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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 과징금 제도는 경제적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부당이익을 환수하
는 과정에서 도입되었지만, 최근에 행정의무 이행확보 수단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음
§ 특히, 건설업 및 식품위생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사
업에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용자 불편이나 공익보호를 목적
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과 과징금
의 행정처분이 동일한 행정벌로서 비례적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
징금이 불평등, 비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과징금에 대한 금전적 관점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연구진행
하였으며, 과징금 부과금액의 적절성, 과징금 부과의 효율성 및 형평성 등에 대
한 합리적 개선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실제 법령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비과제의 발굴을 중점 연구
함

2. 과징금의 기본적 고찰
○ (적용) 과징금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행정적 제재, 금전적 제제 등 다의
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무적 측면에서 과징금의 적용은 직접 적용에서 간접
적용으로 확산되고 있음
○ (성격) 과징금이 경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경제적 부당이
익을 회수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벌금이나 과태료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최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재적 과징금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면서 금전벌적 성격을 함유하게 되었음
○ (목적) 위법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법위반 행위에서 발생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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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을 회수, 소비자나 법위반 행위와 관련된 타 사업자의 피해액을 국가가 대
신하여 회수, 향후 법령 위반행위를 억지 또는 예방하려는 목적(억지효과) 등임
○ (비례원칙)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한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
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과징금 제도의 유형화
○ 일반적으로 과징금 법률의 유형화는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유형화는 이익의 환수에 준하는 과징금(제1유형), 영업정지를 갈
음하는 과징금(제2유형), 제재처분에 상응하는 과징금(제3유형)임
< 과징금 유형 및 법률 >

구분

유형

법률

제1유형

이익의 환수에 준하는 과징금

제2유형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3유형

제재처분에 상응하는 과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외 12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외 96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외
19개 법률

○ 제1유형 과징금(이익의 환수에 준하는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
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성과
금전적 판단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이러한 제1유형 과징금 법률들은 주로 경제적 정의 내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목적하고 있음(2013년 8월 현재 13건의 법률)
○ 제2유형 과징금(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가장 일반적인 과징금으로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사업정지, 조업정지, 등)라
는 행정처분을 통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이용자 불편이나 공익적 손실
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유형임(2013년 8월 현재 97건의 법률)
○ 제3유형 과징금(제재처분에 상응하는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직접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이익환수 차원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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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를 갈음하지도 않는 과징금의 유형임(2013년 8월 현재 20건의 법률)

4. 주요 부문별 과징금 부과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의 규모는 총
3,408,038백만원으로 연평균 약77%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부터 크
게 증가하였음
< 연도별 과징금 부과 금액 현황(공정거래위원회) >
(단위 : 백만원)

출처 : 2012년도 통계연보(공정거래위원회)

○ (소방방재청) 지난 3년간 소방방재청의 행정처분은 총 2,015건이 이루어졌으나,
과징금 부과는 단 28건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서
과징금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제도로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극
히 미미한 수준임
< 연도별 소방방제청의 행정처분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0

2011

2012

과징금부과

5

11

12

시정명령

526

683

458

영업정지

57

171

46

면허(동록/지정)취소

11

30

5

합계

599

895

521

출처 : 각 연도 소방행정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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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잡수입)으로서 일시적이
고 불규칙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부과금액에 비하여 부과건수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지방정부의 과징금 미납율은 건수대비 약 34%(2012년), 금액대비
약 55.5%(2012년)로서 비교적 낮은 편임
< 연도별 지방정부 과징금 건수 및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금액

2010

201

2012

부과

847,135

807,848

569,311

미납

33.4%

35.5%

34.0%

부과

114,113,143

336,943,905

320,871,064

미납

62.4%

60.2%

55.5%

출처 : 각 연도 지방세외수입연감(안전행정부)

5. 외국의 과징금 제도
○ 일본의 경우 2005년 독점금지법의 개정이 단행하여 과징금의 산정율을 기존의
6%에서 10%로 대폭 상향조정하였으며, 이것은 부당이득에 국한한 금액이 아니
라 부당이득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환수함으로써 과징금의 행정상 제재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임
○ 미국의 경우 특정한 부문의 벌금이 우리나라의 과징금과 유사하며, 벌금액 산정
기준이나 그에 대한 근거 규정 그리고 법원이나 독점규제국이 재량권을 갖는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의 정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도
관련 매출액을 벌금액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로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카르텔의 경우에는 한국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관련 매출액에 3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특정
한 부과율을 적용하여 기본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
기 위하여 위반행위 기간을 계산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특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기간에 의한 조정 단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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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경우 관련 상품과의 연결 고리를 받아들여 기본액 산정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을 축소시킴으로써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였지만, 직전 회계연도의 매
출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을 하도록 하고, 위반
의 중대성이 매우 강한 행위(가격단합, 시장분할, 생산량 제한 등)에 대하서는
진입비용을 추가로 더하여 기본액을 산정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실무상 입증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억제효과를 높이고 있음
○ 이러한 외국의 과징금 제도의 산정기준과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별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제도적 특징 >
국가

과징금 산정기준

과징금 제도 특징

독점금지법 : 매출액

§

우리나라와 유사함

일본 §

금융상품거래법 : 주가(시가총액)

§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경우가 많음

§

공인회계사법 : 감사보수 상당액

§

이중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

§

벌금 : 양형기준표

§

과징금에대한 투명성 정도가 매우 높음

§

민사벌

§

과징금 보다 벌금과 민사벌 제도 운영

§

벌금은 양형기준표에 의하고, 민사벌은

§

미국

법인) 위반이익, 손해액
개인) 부당이득, 금전적 손해액

영국 §

경쟁법 : 관련 매출액

EU

과징금 고시 : 매출액

§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부과함
§

고시에 의해 과징금 산정

§

과징금산정의 효율성 추구

§

예측가능성과 억제효과모두를 추구함

§

과징금 산정기준이 전 세계 매출액 기준

6. 과징금 제도의 주요 쟁점
1) 제도적 형평성 쟁점

○ (부과기준의 불평등) 일부 과징금의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상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당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개별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위반횟수, 기간, 고의․과실의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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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부과금액을 달리 정하거나 재량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도록 되
어 있어서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됨
○ 특히, 과징금의 3가지 유형별 부과기준 및 산정방식이 동일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개관적․합리적 기준이 없이 매출액, 이익, 일정한 금액, 그 밖의 다양한
산정방식 등이 혼용되어 적용되고 있어서 과징금 부과대상자들의 불만의 대상
이 되거나 형평성 논란이 많음
§ 아울러, 당초 도입 당시 과징금 부과기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산정되
어 유사한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또는 법령의
제․개정의 지연 등으로 인해 시의적절한 물가인상분 등이 제대로 반영
되지 못하여 특정 분야의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산정된 경우
등 과징금 부과기준의 절대적․상대적 편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있음
○ (상하 법령 간 격차) 상위 법률에서 정한 과징금의 상한선과 하위법령에서 규
정하는 부과기준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상위 법률에서 과징금을 도입한 취지
가 무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일예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상위 법
률의 상한선에 비해 하위 법령에서는 최고 70% 또는 85%까지 격차가 발
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과징금 법률이 5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상호저축은행법」의 경우 하위 법령에서 과징금 부과와 같이 일
정한 사유(동법의 경우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반해 전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가산금 문제) 가산금 제도가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도 같은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주된 목적이 의무이행 강제효과인
점도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과 더불어 그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수단
으로서 또 다른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임
§ 특히, 제2유형의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의 주된 목적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산금 규정은 가급적 두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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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과징금 제도에서 가산금은 금전적 납부 불이행에 따른 제재적 연체
금 성격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체납에 따른 가
산금의 성격에 대해 판례는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로 보는 것과 행정
제재적 성격을 추가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
으며, 법률적 판례는 가산금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나, 징
수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보았음
한편, 과징금 납부대상자의 연체로 인한 체납부문의 가산금과 행정청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부문의 가산금이 있는데, 이들 간의 금리 차이가 지
나지게 큰 경우가 많음

2) 법률적 적절성 쟁점

○ (헌법 합치성 문제) 과징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대표적 침해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과징금 법률이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합치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임
§ 특히, 헌법 합치성의 원칙 중에서 명확성의 원칙은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도록 명확해야 한다
는 것임
§ 따라서 과거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우 동법 제3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
으나, 2000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일반적 명
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음(98헌바37,
2000.2.24.)
○ (법령 체계상 문제) 과징금 관련 법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징금의 부과
기준 또는 산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부과기준 또는 산정방식이
상위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경우, 법률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위임규정에 따
라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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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정에 따라 부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경우, 그 밖에 법률의 위임규
정에 따라 대통령령 및 부령에서 함께 규정하는 경우 등으로 법률적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
§ 실제로 대법원은 영업정지와 취소기준 등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법규성은 부정(대법원 1996. 9. 6. 96누914)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법규성은 인정
(대법원 2001. 3. 9. 99두5207 등)하고 있음
§ 따라서 실무 및 학계에서는 법원에 의해 법규성이 있는지가 결정되므로
행정작용에 있어서 법과 규범체계의 혼동을 야기하여 법적 안정성을 심
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음
○ (정책집행 상 문제)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가치와 과징금에 대한 가치가
일치되는 수준에서 부과되어야 정책적 수단으로서 적합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
으며, 만일 위법행위에 대한 가치가 과징금에 대한 가치보다 높으면 과징금은
정책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며, 반대로 과징금에 대한 가치가 위법행위
에 대한 가치보다 높으면 과잉적 제재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지방정부의 낮은 과징금 징수율은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와 과징금 간의 가치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나타내
는 중요한 수치임

7. 과징금 관련 법령 정비과제 제안
1) 법령 정비과제
■ 과제제안 1-1) 과징금 판단기준의 개선

○ (정비개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 과징금의 금액을 판단하는 기
준이 매출액으로 되어 있지만, 영업정지는 매출액보다 경비와 이익과 더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적용예시) 현재 법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의 과징금 판단기준은 매출액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를 경비와 이익의 합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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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제안 1-2) 과징금 상한액의 현실화

○ (정비개요) 과징금의 상한액은 금액에 대한 규정이며, 금액은 시기와 상황에 따
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즉, 금액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한액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아져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과징금 상한액 = (현재의 과징금 상한액)x(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변화율)
○ (적용예시) 화장품법의 과징금 상한액은 1999년 법률 제정과 동시 5천만원으로
조문이 신설되었으며, 화장품 시장 규모가 1995년 약 3.6조원에서 2013년 약 17
조원으로, 372% 확대되었기 때문에 과징금 상한액은 2억원으로 증액할 필요함

■ 과제제안 1-3) 과징금의 가산금 개선

○ (정비개요) 과징금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 및 환급의 금리를 금융 분야 법령
이나 국세징수법과 유사한 정도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체납 금리와 환
급 금리 간의 차이도 줄일 필요가 있음
○ (적용예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체납 금리는 8.5%이고 환급
금리는 4.2%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일반 금융 분야의 규정과 같게 체납 금리
6.0%, 환급금리 3.4%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과제제안 1-4) 과징금 분할 납부 규정 개선

○ (정비개요) 현재 과징금 법률 제2유형(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는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별개의 행정
처분으로 인정하여 과징금 법률 제1유형(이익환수에 준하는 과징금) 및 제3유
형(제재처분에 상응하는 과징금)과 같이 분할 납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적용예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과징금의 분할 납부 조항이 없기 때문
에, 신설조항을 삽입할 수 있음
2) 1일 과징금 법률의 정비과제

■ 과제제안 2-1)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 업종 구분 개선

○ (정비개요) 업종별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는 법령의 경우 해당 업종의 특성,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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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 분포 및 규모, 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분리하여 제정함
○ (적용예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은 ‘의료기관’과 ‘개별적
구급차 운영자’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업종의 특성, 매출액 분포
및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기준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함

■ 과제제안 2-2) 1일 과징금 등급 구분 개선

○ (정비개요) 1일 과징금 법률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매출액을 일정기간 동안
수집하여 데이터를 정규분포화 하고, 그에 따른 평균값, 표준편자, 중위수 등을
산출하여 등급 수 및 구간을 결정함
○ (적용예시) 소방공사업법의 경우 현재의 등급구분에 따르면 전체 과징금 적용
대상자의 95.87%가 1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등급구
간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과제제안 2-3) 영업정지의 과징금 갈음 조건에 대한 개선

○ (정비개요) 현재 모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서 위의 2가지 조건(이용자
의 불편, 공익을 해칠 우려)이 명시되어 있으나, 여기에 영업정지가 처분대상자
에게 지나치게 과중할 경우 과징금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음
○ (적용예시) 식품위생법의 경우 기존의 조항에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
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에 ‘영업정지
가 처분대상자의 존립에 심각한 위험이 되거나’라는 조문을 삽입함

8.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예시-식품위생법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1) 등급구분 개선

○ 식품위생법 상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에서 등급구분은
식품접객업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등급 수는 스터지스 공식
을 적용하여 20개로 할 수 있음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의 등급 수
= 1 + 3.322*(log871,137) = 20.7 ≒ 20
(식픔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가공업외의 영업의 업체 수/적용대상자 수 : 871,1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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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일 과징금의 금액 개선

○ 식품위생법 과징금(1일 과징금) 개선은 기본적으로 과징금이 위반행위자의 매
출액에 따른 비례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1일 과징금
을 매출액과 매출영업이익율의 곱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 그러나 매출영업이익율에 대한 데이터 취득이 어렵다면, 현재의 등급 구분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개선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과징금 산정기준 > 개선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50 이하
50 초과～100 이하
100 초과～150 이하
150 초과～110 이하
210 초과～270 이하
270 초과～330 이하
330 초과～400 이하
400 초과~470 이하
470 초과～550 이하
550 초과～650 이하
650 초과～750 이하
750 초과～850 이하
850 초과～1,000 이하
1,000 초과～1,200 이하
1,200 초과～1,500 이하
1,500 초과～2,000이하
2,000 초과～2,500 이하
2,500 초과～3,000 이하
3,000 초과～4,000 이하
4,000 초과~5,000 이하
5,000 초과～6,500 이하
6,500 초과～8,000 이하
8,000 초과～10,000 이하
10,000 초과

1일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기존
개선
금액 과징률
금액
과징률
5
182.5%
2.7
100.0%
8
116.8%
6.8
100.0%
12
109.5%
11.0
100.0%
20
97.3%
20
97.3%
28
81.8%
28
81.8%
36
73.0%
36
73.0%
44
66.9%
44
66.9%
52
63.3%
52
63.3%
60
60.0%
60
60.0%
68
57.1%
68
57.1%
76
54.4%
76
54.4%
82
49.9%
82
49.9%
88
45.9%
91
47.3%
94
42.9%
104
47.3%
100
39.5%
120
47.3%
106
35.2%
143
47.3%
112
30.3%
175
47.3%
118
24.6%
227
47.3%
124
20.1%
292
47.3%
130
17.3%
356
47.3%
136
14.2%
454
47.3%
142
11.5%
583
47.3%
148
9.4%
745
47.3%
154
7.8%
940
47.3%
160
6.5%
1166
47.3%
166
6.1%
1296
47.3%

3) 과징금 산정기준 업종 구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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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과징률
개선효과
(금액)
-2.3
-1.2
-1
0
0
0
0
0
0
0
0
0
3
10
20
37
63
109
168
226
318
441
597
786
1,006
1,130

○ 오늘날 식품관련 업체의 업종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업종 간 사업형태, 원가 및
이익구조, 매출액 규모 등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두 업종은 서로 상이한 유형의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품위생법 상 과징
금 체계에서는 같은 업종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식품관련 대형 프랜차이즈, 전문식품 유통업체, 대형할인마트 등 새
로운 유형의 업종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적용업종은 3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식품위생법 상 과징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업종유형을 확대
할 필요가 있음

4) 과징금 상한액 개선
○ 식품위생법은 1985년 과징금 조문을 신설한 이후 상한액 관련 개정은 4차례 이
루어졌으며, 2013년 현재 2억원(2002년 개정)임
○ 그러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에서 최하위 등급인 1등
급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2억원)에 도달하려면 1일 과징금이 5만원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4,000일을 받아야 하는 반면에, 최상위 등급인 26등급의 경우 1일 과
징금이 166만원이기 때문에 120일만 받아도 과징금 상한액(2억원)에 도달함
○ 식품위생법에서 과징금 상한액은 매출액이 적을수록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
고 매출액이 많을수록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징금
상한액을 등급과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식품위생법의 과징금 관련 갈음 조항 개선

○ 식품위생법 상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갈음조건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 같이 이용자 불편이나 공익의 해를 끼친
우려 등의 조문을 삽입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영세한 식당, 생계형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 그 처분을 과
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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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과징금은 행정의무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자주 활용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 내지 적절성에 대한 논쟁도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과징금이 경제법상
의무에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의 규
모에 따라 과해진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행정적 제재금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이익’을 추계하고, 이에 대한 부과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과징금 제도를 처음 도입하
였고,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최
초 과징금이 도입되었던 시기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경제적 정의실현을 위해 가격인하 명
령에 불응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그 가격인상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
하도록 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과징금의 도입목적이 법률적 위반행위에 대
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영업정지 내지 사업정지를 대체 또는 갈음하는 금전적 제재로 확대
되었고, 과징금의 성격도 부과금적 성격으로 확산되는 경향도 보였다. 이로 인해 현재 과
징금 관련 법률적 규정은 2013년 8월 현재 130건이며, 경제적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관련 법률 13건, 국민 불편해소 및 처분합리화를 목적으로 영업
정지 내지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관련 법률 97건,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 관련 법
률 20건이 있다. 다만, 과징금 관련 법률 중에서 7건은 같은 법률에서 서로 다른 위법행위
에 대하여 서로 다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 123개의 법률에서 과징금 제도
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의적으로
과징금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과징금,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에 갈음하여
선택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과징금, 행정상 의무위반 자격자에 대하여 자격정
- 1 -

지처분에 갈음하여 선택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과징금 유형, 피해가격에 대한
과징금,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선택적으로 부과하되, 그
명칭이 “부과금”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동일한 법률에서 두 개의 과징금이 병존하는 혼
합 과징금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
사실 정책에 대한 시장 유인적 방식으로 행위를 억제하는 ‘명령과 통제’에 비해 피규제
자의 순응(compliance)을 확보하는 ‘경제적 제재’가 더 많이 선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다면, 과징금 제도의 확산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특히 정책에서 억제하려는 행위를 법으
로 금지시킬 수 없다면, 명령과 통제 방식을 사용하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과징금 제도
를 통한 경제적적 제재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서 교통 혼잡을 막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해서, 특정 도로를 일정 대수의 차량 통행만 허용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통행을
금지시킬 수는 없을 것이며, 흡연 감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에 일정 개피 이상을 못
피우게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는 다
른 대안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과징금을 교정적(corrective) 부담금처
럼 운영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정책에 대한 시장 유인적 방식으로 효과적
이라고 경제학계에서 인정하여 왔다. 또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개별법은 나름대로 과징
금의 산정 기준이 적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종류, 행위자의 사업
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 과징금의 최대
한도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다 보니 위반 행
위 간에 과징금 규모의 형평성이 결여되거나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과 거리가 먼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과징금 부
과 사유를 영업정지 사유와 연계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상호간의 부과 기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과징금 액수 자체가 영업정지기간 대비 다소 과소(過少)하는 등 영업정지기간
대비 과징금의 부과금액이 현저히 비례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이에 현재 과징금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성 내지 형평성의 관점에서 과징금 제도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어떤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의 쟁점이다. 마치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청소를 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처벌 방법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처럼
위반행위와 처벌 수단의 연계성에 관한 평가이다. 현재 매출액, 이익, 정액 등 과징금 산
정 방식이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는 바, 이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유사 행위
간에 형평성이 있는 가를 평가한다.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다 보니 전체적인 형평성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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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과징금의 부과수준에서 법률의 규정과 시행령의 규정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가도 평가하게 된다. 셋째는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에 부과하는 가
산금과 잘못 부과하여 환급하여 주는 환급금 사이의 형평성도 평가하게 된다. 시민이 기
한을 넘긴 위반에 대한 처벌과 행정 당국의 착오로 인한 처벌 간에도 형평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그림 1-1 > 과징금 운영관련 문제점 및 영향
과도한 중복 제재
§ 동일한 위반행위에 과태료, 과징금 등 중복 부과
§ 불필요한 과징금 부과

국민부담
증가

불합리한 부과·환급요건
국민의 법

§ 자발적 시정기회보다 제재 우선

준수의지 저해

§ 경직적인 과징금 부과
§ 환급이자제도 미비
부적정한 과징금 부과금액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간 불균형
§ 위반기간 등의 고려 없이 과징금 처분

법 집행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과징금 부과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무 이행 확보와 같은
본래의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이 필요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 사회의 구현과도 연계
가 될 것이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과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준수 의무를 제고하
는 데도 기여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
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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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과징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전 부처 소관 법령(130건)의 전수조사 및 과
징금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검토를 진행한다.
첫째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과징금의 유형별 입법 모델
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의무 위반 사항별 과징금 부과금액 간 합리적 균형성 검
토, 영업정지기간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의 합리적 비례성의 검토, 그리고 법령 정비 과제
를 검토한다. 둘째는 과징금 부과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검토한다. 과징금 부과 시 분할
납부 근거 마련의 필요성 모색,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시 분할 납부와의 비교 검토,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와 납부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안 모색, 체납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의 필요성 검토 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방법론을 적용한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법령의 전수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부과 근거, 유형, 절차, 부과 방식, 부과 기준을 정
리한다. 둘째, 기존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실시한 부처의 용역 내용,
연구 논문을 정리한다. 셋째, 부과 근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정리한다. 과징금의 부과
수준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공공선택론에서 연구가 축
적된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원리를 원용하여 이론적 모형을 정립한다. 넷째, 대
내․외 입법례 검토를 통한 모델 입법례를 발굴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인터넷 검색
을 통해 외국이나 다른 사례의 적용 가능한 모델을 검토한다. 다섯째, 다양한 전문가 검토
회의를 실시한다. 학제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여섯째, 이해 관계자 자문
검토 회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 심층 면담,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면담
회의, 과징금 부과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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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 연구체계도
(비전)

과징금 제도의 효과성 개선

(연구목표)

(연구분야)

(담당)

과징금의 부과 방식과 부과금액의 개선

과징금의 현황,
외국 사례 조사

과징금 부과 원리

과징금 부과 금액의
개선안과 시뮬레이션

(행정학)

(정책학)

(회계 및 경영학)

이원희

박종혁

김봉환

연구자문 :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
윤규섭 (삼일회계법인 상무)

학회 자문 :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재정법학회

연구보조원 : 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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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징금 제도의 개요 및 부과현황
제1절 과징금 제도의 개요
1. 과징금의 특징

과거 전통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는 행정벌이나 영업정지·영업취
소 처분 등이었지만, 1980년 이후 과징금 제도가 꾸준하게 증가하여 새로운 의무이행 확
보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징금에
대한 개념이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다의적(多義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정법상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과징금)의 개념에 관하여는 학계와 실무계 연구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법상 의무에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이익을 환수하기 위
하여 과하는 일종의 행정제재금, 행정법령상 의무불이행 또는 의무위반이 있는 때에 행정
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 국가가 그 사법권 또는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부담으로서 조세외의 것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1)
또한 광의적 의미에서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령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제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협의적 의미에서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령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
적으로 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제재를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즉 광의적 과징금은 법령 위반행위 자체에 직접부과 하는 것이고, 협의적
과징금은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상 과징금은 초기에 광
의적 의미에서 도입되었지만, 최근 협의적 의미에서 도입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과징금은
당시에 영업정지 처분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의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한 시
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가격인상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과징금으로 부
1) 박영도·박수헌, ‘과징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93-1,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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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p.

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물론 동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영업허
가 등의 규제제도가 없었고, 영업정지제도를 창설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고 생각되며, 당
시 우리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경제적 지위를 악용하여 불법수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장에서 부당이득환수 목적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는 법적수단을 강구하였던
것이다.2)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서 과징금에 대한 대법원 판시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
는 금전적인 제재하고 하였으며,3) 비록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
는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였
다.4) 따라서 본래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지만 행정제재로서의 성격도 아울
러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과징금을 형사처벌이나 행정벌과는 그 성격을 달
리하지만 위반자에 대하여 금전지급 채무를 부담시킨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제재로
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5)
한편, 우리나라의 과징금과 유사한 제도는 일본이나 미국 등 일부외국의 행정법령에서
도 볼 수 있으나, 영업정지처분에 대체하여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은 우리나라 행정법령에
매우 고유하게 존재하는 행정제재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성격6)

현재 행정법규에 규정된 금전적 제재 중 벌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이고, 과태료는 행정목적 달성에 장
애를 줄 위험이 있는 과거의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이다. 반
면에 당초 과징금은 경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도입되
었기 때문에 초기 과징금은 금전벌적인 성격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현재 과징금은 행정
제재적 과징금,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7) 금전벌적인 성
2)
3)
4)
5)

이상철, ‘과징금의 유형구분과 그 법적 성질’, 법제처, 법제, 98-10,
대법원 1999.5.28. 선고, 99두1571 결정.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6206 판결.
헌법재판소 2001.5.31. 선고, 99헌가18, 99헌바7 1·111, 2000헌바5 1·64·6 5·85, 2001헌바2 (병
합) 결정.
6) 김태우, 과징금 제도의 입법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 법제처, 2013. 6,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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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함께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13년 현재 과징금은 123개의 법률에서 130건으로 규
정하고 있다.8) 그 외에도 명목상 이름은 부과금이지만 과징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도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의 금액은 항공법의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50억원, 10억원, 5억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각 2억원 이하, 철도사업법, 건설산
업기본법의 경우 1억원 이하 등 거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독점규제법의 경우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까지를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까지 부과하여 실제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기도 한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금지 위반시 명의신탁자 등
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과징금 부과금액이
형벌로서의 벌금의 상한인 2억원을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9) 이에 대해 법제
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은 “이 경우의 과징금은 그 금액이 위반행위로 인해 얻게 된 이익
과 직결되어 있지 않고 영업정지처분과 연계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다른 과징금과 다
르다. 이는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제재에 불과하여 실질적으
로는 벌금이나 과태료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다.10) 현재의 과징금의 법
적 성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과 동시에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이라는 겸병설이 최근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11)
한편, 독점규제법은 과징금 부과의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
7) 안승철,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법제, 법제처, 2010. 3, p62.
8) 법령에서 과징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제도적 취지ㆍ성격 등에 비추어 과징금
과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예는, 일정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
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등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현행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등이 있고, 위 부과금은 과징금과 그 명칭이 다르기는 하지만 성격상 유사하며, 일정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야기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전의 부담을
명하고 있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9)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
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10)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06, 158면.
11) 정호열, 경제법, 박영사, 2006, 452면,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6, 437면. 이기수/유진희, 경
제법, 세창출판사, 2004,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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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데12), 특정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이익의 규모만을 고려한다면 이는 부당이득만을 환수하는 성격의 과
징금이고, 그 외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회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는 규정은 제재적 성격까지 가진 과징금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의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법
규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형이다. 그런데, 최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규정된 형벌로서
벌금도 공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기능과 부당이득 환수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성격과 기능 측면에서는 과징금과 벌금이 국민 입
장에서 큰 차이가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부과금액이나 재량통제 측면에
서 과징금이 벌금보다 더 침해적인 경우도 있다고 여겨진다.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에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징금이든 벌금이든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
한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다.13)
3. 과징금의 목적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인(私人)의 경제권에 부담을 과(課)하
는 행위이다. 과징금의 부과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위반 행위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80년 우
리나라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도입한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한 가격책정
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3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참작
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나 법위반 행위와 관련된 타 사업자의 피해액을 국가가 대신하여 회수한
다. 법 위반 행위에 따라 소비자나 타 사업자에게 손해 혹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
12)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13)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06,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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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임승차문제(free rider problem)로 인해 소비자나 동종 업계 사업자가 피해보상청구
소송과 같은 집단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게 된다. 즉, 피해자는 피해 보상 청구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부담하지만 이익은 다른 피해자와 공유하게 되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유인이
약해진다. 따라서 이들을 대신하여 국가가 그 손해액을 회수 및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억지효과(deterrence effect)이다. 과징금 또한 다른 민·형사적 제재와 마찬가지로
향후 법위반행위를 억지 또는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억지효과가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잠재적 범법자가 범법행위로부터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익이 범법행
위로 인한 처벌에 따른 기대비용보다 적어야 한다. 실제로 범법행위의 적발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므로 과징금의 억지효과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실제 부과액이 순수하
게 경제학적으로 계산한 적정 과징금보다 커야 한다. 하지만 억지효과를 위해 과다 부과
된 과징금은 범죄에 상응하는 징벌을 과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과징금과 행정처분과의 관계

과징금 제도를 수익적 처분의 취소∙정지와의 대체성 문제로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입법례들은 허가취소∙영업정지와 선택적으로 부과하거나,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
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 취소처분에 앞서 정지처분을, 정
지처분에 앞서 경고나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고나 시정명령과
같은 예비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각 제재 내지 처분 간에 일정한 강도 내지 정도
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에 불응한 경우에 취소처분으로 전환되지 않고 금
액에 대한 행정상 강제징수방법에 의하게 처리하고 있다.
한편,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 법률의 조문특성과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영업정지, 사업정지, 업무정지, 조업정지, 사용정지 등을 갈음하는 과
징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두 과징금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과징금에 대한 법률 조문 표준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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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규정(표준 예시)
제○조(과징금처분) ①허가권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
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업정지 사유 중 일부만 과징금 부과사유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영업정지 사
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영업정지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되, “국민
불편이나 공익 요건”을 추가하기도 한다. 과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중에서 필수공익사업
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과징금을 갈음하였지만, 최근 과징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보편적 공
익요건만 충족시키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어떤
의무사항 불이행 행위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청이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
에 따른 사전통지를 행하면 된다. 그런데 이 경우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선택하여 행정처
분 상대방에게 사전통지 하기 전에 위반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의
사유를 들어 과징금처분을 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정당
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처분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특히,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영업이 중단되는 점에서 실제 강력한 제재처분이 되는 반면에, 과징금 처분의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점에서 행정처분 상대방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징금 처분을 원하
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규모 생계형 영업자일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금액이 과하
여 또는 과징금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이 낮아 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사례
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식품위생법 등)이 7개 정도 된
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례는 법령 입안이나 심사 시에 과징금으로 전환된 행정처분이 다시
영업정지로 전환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행정절차법 에 따른 사전의견청취 결과에 반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의 도
입 취지를 퇴색시키며, 과징금 납부를 1회 독촉을 받고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지 않았
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체납처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행정의 실효성 확보라
는 측면에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게 허용
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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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징금과 과태료의 관계

과징금도 법령상 의무이행 위반에 대한 행정적,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법령을 입안
할 때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일지라도 과태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
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 부과가 되지 않도록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둔 입법례
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계속 있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법령해석(2010-0142)을 하였다.
< 표 2-2 >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에 대한 법령해석(2010-0142)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로 각각 규
정하면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
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과징금과 과태료가 법적으로는 그 목적이
나 성격이 구분되기는 하나,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
서 형식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과태료와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 대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제재로서 과도한 제재로 볼 수 있고, 그
불복절차도 서로 달라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특
별히 과징금과 과태료의 관계를 입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둘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와 같이 과태료의 적용특례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
여 과태료와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중복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행정청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목적, 수단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과
징금과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특례 규정의 취지
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즉 같은 조의 문언상 과징금 부과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처분이 가능하다거나 과태료 처분 후
과징금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보이고,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먼저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과태
료와 동시에 또는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경우에는 추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두 사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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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만을 둔 이유는 과
징금 처분은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과태료 처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질
서위반행위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기속행위(羈束行爲)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
다. 다시 말하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특례 규정이 없다면 행정청이 이미 과징금을 부
과한 경우라도 과태료 부과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청으로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
에 없게 된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과태료의 적용특
례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였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과태료 규정이 있다 하여 과징금부과의 규정을 배제시킬 수
는 없다고 본 판례(1992. 4. 14. 91누5280)가 있다. 물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 규정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중복 부과할 수 있
도록 한 법령이 많았다. 이러한 중복 부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에서는 과징
금․과태료의 부과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
기 바란다.
< 표 2-3 >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 합리화 방안 (법제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은 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 수단으로 현
실적으로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벌금 및 영업정지 등 과도한 중복제재
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무부와 함
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징금 ․ 과태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2009. 8. 26.)하여 추진하
고 있다. 그 내용은, 우선 이중적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159개의 법률(과태료 ․ 벌금
중복부과 12개 법률, 과태료 ․ 과징금 중복부과 35개 법률, 과징금 ․ 벌금 중복부과 112개
법률)을 정비(단순 ․ 경미한 의무위반은 벌금을 폐지하거나 중복되는 금전제재 중 하나만
부과하도록 함)하고,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63개의 법률을 정비
(자료제출 등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은 영업정지를 폐지함)하며, 불필요한 과태료를 규정
하고 있는 53개 법률의 해당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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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과징금의 적정산정과 비례원칙 고찰
1. 적정과징금 산정의 경제학적 접근

1) 경제학적 관점에서 적정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연구
경제학적 취지에서 부과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강병민
2005; 강희복 외 2008; 권오승 외 2003; 금일중 외 2010; 윤계형 외 2011; 이인권 2010; 홍
대식 2007). 금일중 외(2010)는 공정거래법의 부과과징금액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피해규모와 적발확률이 부과과징금액에 반영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적
발확률의 경우, 적절한 변수를 찾기 어려워 위반행위기간이라는 대리변수를 통해 간접적
으로 증명하였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실제 법집행과정에서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
및 소비자 피해의 보상, 징벌승수가 적용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해보였고, 이는 향후
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적정과징금 산정이 유효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를 바탕
으로 경제학적 산식의 도출을 통해 세분화된 기준을 세울 경우 적정과징금 산출을 개선시
킬 수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홍대식(2007)은 위와 같은 산술·계량적인 규칙을 통한 과징금의 산정에만 역점
을 둘 경우 실제 법상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기준의 세분화뿐만
아니라 법·원칙과의 전체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과징금의 특성 상 경제학적 접근이 만능열쇠가 될 수 없으며 이외
에도 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서로 상치되는 부분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산정방식과 실무 사이의 괴리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권오승 외(2003)는 과징금의 부과를 단계별로 나누어 최종금액의 산정과정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았다. 먼저 과징금액의 객관적인 요소로만 산출 후 주관적인 참작을 고려한 가
중·감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고려사항에 의한 최종조정을 통해 최종과징금을 산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먼저 객관적인 기준에 바탕을 두고 난 후 주관적인 실제를 고려하여
최종결론을 도출할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부과방식의 제안 그 자체가
최종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기초적인 발판의 마련과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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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과징금 산정의 중요한 사안임을 말해준다.
아래에서는 앞에서 제기한 과징금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과징금을 경
제학적인 의미에서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위반행위로부터 법 위반행위자가 누리
게 되는 경제적 이득과 소비자피해의 계산, 그리고 억지효과를 위한 징벌승수의 적용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2) 법위반 행위로부터의 경제적 이득과 소비자 피해 보상의 추정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적정한 벌금이란 법위반 행위로부터 법위반자가 취하게 되는 한
계편익(MR)과 법위반 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한계비용(처벌)(MC)이 일치하게 되는 금액
이다. 이렇게 산정된 벌금은 100% 적발률을 가정했을 때, 법위반행위가 경제학적인 의미
에서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 발생하게 하는 금액이다(Becker 1968). 하지만 이러한 수준의
벌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위반자의 범법행위로 부터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 곡선을 추
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러한 산정방식을 부담금에 적용하는 데에는 벌금과
부담금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 즉, 부담금 부과의 목적인 부당이득의 환수와 소비
자피해 보상 회수를 위해서는 이들 금액을 법위반행위의 억지를 위한 금액 외에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법위반자의 법위반 행위와 관련된 재화(혹은 서비스) 생산의 한계
비용 곡선과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재화(혹은 서비스)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법위반행위
로부터 법위반자에게 발생하는 부당이득(초과이윤)과 소비자 피해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
에 대해 논하겠다. 아래에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독점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
우를 예를 들어 적정과징금의 계산을 예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적정 과징금과 징벌승수의
논의는 강병민(2005)을 따랐다. 독점사업자의 한계비용이 생산량에 불변이고, 독점사업자
가 직면하는 수요함수가 선형이라고 가정하면 독점사업자의 이윤극대화는 아래의 그림의
b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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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 수요와 공급곡선

즉, 독점사업자는 한계비용(MR)과 한계수입(MC)이 일치하는 d에서 생산량을 결정하
고 Pm의 가격을 정하게 된다. 이것은 독점이 아닌 완정경쟁상태에서의 균형점인 c에 비
해 생산량은 Qc에서 Qm으로 줄어들게 되고, 가격은 Pc 에서 Pm으로 증가하게 된다. 독
점사업자는 완전경쟁상태에서는 초과이윤이 0이였으나(한계비용이 생산량에 대해 불변이
므로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은 일치한다), 독점으로 인해 πm(Pm·b·d·Pc)의 초과이윤을 획
득하게 된다. 소비자잉여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완전경쟁에서는 소비자잉여는 a·Pc·c였
으나, 독점시장하에서는 a·Pm·b로 바뀌게 된다. 이중 πm(Pm·b·d·Pc)은 독점사업자의 독
점이윤이 되고, b·d·c는 소비자 후생의 손실이면서 생산자에게도 이전되지 않는 사회후생
의 순손실(deadweight loss: DL 혹은 사중손실)이 된다. 따라서 100% 적발률을 가정할 때
법위반행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과 소비자 피해의 합은 πm(Pm·b·d·Pc)과 DL(b·d·c)
의 합이 된다. 이를 식으로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이 독점이윤(πm)의 1.5배가 된다.


                                  



---- (식1)

이제 적정 부과금의 계산을 독과점시장으로 확대시켜보자. 독과점시장의 경우 사업자
가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능력, 즉 시장지배력은 수요곡선 및 한계비용곡선의 기울기
에 달려 있다.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허핀달 지수 H를 이용하여 사중손실을 재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구체적 도출은 강병민 2005 33 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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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중손실   독점이윤π   허핀달지수 


----------(식2)

수량경쟁하는 독과점시장(Cournot competition)을 가정하면 H는 시장 내 기업수 N과
반비례하게 된다. 즉, H=1/N이 된다. 따라서 완전독점의 경우는 H가 1 이 되어 사중손실
은 1/2(독점이윤)이 되어 앞에서 구한 결과와 같게 된다. 따라서 사중손실은 기업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줄어들게 되는데 기업이 3개로 늘어나면 독점이윤의 1/6, 5개일 경우 1/10
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한 추정방식을 현실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두 가지 한계가 존재
한다. 첫째, 범법행위자의 재화(혹은 서비스)의 생산 한계비용곡선과 범법행위와 관련된
수요함수 및 시장의 독과점 정도를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각 범법행위자의 생
산함수별로 과징금에 차등이 생겨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각 범법행위자의 범법행
위와 관련된 재화(혹은 서비스) 생산 한계비용이 다를 경우, 각기 다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 억지효과를 위한 징벌승수의 적용
범죄 적발률이 100%라면 위에서 계산한 법위반 행위자의 이익과 소비자 피해만을 부
과함으로서 과징금의 목적을 달성하고 미래의 법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에서는 법위반 행위가 100% 적발되지 아니하므로 법위반 행위자의 이익과 소비자 피해만
을 부과할 경우 잠재적 법위반자의 법위반 행위로부터의 기대편익이 기대비용(=과징금*적
발확률)보다 크게 되어 과징금이 법 위반 행위를 제지하는 효과가 저하된다14). 따라서 법
위반행위로부터의 기대비용과 기대수익이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법위반 행위자의 이
익과 소비자 피해의 합에 적발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적정과징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강병
민 2005). 이 적발확률의 역수를 징벌승수라고도 한다.
만약 예방하고자 하는 법위반 행위로 부터의 법위반 행위자의 이익과 소비자 피해의
합이 100만 원이고 적발확률이 50%라면 적정과징금은 합계 금액의 2배 즉, 2백만 원이
14)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소비자 피해규모가 무시할 정도로 작을 경우에만 사실이다. 만약 소비자
피해규모가 충분히 크다면 소비자 피해액을 범죄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의 억
지효과는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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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1백만 원/0.5). 만약 적발 확률이 10%라면 적정과징금은 천만 원(1백만 원
/0.1)이 되게 된다. 즉, 적발 확률이 낮을수록 적정 과징금은 높아지게 된다.
적발확률과 적정 과징금과의 관계를 앞에서 계산한 독점사업자의 독점이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만약 적발확률이 50%라고 한다면 1/0.5*{독점이윤 + 사중손실(=독
점이윤의 1/2)}이 되어 적정과징금은 독점이윤의 3배가 된다15). 만약 적발확률이 75%라고
한다면 1/0.75*{독점이윤 + 사중손실(=독점이윤의 1/2)}이 되어 적정과징금은 독점이윤의
2배가 된다. 만약 적발확률이 25%라고 한다면 1/0.25*{독점이윤 + 사중손실(=독점이윤의
1/2)}이 되어 적정과징금은 독점이윤의 6배가 된다.
따라서 적정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해당 범법행위의 적발가능성(가시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만약 방지하고자 하는 불법행위의 적발률이 높을 경우에는 낮은 과징금의
부과로도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적발률이 낮을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부
과하여야 의도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책당국이 과징금액과 적발률
이라는 두 가지 정책변수 사이에서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적발률을 높이거나, 적발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낮추기
위해 적발률을 낮추는 대신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여 일벌백계하는 방식 중 정책적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적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적발률을 낮추면서 과징금
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비례의 원칙이나 법 위반행위자의 파산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5) Treble damage (실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는 적발확률 50%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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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징금 제도의 비례원칙에 대한 고찰

1) 비례원칙의 의미
일반적으로 법률관계에서 비례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
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례원칙
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37조2항16)을 근거로 도출된 법원칙으로서 행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재향행위의 일탈, 남용여부 심사기준, 수익
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제한, 부과의 한계, 공용침해의 요건충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이다.
비례원칙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목적과 수단이 적합하여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 가능한 수단 중에서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를 가장 최소한으로 침
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 행정조치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보다 큰 경우
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당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
기서 적합성의 원칙은 비례원칙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공익과의 관련
하에 검토하며, 필요성의 원칙은 특정수단과 사익과의 관련성을 그 검토대상으로 한다. 또
한 상당성의 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행정수단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착안하
여 판단한다.

2)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합리적 비례원칙
과징금 유형 중에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경우 비례원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적합성의 원칙에 의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16)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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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 목적이 영업정지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듯이, 과징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행정수단으로서의 영업정지가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도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원칙이다.
둘째, 필요성의 원칙에 의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행정청이 위법행위자에게 처분하
는 과징금이 영업정지 보다 당사자의 권리와 자유를 덜 침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초
위법행위자는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만큼의 권리와 자
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서 필요성의 원칙을
적용하면 과징금으로 인해 침해당하는 권리와 자유가 영업정지로 인한 그것 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위법행위자에 대한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있어 과징금이 영업정지 보
다 작을 때,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이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상당성의 원칙에 의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보다 작기 때문에 영업정
지의 행정처분을 취하듯이, 과징금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과징금의 행정처
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보다 작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행정
수단으로서 결과에 대한 손실과 편익을 검토해서 편익이 더 큰 방향으로 결정해야 상당성
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에 대한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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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과징금 법률의 유형화
1. 과징금 유형화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과징금(課徵金)을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해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또는 당해 법규상의 일정한 행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
기위하여 행정청이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17)라고 정의한다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18) 첫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특히 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 자체를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이익환수 과징금’이라 칭
함)으로「공정거래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둘째, 국민
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국가 및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
법규에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과 선택적으로 또는
이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처분갈음 과징금’이라 칭함)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석유사업법」,「건산법」등이 있다. 셋째, 법령에서 과징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제도적 취지·성격 등에 비추어 과징금과 유사한 제도로 대표적인 예는 일정
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등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
경보전법」등이 있다.
과징금은 넓은 의미로는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령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행정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이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2개 또는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
다.
먼저 과징금을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연구자는 석종현(1996),박윤흔(2000), 김동희
(9996), 변재욱(2000) 등이 있으며,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종현(1996)은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
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이러한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에 위반
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에
따라 과하여지는 행정제재금을 가리킨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반하여 그는 부과금이라 함
1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9 참조.
18) 헌재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1헌바51·64·65·85, 2001헌바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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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근거법률상의 의무위반을 한 때에 단속 상 그 인·허가사업
등을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은 계속하게 하면서 그에 따라 생긴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제재금이라고 설명한다.19)
박윤흔(2000)과 김동희(9996)는 본래의 의미의 과징금과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으로 구
분하고 있다.20) 여기서 본래의 의미의 과징금은 경제법상 의무에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
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일종의 행정제재금이라고 정
의하고,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은 인·허가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단
속 상 그 인·허가사업 등을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
속하게 하되,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이라고 정의하였다.
변재옥 교수는 행정의사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부이행 또는 의무위반이 있을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
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대체로 과징금을 개선명령의 후속조치로 부과·징수되는 과징금
과 허가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으로 과징금을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분류이며, 가장 많
은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분류이며, 주요 연구자 및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영도·박수헌(1993)는21) 과징금을 규정한 법령의 취지·목적 및 성격면에서 ⅰ) 원래의
과징금제도 즉 경제법령상의 의무위반 자체로 얻은 부법적인 경제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로
서의 과징금을 규정하는 입법유형(제1유형), ⅱ) 다수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국가 및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
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영업정
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해 영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하
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과징금제도를 규정하는 입법류형(제2유형), ⅲ)그 제
도의 성격면에서는 과징금제도와 유사한 부과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류형(제3유형)
등이다. 제l유형은 현행법상 최초로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인데, 동 법률에서 이러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과징금제도를 모방한 점이 있다고 본
19)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1996, pp 560-561
20)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2000, pp611-613
21) 朴英道·朴秀憲, 박영도·박수헌, {과징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93-1,
1993), p. 29-30., p. 51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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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유형에 속하는 과징금은 최초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등장하였고, 일반적인 과징금
입법의 효시가 되었으며, 과징금의 일반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3유형에 속
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부과금제도를 들 수 있다고 한다.
국회사무처의 김종두(1988) 입법심의관은 과징금제도의 도입시기에 따라 나타난 특
색과 그 형식 및 내용의 유사성을 참고하여 최초형, 변이형, 일반형의 3분법적 분류를 하
였다.22) 우선 최초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비롯된 과징금유형으로서,
동법이외에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23), 외자도입법24) 등을 예시하였다. 이는 박영도·박수
헌 박사가 분류한 제1유형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변이형은 실정법상 과징금이라는 명칭
으로 표현하지는 아니하지만 그 명칭과는 관계없이 과징금과 류사하므로 이를 과징금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바, 환경보전법25)상의 배출부과금제도, 축산법26)상의 초과사육부
과금제도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 유형은 박영도·박수헌 박사가 분류한 제3유형과 같다
고 볼 수 있다. 일반형은 이미 설명한 최초형 및 변이형과는 달리 허가취소·영업정지와
선택적으로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방식에 속하는 것을 의미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상철(1998)은 실정법상으로 이미 여러 가지 유형의 과징금 형태가 출현하고 있
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2개 내지 3개의 유형보다는 실정법상의 과징금의 각 특
성을 살펴보고 다양한 형태의 과징금제도가 병존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행법령상 과징금의 유형은 대체로 행정법령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일
의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형, 행정법령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과
선택적으로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형, 행정상 의무위반자
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의적으로 과징금의 성질과 같은 금전
납부의무를 부과하되, 그 명칭은 "부과금"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3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
러나 그 외에 특수한 형태와 성질을 지닌 과징금 유형을 살펴 보면,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선택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형, 행정상 의무위반 자격자에 대하
여 자격정지처분과 선택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형, 피해가격과징금이라는 형태의 유
형 등이 있다. 따라서, 과징금의 형태 및 법적 성질 등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22)
23)
24)
25)
26)

金鍾斗, "現行法상 課徵金制度에 관한 考察", 국회 立法調査月報, 1988年 1·2月號, p.2 - p.4.
1982.12.31. 法律 第3,607號.
1983.12.31. 法律 第3691號
1981.12.3l. 法律 第3505號 및 1986.12.3l. 法律 第3903號
1984.8.2. 法律 第373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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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6가지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첫째,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
지처분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의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형(즉, 부당이득환수적
과징금) 둘째,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또는 선택적으로 과
징금을 부과하는 유형(즉, 영업정지대체적 과징금) 셋째,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시
정명령과 선택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형(즉, 시정명령대체적 과징금), 넷째, 행정상
의무위반 자격자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과 선택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형(즉, 자격
정지대체적 과징금) 다섯째, 피해가격과징금, 여섯째, 부당이득환수적 과징금과 같이 행정
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의적으로 과징금의 성
질과 같은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되, 그 명칭은 부과금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유형(즉, 부
과금)이다.27)
2. 과징금 유형별 법률

위에서 조사한 다양한 과징금 유형화 분류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화 분류는 이익
의 환수에 준하는 과징금(제1유형),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제2유형), 제재처분에 상
응하는 과징금(제3유형)이다.
이러한 유형화 분류에 따라 기존 과징금법률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유형 : 이익의 환수에 준하는 과징금
제1유형의 과징금은 가장 기본적인 과징금 유형으로서 최초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독
점법을 비롯하여 현재 13건의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주로 경제적 정의 내지 사회
적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등 이다.
제1유형의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성을 지니고
때문에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성과 금전적 판단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확실한 법률적 개념을 설정하여
27) 이상철(1998), 과징금의 유형구분과 그 법적 성질, 법제처, ‘법제’, 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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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그에 따른 이익발생 정도에 대한 논리적 내지 수리적으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1유형은 권력 중심의 개인판단에 의존하는 기능적 정부조직 보
다 전문가의 집단적 결정이 존중되는 위원회 조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정거
래위원회는 과징금 관련 제1유형의 법률을 주관하는 가장 핵심적인 행정청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2-4 > 과징금 제1유형의 법률명 및 부과기관
No

법률명

부과기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장관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무역위원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지정권자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단

7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

8

식품위생법 - 제83조

9

청소년 보호법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여성가족부장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1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해양수산부장관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부장관

한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은 사회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제1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유형의 법률은 복지, 건강 등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회적 정의에 대한
욕구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법률제정에도 영향을 미쳐, 행정적 처분과 더
불어 금전적 처분도 많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제1유형의 법률 제정 시 위법행위의 명학성과 금전적 판단의 정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집단적 의사결정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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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유형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2유형의 과징금은 가장 일반적인 과징금 유형(97건)으로서 향후 가장 많은 도입이
예상되는 과징금 유형이기도 하다. 제2유형의 과징금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법률은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 로서, 이 법은 1961년도에 제정되었으며 1981년도에 과징금 관련 조항
을 신설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법률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970년 제정, 1982년 도입), 도시가스사업법(1979년 제정, 1983년 도입), 주차장법
(1979년 제정, 1983년 도입), 해운법(1963년 제정, 1983년 도입) 등이 있다. 이들 법률은 과
징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통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이용자 불편하고 공익에 대한 피해를 준다는 문제가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점법을
통하여 과징금 제도의 법률적 도입이 시작되면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과
징금제도가 각광받게 되었다. 이후에 과징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1년 이전에 제정된
법률도 영업정지를 과징금 제도로 전환하려는 개정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특히, 1990년 이
후 제정된 법률의 경우 영업정지의 조항을 신설하면서 과징금 조항도 함께 신설되었다.
따라서 향후 제정되는 법률 중에서 영업정지의 조항이 신설된다면, 반드시 과징금 조
항이 신설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한다. 즉, 많은 법률에서 영업정지를 사용하고 있지
만.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영업정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제재로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법률의 그 생성과정부터 적용 및 운영, 효과성 내지 효율성 등의 관점
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영업정지라도 과징금으로 전환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
토가 있어야한다.
< 표 2-5 > 과징금 제2유형의 법령명 및 부과기관
No

법률명

부과기관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구청장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장·군수·구청장

3

건설기술관리법

시·도지사

4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장관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도지사

6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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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장·군

No
8
9

법률명

부과기관

공인회계사법
공중위생관리법

금융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10

관광진흥법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11

관세법

세관장

12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장관

13

궤도운송법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1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
수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6

낙동강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
법률
수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

18

대기환경보전법(1)

시·도지사

19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0

도시철도법

국토교통부장관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관청

22

먹는물관리법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3

모자보건법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

25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장관

2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27

방송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
원회

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

29

비료관리법

시장·군수·구청장

30

사료관리법

시·도지사

3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장·군수·구청장

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지사

33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장관

3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

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6

석탄산업법

37

소방시설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구청장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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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장·군

No

법률명

부과기관

3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지사

39

수산업법

행정관청

40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장

4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장관

4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도지사

43

식품위생법 - 제82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도지사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진법 -제12조의10

4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7

악취방지법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4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

49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

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5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
관한 법률
수

52

영유아보호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

5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장·군수·구청장

54

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장관

55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장관

56

원자력안전법

위원회

5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5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도지사

5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관할관청

60
6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

63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장관

64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5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
장

6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65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67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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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률명

부과기관

6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부장관

6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장

70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71

전기공사업법

시·도지사

72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3

전기통신사업법-제90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7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7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77

전자서명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78

전파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
원회

7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도지사

80

정신보건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81

주차장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82

주택법

시장·군수·구청장

83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4

철도사업법

국토교통부장관

85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장관

86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87

폐기물관리법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도지사

88

하수도법

환경부장관

8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환경부장관 또는
한 법률
장·시장·군수

9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91

항공법

국토교통부장관

92

항만법

해양수산부장관

93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장관

9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시·도지사
45조

95

해운법

해양수산부장관

96
9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장품법

국토교통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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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

3) 제3유형 : 제재처분에 상응하는 과징금
제3유형의 과징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20건이며, 위법행
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의
하나로 본다면, 제1유형과 유사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이익의 환수가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유형과 제1유형은 같은 제재처분이
지만, 제재대상이 부당한 이익이나 부당한 행위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3유형의 과징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와 비교하면 유사
점이 많다. 즉,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직접 과징금의 제재처분을 내린다면 제3
유형의 과징금이 되고, 영업정지의 제재처분을 내린 후 과징금으로 갈음한다면 제2유형의
과징금이 된다. 따라서 제3유형과 제2유형에 대한 구분은 과징금의 직접부과와 간접부과
라고 할 수 있다.
< 표 2-6 > 과징금 제3유형의 법령내용 및 부과기관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법률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6
대외무역법
방송법
보험업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1)
임대주택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1)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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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각 중앙관서의 장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금융위원회
주무관청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제4절 과징금 제도의 운용
1. 과징금의 귀속 및 용도

1) 과징금의 귀속
과징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 것은 국고금관리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 것은 지방재정법 에 따라 일반회계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과징금을 일반회계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귀속시키는 경우도 있
다.

2) 과징금의 용도
과징금은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에 따라 징수한 과징
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도 원칙적으로 두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 과징금의 용도를 제
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징금의 무계획적인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 표 2-7 > 과징금 용도에 관한 규정(표준예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 3. (생 략)
⑤행정청은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사용의 절차 ․ 대상, 운용계획의 수립 ․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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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과징금의 부과․납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모두 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
에 맡기려 할 때에는 이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
재정법 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할 때에만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국고금관리법령에는 납부기한이 15일로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20일로 하려는 경우에 개별법령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
는 것으로 한다. 이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는 따로 둘 필요가 없으며, 대통령령의 부과․
납부에 관한 부분에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외
적으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법률에서 명
시하고 있다.
< 표 2-8 >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규정(표준예시)
제○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행정청은 제○조의 규정에 의하
여 영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로서 다
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과
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
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의 강제징수규정은 법률에 두되, 징수주체가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지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라는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처분의 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징수의 예”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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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징금 징수절차 28)
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 제22조, 24조
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 동 법 시행령 제61조, 제
61조의 2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며, 과태료는 동 법 제69조의2호 위반 시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관련법
률(예,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과징금에 대한 부과 및 이행확인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또는 카프텔 조사국 등 일선 해
당 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결정된 과징금의 징수와 수납은 수입징수관인 운영지원과에
서 관장하고 있고, 수입금의 관리는 재정정보시스템(dBrain)을 이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징수결의는 운영지원과 내 업무지원팀이 수행하고 있으며, 수입징수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과징금 등이 결정되면 이를 수입 징수결정하고, 납부고지서를 서면으로 과징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한다. 과징금 납부를 통보 받은 납부의무자는 6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가산금을 부과한다. 이때, 미수납액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수입징수관이
조치한다.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절차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은 「방송법」 제19조, 제76조의3 제4항, 제100조 제1항 및 제
3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
64조의 3,「전파법」 제73조 등에 의하여 부과하며, 과징금에 대한 행정처분은 「방송통신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방송정책국, 이용자 보호국 등의 일선 해당국에서
수행하고 결정된 과징금의 징수와 수납은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수입징수관은
과징금 등이 결정되면 이를 수입 징수결정하고 납부고지서를 서면으로 과징금 납부의무자
에게 통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20일 내, 과태료 납부자는 15일 내
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하며, 미수납액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28) 국가회기준센터, 제재금 수익 인식시기의 적정성 검토 연구, 2013.03, 부서별 설문조사 결과 발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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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수입 징수관이 조치한다. 이때,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압류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
납처분비에 충당한 다음 법정순위에 따라 국세 및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
면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다. 고용노동부의 과징금 징수절차

고용노동부의 과징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예방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금액을 결
정하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지원팀장 또는 고용센
타소장 등이 징수결정 및 부과통보 수납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과징
금은 부과 후 30일 내에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납
발생이 적게 되어 있다. 그러나 2011년의 경우 고동노동부는 과징금 징수실적이 없다.
라.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징수절차

보건복지부의 과징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및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제70
조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세칙」에 의하여 보건의료정책실 보건
평가과장 부과징수 한다. 보건복지부 과징음의 납부기한은 매월 20일이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리고 징수한 과징금은 따라 의료보험 관리공단
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지원(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과징금수입의 2분의 1) 등에 사용한다.
마.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절차

금융위원회의 과징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9조 및 제428조~
제4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을 제433조 및 434조와 동 법 시행령 제379조, 380조에
의하여 징수한다. 또한「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58조 등 8개 법
률에서 과태료를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일선 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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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과징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과고지는 수입 징수관이 납부 고지한다. 이때 납
부기한은 60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또한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한다.
바. 식품의약품안정청의 과징금 징수절차

식품의약품안정청의 과징금은「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약사법」 제8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화장품법」
제28조, 「의료기기법」 제38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그리고 행정처분, 징수결의, 부과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부과고지 후 15일이며 수납 후 세입처리한다. 이때 이의신청, 결손처
분, 체납 시 행정처분 환원을 통해 금액변경 가능하며, 식약청의 경우 과징금을 미납하면
영업정지(수입정지, 제조정지, 판매정지)를 당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실제 영업정지는
2010년에는 1건 50백만원, 2011년에는 미발생, 2012년에는 3건 122백만원으로, 부과고지된
금액과 비교하여 영업정지된 금액은 미미하다.
< 표 2-9 > 중앙정부부처 과징금 징수절차
부처
공정거래
위원회
방송통신
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징수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정→ 징수결의 →
부과고지 → 납부기한 60일 → 수납
→ 세입처리
조사단속 → 징수결의 → 부과고지 →
납부기한 20 일 → 수납 → 세입처리
과징금 → 징수결의 → 부과고지 →
납부기한 30일 → 수납 → 세입처리
과징금 행정처분 → 징수결의 →
부과고지 → 납부기한(매월 20일) →
수납 → 세입처리

금액변경가능성 및
금액변경사유

부과고지
시점

있음/이의신청,
납부기한 경과시

징수결의

없음

부과고지

없음

징수결의

있음/행정심판,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변경

행정처분시

금융위원회

징수결의 → 부과고지 → 납부기한
65일 → 수납 → 세입처리

있음/이의신청

징수결의

식품의약품
안전처

행정처분 → 징수결의 → 부과고지 →
납부기한 15일 → 수납 → 세입처리

있음/이의신청,
결손처분, 체납 시
행정처분 환원

징수결의

출처 ; 국가회기준센터, 제재금 수익 인식시기의 적정성 검토 연구, 2013.03, 부서별설문조사 결과, p44-49,
표내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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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징금 법률 및 예산규모

1) 과징금 법률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과징금제도
가 도입된 이래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3년 현재 과징금 관련 조문을 분석하
면29), 총 123개 법률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면 1980년대에는 전반기 7건, 후반기 5건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 전반기 11건 후
반기 25건과 2000년대 전반기 30건, 후반기 33건으로 증가하였다.
< 표 2-10 > 연도별 과징금 관련 조문신설 법률 수

(단위 : 건)

연도

조문신설
법률 수

1980~1984

7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최초 도입)
1981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985~1989

5

1986년 식품위생법

1990~1994

11

1991년 약사법
1994년 의료법

25

1995년
1995년
1996년
1999년

30

2001년 공인회계사법
2002년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3년 소방시설공사업법
2004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3

2005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
2008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2

2010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11년 영유아보육법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2

주요 법률

먹는물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29) 국가법령정부센터(http://www.law.go.kr)에서 Key-word를 ‘과징금’으로 검색하여 ‘조문내용’을
분석하였다.(분석일시 : 2013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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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징금 법률에 나타난 과징금 부과의 주체를 기관유형에 따라 분석하면, 위원회
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부처 74건, 광역자치단체 40건, 기초자치단체 38건이다.
특히, 개별 기관 중에서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과대상 수가 각각 14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 12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8건으
로 이어졌다.
< 표 2-11 > 기관유형별 과징금 부과대상 수
기관유형

과징금 부과대상 수

중앙부처

74

위원회

113

광역자치단체장

40

기초자치단체장

38

(단위 : 건)

주요기관
-

국토해양부 : 14건
환경부 : 14건
산업통상자원부 : 12건
공정거래위원회 : 14건
금융위원회 : 8건
방송통신위원회 : 8건

주> 부과대상에 따라 복수의 기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함

2) 과징금 예산규모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과징금은 과목별 세입예산 중에서 ‘경상이전수입-벌금, 몰수
금 및 과태료-과징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과징금의 규모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293억원(총 예산 대비 0.0104%)과 295억원(총 예산 대비 0.0097%)로서 전체 국가예산 중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01%정도로서 매우 낮다. 따라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과징금 예
산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과징금에 관한 구체적 관리 부족으
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 표 2-12 > 연도별 중앙정부의 과징금 예산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과징금 예산(a)

총 예산(b)

과징금 예산비율(a/b)

2012

29,263

282,687,337

0.0104%

2013
디 털

29,493
템

303,847,514

0.0097%

출처 : 지 회계예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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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지방정부의 과징금은 지방세외 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과건수나 금액이
많으며, 매우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약 3천억원을 부과하여 약 1천억원을
징수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과징금 추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매년 건수는 감소하지만
건당 평균 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부과 건수는 29.5%나
감소하였으나, 부과 금액은 4.8%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형 과징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정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행하는 위법행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 징수율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
으나, 아직도 건수 대비 65.4%(2011년), 금액 대비 44.2%(2011년)으로서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것은 제도의 순응도나 정책집행의 엄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나아
가 국민의 법 준수에 매우 중대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 표 2-13 > 연도별 지방정부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
구분

(단위 : 건, 천원)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2011년 실적

증가율

건수

847,135

807,848

569,311

△29.5

금액

308,819,262

336,943,905

320,871,069

△4.8

평균 금액

364.545

417.088

563.612

건수

528,643

518,236

372,425

△28.1

금액

114,113,151

131,577,213

141,785,828

7.7

건수

282,526

287,017

193,614

△32,5

금액

192,759,714

202,633,458

178,217,639

△12.0

징수율

건수

62.4

64.1

65.4

(B/A) * 100

금액

36.9

39.0

44.2

부과 (A)

징수 (B)

미납 (C)

출처 : 행정안전부. 각년도 지방세외수입 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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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주요 부문의 과징금 부과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법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중에서 과징금 부과 조항이 포함된 법률은 우리나라
최초의 과징금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6개의 법률이 있으며, 이들 법률
중에서 2000년 이후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법률제정 당시 과징금 조문이 신설되었다.
< 표 2-14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과징금법률
No

소관법률

제정 목적

제정 및 신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
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
1

독점규제 및

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

공정거래에 관한

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

법률

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
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법률제정
- 1980,12,31
조문신설
- 1980,12,31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
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
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3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법률제정
- 1991,12,31
조문신설
- 2002,03,30

에 이바지함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법률제정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 1991,12,31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 조문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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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관법률

제정 목적
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

4

전자상거래등에서

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의 소비자보호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관한 법률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

5

하도급거래

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

공정화에 관한

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법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

제정 및 신설
- 2012,03,17
법률제정
- 2002,03,30
조문신설
- 2002,03,30
법률제정
- 1984,12,31
조문신설
- 1996,12,30

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법률제정
6

가맹사업거래공정
화에 관한 법률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

- 2002,05,13

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 조문신설
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 2002,05,13

지함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중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
적 지위남용, 경제력 집중억제,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관련법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
래법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중요
한 과징금 부과 법률이다.

2) 연도별 과징금 부과 현황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의 규모는 총 3,408,038백만원으로 연평
균 약77%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부과한 과
징금 총 규모는 2,364,296백만원으로서 연평균 472,859백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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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 연도별 과징금 부과 금액 현황(공정거래위원회)

(단위 : 백만원)

출처 : 2012년도 통계연보(공정거래위원회)

3) 과징금 부과 건수 및 사업자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건수별로 분석하면, 지난 10년간 총 1,408건을 부과
하였으며, 2007년 3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최근에는 부과한 건수가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연도별 과징금 부과의 금액이 많아지고 부과의 건수가 낮아지는 것은 건당 과징금
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사업자 수로 분
석하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262개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2007년도에 413건으
로 가장 많았다.
< 그림 2-3 > 연도별 과징금 부과 건수 현황(공정거래위원회)
(단위 : 건)

출처 : 2012년도 통계연보(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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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 연도별 과징금 부과 사업자 수 현황(공정거래위원회)

(단위 : 건)

출처 : 2012년도 통계연보(공정거래위원회)

2. 소방방재청의 과징금 부과

1) 소방방재청의 과징금 법률
현재 소방방재청 소관 법률 중에서 과징금 부과 조항이 포함된 법률은 소방시설공사업
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3개의 법률이지
만, 청의 설립(2004년)과 법률의 과징금 조문신설(2003년)이 최근에 이루졌기 때문에 실제
부과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소방방재청도 과징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 표 2-15 > 소방방재청 소관 과징금법률
No

소관법률

제정 목적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2

제정 및 신설
법률제정
- 2003,05,29
조문신설

- 2003,05,29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소방시설 설치ㆍ유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 법률제정
지 및 안전관리에 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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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9

No

소관법률

제정 목적

제정 및 신설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조문신설

관한 법률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2003,05,29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법률제정
3

위험물안전관리법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2003,05,29

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 조문신설
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 2003,05,29

2) 소방방재청의 연도별 과징금 부과 현황
지난 3년간 소방방재청의 행정처분은 총 2,015건이 이루어졌으며, 시정명령이 1,667건
(82.7%)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가 274건(13.6%)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에, 과징
금 부과는 단 28건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였다. 특히, 최근 다른 부문에서 과징금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제도로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 표 2-16 > 연도별 소방방제청의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0

2011

2012

과징금부과

5

11

12

시정명령

526

683

458

영업정지

57

171

46

면허(동록/지정)취소

11

30

5

합계

599

895

521

출처 : 각 연도 소방행정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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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정부의 과징금 부과 및 미납

현재 과징금은 지방재정 항목 중에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과 같이 임시적 세외수입
의 잡수입에 포함되며, 대체적으로 수입규모는 크지만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로 안전
행정부의 지방세외수입연감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 건수가 2010년 847,135건, 2011년
807,848건, 2012년 569,311건으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과징금 부과금액은 2010년 1,141억원,
2011년 3,369억원, 2012년 3209역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표 2-17 > 연도별 지방정부 과징금 부과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공중위생관리법

2010
1,015

2011
776

2012
862

건설산업기본법

157

32

140

여객자동운수사업법

16,136

15,118

12,823

청소년호보법
약사법

1,425
646

1,260
623

1,677
89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980

1,111

1,306

기타

826,776

788,928

551,606

합계

847,135

807,848

569,311

출처 : 각 연도 지방세외수입연감(안전행정부)

< 표 2-18 > 연도별 지방정부 과징금 부과금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0

2011

2012

공중위생관리법

3,119,877

1,822,520

1,796,210

건설산업기본법

975,329

612,120

1,641,500

여객자동운수사업법

2,233,625

3,930,696

5,186,285

청소년호보법

510,329

789,853

901,544

약사법

1,513,768

2,562,553

3,153,79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10,627,155

75,124,173

59,123,394

기타

95,133,060

252,101,990

249,068,341

합계

114,113,143

336,943,905

320,871,064

출처 : 각 연도 지방세외수입연감(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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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정부의 과징금 미납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방정부의 과징금 미납율을
건수로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34% 전후이지만, 금액으로 분석하면, 50%대 후반에 이른다.
특히, 2010년과 2011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대비 미납율이
각각 83.1%와 84.0%인 것은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과징
금은 정책적 효과성 측면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 표 2-19 > 연도별 지방정부 과징금 미납율 현황(건수)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공중위생관리법

23.5%

16.5%

16.0%

건설산업기본법

16.6%

21.9%

9.3%

여객자동운수사업법

41.3%

27.0%

29.8%

청소년호보법

28.1%

31.7%

27.3%

약사법

23.5%

11.2%

10.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56.8%

49.2%

56.8%

기타

33.2%

35.7%

34.1%

합계

33.4%

35.5%

34.0%

출처 : 각 연도 지방세외수입연감(안전행정부)

< 표 2-20 > 연도별 지방정부 과징금 미납율 현황(금액)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공중위생관리법

46.0%

27.0%

23.9%

건설산업기본법

34.8%

37.0%

4.0%

여객자동운수사업법

45.3%

36.5%

46.0%

청소년호보법

43.4%

43.4%

32.9%

약사법

39.6%

20.1%

19.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83.1%

84.0%

72.0%

기타

57.4%

54.2%

52.9%

합계

62.4%

60.2%

55.5%

출처 : 각 연도 지방세외수입연감(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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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의 과징금 제도 운영사례
제1절 일본의 과징금 제도 운영사례
1. 일본에서의 과징금

일본 고지엔(広辞苑) 사전에 의하면 과징금을 크게 2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로 과
징금은 국가가 법률 또는 국회 의결에 의거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중 조세이외의
것으로 벌금, 수수료, 특허료 등을 의미하며 둘째로 독점금지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
래위원회가 납부를 명하는 금전, 수입과징금을 의미한다. 일본 위키백과사전는 과징금이란
조세 이외에 국가가 징수하는 다양한 부과금 전반을 일컫는 말로서, 독점금지법 및 금융
상품거래법 등에 위반한 경우에 납부를 명하는 제도로 과징금 납부명령(독점금지법 7조의
2, 8조의 3, 금융상품법 제172조 등)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더불어
개별적 형사상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중처벌의 논란이 발생
하기도 하였으나, 일본 최고법원은 과징금이 이중처벌을 금지한 일본 헌법 제39조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판결하였다. 세계대백과사전 일본어판은 과징금을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광의의 과징금은 조세를 제외하고 국가가 국권에 의
거해 수납하는 금전적 제재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에 의거해 징수하는 벌금,
과료, 재판비용 및 행정권에 의거해 징수하는 수수료 등도 모두 일종의 과징금이라 할 수
있다.30) 반면에, 협의의 과징금은 행정수단으로서 금전적 제재를 법으로 제정한 것을 의
미한다. 이것은 1973년 석유파동 당시 물가안정을 위해 제정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에
서 처음 채택되었고, 그 후 독점금지법의 77년 개정 시에 기업연합(카르텔) 규제의 보완수
단으로서 독점금지법에서도 채택되었다.

30) 일본 제정법 제3조의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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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독점금지법의 과징금31)

1) 개요
과징금이란 기업연합(cartel) 및 입찰담합 등의 위반행위 방지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행정청이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불이익을 말한다. 공정거래위
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과징금 대상이 되는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
우 해당 위반사업자 등에 대해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령(과징금 납부명령)한다.
(법 제7조의2 및 법 제20조의2에서 법 제20조의6까지)

2) 과징금 산정기준 및 요율
2005년 독점금지법의 개정이 단행되었는데, 동법에서는 과징금의 산정율을 기존의 6%
에서 10%로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과징금의 산정율을 이처럼 대폭 인상한 것은 부당이득
에 국한한 금액이 아니라 부당이득 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환수함으로써 과징금의 행정상
제재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과징금의 산정율을 10%로 정한 것은
ⅰ) 과거 카르텔․입찰담합사건의 부당이득추계에 의하면 평균 16.5%이고, ⅱ) 중가산세
가 탈세액의 4할 정도이고 부정수급의 가산금이 의료보험에서 4할강(强), 고용보험에서는
2배강(强) 등인 점, ⅲ) 미국의 독점금지법의 벌금상한이 1억달러 또는 위반행위에 의한
․손해의 2배 이하, EC경쟁법의 행정제재금의 상한이 총매출액의 10%이하인 점 등을 고
려한 결과이다.32)
그러나 과징금의 법적 성질에 관해 개정 후에도 카르텔이나 입찰담합 등의 위반행위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위반사업자등에 대해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는 행정상의 조치라고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33)
현재 일본 독점금지법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기준은 기업연합 및 담합이 행해진 기간
(최고 3년)의 대상 상품 등의 매출액으로 하며, 과징금 요율은 업종별, 거래행위별 차등을
두고 있다.
31)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ftc.go.jp/)에서 발취함
32) 根岸哲・舟田正之、「独占禁止法概説」(有斐閣・2006）330면.
33) 권종호(2007), 일본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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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 일본 독점금지법의 과징금 부과 요율
구분

제조업 등

소매업

도매업

부당 거래제한

10% (4%)

3% (1.2%)

2% (1%)

지배형 사적 독점

10%

3%

2%

배제형 사적 독점

6%

2%

1%

3%

2%

1%

공동 거래거절차별대가
부당염매재판매가격유지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1%

( )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연합(cartel) 및 입찰담합 등의 부정한 거래제한에 대한 과징금 산정율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은 가감산 요소가 규정되어 있다.
< 표 3-2 > 일본 독점금지법의 과징금 가감 요율 적용 - 부당거래제한의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규정요율

가감요율
재차 위반

제조업 등

소매업

도매업

규정요율
15%

10％

가감요율
재차 위반

6%

조기중단

3.2%

재차 위반

1.8%

조기중단

1%

재차 위반

1.5%

조기중단

0.8%

4%
조기중단

8%

재차 위반

4.5％

3%

1.2%
조기중단

2.4%

재차 위반

3%

2%

1%
조기중단

1.6%

3) 과징금의 벌금 병과 및 감면
일본 독점금지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에서, 동일사건에 대해 과징금과 벌
금이 중복되어 병과된 경우에는 벌금 금액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에서 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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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 있다.34)
한편, 기업연합 및 담합에 관여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조사개시 전후에
자발적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신청순대로 최대 5개사까지 과징금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3.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과징금35)

1) 도입시기
증권시장의 신뢰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
단으로 2005년 4월부터 행정상 조치로서 위반자에 대해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과징금제
도를 도입하였다.

2) 과징금 부과 대상 위법행위
금융상품거래법 상의 과징금부과 대상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규정하고 있
다. 첫째로 불공정거래 (내부자거래, 시세조종36), 풍문의 유포 또는 위계의 사용), 둘째로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허위기재 (발행공개의무 위반), 셋째로 유가증권보고서 미제출, 허
위기재(계속공개의무 위반), 넷째로 공개매수개시 공고 미실시, 공개매수신고서 등 미재출,
허위기재 등, 다섯째로 대량보유보고서 미제출, 허위기재, 여섯째로 프로를 대상으로 한
시장에서 특정증권 정보의 미제공의 허위 및 발행자정보의 허위 등이다

3) 과징금 산출식

금융상품거래법 상의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부과대상 위법행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34) 일본 독점금지법 제7조의3 제19항
35)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http://www.fsa.go.jp/)에서 발췌함
36) 시세조정은 가장매매, 통정매매, 위법 안정조작거래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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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 과징금 산출식 - 금융상품거래법
No

위법행위

1

내부자거래

2

유가증권신고서 등
미제출, 허위기재 등
유가증권보고서 등
미제출

3
유가증권보고서 등
허위기재 등
4
5

공개매수개시공고
미실시
공개매수신고서 등
미재출, 허위기재 등
대량보유보고서 등
미제출, 허위기재 등

과징금 산출식
과징금 = {(중요사실 공표 후 2주간 최고가)×(매수 수량)}
- {(중요사실 공표 전 매수한 주권 가격)×(매수 수량)}
과징금 = 모집 및 매출 총액 2.25% (주권의 경우 4.5%)
과징금 =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수 상당액
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400만엔, 사분기와 반기보고서인 경
우는 그 2분의 1
과징금 = 발행하는 주권의 시장가격 총액 6/10만
또는 600만엔 중 큰 금액
(사분기, 반기, 임시보고서 등인 경우는 그 2분의 1)
과징금 = 매수총액 25%
과징금 = (공개매수개시 공고일 전날 종가)×(매수 수량)의 25%
과징금 = (해당 보고서 등에 관한 주권 발행자 시가총액)의 1/10만
과징금(a) = 발행가격 또는 매도가격 총액 2.25%

특정증권등 정보의

(주권 등의 경우는 4.5%)

미제공 등

단, 허위 등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 증권 등 정보가 공표되지 않은

및 허위 등

경우 과징금(b) = 과징금(a) x {(해당 허위 등이 있는 특정증권 정

6

보의 제공을 받은 자의 수)/(해당 특정권유의 상대방 수)}
해당 발행자등 정보가 공표된 경우 과징금(a) = 발행하는 주권의
발행자 등 정보의
허위 등

시장가격 총액 6/10만 또는 600만엔 중 큰 금액
해당 발행자등 정보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 과징금(b) =과징금(a) x
{(해당 허위 등이 있는 발행자 정보의 제공을 받은 자의 수)/(발행
자정보를 제공해야 할 상대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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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공인회계사법의 과징금37)

1) 도입시기
공인회계사 및 감사법인에 의한 허위증명에 대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2008년 4월부터 행정상 조치로서 위반자에 대해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2) 과징금 부과 대상 위법행위
일본 공인회계사법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로 감사법인 사원 (또는 공인회계사)가 고의로 허위, 착오 또는 탈루가 있는 재무서류
를 허위, 착오 및 탈루가 없는 것으로 하여 증명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둘째로 감사법인 사원 (또는 공인회계사)가 상당의 주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허위, 착오
또는 탈루가 있는 재무서류를 중대한 허위, 착오 및 탈루가 없는 것으로서 증명하는 행위
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출식
일본 공인회계사법에 의하면, 고의로 허위증명을 한 경우는 감사보수 상당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그리고 고의는 아니지만, 상당히 주의를 소홀히 하
여 중대한 허위증명을 한 경우에도 감사보수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한다.

37)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http://www.fsa.go.jp/)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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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에서 과징금 논란

1) 경품표시법의 과징금 신설 개정안 38)
지난 2008년 일본 국회는 부당표시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독점금지법 및
경품표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39) 개정안은 부당표시 해당상품 매출
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대상기간은 3년간이며, 기간
내의 매출액이 1억엔 이상인 상품이 대상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성립되지 않았
고, 중의원에서 폐회 중 심사하는 것으로 되었다. 또한 소비자청설치법 부칙 제6항에서는
3년을 기준으로 악질상법 및 부당표시에 의한 부당수익 박탈 및 피해자구제제도를 검토한
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 문제
현재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행정벌을 과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벌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100만엔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혹은 몰수에 한정되어 있다. 따
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지치법 상 지방
자치단체는 과징금 등을 강제수단으로 규정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

38) 일본 위키백과에서 발취하였음(아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음)
39) 제169회 국회(2008년1월18일~6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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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의 과징금 제도 운영사례
1. 미국에서의 과징금

미국의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직접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
지 않으며, 법원에 형사절차에 의한 기소 또는 민사절차에 의한 제소를 통해 법원이 부과
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와는 다르다.40) 따라서 미국은 원칙적으로 과징
금 규정이 없고, 다만 셔먼위반행위에 대한 벌금41)과 FTC(Federal Trade Commission)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벌(civil penalty)의 두 가지 방식으로 경쟁법 위반에 대해 제재하고
있다.
벌금은 양형기준표(Federal Sentence Guideline) 제8장을 기본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산
정하고, 민사벌 절차는 FTC법 제5(m)조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인의
경우 1000만 달러 이하 또는 위반에 의해 얻은 이익 또는 끼친 손해의 2배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부과한다. 개인의 경우도 중죄로 취급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개인이 중죄를 범한 경우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그 액수는 25～100만 달러, 당해 개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2배, 또는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의 2배를 상한으로 벌금을 선고 받게 된다.
미국은 2004년 6월부터 ‘Anti 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를 통하여 셔먼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벌금 상한을 100만달러로 인상하고, 징역형
의 상한도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자연인의 형사처벌 강도를 보다 높였다. 또한 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을 1억달러로 증액하였다. FTC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규제수단은 우리의
시정명령과 유사한 중지명령인데, FTC는 제5(1)조1에 의해서는 중지명령에 위반한 회사
에 대하여, 제5(m)조에 의해서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발령된 중지명령에 의하여 불공정거
래 행위라고 선언된 행위를 한 회사나 FTC가 제정한 거래규제 규칙을 위반한 회사에 대
하여 법원에 민사벌을 부과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42)

40) 권종호(2007), 일본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
41) 여기서 미국의 벌금은 우리나라의 과징금에 해당함
42) 이인권(2007), 부당공동 행위의 합리적 규제에 대한 일고,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 제16권 제1
호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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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셔먼법과 양형관련법 규정

미국의 셔먼법 제1조(거래제한 행위)와 제2조(독점화 행위)를 위반한 행위는 연방차원
의 형사 법죄로 취급하고, 중죄(felony)로 분류되어 대배심(grand jury)을 거쳐 기소된다.
기존에 셔먼법 상 벌금형의 상한액은 1천만달러였으나,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1억달러로
상향조정되었다. 1984년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 1984)의 개정으로 연방법전
(United States Code) 제18장에 벌금 양형의 일반규정인 18 U.S.C §3571이 신설되었다.
최초의 규정에는 중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상한액을 50만달러와 법에 정해진 상한 중에 큰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어 셔먼법 위반행위의 벌금형의 상한액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같은 해 제정된 형사벌금집행법(Criminal Fine Enforcement Act of 1984)에 의
하여 ‘이익/피해의 2배' 조항이 규정에 추가되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위반자가 위반행위
로 인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법에 정해진 벌금 대신 이익의 2배 또는 피해의 2배 중 큰 금액을 상한액으로 한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인해 금전적 이익이 수반되는 범죄행위에 대
하여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서 개별법에 대한 대체적인 형벌 조항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벌금 산정방식은 연방 양형기준표 제8장에서 셔먼법 위반행위를 포함한 조직법
죄에 대한 일반적인 벌금형의 양형기준 및 절차로 정하고 있다. 다만, 기본법죄등급(Base
Offence Level) 및 기본 벌금액(Base Fine)에 대하여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특수한 기준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방 양형기준표 제2장 제R절에서 입
찰단합, 가격고정, 시장분할 합의와 같은 경성 카르텔에 대하여 별도의 기본법죄등급과 특
수법죄특성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규정을 제외하면 제8장
C2.2 내지 C2.9에 이르는 규정은 이들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셔먼법의 벌금 산정절차43)

셔먼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벌금 산정은 첫째로 기본벌금액을 산정하고, 둘째로
비난가능성 점수(Culpability Score)의 책정, 셋째로 비난가능성 점수에 기초한 징벌승수
43) 홍대식(2013), 과징금 부과처분 제도 관련 주요 외국 입법례의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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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itiplier)범위의 결정, 넷째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종 벌금을 결정한다.

1) 기본벌금액(Base Fine)의 산정
연방 양형기준표 §8C2.4(a)에서는 기본 벌금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
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ⅰ) 위반행위의 특별한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범죄등급에 상응하는 액수로서 양형기준
표상에서 정하는 기준
ⅱ) 위반행위로 법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익(pecuniary gain)
ⅲ) 법인이 위반행위를 통하여 의도적(intentionally), 알면서(knowingly), 부주의하게
(recklessly)하여 발생한 금전적 손해(pecuniary loss)
위의 조항 중에서 ⅰ)항의 기준은 양형기준표 제8장의 벌금표를 적용하여 결정되는 것
이다. 벌금표에 의한 기본벌금액 산정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
이 워칙인데, 셔먼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표 §2R1.1에 행위의 경제적 영향에대
한 대리변수(proxy)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표 상에서 정하는
금액의 절대금액자체가 낮아서 사실상 셔먼법 위반행위를 행한 법인에 대한 벌금액의 산
정에 있어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위의 조항 중에서 ⅱ)항과 ⅲ)항이 적
용되고 있다.
양형기준표 §2R1.1.(d)(1)에서 위의 ⅲ)항의 금전적 손해(pecuniary loss) 대신 사용하는
기준은 매출액(tirnover-based method)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상품 또는 용역에 있어서 위반자는 그의 본인에 의해 행해진 매출액의 규모,
즉 관련 매출액(volume of affected commerce)이 위반자에 대한 벌금 산정의 기초가 된
다. 여기서 관련 매출액은 국내 매출액을 의미하며, 위의 규정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해 초
래된 피해액으로 관련된 매출액의20%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적용해설
(Application Notes)에 의하면, 가격 담합의 경우에 평균적인 부당이득은 판매가격의 10%
로 추정하는데 반하여, 가격 단합으로 인한 피해는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 때문에 부당이득을 초과하게 된다고 한
다. 즉, 법원이 실제적인 이득 또는 손실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피하기 위
하여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 즉, 20%를 금전적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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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매출액의 개념은 법원이 양형을 위하여 실제적인 부당이득 또는 손실 산정에드는 시간
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고안된 일종의 경제적 대리변수로서, 실제적인 부당이득이
10% 보다 실질적으로 크거나 작은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부당이득이 양형
기준의 벌금 범위 내에서 벌금을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부당이득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부당이득과 사중손실을 합한 피해액의 경우관련 매출액의20%
를 기준으로 이를 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실제적인 부당이득
또는 피해액을 산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 산정
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실무 상 기본벌금 산정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의
20%가 사용되고 있다.

2) 비난가능성 점수와 징벌승수 범위결정
비난가능성 점수의 책정과 그에 따른 징벌승수 범위결정은 연방 양형기준표 제8장을
적용한다. 비난가능성 점수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연방 양형기준표 §8C2.5. 이
하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점수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5점을 기본적으로 부여한다.
그 다음 이것을 일정한 가중, 경감 요소에 따라 조정한다. 가중과 경감요소를 반영한 비난
가능성점수를 확정하면 정해놓은 표에 따라 징벌승수 범위가 결정된다. 다만,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셔먼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징벌승수의 하한은 양형기준표 §2R1.1.(d)에서
0.75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기본벌금액을 관련 매출액
의 20%에 적용시킬 경우 최종 벌금액은 최소한 관련 매출액의 15%가 되는 결과가 된다.

3) 최종 벌금 결정
징벌승수를 기본벌금에 곱하여 정해지는 처벌형의 범위 내에서 최종 벌금형을 결정한
다. 법원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제재 및 억제효과, 공익보호, 사업자단
체의 역할,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가능성, 비금전적 손실, 수요 경영자의 범죄경력 등
다양한 개별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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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국의 과징금 제도 운영사례44)
1. 영국 과징금의 부과근거 및 체계

영국의「경쟁법」(Competition Act 1998)은 경쟁제한적 행위를 제1장 금지행위(부당한
공동행위)와 제2장 금지행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45) 이 조항은
포괄적인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으로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과징금 부과의 주관적 요
건, 법적 상한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 체제는 EU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정
확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즉, 영국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접근
방식은 경쟁법 관할 부처인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OFT) 의해 발표되는
「적정한 과징금액에 관한 고시46)」로 정해진다. 이 고시는 적정한 과징금액 산정기준의
제정과 개정 권한을 위임한 경쟁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청이 “영국 과징금
고시”로 발표한다. 영국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 고시의 정책적 목적으로 ⅰ) 사업자의 위
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특별억제), ⅱ) 과징금의 위협에 의하여
사업자들의 반경쟁적인 행위 관여를 억제하는 것(일반억제)을 들고 있는데, 결국 영국 과
징금 고시는 ‘억제’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 영국 과징금의 산정 과정

공정거래청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과정은 크게 5단계를 거친다.
ⅰ) 1단계: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고려한 시작점 (starting
point)의 산정
ⅱ) 2단계: 위반행위기간(duration)에 따른 조정
ⅲ) 3단계: 다른 요소들에 따른 조정
ⅳ) 4단계: 가중 또는 감경요소들에 따른 조정
44) 방송통신위원회(2010)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45) 경쟁법 제36조
46) OFT's guidance as to the appropriate amount of a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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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5단계: 최종 과징금의 결정

1) 1단계: 시작점의 산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고려하여 관련 매출액에 10%를 넘지 않
는 한도에서 특정한 부과율을 적용함으로써 산정한다. 여기서 관련 매출액은 직전 회계연
도47)에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 시장 및 관련 지리적 시장에서 사
업자가 얻은 매출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및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되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부과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광범위할수
록 부과율도 따라서 높아지며, 가격협정 또는 시장분할협정 및 다른 담합행위는 경쟁법
제1장 금지행위 중 가장 중대한 위반행위 유형에 포함되며, 경쟁법 제2장 금지행위에 위
반하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경쟁에 특별히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약탈적 가격책정(predatory pricing)과 같
은 행위 또한 가장 중대한 법위반행위 중 하나이다. 부과율을 결정하는 위반행위의 중대
성의 정도를 측정할 때 경쟁법 관할 부처는 당해 상품의 특성, 시장의 구조, 위반행위에
관련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진입조건 및 경쟁사업자 및 제3자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소비자에게 초래된 손해도 직접적인 것이든 간접적인 것이든 중요한 고
려요소로 삼는다. 다만, 그 판단은 각각의 위반행위 유형에 대하여 사안별로 이루어진다.

2) 2단계 : 위반행위기간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하여 시작점으로 산정된 금액을 가중
하는 방식으로서, 위반행위기간이 1년 6개월인 경우 시작점으로 산정된 금액에 1.5를 곱하
는 방식으로서, 1년 미만의 기간은 위반행위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1년으로 취급될 수
있다.
47) 직전 회계연도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직전 회계연도를 말하는데,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 기간이 아니라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EU 과징금 고시의 기준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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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단계: 다른 요소들에 따른 조정
앞 단계를 거쳐 산정된 과징금 수치를 과징금 부과의 정책적 목적 중 반경쟁적인 행위
관여에 대한 일반 억제의 달성을 위하여 조정하는 단계이다.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경쟁당국의 추정치와 문제되는 사업자의 규모와 재정
적 지위를 포함한 특수한 성질 등이 고려된다. 과징금 조정의 필요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개별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사안별로 행해지는데, 조정의 결과 이전 단계에서 산정된 과징
금 액수가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다.

4) 제4단계 : 다른 증액 또는 감액 요소 고려
경쟁법에의해 부과된 과징금은 증액될 수도, 감액될 수도 있다. 먼저 증액요인은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역할, 이사 또는 고위 임원의 관여, 다른 사업자에 대한 보복
조치, 조사 개시 후의 위반행위의 계속, 위반행위의 반복, 고의로 행해진 행위, 자진신고자
에 대하여 취해진 제재조치 또는 영업상의 보복 등이다. 다음으로 감액요인은 심한 강박
또는 압력에 의한 행위,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합의 또는 행위의 진정한 불확실성, 법 준수
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충분한 조치, 과실로 행해진 위반행위, 집행절차가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한 협력 등이 있다.

5) 제5단계 : 최종 과징금의 결정
이 단계는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고 중복부과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정 단계
로서 최종적인 과징금 산정액은 사업자의 전세계적인 매출액의 10%인 법적 상한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중복 부과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영국뿐만 아니라 EU 또는 다른 회
원국의 법원 또는 경쟁법 관할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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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EU의 과징금 제도 운영사례
1. EU 과징금의 개요

EU에서 과징금 제도는 ‘Fine’ 이라고 불리는 과징금과 ‘Periodic Penalty Payment’ 불
리는 이행강제금으로 구분되며, EU 조약 제101조(구 제81조)와 제102조(구 제82)위반행위
에 한하여 부과된다. 그러나 ‘Fine’에는 우리나라의 과태료의 법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지
만, 제재적 성격이 강하고 부당이득의 환수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과징금 제
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절차적 측면에서 EU의 과징금도 법원이 부과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형벌의 법적 성격이 없으며, 형벌과 병행 부과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부당공
동 행위에 대해서도 주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재하고 있는데,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기업
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8)
2. EU 경쟁법의 과징금 제도49)

1) 과징금 부과근거
EU 경쟁법의 실체법 규정은 EU조약50) 제101조(구 제81조)와 제102조(구 제82)이며,
절차규정은 “EU조약 제81조와 제82조의 적용을 위한 실행규칙 1/2003이하 “규칙 1/2003”
이라 한다)”51)이 된다. 규칙 1/2003에 따르면 제23조 제1항에서 허위자료 제출, 조사방해
등 절차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서는 실체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규
정하고 있다.52) EU집행위원회는 카르텔 금지규정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규정에 위반
48) 이인권(2006)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의 틀과 대안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 p27

49) 심재한(2010),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 문제, 한국경제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p299-301
50)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 발효에 의한 항번 변경
51) VO (EG) Nr. 1/2003 des Rates vom 16. 12. 2002 zur Durchführung der in den Artikeln 81 und
82 des Vertrags niedergelegten Wettbewerbsregeln, ABl 2003 Nr. L 1/1.
52) 규칙 1/2003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실체법규정 위반행위와 함께 규칙 1/2003 제8조 규정상의 가
처분(Einstweilige Maßnahmen) 위반행위 및 규칙 1/2003 제9조에 규정된 의무이행약정
(Verpf-lichtungszusagen)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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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자 내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전년도 총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규칙 1/2003 제23조 제2항). 그리고 규칙 1/2003 제24조에 따르면 실체법규정 위반행위
자(EU 조약 제101조와 제102조에 위반하는 행위53) 등)에 대하여 전년도 총매출액의 5%
까지 이행강제금(Zwangs-lder)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U의 과징금은 행정청이라 할 수 있는 EU집행위원회에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행정제
재의 성격을 가지고, 형사벌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규칙 1/2003 제23조 제5항).

2) 과징금의 구조
EU에서는 2006년 9월부터 규칙 1/2003 제23조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지침54)이 시행되
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과징금의 기본액(Grundbetrag)을 산정한 후, 기본액의 조정
(Anpassungen des Grundbetrags)이라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부과된다.55)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매출액이 되는 데, 이는 유럽경제지역에서의
위반행위참가행위를 시작한 해의 직전 매출액이 된다.56) 과징금 산정의 기본액은 이 매출
액의 30%까지로 정해질 수 있는데,57) 가격협정, 시장분할 그리고 생산량 제한협정과 같은
수평적 합의는 가장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이 범위의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58) 매
출액의 30% 범위 내에서 정확한 액수는 EU집행위원회가 위반행위의 방법, 참가사업자들
의 시장점유율의 합산, 위반행위가 미친 시장의 범위 그리고 실행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
는데,59) 여기에 법위반행위가 지속된 연수를 곱하여 산출한다.60) 그리고 위반행위의 기간
과는 관계없이 매출액의 15～25%까지의 금액이 부가되는데, 이는 가격협정, 시장분할 그
리고 생산량 제한협정과 같은 수평적 합의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며, 다른 위
반행위유형에도 부과가 가능하다.61)
기본액의 조정은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가중요소는 위반행위의
53) EU에서 2009년 12월 1일부터 리스본 조약이 실행되면서 카르테 등 반 경쟁적 합의를 규제하는
제81조는 Treaty on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제101조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rbwgksms wp82조는 TFEU 제82조로 조문 순서가 변경되었다.
54) Leitlinien für das Verfahren zur Festsetzung von Geldbußen gemäß Artikel 23 Absatz 2
Buchstabe a) der Verordnung (EG) Nr. 1/2003, 2006/C 210/02.
55) Leitlinien, 상게서. pp9～11,
56) Leitlinien, 상게서. p13
57) Leitlinien, 상게서. pp19-21
58) Leitlinien, 상게서. p23
59) Leitlinien, 상게서. p22
60) Leitlinien, 상게서. p24
61) Leitlinien, 상게서.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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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EU집행위원회의 조사방해 혹은 위반행위의 주도 내지 타사업자에 대한 보복 등이
된다. 감경요소는 EU집행위원회의 조사 후 즉각적인 행위종료,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소극적 참가, EU집행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적극적 참여 혹은 관청의 지
도나 규정에 따른 행위 등이 된다.62)
EU집행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통한 이득의 추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넘어서는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이 적절한 제재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3) 다
만 부과과징금이 당해 사업자의 전년도 총매출액의 10%를 넘을 수는 없다.64)
EU집행위원회는 사업자의 지불능력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적 비상상황인 경우 고려
할 수 있다. 반면 단순한 재정상의 손실이나 적자상황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과징금의 부
과로 인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생존이 종국적으로 위험에 처해질 수 있고 자산가치가 박탈
된다는 확실한 입증이 이루어진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징금의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65)
3. 2006년 과징금 고시 개정66)

2006년 과징금 고시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 3-4 > EU 과징금 고시(2006)
구분

고시내용
§

비교
과거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기초산정액
의 한도를 정하던 것을 관련 판매액의
일정 비율로 개정하여 관련 판매액에
따라 기초 산정액이 매우 커질 수 있음

§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카르
텔 등과 관련된 상품(용역)의
관련 판매액의 최대 30%

§

관련 상품(용역) 판매액에 법
위반기간을 곱함

과거 기초산정액의 10%에 법위반기간
을 곱하던 방식을 관련 판매액에 법위
반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과
징금 액수 대폭인상

§

법위반 정도에 따라 기초산
§
정액의 5~20% 가산

신설

증액/감액

§

사유
상한선

좌동, 다만 증액사유로서 상
§
습위반 위에 대하여

∙상습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전세계 매출액의 10%

동일

기본
과징금

§

산정
방법

§

62) Leitlinien, 상게서. pp28-29
63) Leitlinien, 상게서. pp30-31
64) Leitlinien, 상게서. p32
65) Leitlinien, 상게서. p35

66) 전경련(2010), 주요 국가의 경쟁정책 동향과 대응방안, 기업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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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국 과징금 제도의 주요 시사점

대체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에 대한 국가 간 차이는 크지 않지만, 국가의
법적 체계나 과징금의 적용범위와 산출방법에 따라 차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과징금 제도는 경제법 내지 독점금지법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지만, 과징금의 산정은
국가별로 차이가 많다. 한편 국가별 과징금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2005년 독점금지법의 개정이 단행되었는데, 동법에서는 과징금의 산정율
을 기존의 6%에서 10%로 대폭 상향조정하였으며, 이것은 부당이득에 국한한 금액이 아
니라 부당이득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환수함으로써 과징금의 행정상 제재로서의 기능을 한
층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과징금의 산정율을 10%로 정한 것은 ⅰ) 과거 카르텔․입
찰담합사건의 부당이득추계에 의하면 평균 16.5%이고, ⅱ) 중가산세가 탈세액의 4할 정도
이고 부정수급의 가산금이 의료보험에서 4할강(强), 고용보험에서는 2배강(强) 등인 점,
ⅲ) 미국의 독점금지법의 벌금상한이 1억달러 또는 위반행위에 의한․손해의 2배 이하,
EC경쟁법의 행정제재금의 상한이 총매출액의 10%이하인 점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미국의 경우 특정한 부문의 벌금이 우리나라의 과징금과 유사하며, 벌금액 산정기준이
나 그에 대한 근거 규정 그리고 법원이나 독점규제국이 재량권을 갖는 범위 등에 대한 투
명성의 정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관련 매출액을 벌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로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카르텔의 경우에는 한국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10% 보다는 훨씬 더 높은 20%
의 일률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관련 매출액에 3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특정한 부과
율을 적용하여 기본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행
위 기간을 계산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특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기간에 의
한 조정 단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의 경우 예측가능성과 억제효과를 모두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즉,
관련 상품과의 연결 고리를 받아들여 기본액 산정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을 축소시킴으로
써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반면에 직전 회계연도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을 하도록 하고, 위반의 중대성이 매우 강한 행위(가격
단합, 시장분할, 생산량 제한 등)에 대하서는 진입비용을 추가로 더하여 기본액을 산정하
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실무상 입증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억제효과를 높이고 있다.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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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본액을 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억제효과의 제고를 과징금부
과의 기본 목적 및 체계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
실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접 도는 간접 매출
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명시하면서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매출액을 포함시키는 경우에 대
한 예시67)를 들어줌으로써 예견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과징금(課徵金)이라고 불리는 법적 제도는 제재금(制裁
金), 과료(過料), 과태료(過怠料), 부담금(負擔金) 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
에 다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용어도 매우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즉, 일본어에서는 우리와 같이 ‘課徴金’,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에서는
‘surcharge’, ‘fine’, ‘civil penalty’등으로 불리며, 독일어은 ‘fine’, 프랑스는 ‘amendes’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과징금 제도는 그 나라의 제도적 법적 특성에 따라 운영된다는 기본적
인 원리를 고려한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것이 무리이지만, 과징금 관련 각국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표 3-5 > 국가별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제도적 특징
국가

일본

미국

과징금 산정기준

과징금 제도 특징

§

독점금지법 : 매출액

§

우리나라와 유사함

§

금융상품거래법 : 주가(시가총액)

§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경우가 많음

§

공인회계사법 : 감사보수 상당액

§

이중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

§

벌금(과징금) : 양형기준표

§

과징금에대한 투명성 정도가 매우 높음

§

민사벌

§

과징금 보다 벌금과 민사벌 제도 운영

§

벌금은 양형기준표에 의하고, 민사벌은

법인) 위반이익, 손해액
개인) 부당이득, 금전적 손해액

영국

§

경쟁법 : 관련 매출액

EU

§

과징금 고시 : 매출액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부과함
§

고시에 의해 과징금 산정

§
§

과징금산정의 효율성 추구
예측가능성과 억제효과모두를 추구함

§

과징금 산정기준이 전 세계 매출액 기준

67) 기본 상품에 대한 가격 단합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하여 그 보다 저 품질 또는 고품질의 상품에
대한 가격이 책정된다면 이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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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징금 제도의 주요 쟁점분석
제1절 제도적 형평성 쟁점
1. 과징금 부과기준의 불평등

국회에서는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관련해서 행정목적 달성에 저해되는 정도, 일반예방
이나 특별예방의 필요나 효과는 제재 시기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의무위반 행위를 둘
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인 부과 금액을 상위 법률에서 완결적으로 규정
하기 곤란하므로 법률에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과징금의 상한을 규정하고 구체
적인 부과기준 또는 산정방식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68) 그런데,
하위법령에서는 의무위반행위별로 과징금 부과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
서, 일부 과징금의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상한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당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개별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위반횟수, 기간, 고의․
과실의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별로 부과금액을 달리 정하거나 재량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되
기도 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징금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환수 차
원의 과징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 등 3가지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3가지 유형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방식이 동일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개관적․합리적 기준이 없이 매출액이나 이익, 일정한 금액, 그 밖의 다양한 산정
방식 등이 혼용되어 적용되고 있어서 과징금 부과대상자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거나 형평
성 논란이 우려된다. 아울러, 당초 도입 당시 과징금 부과기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산
정되어 유사한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또는 법령의 제․개정의 지
68) 물론, 개별 법률에서 직접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방식을 규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보험
업법」 등 9개 법률 참고). 그런데 통상적인 규정방식을 보면 개별 위반행위별로 불법성(행정목
적 달성 저해정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 입법방식은 개별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을 세분화(200만
원, 230만원, 250만원 등과 같이)하여 규정하기 보다는 유사한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위반행위를
모아 하나의 조문에 같은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등과 같이)으
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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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등으로 인해 시의적절한 물가인상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특정 분야의 과징금
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산정된 경우 등 과징금 부과기준의 절대적․상대적 편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있다.
2. 상․하위 법령간의 부과기준 격차

일반적으로 상위 법률에서 과징금의 부과에 대한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산정방식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취지는 행정입법에 비해 의회입법이 경직
되고 상황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해당 위반행
위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행정입법의 방식으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위 법
률에서 정한 과징금의 상한선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부과기준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상위 법률에서 과징금을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4조제1항에서는 “공단은 제44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69)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료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거짓이나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진
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위 법률에서는 ‘거
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거짓이나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진료비의 5배’를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9조제5항 및 별표 5에서는 그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최고 3배에서 최저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
다. 여기에 과징금의 재량적 가중 또는 감경을 적용하면 최저 0.75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69)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③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
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된다)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
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2.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⑤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5.20>
1.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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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출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 표 4-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5항 관련)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 금 중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하여 지급된 보험급여 금액의 1.5배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4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은 진료비의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1개월부터 5개월까지의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는 경우: 1.5배
나. 6개월부터 8개월까지의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는 경우: 2.0배
다. 9개월 또는 10개월의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는 경우: 2.5배
라. 11개월 또는 12개월의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는 경우: 3.0배
3. 법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월평균 부당금액에 진료제한 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
대상 기간(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 개시일 전 3년을 말한다) 동안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
료비를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한편, 「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⑴ 제12조70)에 따른 신용공
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징금 ⑵ 제37조71)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 신용공여를
70)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
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71)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
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
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
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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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가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한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30조의2에서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표 4-2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과징금 부과기준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 위반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나.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앞서 살펴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상위 법률의 상
한선에 비해 하위 법령에서는 최고 70% 또는 85%까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 과징금 부과의 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이와 같이 50%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
다. 나아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동법의
경우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과징금
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반해 전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4조제1항 및 「상호저축
은행법」제38조의2에서 규정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상위 법률과 하위 법령 상호간의 격
차가 크기는 하지만, 상위 법률에서 그 상한선을 규정하면서 세부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
임하고 있고 하위법령에서는 그 상한선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체계상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징금이 갖는 법적 성격, 특히 제재처분에 상응하는 수단
으로서의 과징금과 같이 형벌이나 과태료 등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위 법률의
상한선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위법령에서 자의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
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살피건대, 현재 행정법규에 규정된 금전적 제재 중 벌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
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이고, 과태료는 행정목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예금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를 피
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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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과거의 경미한 행정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
벌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최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규정된 형벌로서 벌금 또는 과태료
도 공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기능과 부당이득 환수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제재처분에 상응하는 수단으로서의 과징금과 같은 경우
를 고려할 때 법적 성격과 기능 측면에서는 과징금과 벌금 또는 과태료가 국민의 입장에
서 큰 차이가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부과금액이나 재량통제 측면에서 과
징금이 벌금 또는 과태료보다 더 침해적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같은 취지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징금이든 벌금이든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다.72)
통상 형벌은 대부분 그 행위 자체로 사회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부과되고,
행정제재는 사회 윤리적 비난가능성보다는 합목적성이 우선되는 공익달성에 저해가 되는
의무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형벌의 경우 그 침익성으로 인해 형벌
이 부과되기 이전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전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세밀한 절차를 형사법에 규정하고 있어 제재를 부과하기 이전에 엄격한 사전적 사법통
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과징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형벌
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의 신속한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침해되는 이익과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간의 적절한 비교형량 없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형벌로서 구성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구성하여 엄격한 사전적인 입법통
제 및 사법통제를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징금의 부과형식을 살펴보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는 대강의 기준만을 법률에서 정한 후,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
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분의 기준을 시행
령 등에 위임하여 행정입법 형식인 법규명령으로 과징금의 기준이 규정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어서 행정재량의 남용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과징금이 형벌적 성
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반행위의 종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자의적으로 그 금액을 행정청이 임의적으로 낮추거나 재량을 통해 감면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형벌의 부과 내용 또는 나아가 구성요건 전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과 실질적
으로 동일하기 때문에73) 형벌의 구성요건과 대비되는 과징금의 전제로서 의무위반 형태
72)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06,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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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궁극적으로 행정권의 재량 행사에 의해 좌우되어 결정되게 된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에
상응하는 ‘과징금의 부과금액’을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 지나치게 낮게 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부과금액의 한계 등을 상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 표 4-3 > 과징금의 법률과 하위법령상 부과기준 격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상 상한선

하위법령의 부과기준

부당 보험급여 또는 진료비의 상한 : 진료비의 3배
5배
하한 : 진료비의 1.5배

최고액의 50% :
- 위반한 금액이 자기
자본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 -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
신용공여금액의 20%
복된 경우
과징금 감면 :
- 위반행위가 경미
- 위반행위를 지체 없
이 시정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상한 : 2천만원
영업정지 대체 : 2천만원
이용에 관한 법률
하한 : 1백만원
상한 : 8천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영업정지 대체 : 1억원
하한 : 4천만원
건설폐기물의 재활
상한 : 1억원
영업정지 대체 : 1억원
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한 : 2천만원
업무정지 대체 : 5억원
공인회계사법
최고액의 20%~70%
직무정지처분 대체 : 1억원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상한 : 5배
국민건강보험법
금액의 5배
하한 : 2배
상한 : 1천만원
궤도운송법
영업정지 대체 : 1천만원
하한 : 2백만원
상한 : 2천만원
도시철도법
사업정지 대체 : 2천만원
하한 : 3백만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상한 : 4백만원
사업정지 대체 : 1천만원
운영에 관한 법률
하한 : 3백만원
물류정책기본법
사업정지 대체 : 1천만원
2백만원

격차(%)
최고 70%

50% ~
100%

최고 95%
20% ~ 60%
최고 80%
30% ~ 80%
최고 60%
최고 80%
최고 85%
60% ~ 70%
80%

73) 헌법재판소는 “과징금은 형사처벌이나 행정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반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채무를 부담시킨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부과요건
에 관하여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과징금
을 부과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반자의 의무위반의 정도나 취득한 이익의 크기에 상
응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며, 그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도 적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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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 상한선
방송광고판매대행
업무정지 대체 : 5억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의 부과기준
상한 : 5억원
하한 : 5천만원

방송법

상한 : 7천만원
하한 : 2천만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

비교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 사업법
석탄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업무정지 대체 : 1억원

최고액의 70%
최고액의 50% ~ 70% :
업무정지 대체 : 5천만원
업무정지 6개월~1년 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 5억원 만
최고액의 20% ~ 50% :
업무정지 6개월 미만
상한 : 2천만원
영업정지 대체 : 2천만원
하한 : 4백만원
2천2백5십만원 :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영업정지 대체 : 5천만원
4천5백만원 :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한 : 2억
사업정지 대체 : 5억원
하한 : 1천만원
영업 또는 광업 대체 : 1천만 상한 : 5백만원
원
하한 : 5만원
상한 : 5백만원
업무정지 대체 : 1천만원
하한 : 3백만원
상한 : 1천만원
사업정지 대체 : 1천만원
하한 : 2백만원

승강기시설 안전관
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 업무정지 대체 : 5천만원
보급 촉진법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
외국환거래법
위
유선 및 도선 사업
사업정지 대체 : 300만원
법
의료급여법

부당 급여 비용의 5배

인터넷 멀티미디어
매출액의 3%
방송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영업정지 대체 : 1천만원

전기사업법

매출액의 5%

전자서명법

업무정지 대체 : 2천만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영업정지 대체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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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 5천만원
하한 : 2천만원
상한 :
하한 :
상한 :
하한 :
상한 :
하한 :
상한 :
하한 :
상한 :
하한 :
상한 :
하한 :
상한 :
하한 :

70%
20%
3백만원
1백만원
5배
2배
2%
1%
600만원
200만원
4%
1%
2천만원
1천만원

상한 : 3천만원

격차(%)
최고 90%
30% ~ 80%

30% ~ 80%

최고 80%

10% ~ 55%

60% ~ 98%
50% ~
99.5%
50% ~ 70%
최고 80%
최고 60%
30% ~ 80%
최고 66%
최고 60%
최고 66%
40% ~ 80%
20% ~ 80%
최고 50%
최고 83%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상 상한선

사업정지 대체 : 2천만원

폐기물관리법

영업정지 대체
-처리업자 : 1억원
-처리 신고자 : 2천만원

하수도법

영업정지 대체 : 2억원

항만법

사업정지 대체 : 2백만원

항만운송사업법

사업정지 대체 : 5백만원

해운법

면허 또는 인가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대체 : 3천
만원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대체 : 1천만원

화물자동차 운수법
방송법

하위법령의 부과기준
하한 : 5백만원
상한 : 1천5백만원
하한 : 5백만원

부동산 실권리자명
의 등기에 관한 법 부동산 가액의 30%
률

-처리업자
최고 80%
-처리신고자
최고 75%
50% ~ 95%
최고 50%
최고 80%

상한 : 2천만원
하한 : 1백만원

33% ~ 97%

5백만원
1백만원
5백만원
10만원
5%
3%

50% ~ 90%
75% ~
99.5%
최고 40%

상한 : 15%
하한 : 5%

상한 : 1억원
하한 : 3천만원
위반한 임대보증금 보증수수 상한 : 50%
임대주택법
료의 50%
하한 : 30%
상한 : 20%
하한 : 10%
과징금 감면 :
- 위반행위가 경미
- 위반행위를 지체
자본시장과 금융투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이 시정한 경우
자업에 관한 법률
20%
- 다른 공시서류에
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용을 알 수 있는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자자의 피해를 보상
상한 : 5천만원
전자금융거래법
업무정지 대체 : 5천만원
하한 : 1천만원
여신전문금융업법

25% ~ 75%

-처리업자
상한 : 5천만원
하한 : 2천만원
-처리 신고자
상한 : 2천만원
하한 : 5백만원
상한 : 1억원
하한 : 5백만원
상한 : 2백만원
하한 : 1백만원
상한 : 5백만원
하한 : 1백만원

상한 :
하한 :
상한 :
사업정지 대체 : 2천만원
하한 :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의 상한 :
5%
하한 :

50% ~83%

업무정지 대체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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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최고 70%
40%

없
최고 50%
의
내
투
최고 80%

3. 체납 및 환급의 가산금 문제

1) 가산금의 의의 및 성격
가산금이란 당초 조세와 관련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
기까지 조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催告)하기 위하여 과세권자가 독촉을 하면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에는 조세 분야 외에 과징금 또는 부담금 분야의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종래에는 일반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강제로 담보하는 제도로서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강제와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제재 그리고 인허가
의 취소 정지 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강화됨에 따라 과
거의 수단만으로는 오늘날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과징금
과 공표 등의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중
금전상 제재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법규의 위반자에게 금전(金錢)의 부과(賦課)라
는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산세, 가
산금, 과징금 등이 있다.
현행 법령에서 ‘가산금’은 조세채무 또는 과징금이나 부담금의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위해, 국세징수법 과 지방세법 에 따른 국세 지방세나 그 밖의 과징금․부담금
등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그런데,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가산금을 고려할 때 과징금도 의무이행에 대한 강제효
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성격을 갖는데, 그와 더불어 과징금 납부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
한 또 다른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간다.
특히, 과징금 부과처분의 주된 목적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산금 규
정은 가급적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가산금은 그 제도 도입의 취지상 법령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일종의 연체금(延滯金)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다. 즉, 금전납부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재적 수단으로서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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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지급 의무를 지연할 경우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가산금은 금전납부 불이행에 따른 제재적
연체금 성격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볼 수 있다. 현행 법령상 과징금 체납에 대해
가산금 규정을 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성격에 대해 판례는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로 보는 것74)과 행정 제재적 성격을 추가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으
로 보는 것75)으로 대별된다. 또한, 판례는 가산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나,
징수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보았
다.76)

2) 현행 체납 및 환급 가산금 현황
가산금에 대한 일반법은 없다. 조세 관련 법령에서 먼저 도입된 관계로 「국세징수
법」에서 국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에 있어서 가산금 규정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 체납에 대한 과징금의 가산금은 해당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
해서 부과가 가능하며, 부과 근거가 없는 경우는 부과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74)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
고,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위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
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4다31074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
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
대세의 일종으로서…(대법원 1993.10.8. 선고 93누10521 판결)
7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
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이러한 가산금은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
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누76 판결). 조세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
고 대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며, 가산금이라고 하여도 조세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의
제재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75 판결).
76)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
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납부독촉이 부당
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원고에게 양도소
득세 등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 563,520원을 징수
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 납부기한 경과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가 취소를 구
하는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0.5.8. 90누1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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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서 과징금의 가산금 규정을 둔 경우는 모두 25건에 이르고 있다. 먼저, 대
표적인 이익 환수 관련 과징금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이 총 7건이 있
다.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6 및 동 규정을 준용한 유사 법률
6건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7건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는 법률에서 가산금 부과의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가산금의
부과율은 대통령령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연 8.5%
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은행법」등 금융관련 법령이 있는데,「은행법」제65조의8제1항,「공인회계사
법」제52조의2,「금융지주회사법」제69조제1항,「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7제1항,「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34조제1항, 그리고「은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유사
법률인「보험업법」등 6건이 있다. 6개의 금융관련 법령에서는 법률에서 가산금 부과의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가산금의 부과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연 6.0%
로 동일하다.
그 밖에 과징금의 가산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은 모두 12건에 이르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의2제3항(2014.8.7.시행),「공인회계사법」제52조의2(연 6%),「금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등 수계관리법 4건(3.0%),「부
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의6제1항(연 6%),「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연 5%),「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월 1.2% / 연 14.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제14조제3항(연 6%),「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5항(연 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의3제5항(연 6%)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대부분
이 해당 법률에서 법률에서 가산금 부과의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가산금의 부과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전기통신사업법」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직접 가산금의 부과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징금에 대한 과오납의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과오납의
경우 어떤 규정을 둘 것인지는 복잡한 부분이 있다. 먼저, 과오납의 경우 이를 국가가 반
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서부터 반납하는 경우 환급 가산금의 지급 여부 및 가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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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비율까지 쟁점이 될 소지가 많다. 종전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
다. 국가채권에 관한 법인 국가채권관리법 에서는 가산금이나 연체금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32조에 이행기한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
었다.
이처럼 국민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나 연
체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면서, 한편으로 금전적 제재금액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 행정청
이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과 지방재정법 등에 과오납금 환급절차에
관한 일반규정만 두고 그 이자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오납금
에 대한 환급 이자의 법적 성격에 대해 판례에 따르면, 과오납금은 국가가 이를 계속 보
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 납부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77) 그에 대한
환급이자는 이미 확정된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 보았다.78)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이
자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판례는 민법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79), 공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판례80)도 있다.
77) 조세의 부과처분과 같은 행정행위는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단지 권한있는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부과처
분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그 부과징수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 되어 그 범위내에서 부당이
득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환급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부당하게 징수한 조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국세와 관세를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만 법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자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심히 형평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85다카571 판결)(대법원
1989. 6. 15.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78)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고, 환급금에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정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환금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이므로 환급
가산금은 환급금과 별개의 독립한 것이 아니라 환금금 채권 ․ 채무에 대한 법정 이자의 성격을 가지
고 있다고 할 것인바, … 국가가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소정의 택지소유부담금을 납부자에
게 반환한 경우 그 금원만으로는 국가가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전액에
변제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환급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
산금에 먼저 변제충당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2001다60767 판결).
79)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청산금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에서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받은 이익에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구체
적인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인정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면서, 행정청이 부과처분에 의
하여 어떠한 급부를 받은 후 사후에 그 부과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면 적어
도 그 부과처분의 취소 당시에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그 때부터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2000. 4. 11. 선고 99다
4238)
80) 조세의 부과처분과 같은 행정행위는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단지 권한있는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
에 의하여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그 부과징수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
되어 그 범위내에서 부당이득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환급
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국세기본법의 환급가
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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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급 관련 가산금의 이자율 등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기 위해 2011.4.4. 개정된 국고금관리법 과 지방재정법 에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
고, 대통령령으로 이자율 등을 규정81)하여 운영하고 있다. 결국, 과징금의 납부에 있어서
과오납이 있는 경우 해당 과오납 금액의 환급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과 지방재정법 에 따른 환급 가산금의 부과율에 맞게 환급해야 한
다. 현행 국고금관리법 과 지방재정법 에 따른 환급 가산금의 부과율은 연 3.4%이다.
< 표 4-4 > 국고금 관리법 과오납금의 반환 개정 전후
국고금 관리법(개정전)

국고금관리법(개정후)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
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
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다면, 국고금관리법 과 지방재정법 에 따른 환급 가산금의 부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 규정은 무엇이 있을까? 앞서 살펴본 과징금의 체납 가산금 규정을 둔 법령을
가산금(이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9.10. 85다카571 판결).
원심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이 행정상의 쟁송절차를 거쳐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이상, 그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처분
청의 선의, 악의를 가릴것 없이 피고는 그 받은 이익전부에다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처분청의 선의, 악의를 가릴것 없이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받은 날까지 민
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배척
하면서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였다.
8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
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마
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
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반환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반환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
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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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살펴보면, 9개에 이르고 있다. 즉,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중에서「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이 이에 해당
하는데 위 법령에서는 환급 가산금의 부과율을 연 4.2%로 규정하고 있다. 국고금관리법
과 지방재정법 에 따른 환급 가산금의 부과율인 연 3.4%에 비해 0.8% 포인트가 높은 수
치다. 결국,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과징금 체납의 가산금 부과율과 환급의 가산
금 부과율 간의 차이가 4.3%포인트에 이른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체납 가산금의 부과율은 각각 8.5%
이고 환급 가산금의 부과율은 각각 3.4%로 그 차이가 5.1%포인트에 이른다.
다음으로「은행법」등 금융관련 법령에서는「은행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은행법」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위 법령에서는 환급 가산금의 부과율을 금융
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연 3.4%로 규정하고 있다. 국고금관리법
과 지방재정법 에 따른 환급 가산금의 부과율인 연 3.4%와 동일한 수치다. 결국, 금융
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과징금 체납의 가산금 부과율과 환급의 가산금 부과율 간의 차이는
모두 2.6%포인트에 이른다. 한편,「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체납의 가산금 지급에 대해
서는 규정하지 않고 오로지 환급의 가산금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과율은 연 3.4%이
다. 과징금의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고, 다만 환급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보태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머지 12건의 과징금의 체납 가산금 규정 법령에 대해서
설펴보면, 모든 대상 법령이 별도의 환급 가산금 및 그 부과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
라서 이와 관련한 법령은 모두 과징금의 환급 가산금 부과율이 공통적으로 연 3.4%가 된
다. 결국, 나머지 법령에 있어서는 과징금 체납의 가산금 부과율과 환급의 가산금 부과율
간의 차이가 천차만별인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그
차이가 11.0%포인트에 이르는 경우부터 수계관리 4개 법률과 같이 그 차이가 –0.4%포인
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그 차이가 2.6%포인트를 보이고 있다.
이상 살펴본 과징금의 체납 및 환급 가산금에 관한 법령, 체납 및 환급 가산금의 이
자율, 체납 가산금과 환급 가산금의 금리차이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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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 과징금 체납가산과 환급가산 비교(공정거래관련)

(단위 : 연 %)

법

령

명

근 거 조 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체납≫
관한 법률

체납가산

환급가산

금리차이

금리(A)
8.5

금리(B)
4.2

(A-B)
4.3

8.5

4.2

4.3

8.5

4.2

4.3

8.5

4.2

4.3

8.5

4.2

4.3

8.5

(3.4)

(5.1)

8.5

(3.4)

(5.1)

법 제55조의6제1항
영 제64조
≪환급≫
법 제55조의7
영 제64조의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체납 및 환급≫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37조제2항
≪체납 및 환급≫
법 제25조의3제2항
영 제14조
≪체납 및 환급≫
법 제16조
≪체납 및 환급≫

법 제4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체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법 제51조제4항
≪체납≫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34조제5항
* 환급가산금리 및 금리 차이의 ( )의 수치는 개별 법령상 환급 및 가산금 규정이 없기 때
문에 국세기본법상의 표준 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임. - 이하 같음.

3) 조세 분야의 체납 및 환급의 가산금
조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국세는 「국세징수법」제21
조에, 지방세는「지방세기본법」제59조 및 제60조에 각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과오
납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납부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
는 근거규정은 국세의 경우「국세기본법」제51조 및 제52조에, 지방세의 경우「지방세기
본법」제77조에 각각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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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 과징금 체납가산과 환급가산 비교(금융관련)
법

령

명

근 거 조 문

(단위:연%)

체납가산 환급가산 금리차이
금리(A)
6.0

금리(B)
3.4

(A-B)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체납≫
한 법률
법 제434조
영 제382조
≪환급≫
법 제434조의3

6.0

3.4

2.6

금융지주회사법

법 제69조제1항․제2항
영 제36조

6.0

(3.4)

(2.6)

공인회계사법

법 제52조의5제1항․제2항
영 제41조

6.0

(3.4)

(2.6)

보험업법

법 제196조제4항

6.0

3.4

2.6

여신전문금융업법

≪환급≫
법 제58조의4
영 제27조

․

3.4

․

상호저축은행법

법 제38조의7제1항
영 제30조의4

6.0

(3.4)

(2.6)

은행법

≪체납≫
법 제65조의8제1항
영 제26조의5
≪환급≫
법 제65조의10

국세 체납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징수법」제21조제1항에서 연 3%
로 정하고 있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하는 중가산금의 이
자율은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서 연 14.4%로 정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의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서 연 3%로 정하고 있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하는 중가산금의 이자율은 같은 법 제60조에서 연
14.4%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서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가산금의 이자율을
3.4%로 정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의 경우와 같이 연 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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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 과징금 체납가산과 환급가산 비교(산업관련 등)
법

령

전기통신사업법

명

(단위:연%)

체납가산 환급가산 금리차이
금리(A) 금리(B)
(A-B)

근 거 조 문
법 제53조제5항 및
제90조제4항

6.0

(3.4)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법 제64조3제5항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0

(3.4)

(2.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법 제13조제1항․제2항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영 제10조제1항

5.0

(3.4)

(1.6)

3.0

(3.4)

(△0.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법 제42조의6제1항
에 관한 법률
영 제82조의12

6.0

(3.4)

(2.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 법 제34조제1항
래에 관한 법률
영 제43조

14.4

(3.4)

(1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법 제14조제3항
관한 법률
영 제18조

6.0

(3.4)

(2.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법 제13조제4항․제5항․제8항
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수계관
및 제14조제3항․제4항
리법 4건>

< 표 4-8 > 과징금 체납가산과 환급가산 비교(국세 및 지방세 관련)
법

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명

(단위:연%)

체납가산

환급가산

금리차이

금리(A)

금리(B)

(A-B)

≪체납≫
법 제21조 및 제22조제1항
≪환급≫
법 제52조 / 영 제43조의3제2항
규칙 제19조의3

3.0
(14.4)

3.4

△0.4
(11.0)

≪체납≫
법 제59조 및 제60조
≪환급≫
법 제77조 / 영 제65조

3.0
(14.4)

3.4

△0.4
(11.0)

근 거 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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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률적 적절성 쟁점
1. 헌법 합치성 문제

과징금 부과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대표적인
침해적(侵害的) 행정행위이다. 이와 같은 침해적 행정행위는 헌법적 합치성이 문제되는 경
우가 많은데, 특히 과징금이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있
기 때문에 법률과 그 하위규정에 규정하는 방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합치된 입법을 위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헌법 합치성 관련 원리에는
법률유보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
칙, 명확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체계정당성
의 원칙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방적
입법론의 측면에서 해당 법령 조문에 포함된 내용의 합헌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 이
해방법이 존재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어느 쪽이 보다 보편타당한 헌법의 원
칙 내지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도록 한다. 현행 법제에서
과징금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 합치성과 관련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
라서 법 문언이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
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와 그 법규범이 법을 해
석ㆍ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
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
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
석방법으로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명확성의 정
도’는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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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예를 들어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 정도
를 강화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원칙). 반면에 일반적 법
률에서는 명확성 정도가 강하게 요구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적 명확성원칙).
실제로 과징금 법률 중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알아보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사례가
이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
다.
< 표 4-9 >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과징금 조항
자동차운수사업법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사업면허등의 취소등) ①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
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69·8·4, 1981·12·31, 1986·12·31,
1992·12·8>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2. 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4.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5.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6·12·31>
제31조의2(과징금처분) ①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
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
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 전신인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제1항 본문은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
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 같은 법 제31조제
1항 각 호는 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
한 조건에 위반한 때 ⑵ 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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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⑶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⑷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
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⑸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등 5가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통상 헌법상의 명확성의 정도는 개개의 법률이나 법 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
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부담적 행정을 하는 것 외에
기본권 제한을 해제하거나 수익적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명확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과징금을 비롯한 행정처분 관련 규정에서는 그 명
확성의 정도를 강화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서는 그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누구나 판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구「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제1항
중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 “사업경영의 불확실성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중대한 교통사고” 등이 무엇
을 뜻하는지 판단할 수 없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구「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
금 부과처분 관련 전원재판부의 헌법소원 결정(98헌바37, 2000.2.24.)에서 『이 사건 조항
들은 과징금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아니며 단지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제31조
제1항제1호상의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에서 그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일 뿐이
다.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아닌 이 사건 조항들이 ‘공공복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더라
도 동법의 목적과 자동차운수사업의 전문성, 기술성, 시의성, 그리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가 사업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임을 감안할 때, 이는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확립과 자동차운수의 발달도모를 통한 운송에 있어서의 안전
과 쾌적 및 편의 등”에 관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또 이 사건 조항들이 처벌규정이 아
닌 일반적인 준수사항의 개괄적 내용과 이에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일반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위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3명의 재판관(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에 따르면『이 사건 조항들은 과징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 제31조제1
항과 그 내용상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과징금 처분에 관한 구성요건이
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은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민들이 법률조항으로부터 행위의 지침을 대강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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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항들이 사용한 개념은 동법의 다른 규정
들을 보아도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렵고, 행정청과 법원이 그 객관적인 기준을 얻
는 것도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헌법상의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위 관련 규정과 같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최소한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막연하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불확정 개념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및 이와 관련 같은 법 제49조의6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2호․제3호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 표 4-1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과징금 조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현행>
제49조의6(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1.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
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
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의 임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7. 제49조의8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49조의5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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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현행>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
우
2.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
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6. (이하 생략)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
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
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 같은 법 제49조의6제1항제9호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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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징금 관련 법령체계상 문제

1) 행정처분의 법령체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
과징금과 가장 유사하거나 대체적인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등에
대해 그 법령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은 영업정지와 취소기준 등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법규성은 부인(대법원
1996. 9. 6. 96누914)하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
규칙에 대한 법규성은 인정(대법원 2001. 3. 9. 99두5207 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무 및
학계에서는 법원에 의해 법규성이 있는지가 결정되므로 행정작용에 있어서 법 규범체계의
혼동을 야기하여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법원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1996.9.6, 선고, 96누914, 판결]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
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
다.』고 판시하고 있는 반면,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01.3.9, 선고, 99두5207, 판결]에
서는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
의 위반행위의 종별에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구 청소년보호법
(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
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
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라고 판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징금에 대해 그 법규
성은 인정하되, 해당 금액 자체가 확정금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부령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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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면서 지나치게 경직되고 획일적인 처분내용을 규정하는 경향이 많아, 이를 인정할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
하기 때문에 가급적 상위규정인 대통령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법적성격을 법규명령으로 보나, 법령상 과징금 부과금액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고금액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로서 판단하게 된다(대법원 2003. 12. 12. 2001
두11083).

2) 과징금 부과기준의 법령체계 분석
통상적으로 과징금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과징금 부과의 근거 및 기준(최고액)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부령에서 과징금의 납입
고지 및 그 밖의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과징금 관련 법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징금의 부과기준 또는 산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부과기준 또는
산정방식이 상위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경우(법 규정유형), 법률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시행령 규정유형), 법률의 구체
적인 범위를 정한 위임규정에 따라 부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경우(규칙 규정유
형), 그 밖에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및 부령에서 함께 규정하는 경우(혼합 규
정유형82))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행 과징금 법제 중에서 부과기준 또는 산정방식이 상위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경우(법 규정유형)에 해당하는 법률은 대표적으로 「보험업법」「부동산등기 특별조치
법」「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등 9건이 이에 해당한다.
82)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별표 3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각각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유
형별로 구분할 때 중요하고 항구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덜 중요하
고 가변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부령에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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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1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과징금조항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8조(과징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사용
수익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불
법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점용자·사용자에 대하여 매일 해당 과징금 부과액의 100분
의 1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둘째, 과징금 관련 법령에서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또는 산정방식을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시행령 규정유형)
는 가징 일반적인 과징금 규정방식이며, 대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4-12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과징금조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과징금 처분) ① 식
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가 제32조제1항 각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
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
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 또는 제
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
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
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7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
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총
리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
간,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
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
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33조(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0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함
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0>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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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항에 해당하는 경우중 총리
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
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
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
다.
<개정 2008.3.21,
2013.3.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부과·징수
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
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
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
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
흥기금을 말한다)에 귀속된
다.
<개정 2008.3.21,
2013.3.23>
⑤ 삭제 <2008.3.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
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
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
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
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
부하고, 지체없이 수납한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정 2008.9.22, 2013.3.23>
④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⑤ 삭제 <2008.9.22>

셋째, 과징금의 부과기준 또는 산정방식을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위임규정
에 따라 부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경우(규칙 규정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24
개의 법령이 이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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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조항 3단 비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시
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
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
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
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1. 제26조제1항·제2항 또
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
른 허가기준·등록기준을 갖
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
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
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
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
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
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
정 2007.1.19>
1.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
해환경 개선
3. 모범영업소의 지원
4.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
소의 지도·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
관장소 확보 및 폐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과징금) 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
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
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
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
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
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
과할 수 없다.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
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과징
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
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
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
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
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
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
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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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
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08.2.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과
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
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
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
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
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
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제3절 과징금 제도의 정책집행 상 쟁점
1.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 문제

일반적으로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로부터 출발하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법률에서 과
징금은 행정조치의 대체적 정책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위법행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
하여 영업정지, 조업정지, 사업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러한 행정적 조치
의 집행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나 공공의 이익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과징금 제도를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 인식한다면, 다양한 시각
에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과징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위법행위에 대한 논리적 연계성이 있어야 한
다. 즉, 1차적으로 위법행위와 과징금 부과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위법행위가 과징금과 직접적 관계는 부족할 수 있더라도, 과징금이 부과됨으로서 위법행
위에 타당성이 보증될 수 있으면 된다. 또한, 과징금이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정책수
단이라는 측면에서 가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즉, 위법행위에 대한 가치와 과징금에 대
한 가치가 일치되는 수준에서 부과되어야 정책적 수단으로서 적합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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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일 위법행위에 대한 가치가 과징금에 대한 가치보다 높으면 과징금은 정책수단으로
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며, 반대로 과징금에 대한 가치가 위법행위에 대한 가치보다 높으
면 과잉적 제재라고 할 수 있다.
2. 과징금 징수율 제고 문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수입 못지않게 세외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특
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순응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에서 이에 대한 행정력이
아직 취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다.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징수 실적이 매우 낮다.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
를 통해 행정력을 보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부과주체이며, 부과 금액과 건수
가 많지만, 대체적으로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들
이 법률적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본인 재산을 가족 및 제3자에게
신탁 및 수탁 해 놓은 경우가 많고 실제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서 체납 독려가 어렵기 때
문이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과징금의 징수율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의 징수
율 보다 크게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징금 납부대상자
에게 납부를 독려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이미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세금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소송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서 징수가 더욱 어렵다. 즉, 과징금 납부
대상자는 기초자치단체의 과징금이외에 국세청 및 세무서의 과징금 및 과태료, 검찰 고발
에 따른 벌금 등 그 금액이 많고 다수이기 때문에, 아예 기초자치단체의 과징금 납부를
포기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기적 재산조회, 재산 압류, 체납독촉장
발송, 현지방문 등으로 체납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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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1일 과징금 법률 분석83)
제1절 1일 과징금 법률의 개요
1. 1일 과징금 법률의 제정 및 신설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법률 중에서 1일 단위로 과징금을 산출하
는 법률(이하 ‘1일 과징금 법률’이라 함)은 총 26건84)이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8개의
정부부처85)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관할 법률이 10개로서 가장 많다.
< 표 5-1 > 소관부처별 1일 과징금 법률 수
(단위 : 건)

No

소관부처

법률 수

1

보건복지부

10

2

식품의약품안전처

8

3

산업통상자원부

3

4

소방방재청

3

5

환경부

1

6

고용노동부

1

7

농림축산식품부

1

8

해양수산부

1

합계

비고

<공동소관>
- 약사법 : 보건복지부, 식약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28*

* 주> 총 26개 법률이지만 2개의 법률이 공동소관 법률임

이러한 1일 과징금 법률을 제정일로부터 과징금 관련 조문 신설일까지 소요기간으로
83) 본 장은 제2유형 과징금(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중에서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을 ‘1일 과
징금’으로 규정한 법률에 한하여 집중 분석함
84) 1일 과징금 법률(26건) : 식품위생법, 약사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의료법, 먹는 물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
관리법, 의료기기법, 정신보건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
권 관리에 관한 법률)
85) 1일 과징금 담당 정부부처(8개)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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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전체 평균이 12년이지만, 제정년도가 최근수록 소요기간이 짧았다. 즉, 1980년대
이전에 제정된 1일 과징금 법률은 과징금 도입 평균 소요기간이 30.6년이었고, 1980년대
제정된 1일 과징금 법률과 1990년대 제정된 1일 과징금 법률은 과징금 도입 평균 소요기
간이 각각 23.5년과 4.4년이었다. 특히, 2000년 이후에 제정된 모든 1일 과징금 법률은 과
징금 제도를 포함하여 제정하고 있다.
< 표 5-2 > 1일 영업정지 과징금의 법률제정일 및 조문신설일
No

법률

법률제정일

조문신설일

소요기간*(년)

식품위생법
약사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의료법
먹는 물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화장품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정신보건법

1962-01-20
1953-12-18
1991-12-31

1986-05-10
1991-12-31
1991-12-31

24
38
0

1976-12-31

1993-06-11

16

1973-02-07
1951-09-21
1995-01-05
1997-01-07
1962-01-20
1999-09-07
1961-12-05
2000-01-12
1999-02-08
2002-08-26

1993-12-27
1994-01-07
1995-01-05
1997-01-07
1997-12-13
1999-09-07
2000-01-12
2000-01-12
2002-08-26
2002-08-26

20
42
0
0
35
0
38
0
3
0

2003-05-29

2003-05-29

0

2003-05-29
2003-05-29
2003-05-29
1995-12-31

2003-05-29
2003-05-29
2003-05-30
2004-01-29

0
0
0
8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04-01-29

2004-01-29

0

21 모자보건법
22 산업안전보건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23
사업법
2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5 영유아보육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
26
리에 관한 법률

1973-02-08
1981-12-31

2005-12-07
2006-03-24

32
24

1983-12-31

2007-04-11

23

2008-03-28
1991-01-14

2008-03-28
2011-06-07

0
20

2011-08-04

2011-08-04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소요기간 : 법률제정부터 조문신설까지의 소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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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 > 법률제정 시기별 과징금 도입 소요기간
법률제정시기

소요기간(평균)

비고

1980년 이전

30.6년

8개 법률(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1980년대

23.5년

2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

1990년대

4.4년

7개 법률(영유아보육법, 먹는 물관리법 등)

2000년대

0.0년

8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010년대

0.0년

1개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 1일 과징금의 업종구분과 금액 판단기준

법률적 차원에서 1일 과징금 법률을 구분하면 총 26건 법률이지만, 업종 차원에서구분
하면 총 41개의 법률(업종유형)86)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먹는 물관리법의 경우 과징금의
업종유형을 4개 업종유형(검사기관,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수처리제 제조업, 정수기 제조
업)으로 나누어지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3개 업종유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은 2개 업종유형으로 나
누어진다. 반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비롯한 18개 법률은 업종에 대한 구분 없이 단
일 유형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의 금액 판단기준은 대부분 매출액이며, 일부는 거래액, 생산액, 수입액, 도급
(계약)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으로 통일하여 사용되고 있다.
< 표 5-4 > 1일 과징금 법률의 과징금 업종유형 구분 및 판단기준
No

1

2

3

법률

업종유형 구분

검사기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먹는 물관리법
수처리제 제조업
정수기 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판매업의 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시장도매인
관한 법률
중도매인

과징금의 금액
판단기준
매출액

매출액

거래액

86) 법률(업종유형) : 하나의 법률이 업종유형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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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5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6

축산물위생관리법

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8

의료기기법

9
10
11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화장품법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업종유형 구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
업 외의 영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의 영업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을
제외한 판매업자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
는 식육포장처리업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업종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업
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동물실험시
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의료기기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업종구분 없음)
(업종구분 없음)
(업종구분 없음)
(업종구분 없음)

과징금의 금액
판단기준

매출액

생산(수입)액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생산(수입)액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생산(수입)액
매출액

(업종구분 없음)

수입액

(업종구분 없음)

매출액

(업종구분 없음)

수입액

(업종구분 없음)

매출액

(업종구분 없음)

도급(계약)액

(업종구분 없음)

매출액

(업종구분
(업종구분
(업종구분
(업종구분
(업종구분
(업종구분
(업종구분
(업종구분

수입액
매출액
수입액
수입액
매출액
매출액
수입액
생산(수입)액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97 -

제2절 1일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분석
1. 등급 수와 1일 과징금의 분석

1) 등급 수
1일 과징금 법률은 부과대상의 금액 판단기준인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
져 있으며, 총 41개 법률(업종유형)의 평균 등급 수는 21개이다. 이러한 등급 수는 업종유
형에 따라 결정되며 등급 수가 30개 이상인 법률(업종유형)은 식품위생법(식품 및 식품첨
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을 비롯하여 8개, 등급 수가 20개~29개인 법률(업종유형)은
먹는 물관리법(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을 비롯하여 15개, 등급 수가 10개~19개인 법률(업종
유형)은 약사법(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을 비롯하여 15개, 등급
수가 10개 이하인 법률(업종유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도매인)
을 비롯하여 3개이다.
< 표 5-5 > 법률별 등급 수
(단위 : 개)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법률(업종유형)
식품위생법(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식품위생법(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축산물위생관리법(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위생관리법(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공중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의 영업)
먹는 물관리법(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먹는 물관리법(수처리제 제조업)
먹는 물관리법(정수기 제조업)
식품위생법(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축산물위생관리법(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업종)
먹는 물관리법(검사기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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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수
33
33
33
33
33
33
33
32
27
27
27
26
26
24
23
23
22
20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정신보건법
약사법(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약사법(의약품 도매상)
약사법(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을 제외한 판매업자)
화장품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장도매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도매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20
20
20
20
20
19
19
19
19
19
19
19
15
15
15
14
13
12
12
12
8
8
5

2) 등급별 1일 과징금의 금액
1일 과징금 법률에서 최소 과징 단위인 1일 과징금의 금액은 부과대상의 매출액에 따
라 나누어진 등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결정된 41개의 법률(업종유형) 중
에서 최저 1일 과징금의 금액은 4천원/일이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
장도매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도매인)이 해당된다. 그리고 최고 1일 과징금의 금액은 840만
원/일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장품법이 해당된다.
한편, 이러한 1일 과징금의 금액을 41개의 법률(업종유형)에 따라 최고와 최저를 비교
하면, 평균 50.7배이며, 최고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296.7배, 최저
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2.3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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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6 > 법률별 1일 과징금의 금액 및 배율

(단위 : 만원, 배)

1일 과징금의 금액
최저(a)

최고(b)

금액비율
(=b/a)

0.6

178

296.7

2 위험물안전관리법

3

840

280.0

3 화장품법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
3

840
800

280.0
266.7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장도매인)

0.4

68

170.0

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0.4

68

170.0

7 산업안전보건법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도매인)

3
0.4

188
15

62.7
37.5

5

166

33.2

5

166

33.2

3

80

26.7

8

208

26.0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매시장법인)

4

90

22.5

14 약사법(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15 약사법(의약품 도매상)

3
3

57
57

19.0
19.0

16 약사법(약국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을 제외한 판매업자)

3

57

19.0

17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3

57

19.0

18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1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

3
12

57
220

19.0
18.3

2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12

220

18.3

21 먹는 물관리법(먹는샘물등의 제조업)

3

55

18.3

22 먹는 물관리법(수처리제 제조업)
23 먹는 물관리법(정수기 제조업)

3
3

55
55

18.3
18.3

24 식품위생법(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12

220

18.3

25 식품위생법(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12

220

18.3

12

220

18.3

27 축산물위생관리법(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업)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2
6

220
90

18.3
15.0

29 정신보건법

7.5

107.5

14.3

3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33

13.2

31 영유아보육법
32 공중위생관리법
3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
3
7.5

35.5
33
53.75

11.8
11.0
7.2

No

법률(업종유형)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9 식품위생법(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10

축산물위생관리법(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업종)

또는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2

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의 영업)

축산물위생관리법(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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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일 과징금의 금액
최저(a)

최고(b)

금액비율
(=b/a)

3

21.5

7.2

7.5

53.75

7.2

3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7 먹는 물관리법(검사기관)

3
9

20
55

6.7
6.1

38 모자보건법

3

16

5.3

39 소방시설공사업법

7

33

4.7

3.5
60

10
140

2.9
2.3

No

법률(업종유형)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5 의료법

4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평균

50.7

2. 1일 과징률의 비교

개별 법률의 과징금 부과에서 형평성은 매출액과 1일 과징금의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
할 수 있다. 즉, 부과대상의 1일 매출 대비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형평성을 판단하
는 지수로서 결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수를 ‘1일 과징률87)’로서 분석하
였다. 그리고 1일 과징률의 최고와 최저의 값이 적을수록 공평한 과징금 부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1일 과징금 법률의 등급 간 1일 과징률 차이를 분석88)하면, 사
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등급 간 1일 과징률 차이가 211.7%로서 가
장 많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등급 간
1일 과징률 차이가 0.1%로서 가장 적었다. 41개 법률(업종유형)을 등급 간 1일 과징률 차
이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교적 공평한 과징금 부과라고 할 수 있는 등급
간 1일 과징률 차이가 10% 이내는 7개 법률(업종유형)89)이고, 등급 간 1일 과징률 차이가
11%~50%는 11개 법률(업종유형)90)이다. 반면에 비교적 불공평한 과징금 부과라고 할 수
87) 1일 과징률 = (1일 과징금의 금액)/(1일 매출액)
88) 등급 간 1일 과징률 차이 분석은 각 등급 내 중위매출액(최고와 최저 매출액의 산술적 중간 값)
을 기준으,로 1일 과징률을 산출하였고, 이러한 1일 과징율을 등급 내 대표 과징률로 설정하여 1
일 과징율이 최고인 등급과 1일 과징율이 최저인 등급을 비교하였다.(다만, 최상의 등급의 경우 최
고 매출액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 매출액을 활용ㄹ하였다)
89) 등급 간 1일 과징율 차이 10%이내 법률(업종유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중도매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매시장법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장도매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약사법(의약품도매상)
90) 등급 간 1일 과징율 차이 11%~50%인 법률(업종유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먹는 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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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등급 간 1일 과징률 차이가 51%~100%는 11개 법률(업종유형)91)이다. 특히, 심하게
불공평한 과징금 부과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등급 간 1일 과징률 차이가 100% 이상도
12개 법률(업종유형)92)에 이른다.
< 표 5-7 > 법률별 1일 과징률 차이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법률(업종유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건강기능식품수입업·판매업의
영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업ㆍ가공업외의영업)
축산물위생관리법(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또는식
육포장처리업외의업종)
약사법(의약품등의제조업자,품목허가를받은자,수입자)
의료기기법(의료기기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영업)
식품위생법(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업ㆍ가공업의영업)
축산물위생관리법(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또는식
육포장처리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품목또는품목류제조)
식품위생법(품목또는품목류제조)
축산물위생관리법(품목또는품목류제조업)
공중위생관리법

(단위 : %)

1일 최고
과징률
(a)
219.0
219.0

1일 최저
과징률
(b)
7.3
16.4

과징률
차이
(a-b)
211.7
202.6

194.7

1.9

192.8

182.5
182.5

1.2
6.1

181.3
176.4

182.5

6.1

176.4

109.5
109.5
109.5
109.5
109.5
109.5
87.6
87.6

0.5
0.5
2.2
2.2
4.4
7.7
2.0
2.0

109.0
109.0
107.3
107.3
105.1
101.8
85.6
85.6

87.6

2.0

85.6

87.6
87.6
87.6
73.0

4.0
4.0
4.0
0.3

83.6
83.6
83.6
72.7

법(정수기제조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먹는 물 관리법(먹는샘물등의제조업), 먹는 물 관리법
(수처리제제조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
사법(약국개설자또는의약품도매상을제외한판매업자),
의료기기법(의료기기수리업자,판매업자또는임
대업자), 산업안전보건법
91) 등급 간 1일 과징율 차이 51%~100%인 법률(업종유형) :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 식품
제조업의 영업), 식품위생법(식품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축산물 위생관리법(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
물 가공업 또는 식육 포장 처리업),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식품위생법(품목 또는 품목
류 제조), 축산물 위생관리법(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업), 공중위생관리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먹는 물 관리법
(검사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92) 등급 간 1일 과징율 차이 100%이상인 법률(업종유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수입업·판매업의영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업ㆍ가공업외의영업), 축산물 위생관리법(도축업ㆍ집유업ㆍ
축산물 가공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 외의 업종), 약사법(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료
기기법(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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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률(업종유형)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먹는물관리법(검사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정수기제조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먹는물관리법(먹는샘물등의제조업)
먹는물관리법(수처리제제조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사법(약국개설자또는의약품도매상을제외한판매업자)
의료기기법(의료기기수리업자,판매업자또는임대업자)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의약품도매상)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장도매인)
실험동물에관한법률(동물실험시설또는우수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에관한법률(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도매인)

1일 최고
과징률
(a)
73.0
73.0
65.7
63.9
43.8
21.9
21.9
21.9
21.9
20.4
21.9
21.9
73.0
73.0
21.9
4.4
2.9
1.0
1.0
0.9
0.3
0.6

1일 최저
과징률
(b)
2.9
6.5
4.0
3.7
0.9
0.4
0.6
1.0
2.0
1.2
5.1
5.8
58.4
58.4
8.5
1.0
0.8
0.2
0.2
0.6
0.2
0.5

과징률
차이
(a-b)
70.1
66.5
61.7
60.2
42.9
21.5
21.3
20.9
19.9
19.2
16.8
16.1
14.6
14.6
13.4
3.4
2.1
0.8
0.8
0.3
0.1
0.1

1) 1일 최고 과징률 : 각 법률(업종유형)의 등급별 중위수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1일 매출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해당 등급의 과징금(1일 과징금의 금액)과 비교하여 산출한 비율 이 가장 큰 값
2) 1일 최저 과징률 : 각 법률(업종유형)의 등급별 중위수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1일 매출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해당 등급의 과징금(1일 과징금의 금액)과 비교하여 산출한 비율 이 가장 작은 값
3) 과징률 차이 = (1일 최고 과징률) – (1일 최저 과징률)

한편, 1일 과징금 법률은 등급에 따라 일정한 1일 과징금의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
에, 등급 간 1일 과징률은 같을 수 없다. 즉, 1일 과징금 법률은 등급별 1일 과징률에 차
이가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등급별 1일 과징률은 추세선 분석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형
평성을 판단할 수 있다. 즉, 등급별 1일 과징률의 추세선이 양(+)의 관계를 가질 때 과징
금 부과가 공평하다고 할 수 있으며, 누진적 관계를 가진다면 더욱 공평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등급별 1일 과징률의 추세선이 음(-)의 관계나 역진적 관계를 가진다면, 과징
금 부과는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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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ax + b ------------------------------- (식3)
y
a
x
b

=
=
=
=

과징률 추세선 식
추세선 기울기(양의 경우 누진적, 음의 경우 역진적)
등급
추세선의 y절편(상수로서 가상의 1일 최저 과징률)

위의 식(3)을 1일 과징금 법률에 적용하면 등급별 1일 과징률 추세선은 대부분 음(-)
의 관계나 역진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양(+)의 관계나 누진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6개 법률에 불과하
다.
< 표 5-8 > 1일 과징금 법률의 등급별 1일 과징률 추세선 수식
No

법률(업종유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약사법(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을 제외한 판매업자)
산업안전보건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도매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장도매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매시장법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약사법(의약품 도매상)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먹는 물관리법(정수기 제조업)
공중위생관리법
먹는 물관리법(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먹는 물관리법(수처리제 제조업)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
식품위생법(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축산물위생관리법(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
포장처리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식품위생법(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축산물위생관리법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업)
먹는 물관리법(검사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4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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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1일 과징률
(추세선) 수식
y=0.0058x+0.6293
y=0.0058x+0.6293
y=0.0006x+0.0956
y=0.0004x+0.0022
y=0.0002x+0.0029
y=0.0002x+0.0029
y=7E-06x+0.0019
y=-0.0003x+0.0072
y=-0.0014x+0.0384
y=-0.0023x+0.015
y=-0.0032x+0.0652
y=-0.0035x+0.089
y=-0.005x+0.1082
y=-0.006x+0.1402
y=-0.0063x+0.1188
y=-0.0068x+0.117
y=-0.0068x+0.117
y=-0.0075x+0.1456
y=-0.0078x+0.1877
y=-0.0096x+0.1568
y=-0.0113x+0.1404
y=-0.0126x+0.3624
y=-0.0126x+0.3624
y=-0.0126x+0.3624
y=-0.0128x+0.3824
y=-0.0128x+0.3824
y=-0.0128x+0.3824
y=-0.0146x+0.297
y=-0.0175x+0.2074

No

법률(업종유형)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의영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화장품법
식품위생법(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축산물위생관리법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
40
장처리업 외의 업종)
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급별 1일 과징률
(추세선) 수식
y=-0.0203x+0.3151
y=-0.024x+0.392
y=-0.024x+0.3919
y=-0.0254x+0.4522
y=-0.0337x+0.8689
y=-0.0361x+0.4433
y=-0.0404x+0.573
y=-0.0404x+0.573
y=-0.0407x+0.584
y=-0.0443x+1.026
y=-0.0443x+1.026
y=-0.0848x+1.1452

위의 표에서 1일 과징금의 추세선이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법률은 의료기
기법(의료기기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과 산업안전보건법이며, 이것을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기타 그래프는 첨부자료 참조)
< 그림 5-1 > 등급별 1일 과징률 추세선 그래프 / 의료기기법(수리업자, 판매업자)
1일
과징률

등급

<주>
①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등급별 1일 과징률 그래프는 2등급의 1일 과징
률부터 18등급의 1일 과징률까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1일 과징률(추세선)은 각 등급별 1일 과징률의
값에 대한 선형 추세선으로 산출하였다.
② 등급별 1일 과징률 그래프 중에서 최저 등급(1등급)은 하한 매출액이 ‘0’원이며, 최고 등급(19등급)은
상한 매출액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1등급과 19등급의 1일 과징률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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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 등급별 1일 과징률 추세선 그래프 /산업안전보건법
1일
과징률

등급

<주>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등급별 1일 과징률 그래프는 2등급의 1일 과징률부터 14등급의 1일 과징률까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1일 과징률(추세선)은 각 등급별 1일 과징률의 값에 대한 선형 추세선으로 산출하
였다.
② 등급별 1일 과징률 그래프 중에서 최저 등급(1등급)은 하한 매출액이 ‘0’원이며, 최고 등급(15등급)은
상한 매출액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1등급과 15등급의 1일 과징률을 제외하였다.

위의 표에서 1일 과징금의 추세선이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이며, 이것을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기타 그래프는 첨부자료 참조)
< 그림 5-3 > 등급별 1일 과징률 추세선 그래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일
과징률

등급

<주>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등급별 1일 과징률 그래프는 2등급의 1일 과징률부터 14등급의 1일 과징
률까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1일 과징률(추세선)은 각 등급별 1일 과징률의 값에 대한 선형 추세선으
로 산출하였다.
② 등급별 1일 과징률 그래프 중에서 최저 등급(1등급)은 하한 매출액이 ‘0’원이며, 최고 등급(15등급)은
상한 매출액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1등급과 15등급의 1일 과징률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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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 > 등급별 1일 과징률 추세선 그래프 / 화장품법
1일
과징률

등급

<주>
① 화장품법의 등급별 1일 과징률 그래프는 2등급의 1일 과징률부터 18등급의 1일 과징률까지를 나타내
는 것이며, 1일 과징률(추세선)은 각 등급별 1일 과징률의 값에 대한 선형 추세선으로 산출하였다.
② 등급별 1일 과징률 그래프 중에서 최저 등급(1등급)은 하한 매출액이 ‘0’원이며, 최고 등급(19등급)은
상한 매출액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1등급과 19등급의 1일 과징률을 제외하였다.

3. 등급 간 매출액 비교

등급 간 매출액은 해당 법률의 등급 수와 등급 최대 매출액 차이로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등급 최대 매출액 차이란 최고 등급(법률에 따라 다름)의 하한 매출액과 최저 등
급(1등급)의 상한 매출액 간의 차이로서, 41개의 법률(업종유형)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매시장법인)이 1천400억원으로서 가장 크며, 약사법(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을 제외한 판매업자)과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이 2억5천5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등급 간 매출액 차이가 크다는 것은 같은 등
급에서 과징금 납부 대상자의 매출액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납부 대상자
입장에서 매출액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등급이기 때문에 동일한 1일 과징금을
납부해야하는 불공평이 발생한다. 따라서 1일 과징금 법률에서 이러한 불공평한 과징금
부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등급 간 매출액 차이를 줄이거나 등급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
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매출액과 1일 과징금은 비례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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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9 > 법률(업종유형)별 등급 매출액 차이
No

법률(업종유형)

(단위 : 개, 만원)

등급
수(a)

등급 최대
매출액 차이
(b)

등급 평균
매출액차이
(b/a)

1

농수산물 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매시장법인)

12

14,000,000

1,166,667

2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5

4,500,000

900,000

3

위험물안전관리법

22

5,990,000

272,273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0

4,990,000

249,500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

4,990,000

249,500

6

약사법(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자,수입자)

19

3,998,000

210,421

7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19

3,998,000

210,421

8

화장품법

19

3,998,000

210,421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장도매인)

12

2,450,000

204,167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동물실험시설, 우수동물실험시설)

12

2,450,000

204,167

11

먹는 물관리법(정수기 제조업)

27

4,990,000

184,815

1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8

1,050,000

131,250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도매인)

8

1,050,000

131,250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의 영업)

32

3,997,000

124,906

15

공중위생관리법

33

3,997,000

121,121

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

33

3,990,000

120,909

17

식품위생법(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33

3,990,000

120,909

18

축산물위생관리법(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33

3,990,000

120,909

19 약사법(의약품 도매상)

19

1,950,000

102,632

20 소방시설공사업법

13

975,000

75,000

21

27

1,990,000

73,704

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33

1,990,000

60,303

23 식품위생법(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33

1,990,000

60,303

24 축산물위생관리법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업)

33

1,990,000

60,303

2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999,000

52,579

2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

895,000

44,750

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

895,000

44,750

28 의료법

20

895,000

44,750

29 정신보건법

20

895,000

44,750

먹는 물관리법(먹는샘물등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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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등급
수(a)

등급 최대
매출액 차이
(b)

등급 평균
매출액차이
(b/a)

30 산업안전보건법

15

640,000

42,667

31

식품위생법(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 영업)

26

998,000

38,385

32

축산물위생관리법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업종)

26

998,000

38,385

33 먹는 물관리법(수처리제 제조업)

27

990,000

36,667

34 먹는 물관리법(검사기관)

24

490,000

20,417

3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5

198,000

13,200

36 영유아보육법

23

197,000

8,565

37 모자보건법

23

197,000

8,565

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

96,000

6,857

3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5

99,000

6,600

40 약사법(약국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을 제외한 판매업자)

19

25,500

1,342

41

19

25,500

1,342

No

법률(업종유형)

또는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1) 등급 최대 매출액 차이 = (최고 등급의 하한 매출액) - (최저 등급의 상한 매출액)
2) 등급 평균 매출액 차이 = (등급 최대 매출액 차이) / (등급 수)

4. 과징금 갈음 조건의 조문내용 분석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영업정지, 사업정지, 업무정지, 운영정지 등은
행정처분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불리지만, 행정청이 처분대상자에게 정지를 명령하
는 같은 유형의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1일 과징금 법률에서도 같은 유형의 정지명령형 행
정처분을 행정청이 처분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지
명령형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문내용으로 인하여 명령의 내용도 용
어도 같은 유형의 행정처분이 된다. 1일 과징금 법률에서 정지명령형 행정처분이 과징금
의 행정처분으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조문내용에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이러한 조건에는 이용자의 불편과 공익을 해칠 우려라는 크게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다. 다만, 일부 1일 과징금 법률에는 이러한 조건에 대한 내용이 없이 단순히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기 위해서
보다 확실한 조문내용이 추가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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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0 > 행정처분 내용과 과징금 갈음 조건의 내용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법령

행정처분 조문내용

과징금 갈음의 조건
조문내용

영업정지, 품목 및 품
(없음)
목류 제조정지
약사법
업무정지
(없음)
- 이용자 불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사업정지
- 공익을 해칠 우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 이용자 불편
업무정지
법률
- 공익을 해칠 우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용정지, 사용제한
(없음)
의료법
의료업 정지
(없음)
먹는 물관리법
업무정지, 영업정지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업무정지
- 국민보건 위해 우려
- 이용자 불편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정지
- 공익을 해칠 우려
화장품법
업무정지
(없음)
- 이용자 불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업무정지
- 공익을 해칠 우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업무정지
(없음)
- 이용자 불편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정지
- 공익을 해칠 우려
영업정지, 품목 및 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없음)
목류 제조정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 이용자 불편
영업정지
에 관한 법률
- 공익을 해칠 우려
- 이용자 불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영업정지
- 공익을 해칠 우려
- 이용자 불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사용정지
- 공익을 해칠 우려
- 이용자 불편
의료기기법
업무정지
- 공익을 해칠 우려
- 이용자 불편
정신보건법
사업정지
- 공익을 해칠 우려
- 이용자 불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업무정지
- 공익을 해칠 우려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업 정지
- 이용자 불편
- 이용자 불편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정지
- 공익을 해칠 우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사업정지, 사업제한
(없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운영정지
(없음)
- 이용자 불편
영유아보육법
운영정지
- 공익을 해칠 우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 이용자 불편
영업정지
관한 법률
- 공익을 해칠 우려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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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과징금 관련 법령 정비과제 제안
제1절 법령정비의 원칙 및 방향
1. 법령정비의 기본원칙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안에 앞서 부과기준 설정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한
다. 첫째, 과징금 부과기준은 과징금의 세 가지 목적, 즉 법 위반행위로 부터의 초과이윤
및 소비자 피해의 회수와 향후 법 위반행위의 억지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금액을 추정하여
부과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달
성을 위한 조치를 가할 시 행정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가 성립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 원
칙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과 재량을 방지하고 공익과 개인자유의 침해 사이의 비례를 유지
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통용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의 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을 택하고, 그 중에
서도 최소 침해의 수단을 택하며, 이를 행함으로서 생기는 공익이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
이익 보다 큰 경우에만 행정작용이 인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 37조
2항의 근거가 되는 원칙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할 원칙이다. 또한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는 과도한 과징금은 과징금 자체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목적 달성
자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법 위반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자의 파산을 초래하여, 오히려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재화나 서비스공급의
감소로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법 위반자의 경제적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징금은 집행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징금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둘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주체의 재량을 최소화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을 제고하여야 한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 자체의 안정 또는 법에 의한 사회질서의 확립
및 안정을 뜻한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법에 의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의 입장
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의 예측가능성을 제
고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부과주체의 재량이 오용·남용될 시 부과주체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어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
의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불확실하여 법적 안정성이 저하된다. 또한 피규제자가 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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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행위로부터의 이득과 비용에 대한 추정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유인체계가 명확
히 성립될 수 없다(이인권 2010). 이를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를 축소하거나 부과기
준의 객관화와 명시화 등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과징금이 미래 범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부과되
어야 한다. 법은 그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시 법 실현의 정도 또한 중요하
다. 따라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과징금부과의 목적 중 하나인 억지효과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법률적 유형에 관계없이 범법행위로부터의 이익보다는 부과
금의 기대 비용이 현저히 높은 수준이어야 미래의 범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효성의 원칙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부과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 법 위반 행위자의 부당이득이
나 소비자 피해의 추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추정의 비용이 과징금
부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부과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론적으로 적정
한 부과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집행이
힘든 경우에는 이론적인 부과기준을 고집하기 보다는 이론상의 부과기준과 근사한 대체변
수를 통한 부과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부과기준을 선택함
에 있어서 최적의 부과기준을 탐색하는 노력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부과기준을
선택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2. 법령정비의 방향

첫째, 법 위반행위로부터의 부당이득을 경제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초과이윤을 과징
금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초과이윤은 법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총합에서 소비자잉여가 판매자에게로 이전되어 발생한 피해와 효율
성 증대를 가져오는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값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제
55조 3항은 과징금 부과의 참작요소로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등과 함께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부과에 있
어서는 기준과징금의 산정 후 기준과징금을 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기준과징금의
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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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도출된다(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러한 산정방식은 초과이윤이나 사
회후생의 피해규모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
용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관련 매출액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거나 부과기준율을 곱함
으로써 실제 사회후생의 피해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홍대식 2011; 황
태희 2009). 또한 강희복 외(2008)는 과징금이 위의 산정방식을 통해 도출되었다고 하더라
도 최종 금액이 기업의 매출액과 자산의 규모와 오히려 역진적으로 부과되고 있음을 실증
적으로 증명하였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주체는 법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재화와 용역의
수요곡선과 생산비용곡선을 추정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여 경제학적 사회후생의
감소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초과이윤의 추정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부과 주체는 그 이윤
율을 명시하고, 초과이윤을 대체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초과이윤을 계산
하는 노력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과이윤의 대리변수로써 매출액을 사용할
경우, 관련 산업의 이윤율을 추정하도록 각 관련부처에 의무화하고 초과이윤에 대한 분석
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산업별, 유형별, 사례별 경제적 분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독일
의 경우, 초과이윤을 위반행위로 획득한 사실적인 수입과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 같은
기간에 획득하였을 수입과의 차액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또한 초과이윤을 대체할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권오승 외 2003 페이지 44). 이봉의(2011)는 과징금 산정방식에서 부당
이득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방식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비례의 원칙 등
법치국가원리에도 가장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적정과징금의 산출기준은 대체적
인 요소보다는 직접적으로 초과이윤으로 설정해야 하며, 현재 참작요소로써 명시되어 있
는 초과이윤을 과징금의 설정단계부터 도입해야 한다.
둘째,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초과이윤이나 사회후생의 변화가 불가능하거
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시키고, 부과금액의 주기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과징금 부과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액 과징금은 가장 광범위하
게 사용되고 있다. 정액 과징금은 부과 주체가 편리하게 부과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반
행위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계산한다기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기준
에 관련 위반 사항을 대입하여 금액을 도출하여, 산정기준이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하거나
비례의 원칙 및 실효성의 원칙을 저해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액 과징금은
초과이윤 등의 측정이 경제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시켜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소액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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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의 회계장부의 미비 및 소액의 초과이익 등 경미한 법위반 행위의 경우, 초과
이윤 추정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정액 과징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반
의 중대성이 큰 경우의 정액부과는 산정기준이 정교화 되지 않고 금액산정의 주기적인 조
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행정소송 시 패소확률이 높아지고 법 집행의 실효성도 저하
될 수 있다.
또한 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부과 금액과 기
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물가상승률에 연계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보상회수는 초과이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의 추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회수된 소비자 피해액이 소
비자에게 전달되는 채널이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
다. 소비자 피해규모를 추정하기 힘들거나, 부과된 과징금이 피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체
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정된 소비자 피해액이 포함된 과징금이
소비자 보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소비자 피해보상회수라는 과징금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2010)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현행 과징금 제도를 독
점이윤의 산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
후생의 손실이 국고환수가 아닌 손실을 입은 당사자인 피해자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되어
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회수된 사중손실을 손실의 당사자인 소비자에게 돌려줌으로써 건
전한 경제질서의 확립과 더불어 법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행정소송을 줄일 수 있을 것이
다. 즉, 명확한 보상의 전달 체계와 목적 없이 징벌적으로 혹은 정치수사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체계를 바탕으로 타당하고 신뢰 가능한 과징금을 산정하고,
명확한 목적을 바탕으로 부당이윤의 회수와 동시에 사중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없었던 기존의 상태로 원상복귀 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피해보상 전달체계
가 미비할 경우 소비자 피해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는 행정편의주의로 비춰질 수 있어 신
중을 가해야 한다.
넷째, 법 위반 행위로부터의 기대비용이 기대수익보다 크도록 설계하여 법 위반행위의
억지효과가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유인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과징금의
기대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관련 위법행위의 적발률의 추정이 요구된다. 특히 매출액이나
정액과 같은 대체변수가 아닌 초과이윤으로 직접적인 사회후생의 피해액을 산정 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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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윤에 대한 징벌승수를 고려한 기본과징금의 산정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손해를
환수한다는 의미 외에 위반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취하게 되는 한계편익(MR)과 법위반
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한계비용(MC)을 일치하게 함으로써 유인체계에 대한 사전적인 제
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권오승 외(2003)는 부당공동행위에 의한 가격담합은 2의 높은 징벌승수를 적용하는 반
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으로 인한 경쟁자배제는 1의 낮은 징벌승수를 적용하여 징벌승
수를 행위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외 금일중 외(2010)는 적발확률에 대한 대리변수로 위반
행위 개시일부터 의결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이는 법
위반행위가 은밀하게 행해질수록 적발확률도 낮을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징벌승수가
높아져야 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위반행위기간은 최대 200개월에서 최소 5개월, 유형별 위
반행위기간의 평균은 최대 42개월에서 최소 18개월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형별 위
반행위기간은 행위유형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일차적으로
행위유형에 대한 징벌승수를 설정하고 이후 유사행위의 적발까지 걸린 시간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징벌승수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실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Treble damage 제도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과징금이 비례의 원칙, 법적 안정성, 과징금의 효과성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초과이윤, 소비자 피해 그리고 적발률의 추정을 위한 과징금 부과 부처의
최소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추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처는 그 이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추정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합
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변수에 근거하거나 정액의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지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방만한 과징금 부과는 행
정편의주의의 산물로 비쳐질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전
체적인 관점에서 산업별, 시장별로 위법행위와 관련된 산업의 이익률과 적발률에 대한 체
계적인 조사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의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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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령 정비과제
1. 과징금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선

1) 과제제안 1-1) 과징금 판단기준의 개선
가. 개선의 내용

현재 제2유형 과징금에서 과징금의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출액으로 되어 있으나.
제1유형 과징금에서 과징금의 금액이 부당한 경제적 이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2유형 과징금에서 매출액을 대
체할 특별한 대리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정도와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
정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업
정지는 행위에 관한 제재라고 할 수 있지만, 과징금은 금전적 납부를 명령하는 것이기 때
문에 금액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
위에 대한 제재를 금액에 대한 제재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두 개의
제재가 동일하게 유지되려면 행위에 대한 정도와 금액에 대한 정도가 일치되어야 한다.
즉, 영업이라는 행위를 정지함으로서 발생하는 금액을 나타낼 수 있다면, 이것을 과징금과
연동시키면 논리적 타당성이 성립한다. 다만, 여기서 영업이라는 행위의 정지를 어떠한 기
준에 의해 금액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영업정지에 관한 금액을 영업의 정반(正反)의 논리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 즉, 영업을 정지하였을 때의 금액은 영업을 하였을 때의 금액과 일
치한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영업정지의 금액을 영업활동의 금액을 활용하여 산출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의 금액은 영업활동에 관한 투입 금액과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
한 금액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전자의 금액은 경비로, 후자의 금액은 이익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납부대상자의 영업에 대한 경비와 이익의 데이터를 직접적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무기관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업종별 기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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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이익률을 활용하면 된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 = C + P -----------------------------------

(식4)

* A : 영업활동의 금액 = 영업정지의 금액 = 과징금의 금액
* C : 영업활동에 관한 투입 금액(경비) - 국세청 데이터 활용
(C = 과징금 납부대상자의 수입금액 x 업종별 기준경비율93))

* P :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금액(이익) - 국세청과 한국은행 데이터 활용
(P = 과징금 납부대상자의 매출액 x 업종별 영업이익율94))

나. 법령개선 적용 예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 과징금의 판단기준이 매출액, 총매출액, 수입액,
총수입액, 생산액, 총생산액, 도급액, 계약액 등 다양하지만, 모두 유사한 개념이며, 매출액
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매출액을 과징금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률중에서 식품위생법을 대상으로 개선한다면, 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다.
< 표 6-1 > 과징금의 판단기준 개선 법령적용(예시)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1
기존

개정안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산정기준)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
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 기준이 되는 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
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도의 전년도의 1년간 경비와 이익의 합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경비와 이익
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의 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 별ㆍ월별 또는 일별 경비와 이익의 합
93)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연매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
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나머지 추가 비
용을 매출에 일정 비율로 곱해 추산한 뒤 이를 빼 최종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 기준경비율을발표하고 있다.
94) 영업이익율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한국은행에서 매년 업종별 영업
이익율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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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정안

을 기준으로 연간 경비와 이익의 합으
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 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품목류에
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
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 의 전년도의 1년간 경비와 이익의 합을
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
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 들의 1년간의 경비와 이익의 합을 산출
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
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 는 일별 경비와 이익의 합을 기준으로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연간 총경비와 이익의 합으로 환산하여

라.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산출한다.
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

라.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처분일이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
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 간 해당 품목의 총 경비와 이익의 합에
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경비와
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 이익의 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를 곱하여 산출한다.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 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 경비와
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의 합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다. 개선 시 효과 및 유의사항

과징금 판단기준을 매출액에서 경비와 이익의 합으로 전환하면 가장 큰 두 가지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로, 의무이행위반에 대한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여 과징금 납부대
상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
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영업과 관계없는 인건비 등의 고정비가 과징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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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 많았다. 따라서 경비와 이익만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이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적용비율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경비와 이익의 합으로 산정할 경우 그 속에 이미 적용비율(경비율과
이익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금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매출액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1일 과징금 법률의 경우 과징금 납
부대상자의 규모와 과징금의 금액이 역비례하여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경비와 이익의 합으로 과징금의 규모를 결정하면 이러한 불공정사레가 발생
할 수 없다. 다만, 업종에 따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익을 제외한 경비만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결정하면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비가 마이
너스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최근 투명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많으며, 특히 공익을 위해 정부기관이 집중 관리하는 업종의 경우 매년 재무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업종별 경제활동에 대한 통계적 자료도 많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
용할 필요가 있다.

2) 과제제안 1-2) 과징금 상한액의 현실화
가. 개선의 내용 및 방법

과징금 부과에서 상한액을 정한 것은 과징금 부과의 예외적 상황에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잇다. 즉, 상한액에 대한 규정 없이 무한대의 규정을 적용하면, 위반행위자의 상황
이나 과징금 부과 조건에 따라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한액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어느 수준이 상한액으로 적절한가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상한액은 금액에 대한
규정이며, 금액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하다. 금액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한
액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아져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최초 상한
액을 정한 수준은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상한액의 금전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조정해야
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 식품위생법의 경우 1985년 최초 1천만원에서 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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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13년 현재 2억원까지 증액하였다.95) 반면에 대부분의 과징금관련 법률은 상한액 제
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과징금 상한액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개
선방법은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의 규모에 대한 변화를 적용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과징
금 상한액이 정해질 당시의 시장규모와 2013년 현재의 시장규모를 비교하여 증가한 비율
만큼 과징금 상한액을 증액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개선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과징금 상한액 = (현재의 과징금 상한액)x(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변화율) -- (식5)
※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변화율 = (현재 산업의 시장규모 – 현재 과징금 상한액 제정 당시
산업의 시장규모) / (현재 과징금 상한액 제정 당시 산업의 시장규모)

나. 법령개선 적용 예시

시장규모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개선을 화장품법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다. 먼저 화장품법의 과징금 상한액은 1999년 법률 제정과 동시 5천만원으로 조문이
신설되었으며,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서 그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식품의
약품안전처와 장업신문의 발표에 의하면, 화장품 시장 규모는 1995년 약 3.6조원이었으나
2013년 약 17조원으로 확대되었다. 즉, 시장규모가 372%가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화장품
법 과징금 상한액은 2억원96)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법률조항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 표 6-2 > 과징금 상한액 개선 법령적용 – 화장품법 제28조 제1항
기존
제28조(과징금처분)

개정안
제2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에 따라 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에 따라 제
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업무정지처 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업무정지처
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 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
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할 수 있다.

수 있다.

95) 식품위생법 과징금 상한액 제․개정 이력 : 제정(1985년) 1천만원, 제1개정 2천만원(1988년), 제2
차 개정 5천만원(1991년), 제3차 개정 1억원(1995년), 제4차 개정 2억원(2002년)
96) 정확한 과징금 상한액은 1억8천611만원(=5천만원x372%)이지만, 금액산정의 편리성을 위해 억
단위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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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 시 유의사항

과징금 상한액을 시장규모와 연동하여 개선하는 것은 과징금을 납부하는 대상자가 시
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장규모가 시장의 범위설정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범위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범위는 한국은행, 통
계청, 산업연구원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산업동향이나 경제동향을 분석하면 민간경제연
구소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해당 법률이 어느
시장을 적용하는가는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과징금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
상자가 속한 시장이 어디인가는 명확히 해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속한 시장이 불명확하
다면, 과징금 상한액의 개선은 시장규모의 변화에 의한 개정 보다 전체 경제규모의 변화
에 의한 개정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3) 과제제안 1-3) 과징금의 가산금 개선
가. 개선의 내용

과징금의 체납 및 환급의 금리에 대한 개선은 기본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것다. 즉, 과징금 부과의무자의 책임으로 인한 체납금이나 과징금 부과주체의 책임으로 인
한 환급금은 유사한 정도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결과 과징금 관
련 법령 중에서 총 25건이 체납금 및 환급금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체납금과 환급
금의 금리차이가 4.3%에 이른다. 반면에, 금융 분야 법령에서 체납금과 환급금의 금리차
이는 약 2.6%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체납에 의한 금리가 3.0%이고 환
급에 의한 금리가 3.4%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급금의 금리가 더 높다. 따라서 과징금에
대한 체납금과 환급금도 금융 분야 법령이나 국세징수법과 유사한 정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법령개선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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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체납에 관한 규정은 법 제55조의6제1항, 영 제
64조에 있고, 환급에 관한 규정은 법 제55조의7, 영 제64조의5에 있다. 여기서 체납금의
금리는 8.5%이며, 환급의 금리는 4.2%이기 때문에, 금리차이는 4.3%이다. 이러한 규정을
일반 금융 분야의 규정과 같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한 체납금과 환급금의 금리 규정을 금융 분야(체납금리 6.0%, 환급금리 3.4%)와
같도록 개정하면 다음과 같다.
< 표 6-3 > 과징금 부과의 체납금 및 환급금 개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존
개정안
제64조(체납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6제1 제64조(체납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6제1
항에 따른 과징금의 체납가산금은 체납된 항에 따른 과징금의 체납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85를 곱하여 계산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의5(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7 제64조의5(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7
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 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
하여 연 1천분의 4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하여 연 1천분의 3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으로 한다

다. 개선 시 유의사항

현재 대부분의 과징금에 관한 법률은 체납과 환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
으며, 국가기관은 국세기본법을 지방정부는 지방세기본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은
국제나 지방세와 다른 법률적 성격 및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과징금 제도가 특정 법률에 한정되어 있어나 부과 건수도 적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최근 과징금 부과제도가 다양한 법률에서 도입되면
서 부과건수나 부과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적 형평성 측면에서 반
드시 독립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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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제안 1-4) 과징금 분할 납부 규정 개선
가. 개선의 논리

과징금 법률 제1유형(이익환수에 준하는 과징금)과 제3유형(제재처분에 상응하는 과징
금)의 경우 과징금이 독립적 행정처분으로서 존재하며, 벌금이나 과태료처럼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7) 그러나 과징금 법률 제2유형(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의 경우는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
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과징금이 우선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서 과징금은 영업정지라는 선행조건을 전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과징금이 우선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서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우선
영업정지에 대한 분할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순차적으
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을 인정해도, 두 행정처분이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비록 과징금이 영업정지에 종속된 행정처분이지만 다른 과징금 유
형의 법률에서는 과징금이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징금 법
률 제2유형에서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별개의 행정처분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다. 영업정
지는 그 차제로서 행정처분이 종료된 것이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행정처분이 시작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
면, 과징금 법률 제2유형에서도 다른 과징금 유형의 법률에서와 같이 과징금의 분할 납부
가 가능하다.

나. 법령개선 적용 예시
과징금 법률 제2유형에 관하여 분할 납부조항의 개선 적용 표준예시는 본 연구의 서두
에 있는 <표 7>을 참조하면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분할 납부조항을 실제로 적용하
97) 다만,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등은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은 분할 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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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다.
< 표 6-4 > 과징금 분할 납부 개선(예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존

개정안(조문신설)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① 공단은 제43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44조의1(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는 사유로 진료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 납부) ① 공단은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
우로서 그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
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과징금납부의
되면, 그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거짓이 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
의 금액 또는 거짓이나 부정·부당하게 지
급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징금납부의무
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 손실을 받은 경우
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2. 경제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의료기관 운영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다.

3.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다. 개선 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과징금 납부를 분할하는 것은 과징금납무의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수율
을 높이려는데 있다. 따라서 과징금 분할납부는 부과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에 법률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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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일 과징금 법률의 정비과제

1) 과제제안 2-1)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 업종 구분 개선
가. 개선의 개요

1일 과징금 법률에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할 중요한 사
항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간의 형평성이다. 즉, 영업정지는 날짜라는 시간적 단위로 표현되
지만, 과징금은 금액이라는 금전적 단위로 표현된다. 따라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
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의 시간적 단위에 대한 크기를 금전적 단위에 대한 크기와 같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영업정지의 시간적 단위에 대한 크기란 영업정지로 인해 발
생하는 시간적 크기에 대응한 금전적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영업정지로 인한 시간적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금전적 크기도 작을 것이고, 규모
가 큰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영업정지로 인한 시간적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금전적 크기가
클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과징금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 논리이다.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규모에 따른 과징금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논리를 확대 적용한다
면, 단일 업종뿐만 아니라 복수의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일 과징금 법률에 대
한 분석에서 하나의 법률에 다수의 업종이 해당되는 경우 업종의 특성에 따라 과징금 산
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업종유형 구분도 개선할 부문이 많다.
즉, 업종구분 없이 단일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한 법률의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규모를
조사하여 업종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업종을 구분하여 복수의 과징금 산정기준
을 적용한 법률의 경우에서 실제 업종에 대한 규모를 조사하여 업종유형을 재분류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1일 과징금 법률의 경우 26개 중에서 8개의 법률은 업종별 과징금
산정기준이 다르지만, 나머지 18개의 법률은 업종별 구분 없이 과징금 산정기준이 동일하
다. 그러나 업종별 구분 없이 과징금 산정기준이 동일한 법률 중에서 규모나 특성이 서로
다른 업종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분리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때 과징금 산정기준은 각각의 매출액 분포 및 규모, 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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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정하여야 한다.
실예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
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여
기서 과징금의 금액 판단기준이 의료기관인 경우 총수입금액이고 구급차 운용자인 경우
운용수입으로 되어있다. 즉, 일반적으로 구급차의 운용수입을 의료기관의 수입과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급차는 의료기관과 연계된 하위 개념이라는 측
면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업정지
를 갈음하는 과징금에서 구급차 운영에 대한 영업정지 일수와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일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 산정기준
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같은 구급차와 의료기관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10일이라는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이들은 동일한 과징금
을 부과 받게 될 것이다. 이때, 구급차 운영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행정적 제재
라고 반발 할 것이다. 따라서 구급차와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르게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식품위생법의 경우도 현재 3개의 업종유형(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으로 구분
되어 있지만, 각각의 유형 속에도 더 세분해야할 업종이 존재하고 있다98).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품판매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
근 식품판매에 관한 다양한 형태가 발생하면서 하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의 규
정에 의하면 영세한 구멍가게와 대형 할인마트가 동일한 업종유형으로 분류되어 같은 과
징금 산정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구멍가게 입장에서는 과도한 기준이고 할인마트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영세한 식품판매업과 대형 식품판매업을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필
요하다.
나. 개선의 방법 및 절차

과징금 산정기준의 업종 구분 개선은 우선 업종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
98) 대형마트와 영세한 식품판매점는 분명히 매출액 규모가 다르고 영업적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식품위생법 상 과징금 산정기준은 동일한 업종유형(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
의 영업)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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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즉, 현재 법률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적용받는 업종에 대하여 전체 사업자의
수량, 개별 사업자의 매출규모 및 매출액 분포, 해당 업종 영업행위의 특징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다음으로 해당 업종의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과 영업적 특성을 고려하
여 재분류한다. 이렇게 재분류된 사업자를 하나의 업종유형으로 묶어서 새로운 산정기준
을 정한다.
다. 법령개정 적용 예시

과징금 산정기준의 업종 구분에 대한 사례로서, 위에서 제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개선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산정기준은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받았지만, 개선안에서는 서로 다른 산정기준을 적
용받는다. 이때 의료기관의 산정기준은 전체 의료기관의 사업자 수, 매출액 규모 및 분포
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의 산정기준은 전체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의 수, 매출액 규모 및 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업종구분 개선은 통합 기준적용에서 부과대상 업종(의료기
관,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별 분리 기준 적용으로 전환된다. 다만,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
에 다른 1일 과징금의 금액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표 6-5 > 과징금 산정기준 업종구분 개선(예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 1
기존
1. 적용대상자
(1)의료기관
(2)의료기관이 아니면서 구급차등을 운
용하는 자
2. 과징금 산정기준
연간 수입금액

개정안
1. 적용대상자
(1)의료기관
(2)의료기관이 아니면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2. 과징금 기준
(1) 산정기준 1 : 총수입금액(의료기관의 경우)
(2) 산저기준 2 : 운영수입(구급차 등을 운용하
는 자)

라. 개선 시 유의사항

과징금 산정기준 구분의 개선은 업종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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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업종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사업의 규모에 대한 구분은 하지 않
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도 동일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
로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자의 규모가 수 백 배 내지 수 천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금액에 대한 기준으로서 과징금 산정기준 구분은 업종(사업
의 내용)과 함께 사업자의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

2. 과제제안 2-2) 1일 과징금 등급 구분 개선
가. 개선의 필요성

현재 26개의 1일 과징금 법률은 업종유형에 따라 41개의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매출액에 따라 평균 21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등급을 구분하는 정확한 논리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해당 법률의 특성이나
업종유형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적절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다면 현재 과징금의 등급구분은 등급 수의 문제와 최저 및 최대 등급의 문제가 가
장 크다. 1일 과징금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징금 부과대상에 관한 등급을 구분하
는 것이다. 1일 과징금 법률에서 등급은 과징금 납부대상자가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일 과징금의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매출
액은 일정하지 않으며, 매년 달라진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대상에 관한 등급구분을 현재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시킬 수는 없다. 다만, 가장 합리적인 등급구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분포와 일치하여 정규분포가 되도록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구분은 불가능하
며,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매출액을 일정기간 동안
수집하여 데이터를 정규분포화 하고, 그에 따른 평균값 또는 중위수를 기준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개선하면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등급구간에 따라 적절히 분포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경우 실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전체 과징금
부과 대상자 중 95.84%가 1등급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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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6 >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분포현황 - 소방시설공사업법

(단위 : 개, %)

2012

등급

도급액(계약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억5천만원 이하
2억5천~3억원
3억~3억5천
3억5천~4억원
4억~4억5천만원
4억5천~5억원
5억~7억5천만원
7억5천~10억원
10억~25억원
25억~50억원
50억~75억원
75억~100억원
100억원이상
합계

빈도
57,926
400
290
240
168
148
492
238
418
80
11
4
7
60,422

비율
95.87%
0.66%
0.48%
0.40%
0.28%
0.24%
0.81%
0.39%
0.69%
0.13%
0.02%
0.01%
0.01%
100.00%

즉, 과징금 산정기준의 등급구분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낮은 등급은 더 세분하고 높은 등급은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개선의 방법 및 절차

1일 과징금 법률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의 등급 수는 5개 등급(전자무역 촉진에 관한법
률)에서 33개 등급(공중위생관리법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등급 수를 결정
하는 법칙이 없기 때문에 법률제정 당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많
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칙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법칙을 활
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1일 과징금 법률에서 과징금 적용대상자는 유한하기 때문
에 정해진 모집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집단은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로서 알 수 있으
며, 이 모집단의 규모를 등급 수를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전체 과징금 적용대
상자의 규모(매출액)를 모집단으로 한다면, 개별 과징금 적용대상자의 규모(매출액)에 대
한 도수분포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조사된 모집단의 등급은 통계적 법칙 중
에서 다음과 같은 스터지스(sturges) 공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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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 + 3.322*log(N) ----------- (식6)

K : 등급 수
N : 모집단 수

그리고 등급 수가 결정되면 등급 내 크기(등급간격)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호 배타적인 데이터로 구성된 모집단의 경우
데이터의 분포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즉, 모집단의 데이터가 특정구간에 지나치게 집중
되어 있을 경우 등급구분의 의미가 줄어들며, 모집단의 데이터가 이상적으로 정규분포를
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조사된 모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등급간격을 적
절히 구사할 필요가 있다. 다만, 등급간격은 전체 등급 간 빈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저 및 최대 등급의 문제는 각각의 등급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느냐의 문제와
각각의 등급에 과징금을 어느 수준에서 적용하느냐의 문제이다. 이것은 전체 과징금부과
에서 예외적 사항으로서 다른 과징금 적용대상자와 다른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최저등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하는 측면에서, 최고등급은 비상식적금
액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등급을 결정하는 수준은 등급 수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논리나 원칙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면 무난하다.
전체 과징금 적용대상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통계적 기법을 통해 정규분포화하면 극한
의 값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극한 값 중에서 최저 극한값을 최저등급으로 최고 극한
값을 최고등급으로 설정하면 된다. 이것을 수식 및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등급수준>
최저등급 규모 산정식(전체 과징금 적대상자 중 하위규모 1.5%) =μ-3σ ----- (식7)
최고등급 규모 산정식(전체 과징금 적대상자 중 상위규모 1.5%) =μ+3σ ----- (식8)
* μ : 평균, σ : 표준편차
이렇게 통계적 기법을 통해 최저등급과 최고등급을 결정하면, 각각의 과징금 적용대상
자는 전체 모집단 중에서 각각 1.5%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저등급에 대한 과징금 적용은
사회적 약자 배려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를 면제하고, 최고등급에 대한 과징금 적용은 비
상식적 금액에 의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한다. 다만, 최고등급의 경우 현재의 법률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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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과징금 상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 그림 6-1 > 과징금 산정기준의 최저등급과 최고등급

다. 새로운 등급 구분 사례

소방시설공사업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규모는 크게 하여 다시 분류하면, 도급액 10억원
이하의 경우가 전체의 99.1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등급을 재구성할
수 있다. 즉, 등급최저 도급액을 1천만원으로 등급최고 도급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하면 전
체의 99.14%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6-7 > 소방시설공사업의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재 구분
도급액(계약액)

2012
빈도

비율

1천만원 이하

41,084

68.00%

1천만~1억원

13,832

22.89%

1억~10억원

4,986

8.25%

10억원~100억원

513

0.85%

100억원이상

7

0.01%

비고
새로운
등급의 중심

따라서 이러한 하한 및 상한 등급구분 도급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의 등간격에 의한 등
급을 구분하면 약 20개의 등급이 생성된다. 이것을 기존 등급구분과 비교하면 낮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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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분하고 높은 등급은 통합하는 개선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등급구
분은 1일 과징금의 금액과 연동하여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등급구분 개선 후 1일 과징
금의 금액에 대한 적절성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 표 6-8 >소방시설공사업법 과징금 산정기준 등급구분 개정안
기존
등급

1

도급액(계약액)

2억5천만원 이하

개정안
등급

도급액(계약액)

1

1천만원 이하

2

1천만~5천만원

3

5천만~1억원

4

1억~1억5천만원

5

1억5천만~2억원

6

2억~2억5천만원

2

2억5천~3억원

7

2억5천만~3억원

3

3억~3억5천

8

3억~3억5천만원

4

3억5천~4억원

9

3억5천만~4억원

5

4억~4억5천만원

10

4억~4억5천만원

6

4억5천~5억원

11

4억5천만~5억원

12

5억~5억5천만원

13

5억5천만~6억원

14

6억~6억5천만원

15

6억5천만~7억원

16

7억~7억5천만원

17

7억5천만~8억원

18

8억~8억5천만원

19

8억5천만~9억원

20

9억~9억5천만원

21

9억5천만~10억원

22

10억원 이상

7

8

5억~7억5천만원

7억5천~10억원

9

10억~25억원

10

25억~50억원

11

50억~75억원

12

75억~100억원

13

100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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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제안 2-3) 영업정지의 과징금 갈음 조건에 대한 개선
가. 갈음조건 개선의 개요

198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 과징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만해도 과징금은 부당이
득에 대한 경제적 제재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갈음에 대한 조건은 없었다. 그러나 과징
금 제도가 단순히 부당이득 회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법률에 확대 적용하면서 영업정
지를 대체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등장하였다. 즉,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과징금의 행정
처분과 동일한 정책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제하다면,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영
업정지는 추가적으로 그 사업이나 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나아가 사업이나
시설이 담당하고 있던 공적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정지의 과징금 전환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이용자 불편과 공적 기능의 정지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1일 과징금 법률 중에는 과징금 갈음조건에 대
한 명시 없이 단순히 갈음한다는 조문만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률적 통일성과 과징
금 갈음의 명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에 모든 갈음 조건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징금 상한에 대한 규정이 있듯이 과징금 하한에 대한 규정도
삽입할 필요가 있다.
< 표 6-9 > 과징금 갈음 조건에 따른 법률 수
(단위 : 건)

No

과징금 갈음조건

법률 수

비고

1

갈음 조건 1

2

모자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갈음 조건 2

14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신보건법 등

3

갈음 조건 없음

10

식품위생관리법, 약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주>
잘음 조건 1 : ‘이용자 불편’이나 ‘공익을 해칠 우려‘ 중의 하나만 명시
갈음 조건 2 : ‘이용자 불편’과 ‘공익을 해칠 우려‘를 모두 명시
나. 법령개선 적용 예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조건에 대한 명시가 없는 법률 중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법에 대하여 위의 개선내용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법률을 개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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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기존의 조항에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여기에 ‘영업정지가 처분대상자의 존립에 심각한 위험이 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면 된다.
< 표 6-10 > 영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조건 개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기존

개정안

제57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
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
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
을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영업정지가 처분대상자의 존
립에 심각한 위험이 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

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
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개선 시 유의사항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갈음조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즉, 영업
정지가 이용자 불편, 공익을 해칠 우려, 지나치게 영세한 처분대상자 등에 얼마나 적합한
가에 대한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징금 전환을 위한 다수의 전문가 참여가 필
요하다. 일부 법률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참여를 위원회라는 형식을 거치고 있지만, 대부
분의 경우 부과주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
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전환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
다.

- 134 -

제3절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예시 -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과 과징금 제도

1) 식품위생법의 제정 및 개정
우리나라의 대표적 식품관련 규제정책으로써 식품위생법은 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7호로 제정·공포되었고, 2013
년 10월 현재까지 총 212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러한 개정은 1990년 행정규제완
화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자주 이루어졌으며, 1998년 규제총량제 도입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되었다.
< 표 6-11 > 식품위생법 개정현황(2013년 10월 현재)
구분

(단위 : 건)

합계

일부개정

타법개정

전부개정

합계

212

129

73

10

식품위생법

55

31

22

2

식품위생법시행령

72

37

32

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85

61

19

5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32호, 재수정

현재 식품위생법은 총 13장 10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
의, 기구와 용기․포장, 표시, 식품공전, 검사, 영업, 조리사,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제재 사항과 벌칙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식품안전을 위해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와 제13장(벌칙)에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과징금관련 내용은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괴하는 과징
금 처분)에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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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위생법 상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도입 연혁
식품위생법 상 영업정지 관련 조항은 1962년 식품위생법(법률 제1007호)이 제정 당시
부터 포함되었지만,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조항은 1985년 6월 10일 동 법(법률
제3823호) 제65조로 신설되었으며, 과징금 산정 기준은 1986년 11월 11일 동 법 시행령(대
통령령 제12000호) 제38조 관련 별표로서 제정되었다. 그 당시 국회 상임위원회(보건사회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도입한 이유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영업자의 인적 물적 자원의 유휴를 강
요하게 되어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부담금으로 대체하여 개
인과 국가경제 전반에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99) 이후 과징금 산정기준은 5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 표 6-12 > 식품위생법 상 과징금 산정기준의 제․개정 연혁
구분

일시

등급 수

주요 제․개정내용

비고

제정

1986년11월11일

13

산정기준 신설

1차 개정

1989년 7월11일

33

업종별 및 등급구간 세분화

단일→3개

2차 개정

1994년12월31일

33

등급별 1일 과징금 증액

2배 증액

3차 개정

1999년11월13일

34

최저 등급구간 신설

3천만원 이하

4차 개정

2003년 4월22일

34

등급별 1일 과징금 증액

2배 증액

5차 개정

2011년 3월30일

35

최저 등급구간 신설

2천만원 이하

3) 식품위생법에서 과징금 부과 및 산정
가. 과징금 부과 법률조항

식품위생법에서 과징금 부과 관련 조항은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
하는 과징금 처분)와 제83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담겨져 있
다. 식품위생법 제82조에 의하면, 과징금은 영업정지, 품목제조 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
지를 대신하는 행정제재로서 동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품목
99)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식품위생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1986년 4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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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정지 등)의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적용받는다.100) 그리고 제83조
에 의하면, 과징금은 동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부터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
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금지)까지 또는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
지)를 위반한 경우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적용받는다.
한편,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
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와 제57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
과 기준 및 절차)에 있으며, 전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을 부과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이 적용되어 복잡하지만, 후자의 경우 소매가격 상당 금액을 기준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단순하다.
< 표 6-13 > 식품위생법의 과징금 조항 내용
조항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3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
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1. 제4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
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
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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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4 > 식품위생법 상 과징금 관련 대상 및 기준
조항

주요 대상행위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산정기준

제82조

영업정지 처분

연간 매출액

등급별 1일 과징금 x 영업정지일 수

제83조

위해식품 판매

소매가격 상당 금액

판매량 x 판매금액

나.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때 과징금의 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3개 유형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1일 과징금의 금액이 적용된다.
과징금 부과대상을 3개 유형의 업종으로 구분한 것은 각각의 업종별 과징금 적용대상
(영업자)의 매출규모가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등 따른 매출액의 구분논리나
등급 수의 구간의 금액증가율은 1일 과징금의 금액 구간의 변화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
다. 위해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
로 하며, 여기서 판매량이란 위해식품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
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 표 6-15 > 과징금 산정기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1)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등급
1
2
3
4
5
6
7
8
9
10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20 이하
20 초과~30 이하
30 초과～50 이하
50 초과～100 이하
100 초과～150 이하
150 초과～210 이하
210 초과～270 이하
270 초과～330 이하
330 초과～400 이하
400 초과～470 이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310 이하
310 초과～ 430 이하
430 초과～ 560 이하
56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860 이하
860 초과～ 1,040 이하

- 138 -

1일 과징금의
금액(단위: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만원)

100 이하
10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300 이하
30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500 이하
500 초과 ～ 650 이하
650 초과 ～ 800 이하
800 초과 ～ 950 이하

5
8
12
20
28
36
44
52
60
68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등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470 초과～550 이하
550 초과～650 이하
650 초과～750 이하
750 초과～850 이하
850 초과～1,000 이하
1,000 초과～1,200 이하
1,200 초과～1,500 이하
1,500 초과～2,000 이하
2,000 초과～2,500 이하
2,500 초과～3,000 이하
3,000 초과～4,000 이하
4,000 초과～5,000 이하
5,000 초과～6,500 이하
6,500 초과～8,000 이하
8,000 초과～10,000 이하
10,000 초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1일 과징금의
금액(단위: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만원)

1,040 초과～ 1,240 이하
950 초과 ～ 1,100 이하
1,240 초과～1,460 이하
1,100 초과～1,300 이하
1,460 초과～1,710 이하
1,300 초과～1,500 이하
1,710 초과～2,000 이하
1,500 초과～1,700 이하
2,000 초과～2,300 이하
1,700 초과～2,000 이하
2,300 초과～2,600 이하
2,000 초과～2,300 이하
2,600 초과～3,000 이하
2,300 초과～2,700 이하
3,000 초과～3,400 이하
2,700 초과～3,100 이하
3,400 초과～3,800 이하
3,100 초과～3,600 이하
3,800 초과～4,300 이하
3,600 초과～4,100 이하
4,300 초과～4,800 이하
4,100 초과～4,700 이하
4,800 초과～5,400 이하
4,700 초과～5,300 이하
5,400 초과～6,000 이하
5,300 초과～6,000 이하
6,000 초과～6,700 이하
6,000 초과～6,700 이하
6,700 초과～7,500 이하
6,700 초과～7,400 이하
7,500 초과～8,600 이하
7,400 초과～8,200 이하
8,600 초과～10,000 이하
8,200 초과～9,000 이하
10,000 초과～12,000 이하 9,000 초과～10,000 이하
12,000 초과～15,000 이하 10,000 초과～11,000 이하
15,000 초과～20,000 이하 11,000 초과～12,000 이하
20,000 초과～25,000 이하 12,000 초과～13,000 이하
25,000 초과～30,000 이하 13,000 초과～15,000 이하
30,000 초과～35,000 이하 15,000 초과～17,000 이하
35,000 초과～40,000 이하 17,000 초과～20,000 이하
40,000 초과
20,000 초과

76
82
88
94
100
106
112
118
124
130
136
142
148
154
160
166
172
178
184
190
196
202
208
214
220

2. 식품위생법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1) 과징금 등급구분 개선
우리나라에서 식품위생법의 과징금 제도를 적용받는 업체 수는 지난 6년간 매년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평균 약 99만6천개에 이른다. 특히, 2010년에는 식품위생법 적용대
상 업체수가 100만개가 넘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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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2 > 연도별 식품관련 업체 수

(단위 : 개)

출처 : 통계청 식품업체 정보

식품위생법의 과징금은 업종에 따라 26개 등급(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1등급~26등급)과 33개 등급(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3등급~3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관련 업종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체 식품관련 업체가 992,981개이지만, 식품접객업이 737,408개(74.26%)로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식품판매업 96,267개(9.69%),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82.331개(8.29%)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식품관련 업체를 과징금 산정기준의 업종에 따라 재분류하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업체 수가 871,137개(87.7%)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업체수가 106,967개(10.8%),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의
업체 전체가 14,878개(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전체 과징금 부과 적용대상자 수가
871,137개이며, 매출액 기준으로 26개 등급(1등급 2천만원이하, 26등급 100억이상)으로 구분되
어 있지만, 식품접객업이 해당업종 전체의 8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 및 식품첨
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에서 등급구분은 식품접객업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등급 수는 스터지스 공식을 적용하여 20개101)로 할 수 있으며, 등급간격은 전체 모집단에 대한 통
계적 기법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최저 및 최고등급은 각각 전체 과징금 부과 적용대상자의
1.5%(1,306,706개)가 되도록 정해면 된다.102) 이때 최하등급 구간의 과징금 부과 적용대상자는 과징
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101) 등급 수 = 1 + 3.322*(log871137) = 20.7 ≒ 20
102) 최저등급의 구간은 전체 과징금 부과 적용대상자 중에서 매출액 하위 1.5%이고, 최고등급의 구
간은 전체 과징금 부과 적용대상자 중에서 매출액 상위 1.5%로 한다.

- 140 -

< 표 6-16 > 식품위생 관련 업체 수(2012년)
No

업종

업체 수

1

식품접객업

737,408

74.2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2

식품판매업

96,267

9.69%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3

즉석판매제조
ㆍ가공업

82,331

8.29%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4

집단급식소

35,066

3.53%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5

식품제조ㆍ가
공업

24,636

2.48%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6

식품소분업

12,267

1.24%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7

식품운반업

2,047

0.21%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8

용기ㆍ포장류
제조업

2,000

0.20%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9

식품첨가물
제조업

611

0.06%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10

식품보존업

349

0.04%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992,982

100%

합계

출처 : 통계청

비율

(단위 : 개, %)

비고(업종유형)

2) 1일 과징금의 금액 개선
식품위생법에서 1일 과징률의 개선은 등급 간 1일 과징률 차이개선과 적용업종 간 1일
과징금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등급 간 개선은 등급 간 1일 과징률 차이에 대한 개선으로서 등급 간 1일 과징률
차이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83.6배(최고 1일 과징률 87.6%, 최저 1일 과징률 4.0%)이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85.6배(최고 1일 과징률 87.6%, 최저 1일 과징률 2.0%)이지만, 식
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ㆍ가공업외의 영업은 176.4배(최고 1일 과징률 182.5%, 최저 1일 과징률
6.1%)에 이른다. 따라서 등급 간 1일 과징률 차이가 지나치게 높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ㆍ가
공업외의 영업103)에 대한 등급별 1일 과징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1일 과징률이
103) 식품관련 업체 수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은 매출
액이 낮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등급별 1일 과징률 개선 이전에 1등급(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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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를 상회하는 등급(1등급~3등급)의 경우 1일 과징률의 상한을 100%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1일 과징률의 상한을 100%로 정한 것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과징금이 매출액을 상회한
다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일 과징률이 47.3%(현재 등급별 평균 1일 과징률)
에 미치지 못하는 등급(13등급~26등급)의 경우 1일 과징률을 현재의 등급별 평균 1일 과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ㆍ가공업외의 영업에
대한 등급별 1일 과징금을 개선하면, 1등급~3등급은 1일 과징금이 줄어드고, 4등급~12등금은 1일 과
징금이 변함이 없고, 13등급~26등급은 1일 과징금이 늘어난다. 즉, 기존의 1일 과징률이 지나치게 높
다는 지적을 받은 등급은 하향조정하고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은 등급은 상향조정하는 개선효
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1등급의 경우 매출액이 지나치게 낮아 1일 과징금이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등급의 경우 과징금 납부유예의 기간을 적
요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 표 6-17 > 식품위생법(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1일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금액

과징률

금액

과징률

1일 과징률
개선효과
(금액)

1

20 이하

5

182.5%

2.7

100.0%

-2.3

2

20 초과~ 30 이하

8

116.8%

6.8

100.0%

-1.2

3

30 초과~50 이하

12

109.5%

11.0

100.0%

-1

4
5

50 초과～100 이하
100 초과～150 이하

20
28

97.3%
81.8%

20
28

97.3%
81.8%

0
0

6

150 초과～110 이하

36

73.0%

36

73.0%

0

7

210 초과～270 이하

44

66.9%

44

66.9%

0

8
9

270 초과～330 이하
330 초과～400 이하

52
60

63.3%
60.0%

52
60

63.3%
60.0%

0
0

10

400 초과~470 이하

68

57.1%

68

57.1%

0

11

470 초과～550 이하

76

54.4%

76

54.4%

0

12
13

550 초과～650 이하
650 초과～750 이하

82
88

49.9%
45.9%

82
91

49.9%
47.3%

0
3

14

750 초과～850 이하

94

42.9%

104

47.3%

10

15

850 초과～1,000 이하

100

39.5%

120

47.3%

20

16

1,000 초과～1,200 이하

106

35.2%

143

47.3%

37

17
18

1,200 초과～1,500 이하
1,500 초과～2,000이하

112
118

30.3%
24.6%

175
227

47.3%
47.3%

63
109

등급

기존

2천만원이하)에 대한 등급 세분화 조정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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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1일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금액

과징률

금액

과징률

1일 과징률
개선효과
(금액)

19

2,000 초과～2,500 이하

124

20.1%

292

47.3%

168

20
21

2,500 초과～3,000 이하
3,000 초과～4,000 이하

130
136

17.3%
14.2%

356
454

47.3%
47.3%

226
318

22

4,000 초과~5,000 이하

142

11.5%

583

47.3%

441

23

5,000 초과～6,500 이하

148

9.4%

745

47.3%

597

24
25

6,500 초과～8,000 이하
8,000 초과～10,000 이하

154
160

7.8%
6.5%

940
1166

47.3%
47.3%

786
1,006

26

10,000 초과

166

6.1%

1296

47.3%

1,130

등급

기존

개선

다음으로 적용업종 간 1일 과징금 개선은 현재 3개의 업종유형으로 나누어 적용되는 1일 과징금
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지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적용업종은 3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에 따
른 1일 과징금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징금 산정방식은 합리성 측면에서 개선
이 필요하다. 즉, 식품위생법에서 업종에 따른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해당업종의 매출액 특성
과 사업적 유사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에 속한 음식점(식품접객업)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에 속한 식품제조ㆍ
가공업은 매출액 규모, 사업형태, 이익구조 등에서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과 식품제조ㆍ가공업에 관한 1일 과징금은 매출액에 따른 구분만 적용되
고 있다. 사업형태나 이익구조가 다르다면 1일 과징금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
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상 3개의 업종유형에 따른 1일 과징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3) 과징금 산정기준 업종 구분 개선
오늘날 식품관련 업체의 업종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통계청의 식품업체 분류는 식품접
객업, 식품판매업,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 10개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업종 간
에는 사업형태 뿐만 아니라 원가 및 이익구조, 매출액 규모 등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
고 있다. 특히, 식품업종 중에서 식품접객업과 식품판매업은 과거에 비하여 매우 상이해졌
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으로 대표되는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
- 143 -

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부분 영세한
매출액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식품판매업은 대형식품유통회사를 비롯하여 다양
한 형태의 대규모 매출액이 발생하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업종
은 서로 상이한 유형의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과징금체계에서는 같은 업종유형(식
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최근 식품관련 대형 프랜차
이즈, 전문식품 유통업체, 대형할인마트 등 새로운 유형의 업종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적
용업종은 3개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식품위생법 상 과징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업
종유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과징금 상한액 개선
1985년 식품위생법 상 과징금 조항이 신설되면서 과징금 상한액은 1천만원이었으나,
그 후 4회에 걸친 조문개정을 통해 현재의 금액이 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식품위생법의
과징금 상한액 조정은 매 3년~7년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2002년 이후 조정이 없었다. 따라
서 식품위생법 과징금 상한액에 대한 제5차 개정이 이루어질 시기가 되었다.
< 표 6-18 > 식품위생법 과징금 상한액 개정연혁
구분

연도

과징금 상한액

(법률제정)

1962년

-

(과징금 조문신설)

1985년

1천만원

1차 개정

1988년

2천만원

2차 개정

1991년

5천만원

3차 개정

1995년

1억원

4차 개정

2002년

2억원

한편, 과징금 상한액에 대한 적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과징금 산정기준에서는
업종유형에 따라 매출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상한액에 대한 규
정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1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업종의 매출액을 고려하여 구
분되었다면, 전체 납부할 과징금의 금액도 업종의 매출액을 고려해야 타당할 것이다. 영업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적용에서 매출액이 적은 업체(낮은 등급)의 경우 납부할 과징
금이 상한액에 도달하기 매우 어렵지만, 매출액이 많은 업체(높은 등급)의 경우 납부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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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금이 상한액에 도달하기 쉽다. 실제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에서 최
하위 등급인 1등급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2억원)에 도달하려면 1일 과징금이 5만원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 4,000일을 받아야한다, 반면에 최상위 등급인 26등급의 경우 1일 과징금이 166만원이기 때문에
120일만 받아도 과징금 상한액(2억원)에 도달한다. 즉, 과징금 상한액은 매출액이 적을수록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매출액이 많을수록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
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등급과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식품위생법의 과징금 관련 갈음 조항 개선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해당 조항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에 관한 통일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부과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식품위생법과 직
접적으로 관련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엄격한 집행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비
교적 느슨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에 따라 영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것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
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갈음조건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즉, 할 수도 있다는
조문을 근거로 담당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이용자불편이나 공익의 해를 끼친 우려 등이 조문내용으로 포함되
어 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서도 해당조항에 갈음조건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과 관련하여 영세한 식당, 생계형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
그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조
문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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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9 > 식품위생법 제82조의 개선안
조문내용(기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
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
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
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
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문내용(개선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이 이용자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영업정지 처
분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
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
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
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
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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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연구의 결론

과징금제도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자가 그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이 예상
되는 경우, 그 이익을 바타하기 이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적 제재이며, 금전적 제재이
다. 이러한 형태의 위반에 따른 불법적 이익을 전적으로 박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법
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초 독점법으로부터 시
작된 과징금제도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것에 비례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영업정지나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과징금 제도가 도
입되면서 영업정지와 과징금 간의 행정처분 정도에 대한 논란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제정된 법률들은 제정 당시부터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내용
적 측면에서 기존의 과징금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률이
나 제도의 생성에서 중요한 것은 그 법률이나 제도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목적이나 취지
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관련 법률 및 제도 도입에서 과징금의 산정방식은 기존 유사한
법률이나 제도를 단순 모방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징금 제도에 관한 부과금액을 중심으로 수리적 접근을 시도하여
다양한 개선안을 찾아 제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과징금 제도의 운영 및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일반적으로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은 매출액이지만, 제도에 대한 엄정성 측면에
서 매출액이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으로서 적절한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
라에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 과징금에서는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
는 방안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과징금이 경제적 이득과 연관되어 매출액을 활용할 하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과징금이 행정처분으로서 같은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내지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경우 매출액이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과징금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행정처분이라면 최소한 과징금
으로 인한 행정처분 정도가 영업정지로 인한 행정처분 정도가 같거나 작아야 한다. 만일
과징금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보다 많아진다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
한다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논란에 직면할 것이다. 반대로 과징금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의 행정처분 보다 지나치게 적어진다면, 영업행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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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징금의 금액은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현제의 과징금 체계상에서 과징금 금액에 대한 많은 불공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과
징금 제도의 형평성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매출액 규모 대비 과징금으로 부과 받은 금액
을 나타내는 과징률로 비교하면, 더욱 심하다.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서 영업정지
는 시간적 개념인 날짜로 행정처분을 받지만, 과징금은 경제적 개념인 금액으로 행정처분
을 받기 때문에 불공정에 대한 비교가 확실하다. 이러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한 과징률
을 산출하면,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규모에 역진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과징률의
역진적 관계는 일반적인 법률적 구조상에서 불공정으로 지적 받게 된다.
셋째, 과징금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이나 사업에서 공익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제시
되어야 한다. 특히,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가 공익의 해를 끼친다는
전제 조건 하 과징금으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었으며,
전환에 대한 절차도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행정처분으로서의 영업정지가 행정처분으로서
의 과징금으로 갈음되었을 경우 두 개의 행정처분간에 처분의 형평성이나 적절성을 검증
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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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과징금 유형별 법령내용 및 부과기관

1) 제1유형 과징금의 법령내용 및 부과기관
No

1

법률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과대상, 부과조건, 상한액 등

부과기준, 납부 등

부과기관

법 제6조(과징금)
시장지배적사업자
당해 사업자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
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

공정거래
위원회

제17조(과징금)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
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득가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
을 곱하여 산정

공정거래
위원회

제22조(과징금)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
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
준율을 곱하여 산정

공정거래
위원회

제24조의2(과징금)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
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
준율을 곱하여 산정

공정거래
위원회

제28조(과징금)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
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
억원의 범위

5억원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종료일
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
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
준율을 곱하여 산정

공정거래
위원회

제31조의2(과징금)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
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안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
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
준율을 곱하여 산정

공정거래
위원회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5억원의 범위

공정거래

제34조의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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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법률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부과대상, 부과조건, 상한액 등

부과기준, 납부 등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국제
계약의 체결제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
위안에서, 당해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
의 연간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
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에 100
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
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

위원회

제2조의2(과징금)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
한 이득을 얻은 자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
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

기획재정
부장관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과징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
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엔에
는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부터 종
료 시점까지의 매출액의 10퍼센트에 해
당하는 금액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피
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4

불공정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
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과징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에 100
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제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거래 금액에 따라 10억 이하인 경우
30/100, 10억 초과 100억 이하인 경우
매 100억마다 1천만원, 100억 1천억 이
하인 경우 매 100억마다 2천만원, 1조
원 초과인 경우 매 1조원마다 4천만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3조(과징금)
제38조제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시설 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6

7

공정거래
위원회

무역위원
회

산업단지
지정권자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
금 등)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거짓이나 부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거짓이나 부정·부당하게 지
급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

제39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
제4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하여
지급된 보험급여 금액의 1.5배,제43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 진료제
한 기간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
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의 금액에 1.5
배~3.0배를 곱한 금액, 제43조제5항제
1호에 해당하는 사유-평균 부당금액에
진료제한 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공단

상호저축은
행법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상호저축은행
제12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
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초과한 신
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제37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각 호를 기준으로 38조의2에 따른
과징금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

금융위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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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

9

10

11

12

13

법률명

부과대상, 부과조건, 상한액 등

식품위생법
(2)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
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
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
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300만원~2,000만원

여성가족
부장관

제9조(과징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
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
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
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공정거래
위원회

표시·광고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과기준, 납부 등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위해식품등
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과기관
식품의약
품안전처
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
장

해양심층수
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44조(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해양심층수를 취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취수행위로 얻은 수입 및 제39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과징금)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수 및 위반 전력(前
歷)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
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
(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산정

공정거래
위원회

제12조(과징금)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
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제3조(불법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
여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5조(정화비용의 산정방법)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
상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환경부장
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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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취수과징금)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
(이하 "취수과징금"이라 한다)은 해당
취수행위로 얻은 수입과 제2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합산한 금액의 2배

해양수산
부장관

2) 제2유형 과징금의 법령내용 및 부과기관
No

법률명

부과대상, 부과조건, 상한액 등

1

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

제37조(과징금 처분)
영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과징금)
가축분뇨관련영업자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
수
제30조의2(과징금)
감리전문회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
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6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건설업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② 건설업자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
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
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4

건설산업기본법

5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6

게임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7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제9조의2(과징금)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1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8

제2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36조(과징금 부과)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
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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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납부 등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
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기간에 따
라 8만원~220만원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
에 따라 100만원~2,000만원

부과기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제11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업무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의
금액 (1천만원을 30으로 나눈 금액
으로 한다)을 곱한 금액

시·도지사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
준등)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4,000만원~8,0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

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2,000만원~1억원.

시·도지사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위반행위에 따라 30만원 ~ 1,000만
원

7조(과징금 부과 등)
연간매출액과 고압가스의 제조‧저
장 규모를 기준으로 30만원~800만
원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과징금
최고액의 100분의 20~100분의 70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관청이
나 등록관청

금융위원회

No

법률명

부과대상, 부과조건, 상한액 등

부과기준, 납부 등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
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
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80만원~2,000만원
제193조의2(반입정지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산정) 과징금의 금액은 제1
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품반입 등의 정지 일수(1
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특허
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
의 6천분의 1

부과기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과징금처분)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관광진흥법

제37조(과징금의 부과)
관광사업자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
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
요양기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
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

제70조(행정처분기준)
업무정지기간을 기준으로 총부담
금액의 2배~5배

보건복지부
장관

궤도운송법

제13조(과징금)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와 과징금의 금액 등)
위반행위에 따라 200만원~1,000
만원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1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징금)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
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 과징금은 제24조에 따른 행정
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
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
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시장·군수

15

기술의 이전 및 사
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에 따라 업무정지1일당
20만 또는 50만원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16

낙동강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제83조(과징금)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등에는 1억원 이하, 중
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

제36조의4(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제2호에 따라 산정
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

18

대기환경보전법(1)

제37조(과징금 처분)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9

10

11

12

13

제35조의8(과징금처분)
기술신탁관리기관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
수
제14조(과징금)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
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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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
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
여 산정

시장·군수
·구청장

관할
등록기관등
의장

세관장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시장·군수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
시·도지사

No

19

20

21

법률명

도시가스사업법

도시철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과대상, 부과조건, 상한액 등

부과기준, 납부 등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먹는물관리법

제51조(과징금 처분)
검사기관,먹는물관련영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23

모자보건법

제15조의11(과징금)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과징금)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25

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과징금)
국제물류주선업자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2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광고판매대행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22

27

방송법

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

29

비료관리법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제10조(과징금)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
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
제19조의2(과징금의 부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46조(과징금처분)
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19조(과징금 처분)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
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42조의3(과징금의 부과)
감정평가업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
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과
징금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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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관

제19조의3(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위
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300만
원~2,000만원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위반행위
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
준에 따라 1일 과징금 3만원~90만
원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기준에 따라 1일 과징
금 9만원~55만원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
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업무정지 1일
과징금 3만원~16만원
제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300만원
또는 400만원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200만원
제2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
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위
반행위의 종류와 중대성을 기준으로
5,000만원~5억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관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방송통신위
원회

제70조(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와
사업자를
기준으로
2,000만
원~7,000만원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
원회

제82조의10(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최고액
의 100분의 20~70

국토교통부
장관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라 400만원 ~2,000
만원

시장·군수
·구청장

No

법률명

부과대상, 부과조건, 상한액 등

30

사료관리법

제26조(과징금처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3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과징금처분)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산림사업법인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33

산업안전보건법

3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5

제15조의3(과징금)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58조(과징금)
감독대상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14조(과징금)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 사업법

부과기준, 납부 등
제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라 1톤당 250
원~10,000원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
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
표 1과 같다.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영업정지 1일당 3만원~20만원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
분기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천
2백5십만원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천5백만원

부과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제57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연간 총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1일
75,000~537,500원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
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위반행위와 사업자 종류에 따라
1천만원~10억원

보건복지부
장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제35조(과징금)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42조(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
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
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위반행위와 사업자 종류에 따라
1천만원~2억원

석탄산업법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
수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전년도
생산량과 기준치 미달 정도에 따라
5만원~500만원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3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도급금액에 따라 영업정지 1일당
7만원~33만원

시·도지사

38

소방시설 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처분)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39

수산업법

제91조(과징금 처분)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40

수상레저안전법

제15조(과징금)
시험대행기관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4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6조(과징금 처분)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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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과징연
간매출액에 따라 영업정지 1일당
25,000원~33만원
제7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업종 또는 규모에 따라 어업정지 1
일당 1만원~19만원
제13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와 과징금의 금액 등)
위반내용에 따라 300만원 또는
500만원
제9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은 영업정지일수에 1일당

시·도지사

행정관청

해양경찰청
장

환경부장관

No

법률명

부과대상, 부과조건, 상한액 등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42

승강기시설 안전관
리법

제12조의2(과징금)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부과기준, 납부 등
부과금액과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
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제14조의4(사업정지, 보완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위반행위에 따라 200만원~1천만
원

43

식품위생법 (1)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
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
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또
는 제조정지 1일당 5만원~220만원

4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징금 부과)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위반행
위와 연간매출액에 따라 발행정지 1
일당 50만원~
300만원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2)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
소 등)
공급인증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46

실험동물에 관한 법
률

제28조(과징금)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47

악취방지법

제12조(과징금처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48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과징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81조(과징금처분)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억
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5천
만원) 이하
제88조(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
수

49

약사법

50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

5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징금)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
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52

영유아보호법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157 -

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2000만원~5000만원
제12조(과징금 산정기준)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1일당 4000
원에서 68만원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사용중지일
수(과징금 부과처분일부터 계산한다)
에 1일당 부과금액 100만원을 곱하
여 계산하되,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제18조(과징금 부과기준)
연간매출액에 따라 사업정지·사
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3만
원~80만원
제33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위반행
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
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
정지 1일당 3만원~57만원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위반내용 및 사업종류에 따라 10
만원~3600만원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은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를 곱하여 산정할 것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운영정지 1
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

부과기관

시·도지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허가관청이
나 등록관청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시장·군수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No

법률명

부과대상, 부과조건, 상한액 등

부과기준, 납부 등

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
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
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5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과징금 부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54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과징금)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55

원양산업발전법

제29조(과징금 처분)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56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5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

58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3조(과징금처분)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59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제9조의2(과징금 처분)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60

유해화학물질 관리
법

제49조(과징금 처분)
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61

음악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제28조(과징금 부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62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63

의료급여법

부과기관

시장·군
수·구청장

제30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
로 한다.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업무정지를 기준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20
~100분의 70
제17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어업정지처분의 기간에 따라 1개
월 이하-1일 10만원,
1개월초과 2개월 이하-300만원
+30일 초과 1일당 13만원,
2개월 초과 6개월 미만-690만원
+60일 초과 1일당 16만원
제17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위반행위에
따라
150만
원~3,500만원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사업정지 기간에 제4호에 따라 산
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26조(과징금의 금액) 과연간 매출
액 또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
으로 영업정지 1일당 30만원~1000
만원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에 따라 100
만원~300만원
제46조(위반행위의 종류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연간 유독물
제조량, 사용량 또는 보관‧저장량에
따라 1일당 20만원~130만원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법 제2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
로 한다.

시장·군수
·구청장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위원회

방송통신위
원회

시·도지사

관할관청

환경부장관

시장·군수
·구청장

제57조(과징금)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28조(과징금의 부과) ① 연간 수
입금액을 기준으로 1일당 3만원~21
만5천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제29조(과징금 등)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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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률명

부과대상, 부과조건, 상한액 등

부과기준, 납부 등

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

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
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

제38조(과징금처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
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
분기준에 따라 1일당 3만원~57만원

부과기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
·구청장

64

의료기기법

65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연간 총수입을 기준으로 1일당
75,000~537,50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2)

제25조(과징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
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 사유 및 위반행
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

제23조(과징금)
위반행위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
1000
분의 10~20

67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
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
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
업자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위반행
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50만
원~3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6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7조(과징금처분) 배출사업자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
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
여 산정

환경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
률

제35조(과징금 처분)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
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
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일당 3
만5천원~10만원

시장

제53조(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
법 제10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사유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일당 50만원으로 하고,
법 제109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를 사유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에는 업무정지 1일당 20만원으로 한
다.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라 200만원~600만원

시·도지사

66

69

70

저작권법

제111조(과징금 처분)
저작권위탁관리업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
수

71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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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매출액의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No

법률명

부과대상, 부과조건, 상한액 등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전기사업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73

전기통신사업법 (2)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
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74

전자무역 촉진에 관
한 법률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75

전자문서 및 전자거
래 기본법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업
무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

72

부과기준, 납부 등

부과기관

제11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
금의 금액) 위반행위에 따라 매출액
의 100분의 1~4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
업자의 사업정지 대상인 전기통신서
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제9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일단 60
만원~140만원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기준) 법3년
간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을 기준
으로 1일당 20만원~80만원
제38조(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
위 관련 매출액 산정 등) 위반행위
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
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에 제34조 및 별표 1의 영업정지 처
분의 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
개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액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76

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제34조(과징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과징금을 부과

77

전자서명법

제13조(과징금의 부과)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78

전파법

제73조(과징금의 부과·징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
수

7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80

정신보건법

제12조의3(과징금처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11조의2(과징금의 금액 등)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1일당
75,000원에서 1,075,000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81

주차장법

제24조(영업정지 등)
노외주차장관리자 ,부설주차장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위반행위의 종류
에 따라 50만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82

주택법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1천만원 이하

8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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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
위 등)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따른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기간’과
‘무선국의 운용정지기간’에 제4호
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
액을 각각 곱하여 얻은 금액. 1일당
34,000원~167,000원
제50조(영업정지 등) 위반행위의 종
별과 정도에 따라 500만원~3천만원

제70조(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500만
원~1,500만원

공정거래위
원회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미래창조과
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
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No

84

85

86

87

88

89

90

91

법률명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부과대상, 부과조건, 상한액 등
제17조(과징금처분) 철도사업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부과기관

제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300만원~5천만
원

국토교통부
장관

제9조의2(과징금)
철도운영자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28조(과징금처분)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국토교통부
장관
제25조(과징금의 금액기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을 고
려하여 영업정지, 제조정지 1일당 5
만원~220만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14
조제8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
징금의 금액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
금 처분)
폐기물처리업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2
천만원~1억원

환경부장관
이나
시·도지사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
한 과징금 처분)
폐기물처리 신고자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
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5백만원~2천만원

시·도지사

제50조(과징금)
관리대행업자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5백만
원~1억원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6(과징금)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
률

제42조(과징금)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과징금을 부과.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항공법

부과기준, 납부 등

제111조의6(과징금의 부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115조의4(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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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19(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 과징금은 제8조의15에 따른 행
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
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
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제30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
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
련 매출액"이란 해당 선불식 할부거
래업자가 위반행위의 발생 시부터
그 종료 시까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재
화등의 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
는 금액
제44조의4(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의 종류와 공항의 운항횟
수에 따라 250만원~10억원
제44조의7(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공정거래위
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No

법률명

부과대상, 부과조건, 상한액 등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138조의3(과징금의 부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항만법

제35조(과징금 처분) 예선업자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93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6(과징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
사업자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9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2)

제45조(과징금)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92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95

해운법

96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

97

화장품법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21조(과징금의 부과)
운송사업자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
수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처분)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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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납부 등
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위반행위
의 종류와 사업 종류를 기준으로 10
만원~50억원
제54조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위반행위
의 종류에 따라 5백만원~5억원
제3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100만원~200만원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100만원~500만원
제41조(과징금) ① 법 제45조제3연
간매출액을 기준으로 1일당 3만
원~55만원

부과기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제2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의 종류와
업종을 기준으로 100만원~2천만원

해양수산부
장관

위반행위의 종류와 업종을 기준으
로 200만원~500만원

해양수산부
장관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사업자에 따라
10만원~500만원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전년도 총생산액 및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1일당 30만
원~84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3) 제3유형 과징금의 법령내용 및 부과기관
No

1

2

법률명

부과대상, 부과조건, 상한액 등

부과기준, 납부 등

부과기관

가맹사업거래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 가맹본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
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해당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공정거래위
원회

제27조의2(과징금)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
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제7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
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
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함

각 중앙관
서의 장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

금융위원회

제28조(과징금)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공정거래위
원회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
시점까지의 총 매출액

환경부장관

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제70조(과징금 부과기준)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3~ 100분의
5

방송통신위
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
률

3

금융지주회사법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대기환경보전법(2)

제64조(과징금)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의 합계액
제35조(과징금)
대규모유통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
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
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
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
한 조치 등)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제196조(과징금)
보험회사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
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
하

6

대외무역법

7

방송법

8

보험업법

9

부동산 실권리자명
의 등기에 관한 법
률

제5조(과징금)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
징금 부과기준) 부동산 평가액에 따
라 5%~15%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

제1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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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산업통상자

No

법률명

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1)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13 할당 및 거래에 관
한 법률
14 은행법

1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1)

16 임대주택법

자본시장과 금융투
17
자업에 관한 법률

부과대상, 부과조건, 상한액 등
이행에 대한 과징금)
공급의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
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
한 금액의 범위
제38조(과징금)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
나 사용한 자
점용·사용 수익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제58조(과징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
원 이하
제33조(과징금) 할당대상업체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
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
장가격의 3배 이하
제65조의3(과징금)
은행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이하
제17조(금지행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매출액 100분의 2 이하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
제40조(과징금)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제349조(과징금) 종합금융회사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
의 20의 범위

18 전기통신사업법 (1)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의 부과)
전기통신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
는 금액

19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과징금)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
20 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
의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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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납부 등

부과기관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재생에너
지의 종류별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
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
하여 산정한다.

원부장관

시장·군수
·구청장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3천만원~1
억원

금융위원회

제42조(과징금)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의 3배

주무관청

금융위원회
제13조(과징금) "매출액"이란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
업을 하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
평균 매출액
제36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보증 미가입 기간에 따라 임대보증
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30~100분
의 50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
을 과징금으로 부과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
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라 1천만원~5
천만원.
제69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
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방송통신위
원회

시장·군수
·구청장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
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
원회

2. 1일 과징금 법률의 1일 과징률 추세선 그래프

<일러두기>

각 법률(1일 과징금 법률)의 등급별 1일 과징률104) 추세선 그래프는 2등급 1일 과징률
부터 최고등급 직전 등급 1일 과징률까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1일 과징률(추세선)은 각
등급별 1일 과징률의 값에 대한 선형 추세선으로 산출하였다.
② 등급별 1일 과징률 그래프 중에서 최저 등급(1등급)은 하한 매출액이 ‘0’원이며, 최고
등급은 상한 매출액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최저등급과 최고등급의 1일 과
징률을 제외하였다.
③ 추세선 그래프는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역진적 구조’를 ‘누진적 구조’로,
‘낮은 기울기’를 ‘높은 기울기’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①

1) 누진적 구조의 1일 과징률 및 추세선
n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1일
과징률

등급

104) 등급 1일 과징률(%) =((등급의 1일 과징금 금액)/(등급의 중위 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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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약사법(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을 제외한 판매업자)
1일
과징률

등급

n 산업안전보건법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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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도매인)

1일
과징률

등급

n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장도매인)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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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1일
과징률

등급

n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매시장법인)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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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진적 구조의 1일 과징률 및 추세선
n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1일
과징률

등급

n 약사법(의약품

도매상)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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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1일
과징률

등급

n 먹는 물관리법(정수기 제조업)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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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공중위생관리법
1일
과징률

등급

n 먹는 물 관리법(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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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먹는 물 관리법(수처리제 제조업)
1일
과징률

등급

n 위험물안전관리법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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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일
과징률

등급

n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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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모자보건법
1일
과징률

등급

n 영유아보육법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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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일
과징률

등급

n 소방시설공사업법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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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

1일
과징률

등급

n 식품위생법(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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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축산물위생관리법(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1일
과징률

등급

n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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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식품위생법(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1일
과징률

등급

n 축산물위생관리법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업)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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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먹는 물관리법(검사기관)
1일
과징률

등급

n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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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일
과징률

등급

n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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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의료법
1일
과징률

등급

n 정신보건법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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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의영업)
1일
과징률

등급

n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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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약사법(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1일
과징률

등급

n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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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화장품법
1일
과징률

등급

n 식품위생법(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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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축산물위생관리법(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업종)
1일
과징률

등급

n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일
과징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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