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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공정거래]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쿠팡
)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
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
령부과는 부당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공정거래]입찰 내정가를 산정한 사업자의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2018 ~ 현 재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대한 판단 방법

2017 ~ 현 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공정거래팀)

2016 ~ 현 재

[공정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를 설득 내지 종용하지 않았음에도 담합
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업무 및 활동
공정거래
가.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 동아제약과 GSK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국내 최초 역지불 합의 사건)

[공정거래] 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제한과 관련된 공동행위 혐의로 공
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징금 분할납부신청 외
집행정지 신청도 잘 활용해야

- CRT 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ATM, CD 제조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생명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입찰담합으로 분할 전 회사에 부과
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은 처분 후 분할
로 신설된 회사에게 미치지 않아

-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LNG저장탱크 입찰담합 등 다수의 건설사

[공정거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정위

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를 상대로 승소

나. 경제력 집중억제

[공정거래] 가맹본부인 그리다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다. 기업결합

[공정거래] 경인운하 담합 소송에서 SK건설 구
원,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

- 티브로드한빛방송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 iCash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 만도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등
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 인텔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건
- 퀄컴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건
마.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 2014년 7월 25일 최초 시행된 순환
출자 금지규정을 적용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
동차의 순환출자 금지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안
에서, 과징금 미부과 결정을 이끌어냄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SK건설
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며 공정
위에 신고한 사안에서, SK건설을 대리해 심의절

-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차종료(법위반 여부판단 불가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 코카콜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사건에서

- 에이스침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8개 사업자들 중 유일하게 무협의 처분 이끌어

- 오쿠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대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
는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 이끌

- Merck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리베이트) 등
바.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어내

- SK에너지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자문 등

[공정거래] 노조가 공정위 제재대상이 된 최초
사안에서 공정위 제재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

사. 하도급

어냄

- SK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극동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부당위탁취
소 및 부당단가결정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에서

- 대성산업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무혐의 등 처분 이끌어

- 부광약품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좋은사람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아. 대규모유통업
- 현대백화점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자. 가맹사업
- 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다도글로벌(드롭탑)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롯데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 포워드벤처스(쿠팡)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카.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CP 등 그 외 공정거래 사건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검찰고발사건, 민사소송
다수 수행
미디어/방송/정보통신
- SKT,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차별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사건
기업자문
- SK그룹, 현대백화점그룹, LG그룹 등 국내 유수 기업들에 대한 일반 기업 자문
민사
-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 둑 높이기 사업 관련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사건
용역보고서 참여
- 기업결합신고 및 신고절차에 관한 연구(공정거래위원회, 2016. 3)
- 농기계산업의 담합유발요인 및 개선방향(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주요업무분야
스포츠/게임/엔터테인먼트
준법감시
공정거래
공정거래수사대응
M&A/기업지배구조
코로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