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제1장 – 제5장)



국 가 ‧ 지 역: 미얀마



법 률 번 호: 2015년 법률 제9호



제

정

일: 2015년 2월 24일

번역문1

원문
The Pyidaungsu Hluttaw hereby
enacts this Law.

미얀마 의회는 이 법을 다음과 같
이 제정한다.

Chapter I
Title, Enforcement and Definition

제1장
명칭, 시행 및 정의

1.
제1조
(a) This Law shall be called the
① 이 법의 명칭은 「경쟁법」
Competition Law.
으로 한다.
(b) This Law shall come into
force from the date specified by
the President with notification.

② 이 법의 시행일은 대통령이
공포문에서 지정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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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1.
제1조
(a)
① 또는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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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expressions contained in
this Law shall have the
meanings given hereunder: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a) State means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① “국가”란 미얀마연방공화국을
말한다.

(b) Government means the
Union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② “정부”란 미얀마연방공화국의
연방 정부를 말한다.

(c) Commission means the
Myanmar Competition
Commission formed under this
Law.

③ “위원회”란 이 법에 따라 설
치되는 미얀마경쟁위원회를 말
한다.

(d) Ministry means the ministry
assigned duty by the Union
Government.

④ “해당 부처”란 연방 정부로부
터 업무를 지정 받은 중앙 부처
를 말한다.

(e) Competition means business
related competition carried out
by businesses among the
businessmen in the market
through competitive business
activities to get more number of
customers who consume by
purchasing their goods and
services, market share and
market dominance.

⑤ “경쟁”이란 사업자 사이에서
시장에서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
하는 사업 관련 경쟁을 의미하
며, 재화와 서비스를 매수하는
소비자의 수, 시장 점유율 및 시
장 지배 확대를 위한 경쟁적 사
업 활동과 같은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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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Competition Policy means
policies laid down by the State
to cause direct effect on
production, services, trade,
investment and businesses in
order to emerge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nsumers from monopolization.

⑥ “경쟁 정책”이란 시장의 공정
한 경쟁을 도모하고 독점으로부
터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생산, 서비스, 거래, 투자
및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말한다.

(g) Act of Restraint on
Competition means the act
which reduces or hinders the
competition among businesses
in the market. In this
expression, agreements of
restraint on competition, taking
chance on the abuse of the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monopolization by any individual
or group are also included.

⑦ “경쟁 제한 행위”란 시장에서
사업간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방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시장 지배적
위치 및 독점의 남용을 시도하
는 경쟁 제한 합의도 포함한다.

(h) Unfair Competition means
competitive practices by
businesses during the business
process which cause or may
cause damage to the interests
of the State or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
businesses or of consumers.

⑧ “불공정 경쟁”이란 사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국가
의 이익 또는 그 밖의 사업이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및 이익
에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 관행을 말
한다.

(i) Business means any

⑨ “사업”이란 제조, 유통,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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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uch as manufactures,
distributions, purchases, sells,
imports, exports and exchanges
the goods, or service.

매도, 수입, 수출 및 재화･서비
스의 교환과 같은 모든 사업을
말한다.

(j) Businessman means the
person who carries out any
business or service business. In
this expression, an organization
that operates business or
service is also included.

⑩ “사업자”란 사업 또는 서비스
사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또는 서비스 사업
을 영위하는 단체도 포함한다.

(k) Goods means materials that
is traded or manufactured or
consumed for the purpose of
this Law. In this expression,
debentures, stocks and shares
are also included.

⑪ “재화”란 이 법의 목적에 맞
게 거래･제조･소비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증서, 주식
및 지분도 포함한다.

(l) Service means business that
is carried out by fee or
remuneration or consider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Law. In
this expression, businesses that
are specified as service by the
Government from time to time
are also included.

⑫ “서비스”란 이 법의 목적에
맞는 요금, 보수, 대가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
우, 정부가 서비스업으로 별도
지정하는 사업도 포함한다.

(m) Market means an area
where commercial dealings are
conducted between persons
desirous of selling and
purchasing of goods and

⑬ “시장”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매도 및 매수하고자 하는 개인
사이의 상업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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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n) Market-share means the
percentage or ratio of the sales
or services provided by the
businessman out of the total
sale volume of the market.

⑭ “시장 점유율”이란 시장 전체
판매 규모에서 사업자의 판매
또는 제공 서비스가 차지하는
백분율 또는 비율을 말한다.

(o) Price means the amount
specified in the sale of goods or
services.

⑮ “물가”란 재화나 서비스의 판
매에서 결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p) Committee means other
committees including the
Investigation Committee formed
by the Commission in order to
carry out the functions and
duties of the Commission.

⑯ “위원단”이란 조사위원단과
같이 위원회가 그 기능과 임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그 밖의 조직을 말한다.

(q) Working group means the
working group formed by the
committee in order to carry out
functions and duties relating to
competition.

⑰ “실무단”이란 위원단이 경쟁
과 관련된 기능과 임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Chapter II
Objective

제2장
목적

3.
The objectives of this Law are
as follows:

제3조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to protect and prevent acts

① 개인 또는 단체가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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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njure of public interests
through monopolization or
manipulation of prices by any
individual or group with intent
to endanger fair competition in
economic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의도
로 독점이나 물가 조작을 통해
공익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
르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 경제
의 발전을 보호한다.

(b) to be able to control unfair
market competition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② 국내외 거래 및 경제 발전
과정의 불공정 시장경쟁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

(c) to be able to prevent from
abuse of dominant market
power;

③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권력
남용 방지가 가능하다.

(d) to be able to control the
restrictive agreements and
arrangements among
businesses.

④ 사업 간 제한 합의 및 조치
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

제3장
기본원칙

Chapter III
Basic Principles
4.
The basic principles of
competition are as follows:

제4조
경쟁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a) ensuring to lead to the
economic developed community
in the Region and State by

①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
쟁 환경을 조성하여 각 행정구
역 내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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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free and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in the
market;

사회 구현을 보장한다.

(b) ensuring the businesses to
uniform development and enjoy
equally rights through
encouragement of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② 공정한 시장 경쟁을 장려하
여 사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권
리의 평등을 보장한다.

(c) enabling to protect from the
detriment to the interests of the
pubic by manipulation of price;

③ 물가 조작과 같이 공익을 저
해하는 활동의 방지를 가능하게
한다.

(d) ensuring to emerge free and
fair competition in each area of
business;

④ 각 사업 분야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도모를 보장한다.

(e) ensuring to emerge
economic community where it
can carry out freely for
international, regional and
bilateral goods, services,
investment, skilled labour and
free flow of capital and to
cooperate in competition
network;

⑤ 국가･지역･양자간의 재화, 서
비스, 투자, 숙련 노동자 및 자
본의 흐름이 자유로운 경제 사
회 도모 및 경쟁 체계하의 협력
을 보장한다.

(f) implementing in the market
in accordance with the
competition policy;

⑥ 경쟁 정책에 부합하는 시장
정책을 시행한다.

(g) encouraging the innovative

⑦ 발명가, 투자자 및 생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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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 by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nvestors, inventors and
producers.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혁신
역량을 장려한다.

Chapter IV
Formation of the Commission

제4장
위원회의 설치

5.
The Government:

제5조
정부는 다음을 시행한다.

(a) shall form the Myanmar
Competition Commission
comprising of an appropriate
person of Union level as a
Chairman, professionals and
suitable persons from the
relevant Union Ministries,
government departments,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members.

① 미얀마경쟁위원회를 설치한
다. 위원장은 연방 정부 인사 중
적합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유관 연방 부처, 정부 기관, 정
부 단체 및 비정부 기구의 전문
직 종사자 및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b) shall, in forming the
Commission, designate Vicechairman and Secretary out of
the members and assign duty.

② 정부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중에서 부의장과 총무를
정하고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c) may reform the Commission
formed under sub-section (a)
as may be necessary.

③ 정부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의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

6.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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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ission members who
are not civil service personnel
are entitled to enjoy the salary,
allowance and emolument
allowed by the Ministry.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해당 부처에서 지급하는
급여, 수당 및 소득을 받을 권리
를 갖는다.

7.
The Commission may
independently administer and
carry out its functions and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policies laid down by
the State.

제7조
위원회는 국가의 경제 정책에
따라 부여된 기능과 임무를 독
자적으로 처리하고 수행해야 한
다.

Chapter V
Powers and Duties of the
Commission

제5장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8.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Commission are as follows:

제8조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cooperating and
coordinating with international,
regional organizations or
bilateral countries on
competition matters;

① 국제･지역 기구 또는 국가들
과 경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력 및 조정

(b) exempting from the
compliance of this Law to
businesses essential for the
benefit of the State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f

② 필요한 경우 국익에 필수적
인 사업과 중소 사업체에 이 법
의 적용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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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c) forming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according to the
necessity and specifying
functions and duties thereof;

③ 필요한 경우 특정 기능과 임
무를 수행할 위원단 및 실무단
설치

(d) making decision on the
matters submitted by the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④ 위원단 및 실무단이 제출하
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e) specifying necessary forms,
procedures and terms and
conditions of application in
order to obtain permission to
cooperate businesses or to
restrain competition;

⑤ 협동 사업 또는 경쟁 제한의
허가 취득을 위한 신청 양식, 절
차 및 조건 명시

(f) specifying market share,
supply, amount of capital,
number of share and magnitude
of owned property relating to
business which can cause
detriment to competition due to
dominance, purchase,
acquisition or merger among
businesses of full or partial
ownership of a business by
another business;

⑥ 한 사업이 다른 사업의 전체
또는 부분 소유권을 지배, 매수,
취득 또는 합병하여 경쟁에 부
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
업의 시장 점유율, 공급, 자본의
양, 주식의 수, 소유자산의 규모
명시

(g) specifying and determining
market share, supply, amount of

⑦ 위원회가 독점으로 간주하는
사업의 시장 점유율, 공급,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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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number of share and
magnitude of owned property
relating to business which is
assumed as monopolization by
the Commission;

의 양, 주식의 수, 소유자산의
규모 확정 및 명시

(h) directing to a business or a
group of businesses to reduce
the specified magnitude of
market share if the ownership
of market share of such
business or group of businesses
exceeds or is assumed by the
Commission to be exceeding,
the stipulated magnitude that
can cause detriment to
competition in the market;

⑧ 사업 또는 사업 단체 소유의
시장 점유율이 시장 경쟁에 부
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으로 정한 규모를 초과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추정
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
단체에 시장 점유율 규모 축소
지시

(i) prohibiting by issuing
notification of restriction on
market share and sale
promotion of any businessman
who might monopolize assumed
by the Commission;

⑨ 위원회가 독점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및 판촉 활동에 대
한 제한을 고지하여 금지함

(j) assigning duty to investigate
if the Commission suspects that
there is a violation of any
prohibitions contained in this
Law or if a concrete complaint
has received;

⑩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사
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원회가
의심하는 경우 또는 구체적 근
거를 바탕으로 한 고발이 접수
된 경우에 조사 의무 부과

(k) calling for necessary

⑪ 사업자에게 경쟁과 관련된

11

evidence and data related to
competition from any
businessman;

필수 증빙 및 자료 제출 요구

(l) calling and inquiring persons
concerned to make necessary
inquires relating to competition;

⑫ 경쟁과 관련된 필수 조사를
위한 관련자 호출 및 조사

(m) inviting and discussing with
professionals and experts in
accord with the requirement to
provide data, explanation,
suggestions or opinions relating
to competition;

⑬ 경쟁과 관련된 자료, 설명,
권고 또는 의견 제공에 필요한
전문가 초청 및 토론

(n) seizing the necessary
evidence and properties in
accord with the stipulations as
exhibits to inspect case by
case, and passing permission
order or refusing to return such
evidence or property on bond or
revoking the permission;

⑭ 개별 조사를 위한 증거로서
명시 조건에 따른 필수 증거 및
자산의 압류, 허가 명령의 전달,
압류된 증거나 자산 반환의 거
부, 또는 허가의 취소

(o) scrutinizing report on
findings submitted by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d
directing to prosecute if
necessary;

⑮ 조사단이 제출한 조사 보고
서의 검토 및 필요한 경우 고발
조치 지시

(p) arranging to grant an
accomplice a pardon with
conditions if such accomplice

⑯ 공범자가 범죄에 가담한 사
실을 법정에서 명백히 증언하는
경우, 공범자의 조건부 사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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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fies without any
concealment before the Court
that he has involved in
committing the crime;

진

(q) submitting advice to the
Government through the
Ministry in respect of matters
relating to competition;

⑰ 경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해당 부처를 통해 정부에 권고
안 제출

(r) performing the duties
relating to competition assigned
by the Government from time to
time.

⑱ 그 밖에 정부에서 별도 지정
하는 경쟁과 관련된 업무 수행

9.
제9조
The Commission shall report on
위원회는 업무 성취도 및 발전
accomplishment of its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각 분기
performance and situation of
마다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development to the Government
quarterly.
10.
The Commission shall submit
its performance urgently if
extraordinary situation arises.

제10조
위원회는 비상 사태가 발생하였
을 경우 업무 보고서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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