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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고시」
부과기준 상향 및 가중감경요소 등 조정해 법집행 실효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10 월 16 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것.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 대비 1% → 2%로, 부과 기준금액은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 억 원 → 5 억 원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CCM(소비자 중심경영) 관련 감경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CCM 을 단순히 도입한 경우도 과징금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에 한해서만 과징금 20%의
감경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광고 중단 등 단순 자진시정이 아닌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있는 경우만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상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해당 거짓과장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도 이를 자진시정으로 판단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지만,
사업자가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한해 과징금을 감경해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을 합리화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상 조사방해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방해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30%→40%로 확대했다.
즉.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은 40% 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변조는 30% 이내, 기타의 조사방해 20% 이내 수준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사업자가 단순히 거짓과장 광고를 중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준 경우만 과징금 감경혜택을 부여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끝)

㈜정 · 식품 고객지원부 CP 사무국 ☏ 02-3484-93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