 
이후에도 계열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5)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 159 -

첨부서류  

 1. 일반신고의 경우

  가. 주주현황 :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별지에 기재
주   주 소유주식수 주식소유비율(%)구   분 성명 또는 명칭

당해회
사

관련

동일인
계열회사

회사외의자
계

기 타
법인
개인

계
합    계

  주)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나. 임원현황 : 아래양식으로 회사별로 별지에 기재

임원성명 직위
임원겸임 당사회사와의 임원 또는 

종업원겸임내용 
임원겸임당사

회사의 
동일인과의 관계회사명 직위 겸임일

  다. 계열회사 현황 :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
하되, 외국 소재 계열회사는 국내 매출액이 없을 경우 회사명, 소재지, 
주요업종만 기재  

회사명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
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주주(%)

합계

  주1)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를 각각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납입자본금등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4)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

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주5)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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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관련시장 현황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마. 기업결합의 개요서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바.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 1부
  사.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아.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임원겸임시 추가서류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2. 간이신고의 경우

  가. 별표 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나.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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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신고서 신고유형(1)  
 □ 일반신고
 □ 간이신고

(2)

합
병
당
사
회
사

甲
회
사

회 사 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담당자 :
전화 : 
팩스 :사업자번호(3)

재무상황(4)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

매 출 액
(기업집단전체) (                )
국내매출액(5)

(기업집단전체)  (                )
주요사업

乙
회
사

회사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 
전화 : 
팩스 :

재무상황(4)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

매 출 액
국내매출액(5)

(기업집단전체) (              )
주요사업

합병후존
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

회사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
일자

주  소 연락처
(대리인)

전화 :
팩스 :

재무상황(4)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주요사업

합병계약일 합병등기일 합병금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기업
결합의 신고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회사(6)                                  대표자                   
(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 중

「별표3」: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신고관련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69조의2(과태료)에 의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붙임 : 기업결합 신고 첨부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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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시 

  (2) 합병당사회사 : 흡수합병의 경우 “甲”에 합병주도회사(존속회사 또는 존속
예정인 회사), “乙”에 피합병회사를 기재하고, 신설합병의 
경우 “갑”, “을”에 합병회사명을 각각 기재. 다만, 신고
회사가 다수인 경우에는 회사별로 별지에 기재

  (3) 사업자번호 : 신고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기재,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4) 재무상황 :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
에는 당해 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
출액을 기재

  (5) 국내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 합병당
사회사의 국내매출액과, 당해 합병당사회사와 기업결합일 이
전에도 계열회사이고, 기업결합일 이후에도 계열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6)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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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일반신고의 경우

  가. 주주현황 : 甲․乙회사 및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별로 아래 
양식에 의하여 별지에 기재

주   주 소유주식수 주식소유비율(%)구   분 성명 또는 명칭
당해회

사
관련

동일인
계열회사

회사외의자
계

기 타
법인
개인

계
합    계

주)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
각 기재

  나. 임원현황 : 아래 양식에 의하여 회사별로 별지에 기재

임원성명 직위 합병당사회사와의 임원 또는 종업원겸임내용 합병당사회사의 
동일인과의 관계회사명 직위 겸임일

  다. 계열회사 현황 :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
하되, 외국 소재 계열회사는 국내 매출액이 없을 경우 회사명, 소재지, 
주요업종만 기재  

회사명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
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주주(%)

합계

 주1)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를 각각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납입자본금등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4)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주5)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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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관련시장 현황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마. 기업결합의 개요서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바. 합병계약서, 합병 후 존속회사(신설회사 포함)의 등기부등본 및 합병당

사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2. 간이신고의 경우

  가. 별표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나.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회사(신설회사 포함)의 등기부등본 사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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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 신고서 신고유형(1)  □ 일반신고
 □ 간이신고

양
수
회
사

회사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 
전화 :
팩스 : 사업자번호(2)

재무상황(3)

(단위:백만
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

매 출 액
(기업집단전체) (               )
국내매출액(4)

(기업집단전체) (               )
주요사업

양
도
회
사

회사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
일

상 장
일

주      소
연락처
(대리인

)
담당자 : 
전화 :
팩스 :

재무상황(3)

(단위:백만
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
매 출 액

국내매출액(4)

 주요사업

영업양수내용 

형     태(5) 양 수 대 상 양 수 금 액 영업양수계약일 대금지급완료일
영업의 

양수․임차
영업용 고정
자산의 양수
경영의수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8
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회사(6)                                  대표자                   
(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 중

「별표 4」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신고관련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69조의2(과태료)에 의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붙임 : 기업결합 신고 첨부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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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시

  (2) 사업자번호 : 신고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기재,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3) 재무상황 :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
에는 당해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
출액을 기재

  (4) 국내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 양수
회사의 국내매출액과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
액을 기재

  (5) 형태 : 해당되는 곳에 ○ 표시 

  (6)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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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일반신고의 경우

  가. 주주현황 :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별지에 각각 
작성

주   주 소유주식수 주식소유비율(%)구   분 성명 또는 명칭

당해회사
관련

동일인
계열회사

회사외의자
계

기 타
법인
개인

계
합    계

  주)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나. 계열회사 현황 :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
하되, 외국 소재 계열회사는 국내 매출액이 없을 경우 회사명, 소재지, 
주요업종만 기재

회사명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
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주주(%)

합계
    주1)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를 각각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납입자본금등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4)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

으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주5)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다. 신고회사가 기업집단소속으로 사업을 영위할때는 기업집단 전체의 주요 
사업내역을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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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관련시장 현황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마. 기업결합의 개요서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바. 영업양수 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영업양수 대금 지불증빙서 등) 1부
  사.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앞의 주식취

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2. 간이신고의 경우

  가. 별표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나. 영업양수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영업양수 대금지불 증빙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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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서 신고유형(1)  □ 일반신고
 □ 간이신고

  
(2)

신

고

인
 

회 사 명
(또는성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 
전화 :
팩스 :사업자번호(3)

재무상황(4)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

매 출 액
(기업집단전체) (                 )
국내매출액(5)

(기업집단전체)         (                 )
주요사업

상

대

회

사
(6)

회사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 
전화 : 
팩스 : 사업자번호(3)

재무상황(4)

(단위 :백만원) 신고인 부문과 동일

 주요사업

예 정   
주식인수내용

주    주 예정주식 소유비율 
(%)

총취득
금액

회사설립참여
의결일

주식대금
납입기일

신고인
관련

당해 신고인
특수

관계인
계열회사(7)

회사외의자(8)

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회사(9)                      대표자                   (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 중

「별표5」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신고관련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69조의2(과태료)에 의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붙임 : 기업결합 신고 첨부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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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시

  (2) 신고인 :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고인별로 별지에 기재. 신고인이 
회사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란만 명기

  (3) 사업자번호 : 신고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기재,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4) 재무상황 :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
에는 당해 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
출액을 기재

  (5) 국내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의 
국내매출액과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6) 상대회사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각 회사(신고인 제외)들을 해당 
항목별로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7) 계열회사 :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의해 동일인이 사
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함

  (8) 회사 외의 자 :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함

  (9)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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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일반신고의 경우
  가.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현황

주  주 예정소유주식수 소유주식비율(%)구분 성명또는명칭

신고인
관련

당해신고인
특수

관계인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계

기타 
법인
개인

계
합    계

   주)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나.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상기 양식), 기업집단 소속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기업집단 전체의 주요 사업내역을 별지 작성

  다. 계열회사 현황 :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
하되, 외국 소재 계열회사는 국내 매출액이 없을 경우 회사명, 소재지, 
주요업종만 기재

회사명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
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주주(%)

합계
  주1) 신고회사를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납입자본금등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4)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 영업

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주5)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라. 관련시장 현황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마. 기업결합의 개요서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바. 회사설립관련 입증자료(의사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 1부
  사. 새로 설립된 또는 설립예정인 회사의 개요 : 회사명, 대표자, 주소, 재

무현황(납입자본금, 자산총액, 자본총계), 영위할 업종 및 주력제품
  아. 임원겸임계획서 : 신고인 및 신고인의 특수관계인이 신설회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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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원성명, 신고인관련 계열회사에서의 
직위, 신설회사에서의 직위, 신고인과의 특수관계인 해당내용 등을 기재

  자.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앞의 주식취
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차. 신설회사의 사업계획서 1부
  카.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다른 회사설립 참여시 추가서류 : 앞의 주식취

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2. 간이신고의 경우
  가. 별표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나. 회사설립 관련 입증자료(의사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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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간이신고사유(1)

기업결합사유(2)

신고회사 주주현황(3) 상대회사 주주현황(3)

주 주 명 주식소유비율(%
) 주 주 명 주식소유비율(%)

취득전 취득후
신
고
인
관
련

당해 신고인 동
일
인
관
련

동 일 인

계열회사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회사외의 자

기타 기타
계열회사 현황(4)

회사명 설립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주요주주(%)

신 고 회 사  관 련 시 장 현 황
주요품목(5) 매출액(6) 시장점유율(7)

(%)
주요 경쟁사업자(8)

사업자명 매출액(6) 시장점유율(%)(7)

상 대 회 사  관 련 시 장 현 황

주요품목(5) 매출액(6) 시장점유율(
7)

(%)
주요 경쟁사업자(8)

사업자명 매출액(6) 시장점유율(%)(7)

관련자료나 통계의 출처(9)

「별표 6」:  ☞  기재요령은 뒷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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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간이신고사유 : 본 고시 Ⅱ.(신고대상기업결합의 분류)를 참고하여 사유를 
기재

  (2) 기업결합사유 : 필요 시 별지에 기재

  (3)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회사설립의 경우는 그 설립에 참여하는 다른회사를 
의미. 이하 동일) 주주현황 :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기타가 다수인 경우
에는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① 계열회사라 함은 영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의해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함

     ② 회사외의 자라 함은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함

  (4) 계열회사 현황 :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각각 작성하되, 외국 소재 계열
회사는 국내 매출액이 없을 경우 회사명, 소재지, 주요업종만 기재

     ① 신고회사를 포함하여 기재
     ②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③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④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⑤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기재
               

  (5) 주요품목 : 직전사업년도 매출액기준(외국회사의 경우 국내 매출액기준으
로 함) 상위 3개품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3개품목에 대한 제조공정, 
특성, 용도, 가격등 제품설명을 기재. 다만, 상대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
한 품목(용역포함)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당해품목의 매출액이 작더라도 
반드시 포함

  (6) 매출액 : 직전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필요한 경우 물량기준으로 작성
가능)

  (7) 시장점유율 :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 금액기준 또는 국내시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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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곤란한 경우
에는 물량기준 또는 지역시장 (예: 경인지역)기준으로 작
성하는 것도 가능(다만 당해 상품의 지리적 시장이 국내
보다 더 넓다고 본 경우에는 확장된 시장을 기준으로 하
여 ‘별지’에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당해회사의 당해상품의 국내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시장점유율 =  ────────────────────────
                       당해상품의 국내 총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8) 주요경쟁사업자 : 그 품목의 주요경쟁사업자(수입업자 포함)중 시장점유
율이 높은 상위 5개사에 대하여 기재하고, 제6위 이하 
사업자의 수 및 점유율은 기타로 기재

  (9) 관련자료나 통계의 출처 : 인용한 자료․서적명, 출판사 및 발표날자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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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대리인 신청서

신고 
대리인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주소 연락처 (전화)
(팩스)

재무상황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 출 액

신고대리
대상회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 대표자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
여 위와 같이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고대리인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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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2호

Ⅰ.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
한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 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
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영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
에의 참여(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립
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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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
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합병
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
타 거래조건이나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
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
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
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
율은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
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
연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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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당해연도에 영
업을 시작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을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당해회사의 당해상품의 일정한 거래분야내 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시장점유율 = -------------------------------------------------
               당해상품의 일정한 거래분야내 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
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이 기준 Ⅱ. 4. 및 Ⅱ. 5.에  규정된 취득회
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이 기준 Ⅳ.에 규정된 지배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1) 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2)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은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
매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
임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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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3)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Ⅳ.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
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여부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
된다.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
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
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

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나.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
(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
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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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2)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3)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4)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
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
으로 본다.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
(이하 "겸임자"라 한다)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
인 경우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나.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가.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
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Ⅴ.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
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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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
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
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
(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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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Ⅵ.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
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
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시장집중도

   기업결합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
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
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
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
황과 함께 Ⅵ. 2. 내지 4. 및 Ⅶ.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
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7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2)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

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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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
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단독효과

   (1) 기업결합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나)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3)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장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 보다는 결합당사
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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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가격․수량․거래
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
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
다. 사업자간의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
     (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다)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간 합의 내

지는 협조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

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

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

들 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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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
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한다. 이러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
한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 “가”. 및 “나.”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의 봉쇄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
단한다.
    (1)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

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
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3) 기업결합의 목적
    (4)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5)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6)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7)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8)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9)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

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
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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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
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

이해지는지 여부
    (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4.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잠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
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
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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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4)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경쟁사업자의 배제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 진입장벽의 증대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
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Ⅶ.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
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2)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3)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4)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5)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6)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7)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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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
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
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2)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

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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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
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
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한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가.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나.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
한다.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
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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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

     (가) 규모의 경제․생산설비의 통합․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
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나)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

절감이 아닐 것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

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192 -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
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
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

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
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Ⅸ.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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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1.12.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되는 기업결합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194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 2011. 6. 2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1-3호

I. 목  적

이 고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
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
하면서 기업결합의 효율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부과에 필요
한 일반원칙, 부과기준, 조치유형 및 이행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

 1. “결합당사회사”란 해당 기업결합의 취득회사, 피취득회사, 취득·피취득회사의 
특수관계인, 포괄승계인 및 임직원 등을 모두 말한다.

 2.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
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3. “구조적 조치”라 함은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지식재산권 조치 등 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4. “금지조치”란 해당 기업결합 전체를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기업
결합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황을 기업결합 전의 
상태로 만드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5. “자산매각조치”란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을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
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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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매각대상자산”이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매각상대방”이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매각대상자
산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식재산권조치”란 결합당사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9.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인간
의 창조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권리로서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말한다.

 10. “행태적 조치”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영업방
식․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III. 일반원칙

 1.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의 사실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시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빠른 시일 내에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시정조치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고 효과적으로 
경쟁상황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한다.

 3. 시정조치는 그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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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부과 및 집행에 있어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합당사회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소비자, 공급자,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Ⅳ. 시정조치 부과기준 및 유형

 1. 고려사항

  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며, 행
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병과
(竝科)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인한 시장의 왜곡 또는 비
효율성,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시비용, 기업결합의 효율성 감소 등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 비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조적 조치

  가. 금지조치

기업결합 전체를 금지하거나 또는 원상회복 시키지 않고는 해당 기업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분리매각을 할 수 없거나 분리매각시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지조치를 부과한다.

  나. 자산매각조치

기업결합의 전부를 금지하지 않고 결합당사회사의 특정자산만을 매각
하더라도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한다.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각대상자산, 매각기한, 부대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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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각대상자산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관련시장에서 이용
하여 기업결합 이전 수준의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매각대상자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매각대상자산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해당 기업결합 
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서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를 우선적으로 고려
한다. 

     ① 매각의 대상이 되는 사업단위는 물리적 자산, 인력, 지식재산권 및 
관련 상품의 효율적 생산과 판매를 위한 조직 등 현재의 사업 운영에 
필요하거나 그 사업단위의 생존가능성 및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범위의 자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과거에 하나의 사업단위로 운영된 적이 없는 자산들을 결합하여 이를 
매각대상자산으로 선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매각대상자산의 생존
가능성과 그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상대방이 관련 시장
에서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자산의 매각은 그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
되는 매각상대방이 해당 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자산을 시장에서 즉시 확보
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 

    (다) 관련시장의 사업부문 매각만으로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
한 우려를 없애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사
업부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자산을 매각대상자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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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동일한 자산에서 관련시장의 제품 외에 다른 제품도 생산되고 해당 
자산을 더 이상 분리하기 어려운지 여부

     ② 관련시장의 제품이 다른 제품과 함께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지 여부

     ③ 관련시장 제품의 경쟁에 있어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가 중요
한지 여부

     ④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의 정도에 비해 지나친 조치인지 여부

    (라) 매각대상자산은 물리적 자산 뿐만 아니라 유통망, 핵심근로자, 상품 
거래계약, 원자재 공급계약, 경영인프라 및 무형자산 등 관련 상품의 
효율적인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자산을 최대한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할 경우 매각대상에 포함되는 
자산과 제외되는 자산을 가능한 한 상세히 열거하여야 한다.

 
   (2) 매각상대방 

    (가) 매각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결합당사회사가 선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로 하여금 매각상대방 선임 시 그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결합당사회사의 매각상대방 선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① 매각상대방이 관련 시장에서 결합 전 수준의 효과적 경쟁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능력 및 유인이 있는 지 여부

     ② 매각상대방이 결합당사회사와 재정적 측면 또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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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매각상대방에 대한 자산매각이 새로운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
는지 여부

   (3) 매각계약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결
합당사회사로 하여금 매각계약의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
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계약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① 시정조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매각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② 시정조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③ 관련시장에서의 효과적 경쟁을 회복하려는 시정조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附合)하는지 여부

     ④ 매각가격이 구매자의 효과적 경쟁을 위한 유인이나 능력을 해칠 정
도로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은지 여부

  
   (4) 자산매각조치의 이행

자산매각조치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자산의 규모․범위 및 복잡성, 경제 전반의 상황,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결합당
사회사의 신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이행기간을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매각시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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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결합당사회사와 매각상대방간 구속적 인수의향서 체결 등 매각에 관
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절차가 
끝날 것인지 여부

    (다)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매각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매각시한까지 새로운 매각상대방에게 
매각할 수 없는지 여부

    (라) 매각시한 연장을 통하여 성공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5) 부대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매각대상자산의 생존
가능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결합당사회사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가)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을 분리하거나 독립적으로 유지
하도록 하는 의무

    (나) 해당 자산이 매각된 후에도 핵심 근로자들이 계속 해당 자산의 운
영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협조의무

    (다) 매각완료 전에 자산매각에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또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

  다. 지식재산권조치

   (1)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의 집중 또는 
중첩 등으로부터 생기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한다. 

 
   (2) 지식재산권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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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나) 결합당사회사의 사용권을 유보한 가운데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배타
적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다)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원하는 구매자 누구에게나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
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라) 지식재산권을 공개하여 누구라도 대가없이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
 
   (3)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 지식재산권의 실시기간이 실시의 상대방이 해당 기술 등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 여부

    (나) 실시료나 양도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및 향후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 취소될 수 없는지 여부 

    (다) 적정한 양수인이나 실시권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산매각조치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행태적 조치

  가.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조적 
조치와 병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행
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치유하기에 적절한 구조적 조치가 
없거나,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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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조적 조치를 이행할 경우 해당 기업결합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율성 
증대 등 친경쟁적 효과의 상당부분이 없어지는 경우

  나.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여 경쟁적 시장구조의 유지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으로서 구조적 조치에 상당하는 조치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행태적 조치로써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2) 해당 행태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해당 행태적 조치가 가격․생산량․시장점유율 등 영업의 본질적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서 시장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라. 행태적 조치의 주요한 유형은 별표와 같다.

V. 시정조치의 이행감독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합
당사회사에 대해 자료열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Ⅵ.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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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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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행태적 조치 유형의 예시

1. 경쟁사업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조치

 가. 최종고객과의 관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결합당사회사가 시장을 봉쇄할 우
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1) 장기공급계약이나 배타조건부거래
  2) 거래상대방의 거래처전환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3) 약탈적 가격결정
  4) 끼워팔기나 결합판매

 나. 결합당사회사가 필수요소에 대한 접근이나 공급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1) 요소시장 상품의 가격 통제
  2) 요소시장 상품의 안정적 공급 유지
  3) 제품시장 경쟁자의 영업비밀 및 핵심정보 등에 대한 결합 당사회사 내 방화벽 

구축
  4) 요소시장 상품 거래에 있어 부당한 차별금지

 다. 구매자의 행태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1) 공개입찰의 활용의무
  2) 조달과정에서 일정 수 이상의 공급자 참여확보 의무
  3) 공동구매 장치 확보의무
  4) 보다 효과적인 구매절차 마련의무

2. 시장성과를 직접 규제하는 조치

 가. 가격규제 :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통제하는 조치. 이 
경우 정기적으로 그 이행 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격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나. 공급유지 의무 : 특정 상품을 계속해서 공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다. 상품 및 서비스 품질유지 의무 : 결합당사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에서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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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2012.6.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16호

I. 목적  

    이 기준은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 영 제65조 제4항 규
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기업결합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각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신고기한 도과기간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각각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기본금액에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위반사업자의 재
무상황, 신고 경험 유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
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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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과태료”는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5. 신고의무 위반

    “신고의무 위반”이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자가 같은 조 제6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한다.

6. 사후신고

    “사후신고”는 법 제12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시행령 제18조 제8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7. 사전신고

    “사전신고”는 법 제12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시행령 제18조 제10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III. 과태료 부과 여부의 결정

    기업결합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등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실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 당해 사업자의 질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자신에게 신고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
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
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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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신고
회사
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000만원 2,400만원 3,600만원

2조원
이상 3,0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IV.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

 가. 사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구분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신고
회사
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400만원 480만원 8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480만원 600만원 1,000만원

2조원
이상 8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비고: ① 상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는 계열
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 대신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말하며 매출액 대신 영업수
익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나.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다. 법 제12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법 제12조 제8
항의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나.에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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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를 허위로 한 자에 
대한 기본금액은 7,000만원으로 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다음 가. 및 나.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
한다. 다만, 1.다. 및 라.의 경우는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가.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 금액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기한을 초과하기 시작
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매 1일 마다 상기 1.가.나.에 따른 기본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기본금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금액

  (1) 당해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간 기업
결합 신고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
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과태료 
및 경고를 받은 횟수를 합산한다)가 1회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1
회당 기본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위반횟수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위반횟수는 분할신설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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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
경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
어야 한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정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
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30% 이내

  (2)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당해 사업자의 
지연 신고 이외의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20% 이내

  (3)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 심사결과 위법한 기업결합으로 결정
된 경우 30% 이내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당해 기업결합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8-6호)」II.2. 에서 정한 간이신고대상이거나 「기업결합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2호)」II.1.에서 정한 간이심사대상인 
기업결합인 경우 20% 이내

  (2)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 이외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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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20% 이내

  (3)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자산총액(억원) 감경비율(%)
1000미만~600이상 10
600미만~200이상 20

200 미만 30

  (4) 위반 사업자가 과거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는 사업자인 경우 
20% 이내. 다만 당해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 신고 경
험이 있는 경우 10% 이내

  (5) 동일한 기업결합에 신고위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반자가 상호 
특수관계인인 경우 30% 이내

  (6) 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4. 부과 과태료
  
    부과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는 동 금액의 50%까지 감액하여 부과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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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9호

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
조의3(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정의

 1. 이 고시에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이라 함은 기업결합신고인이 시정조치일 
당시에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2. 이 고시에서 발행주식총수 및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Ⅲ. 이행강제금부과 기준금액(법 제17조의3제1항)

1. 주식취득, 합작회사 설립의 경우(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 

 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1)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신규 취득주식의 장부가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신규취득 주식이라 함은 기업결합신고일을 기준으로 본 최종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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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최종 대차대조표”라 한다)의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일까
지의 기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하며, 신규 취득주식의 장부가액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취득주식수에 주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3)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은 최종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주식의 장부가

액을 말한다.
 
 (4) 합작회사 신설의 경우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작계약상의 출자금액을 말하며, 

이는 출자 주식수에 주당발행가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인수하는 채무

 (1) 피취득회사의 최종대차대조표에 표시된 부채총계에 발행주식총수중에서 
시정조치일 당시 취득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
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취득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인
수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2. 합병의 경우(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

 가.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

 (1) 흡수합병의 경우는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회사가 피합병회
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주식액면금액에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말한다.

 (2) 신설합병의 경우는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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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합병교부금은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나. 인수하는 채무

 (1) 흡수합병의 경우에 인수하는 채무는 피합병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계를 말한다.

 (2) 신설합병의 경우에 인수하는 채무는 소멸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상의 부채총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
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합병회사(신설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인수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3. 영업양수의 경우(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영업양수금액”이란 영업양수계약에서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인수하기로 한 부채총계를 말한다.

Ⅳ. 법위반 기간의 계산 및 이행강제금 부과시기

1. 불이행기간의 산정기준

가. 령 제23조의4제1항의 경우

 (1) 령 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제1항에 의해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법위반 기간은 시정조치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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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조치가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세부조치중 
어느 하나가 위반된 경우에도 이를 법 위반기간으로 본다.  

   <예시> 

     - 시정조치가 주식매각과 영업양도의 2개의 세부조치로 이루어지고 주식
매각은 1년, 영업양도는 2년의 이행기간을 정한 경우, 법위반기간은 
각각 1년 또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고 각각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 시정조치가 주식매각과 영업양도의 2개의 세부조치로 이루어지고, 그 
이행기간이 모두 동일하게 1년인 경우로서, 주식매각 불이행기간은 
10일, 영업양도불이행기간은 20일인 경우 동건의 불이행기간은 20일로 함

 나. 령 제23조의4제3항의 경우

  (1) 령 제23조의4제3항의 당해 불이행 기간이라 함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기간
(년, 분기, 반기, 월 등)으로서 불이행 기간 전체를 말한다.

    <예시>

     - 분기별 점유율 제한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점유율 제한 명령을 위반한 분기

     - 연평균 가격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연평균 가격이 동 수준
이상으로 유지된 1년간 등

  (2) 다만, 가격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의 불이행기간은 시정조치 불
이행 상태가 발생한 날부터 불이행 상태가 해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예시>  

     - 시정조치 : 3년간 시정조치일 기준으로 국내 판매가격 인상율을 수출
가격 인상율 이하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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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조치 위반 예 : 시정조치 이행기간중 특정시점에서 국내가격을 인상
하되, 국내가격 인상율이 수출가격 인상율을 초과한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 국내가격 인상율이 수출가격 인상율을 초과
하는 시점부터 법위반이 아닌 수준까지 국내 가격이 인하되는 시점 
또는 수출가격이 인상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2. 이행강제금 부과시기(령 제23조의4)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
조치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하되, 법 제16조제
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경우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한다.

   (1) 령 제23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이행에 관한 증빙
서류 제출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 

   (2) 시정조치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
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된 날을 
포함)은 령 제23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30일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나. 령 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
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부터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한날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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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및 부과금액 기준(령 제23조의4) 

 1. 주식취득․영업양수․합병․합작회사 신설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

기업결합금액 부과비율 산정방법(1일 기준)
∙1000억원이하 2/10,000 기업결합금액×2/10,000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2/15,000 20백만원+1000억원초과분×2/15,000
∙1조원초과 2/20,000 140백만원+1조원초과분×2/20,000

 주」기업결합금액이란 법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임원겸임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
피겸임회사의 자산총액 단계별 부과금액(1일 기준)

 ∙ 1000억원이하 100만원
 ∙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120만원
 ∙ 1조원초과 140만원

Ⅵ. 가중․감경(령 제23조의4 제4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규정에 의해 계산된 이행강제금을 50/100범위 
이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예시> : 주식취득 등의 경우 가중․감경 
(천만원)

기준금액 이행강제금  가중․경감액 최종이행강제금
∙1000억원  2 1 1～ 3
∙1조원 14 7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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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임원겸임의 경우 가중․감경 예시(1일 기준)
(만원)

기준금액 이행강제금  가중․경감액 최종이행강제금
∙1000억원  100 50   50 ～ 150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120 60   60 ～ 180
․1조원 초과  140 70  70 ～ 200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받은 자가 이행기간 동안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다.

   <예시>

    - 점유율 제한을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한 경우로서 마케팅 축소 등 시정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주식․부동산 등의 매각을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한 경우 매각대상물건 
등에 관한 매각의 공고 또는 중개기관에 대한 의뢰 등 매각을 위한 기
본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 가격 또는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에 있어서 기
간의 경과에 따라 가격 또는 시장점유율 등이 시정조치 당시 보다 더 
상승하는 경우 

3.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시>

     - 수차례에 걸쳐 합리적 조건으로 매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
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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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을 위해 인수가능성이 있는 회사와의 협상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 주식매각명령을 내린 경우에 일부는 매각을 이행하였으나, 일부는 매
각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 여러가지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그중 일부만을 불이행한 경우

    <예시> : 주식매각명령과 영업양도명령을 내렸으나, 주식매각명령만 
이행한 경우

 다. 다른 시정조치에 비해 중요성이 크지 않은 시정조치가 불이행된 경우 

 라. 불이행 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4.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시정조치를 받은 회사의 해산․청산․회사정리절차 개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Ⅶ. 이행강제금의 금액 기준

    최종적으로 산출된 이행강제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단위 미만
의 금액은 버린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이행
강제금 금액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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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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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
(2012.6월말 시행예정)

1. 기업결합 신고의무 관련 해석규정 보완

 □1  연속(連續)된 기업결합에서의 신고의무자 확정

  ㅇ 주식 등의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기업
결합 목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 심사의 실익도 없으므로 최종 취득
자만 신고토록 규정

 □2  하나의 법률행위(계약)에서 2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주된 기업
결합만 신고대상 임을 명시

  ㅇ 본질적으로 하나의 법률행위이고, 전체 거래개요만 정확히 기재하면 하나의 
신고만으로 양 측면 모두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

     * A사의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하면서 현물출자(공장, 부동산 등)하는 
경우 B사의 주식취득이나, A사의 영업양수로 볼 수도 있음

 □3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인정범위 명시

  ㅇ 계열사간 매출액은 이중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국내매출액에서 제외
하되, 중개무역업자를 통해 매출이 이루어지나 거래관행상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간접매출은 국내매출액에 포함

 □4  외국회사간 결합에 있어 상대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국내매출액 산정 시 
그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만 고려하도록 규정

  ㅇ 국내매출액이 없는 비계열사의 인수 시에는 해당 회사의 국내매출액만 고려
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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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결권 없는 주식취득의 신고의무 발생가능성 명시

  ㅇ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득은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없으나(법 제12조 제1항), 
총회 의결 등으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이 회복될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시

 □6  대규모 회사 아닌 자의 임원겸임, 사외이사의 임원겸임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음을 명시

  ㅇ 대규모회사를 상대회사로 하는 대규모회사 아닌 자의 임원겸임은 경쟁제한 
우려가 거의 없어(법 제7조1항) 신고의무 없음을 명시

  ㅇ 경영참여의 목적이 약하고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로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임원겸임 신고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

2.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 사전신고 예외사유 규정

 □ 법적․계약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신고가 사실상 어려운 ① 공개매수 ② 유증
(遺贈) ③ 타 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가 일원화된 경우 ④ 
담보물권의 실행 ⑤ 의결권의 회복을 예외사유로 규정

3. 기업결합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개선

 □ 임의적 사전심사 후 본 신고 시 기(旣) 제출자료의 첨부 면제

  ㅇ 임의적 신고 시 본 신고와 동일한 신고서식을 작성하게 되므로 당사회
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적 신고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본 신고 시 
제출을 면제 

 □ 국내매출액 없는 계열사에 대한 기재사항 축소

  ㅇ 외국회사의 계열사 현황 작성 시 국내매출액 없는 계열사는 검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기재항목을 회사명, 지역, 영위업종으로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