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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 존재하는 제도(institution) 들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사람들끼려의 교류에 있어서

(반드시 효율적이라 할 수는 없으나) 안정적인 구조를 설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데

있다. 하지만 안정적이라고 해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관습，

행위기준， 행위규법으로부터 제정법， 보통법， 그리고 개인간 계약에 이르기까지 제도란 진화하

고 있으며， 고로 우리에게 선택폭을 끊임없이 바꾸어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한계상황(at the

margin)에서 일어나는 변회란 너무 느리고 속성상 빙하와 장다， 따라서 제도변화가 매우 급속

도로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그 변화를 실제로 인지하려면 별찌감치 떨어져 조망

해야 한다.’， (North, 1990, 6)

I. J훌 論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의 경계개념이 변하고， 세계 각국의 법과 제도가 서로 섞이

거나 수렴하는 현상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역설적인 현상은 전통적인 국가간 장벽은 어

이없이 허불어지고 있지만 경제실리를 추구하는 각국의 노력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사

실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국제적 수렴현상은 그러한 경제실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

행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세계

경제의 통합이라고까지 표현되고 있는 WTO·체제하에서 세계교역빔 중심국가인 미국의

영향력은 날로 더해 가고 있으며， 우려가 최근 가입한 。ECD 역시 미국이라는 지렛대를

기본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랴한 상황에서 미국법의 지적흐름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한

다. 이 분야의 지성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왔는가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미국법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향방을 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국내법

의 진로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당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

고에서는 미국에서 법과 경쩨의 지성들이 어떻게 조우하였고， 어떤 이론들을 개발하였고，

나아가 법제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개관하려고 한다.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졌음. 본 논

문은 『美國學』誌에 게재를 위해 원래의 연구보고서를 축약사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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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단위의 차원에서 볼 때 법과 경제의 접목은 法經濟學(law and economics) 의 출현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법경제학이 미국법에 미친 영향은 한마디로 막대하다. 재산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볍， 헌법， 행정법은 물론이고 각종 경제 관련 제정법， 그리고 司法절차에 관

한 다양한 법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그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다. 고로 한정

된 지변에서 모든 분야를 섭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私法과

公法의 분야에서 그 영향의 성격이 가장 원천적 (fundame때1)이며， 동시에 기존의 법리에

실제로 가장 십대한(significant) 변화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한 분야씩 집중적으로 검토

할 예정이다. 검토대상으로 私法에서는 불법행워의 리스테띠트먼트를 기초로 축적되어온

불법행위법 (tort law) 이고， 公法에서는 수정헌법 제5조에 기초하고 있는 민간재산권의 공

용수용(eminent domain) 또는 강제탈취( takings) 조항이다. 이 두 분야는 각각 개인과 개

인간의 관계 및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으로서， 법과 정채가 접목된 이후

실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론의 정교화륜 구현했다고 판단된다.

서론 및 결론을 제외한 본고는 모뚜 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상 크채 서! 부분으

로 나눌 수 있다. 첫체， 제II절에서는 미국에서의 법과 경제의 접목에 판한 일반론이다. 법과

경제의 접목에 관한 지적흐름이란 곧 볍학과 경제학의 연결을 전제하므로 먼저 두 학문이

어떻게 조우하게 되었는지 개관한다. 특별히 법경제학이 태동한 경위를 설명하고， 나아가 후

학들이 모든 법경제학이론을 통털어 가장 큰 영향올 미쳤다고 판단되는 Coase의 이론 및 그

이론의 토대가 되는 재산권(property rights) 의 개념에 대해 논의한다.

내용상 본고의 두 번째 부분을 구성하는 절은 제III절과 제IV절이다. 법과 경제가 연계

됨으로써 미국 私法 분야외 지식 세계에서 최대의 변화를 맞아한 곳이 불법행위법이기 때

분이다. 제 III절에서는 이 분야의 지적흐름을 개관하는데， 여기에는 불법행위법의 역사， 책

임원리의 변천， 불법행위볍에 대한 경제적 접근의 경위 등을 설명한다. 제IV절에서는 불법

행위법에 대한 경제분석을 본격적으로 논의환다. 우선 그 범주가 매우 넓은 불법행위의

유형을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구분해본다. 구분작업이 적절히 션행되어야지만 합리적인 법

리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불볍챙위법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책임

원리들이 효율성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제적 속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V절과 제VI절이 본고의 세 번째 부분을 구성한다. 법과 경제의 접목은 公法 분야 지

적흐름의 판도도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지식인들의 가장 극렬한 논쟁을 유도한

것이 헌법상의 공용수용조항이었다. 제V절에서는 공용수용에 관한 전통적인 시각 및 경제

적 접근방식에 입각하여 선두 학자들이 어떤 논리체계를 구축해왔는가를 개관한다. 공용수

용의 일관된 논리를 구성하는떼 있어서도 역시 재산권의 개엽이 관건이었다는 가설이 검증

될 것이다. 제VI절에서는 정부가 사용하는 각종 규제정책의 범주， 효과， 정당성 등에 대한

법경제학자들의 시각을 검토한다. 이른바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 ’ 애 다양한 견

해들은 법과 경제에 관한 미국내 최신의 지적흐름을 반영하게 될 것으로 지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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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適웰 經뿔

1 。 速과 經濟의 接木

본고의 주제인 법과 경제의 조합에 관한 지적흐름이란 곧 법학과 경제학외 접목을 의며

한다. 고로 불법행위법에 관한 구채적 자적흐름을 검토하기전에 과연 어떻게 이 두 학문

이 서로 접목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먼저 법경제학은 통상적인 경채학 용어를 사용하여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Cooter and Ulen은 ‘특정 법적 문제에 관한 완벽한 정제적 분

석 (a complete economic analysis of a legal problem) ’ 이라고 법경제학을 정의환 바 있다

(Cooter and Ulen, 1988, n
그렇다면 이혀한 경쩨적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연구자가 볍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한마다로 법이란 각자의 재산권을 재설정하는 가능을 하가 혜문이다.

바꿔 표현하면 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모든 행위얘

매번 다른 가격이 매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쩔국 법에 대한 경차1 적 분석이라 정왜훤 법경

제학은 법이 창출한 암묵적 가격 (implicit prices) 의 변화에 경채주체가 어떻게 반응혀고，

그 결과는 어떤 특성을 갖느냐를 밝히는 학문이다. 이러한 학문적 스타일은 쩌난 30여년

동안 법과 경제에 관한 지척흐릎에 파격적인 영향을 마쳤는데 과연 머국에서 그랩환 융최

임이 어떻게 태동하였는가를 잠시 살팩 보자.

미국의 현대 볍학교육은 1870변 Harvard대학교 볍대 학장으로 취업한 Christopher

Langdell로부터 비룻되었다(Galanter and Palay, 1993). 실채로 법을 응용하는 법조인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미국와 법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Langdell의 7] 본엽장이

었다. 이를 워해서는 법대생플야 법체계에 ε해핵혀 과학적앤 사각을 잦도록 가르쳐야 하며，

과학적인 시각을 심어주기 위해선 판례집(casebooks) 을 만틀에 학생들에게 사례연구방볍

(case method)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볍학교육방식은 이후 지속적인 영향을 마쳤으며 어떤 면에선 120여댐이 치단 오

늘날에 있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L없19dell의 법리교육방식이 주창된

지 약 50년이 지났을 때부터 그 이론과 실채에 대한 반론이 일어나지 시작하였다. 어른빼

법현실주의자(Leg빼 R않lists)라 불라는 법학자들이 중삶이 되었던 이 반대그룹은 훨례캡을

공부하면서 현실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근본명제에 대하여 회의를 나

타냈다. 또한 판결문을 쓰는 판사들이 완벽한 중립성을 갖고 었다는 첸체에도 부정적인 견

해를 갖고 있었다， 특히 2차 셰계대전이 발발한 후 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만들어 내는 행

정법령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연방과 지방의회가 양대한 양

의 입볍활동을 시작함으로써 볍현실주의자들은 지존 교육방식에 더욱 더 반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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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현실주의는 법경제학이 탄생할 수 있었던 초석을 마련하였다. 법학이 아닌 다른 학문

이 법학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길을 깔아 놓았기 때문이다. 일찌기 법과 사회과학을 묶

는다는 아이디어가 법조계의 가장 유력한 학자들에 의하여 제거되기도 했으며， 경제학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법학자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Chicago대학의 법

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법대내에서 정신분석학과 인류학에 관련된 세미나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그 내용이 상이한 학문끼리의 접목이라 할 만큼 아직 본헤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변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Chicago대

학의 법대가 법경제학의 진원지가 되는 계기를 맞았다(Coase ， 1993).

시기는 1940년대로 올라간다. 촉망받는 경제학자인 Aaron Director가 2차대전 동안 정부

에서 일을 끝내고 1947년 교수직을 찾다가 어렵게 시카고대학으로 오면서 비로소 법과 경

체가 본격적으로 접목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Director는 법대교수로 취엄후 반독점에 관

련된 판례들을 탐목하기 시작했다. Director는 곧바로 판결문에서 여러 경제이론들이 오용

되어 왔었다는 사실과， 경제이론들을 제대로 적용하면 법정에서의 그 판결들은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더욱 많은 판례들을 읽어 나가면서 그는 반독점분야

에서 사용활 수 있는 분석기법들을 개발하였다‘ Director의 강의가 날이 갈수록 유명해지면

새 이제 경제학은 비단 반독점법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법， 파산법， 유가증권규제， 노동법，

소득세법， 불법행위법 둥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 速經濟學의 形成

이상과 같이 초기 법경제학의 태동을 시간의 흐름순으로 간략히 살펴보았으나 Henry

Manne(1993) 는 법경제학의 연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컨 네가지의 사건을 지적하고 있다.

이 네 사건은 공교롭게도 몇 년 내외의 같은 사간대에 발생하였으나 그 효과는 지대하였다.

그 첫번째 사건은 Ronald Coase가 Chicago t:}j학 법대로 옮긴 후 과거 몇 년 동안 출간이

중지되었던 Journal of Law and Economics를 1964년 재발간하였다는 점이다. 이 학술지는

법조인이나 경제학차 모두가 관심을 갖는 공공정책 이슈를 다루고자 1950년대 중반부터

출간이 논의되다가 1958년 첫 발간이 된 법경제학 연구의 산실이었다. Director 이후 편집

인이 된 Coase는 Journal을 재발간하면서 ，A1신이 1960년 이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인 UThe

Problem of Social Costs" 가 추구하고자 했던 연구방향으로 이 핵술지를 이끌어 가려고 노

력했다 1) 현재 미국의 법학학술지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고 있는 그의 1960년 논문에 의하

여 후술되는대로 법학차와 경제학자에게 공히 분석을 위한 가히 혁명적인 패러다임이 형

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Coase는 1937년 논문 “The Nature of The Firm" 과 함께 바로 이 사회비용에 관한 논문으로

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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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경제학의 발전을 위해 첫번째 못지 않게 중요한 사건은 1973년 Richard Posner가 ‘법

의 경제적 분석 (An Economic Analysis of Law) ’ 이라는 책을 발간한 점이다. 법률현상에

대한 일반적 분석방법론을 Coase가 개발했다면， Posner는 이 책을 통하여 경제원리가 법의

어떤 분야에서나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법경제학이 단지 반독점법

과 회사법에반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그 결과 이제 법경제학은 법조계

의 제도적 측면은 물론， 불법행위법， 재산권 관련법， 계약볍， 가정에 관한 법， 각종 소송법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헌법에 관한 경제이론도 발달되고 있다.

볍경제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세번째 사건으로 Manne는 Yale대의 Guido Calabresi

가 19701년 ‘사고비용: 법 경제학적 분석 (The Costs of Accidents: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 이라는 책을 저술한 것을 꼽는다. 이 책이 갖는 큰 의미중의 하나는 법경제학

연구가 비단 Chicago대학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다른 곳에서도 훨씬 훌륭한 연구

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시사점을 학계에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Calabresi외 이 책은

특정 법분야， 즉 민사피해소송분야에 관한 총체적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법경제학의 중흥에 가여한 네번째의 사건도 역시 1971년 발생하였다. Rochester대학 법

대에 ‘법학교수들을 위한 경제학 연구소(Economic Institute for Law Professors) ’ 가 설립

되어 사상 최초로 25명의 법대 교수들에게 3주반 동안 경제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

작하였다. 이 경제학 강의 프로그램은 법학교수들에게 선풍적인 참여도를 유도하였고 수

강생들 중에는 Thomas Morgan, Warren Schwartz, Robert Ellickson, Robert Scott 둥 당대

의 저명한 법학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법조인들에게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접하

게 하고， 그들의 연구와 업무에 경제학적 분석방법들을 응용토록 해 보자는 춰지를 갖고

있던 이 프로그램은 법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실제로 전문가들에채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3。 法과 財逢權理꿇

이렇게 법경제학의 태동에 기여한 몇가지 사건을 지적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Coase의 1960년 논문이라 판단된다. 경제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정책입안가가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 획기적인 견해를 제시한

그의 논문은 후학들로 하여금 무수한 연구를 수행토록 한 반석이 되었고， ‘법경제학’이라

는 분야를 정립서켰다고 볼 수 있다.

George Sti밍er에 의하여 ‘코우즈의 정리(Coase Theorem) ’ 라고 명명된 그의 이론에서

Coase는 만약 경제내에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란 모든 경제

자원에 대하여 경제주체들 중 누구에게든지 재산권만을 확립시켜주면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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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경제주체들끼리의 자발적인 조정 (adjustment) 에 의하여 그 자원을 가장 펼요로

하는 쪽으로 재산권의 교환(exchange) 이 일어날 것이고， 따꽉서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재산권만 확립되변 경제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다

른 형태로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할 소지가 별반 없게 된다.

Coase 논문의 진정한 공헌은 정작 거래비용이 없다는 가점을 없댔을 때 경제내에 발생

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심각

하게 연구토록 한 데 있다. 거래비용이 존재한다는 사설은 권리의 자발적인 조정과 교환

이 그만큼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라나 설시- 거래벼용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도 역시 재산권의 설정이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다만 이때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재산

권을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효율성에 상당한 영향을 마친다는 것이 Coase의 시각이다.

따라서 Coase는 시장과 지업， 그리고 정부가 문채의 해결형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포 거래벼용의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하며， 일단 제반 거래비용이 파악된 후에는

향후 거래자 일어날 때 장애가 발생되는 정도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산권을

설정해야 한다는 피력하고 있다. 즉 거래비용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한 최소화시켜

민간 경제주체들끼리의 재산권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경제학자 및 볍학자는 고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된 지면에서 이상의 논의로써 εoase가 미친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어

쨌든 그의 재산권이론은 후에 무수한 학자들의 지적세계에 섭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

저 정부규제로 대표되는 공볍분야의 학자틀에게 획기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주었으며， 나아

가 개인간의 권리문제를 다루는 사법분야에 있어서도 기본 패 러다임을 제공하게 되었다 2)

Ill. 不速行篇法에 關한 知的흐름으| 搬觀

1. 不法行篇速의 起源

불법행위 (a tort) 란 계약의 파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잘못된 행위

를 일컴는다 (Landes and Posner, 1987). 화가 나서 사람을 때린다든지 (battery ， 폭행) , 차

를 부주의하게 몰아 보도로 청입한다든지(negligence, 과실) , 허가없이 타언의 토지에 들어

간다든지 (trespass， 침해) , 남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행위(defamation, 명예훼손) 둥이 그 대

표적인 예이다. 불볍행위는 형법보다 그 역사가 깊다. 심지어 국가의 등장 이전에 생성되

었다고 봐야 한다. 대부분의 고대사회에서 만약 甲이 ζ을 떼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은 ζ

2)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김일중 (1995b ， 1997a, 1997c) 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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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잘못(a wrong) 을 행한 것이고 따라서 ζ을 보상해야 했다. 사실 근대 불법행위법의

상당부분은 고대 또는 원시사회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Posner. 1980).

미국에 철도가 깔리기까지 불법행위법은 그리 비중있는 법은 못되었다. 왜야하면 당시

폭행 또는 폭행협박(assault) 을 제외하고는 사고에 관련된 소송은 매우 드물었가 때문이다.

사고책임을 과실 또는 엄격책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컸던 사기이다. 그

러나 철도가 도입되면서 사고는 급증하게 되었고 따라서 불법행위법 역시 매우 정교화되

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중엽에 이르자 영국과 미국에서 공히 사고에 관한 표준 책임원리는

과설책임주의이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엄격책임주의률 사용한다는 가준이 정확되었다. 같

은 무렵 침해， 침해소송 등으로 되어있던 소송의 구분도 폐기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서 포름지기 근대불법행위법의 모습을 잦추게 되었다.

19세 기만 하더라도 재해를 딩-한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보상방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과

실을 입증해야만 했다. 그런데 20세기 초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 (workmen ’ s

compensation) 운동이 급격하게 퍼지면서 과실책임주의가 엄격책임주의로 대체되었다. 그리

고 책임을 부과하는 주체도 법원에서 위원회동의 행정기관으로 이양되었다. 반면에 불볍행

위법의 범주가 증가하게 된 원인도 발생하였다. 정부나 차선기관이 누리고 있던 불볍행위

변책권리들이 무효화되었고， 헌법에 의한 블법행위법 (constitutional tort law)도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불법행위법에서 인정되던 항변들도 그 효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결국 현재 불법행위법의 영역은 전체적으로 매우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19셰

기 이후의 변화에 관하여 더욱 자세허 살펴 본다.

2. 不法行篇에 對한 寶任原理의 r響遭

전술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불법행위법은 고의로 행한 피해에 때해서만 관여하였다.

이 말은 피해가 일어냈다고 해서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나고， 그 중에는 얼종의 숭

낙(consent) 에 바탕을 둔 펴해가 있을 수 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낯선 사람들 (strangers) 사이의 사고가 매우 드물게 발생했으므로 대부분의 사고 및 그에

따른 피해는 계약법의 범위내에서 조정되었다. 즉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이미 당사자틀간

에 가격， 수량， 안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다. 반면 고의성이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과오(fa띠t) 를 인정하고 엄격책임이 주어졌다.

19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일반적인 추세는 엄격책임으로부터 과설책임으로 옮겨 갔다.

산업혁명 초기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사실을 놓고 학계에서는 두가지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첫째는 Liberman(1985) 과 같이 당시 발전을 사작하던 업계를 보호해주기 위해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되었다는 주장이다. 예전 갇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격책임에 의해 당

연히 업계가 책임을 질 경우이나 이제 과설의 입증이 있어야만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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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Libennan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수적인 법원이 당시 자주 사용했던 다양한 법리들

을 설명하고 있다. 이 법리들은 결국 가해자의 면책사유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논

리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19세기의 불법행위법은 기업체들에게 일종의 보조금정책을 실시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19세기에 새로이 등장한 산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하

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러한 보조금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은 개인들의 정당보상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는 사실은 비

양심적임에 툴림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반면 과실책임주의가 대두된 것은 시대적 배경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시각도 존

재한다. Landes and Posner( 1987)와 같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낯선 사람들간에 발생하는 사

고가 급증하여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무조건 가해자에게

책업을 지우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 과실이 입증된 경우로 국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또한 Posner( 1992)는 당시 법원의 보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법

리들이 경제효율성을 지향하는 보통법의 자연스런 진화과정에서 개발된 것이라는 시각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3)

19세기 중반부터 정착되기 시작한 과실책임주의는 20세기에 들어와 다시 큰 변화를 겪

게 된다. 한마디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상은 해주어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

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그대로 반영되고 나아가 강화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

자가 Coleman(1974a, b) 이라고 판단된다. Coleman에게 있어서 불법행위법의 기본은 책임

(liability) 과 구재 (recovery) 로서， 다음의 두가지 칠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가해자에게

그 보상을 의무화시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기·7 둘째， 피해자의 보상요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인가7 Coleman은 이렇게 책임과 구제의 문제를 구별하여 생

각할 수 있다는 명제가 일단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볼 때 모든 사고

피해자들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체계를 사회가 만들 수는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보험

체계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고 동시에 사고에 대한 과오가 있는 자들은 좀더

보혐료를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소위 ‘비과오체계 (no-fault system) ’ 이라 불리는

데， 과오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다.4)

3) 나아가 Schwart( 1981)는 19세기 불법행위볍이 새롭게 둥장하는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취지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가설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를 캠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세기

에 이미 정착이 완성된 뉴햄셔와 신대륙이라 간주되었던 캘리포니아의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보조금

가설을 검증한 후， 이 가설의 신빙성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4) 다만 보상금 속에는 피해자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통상적인 보험체계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피해자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라

면 (보험체계를 통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과오는 가해자 책임의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으나， 피해자 구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환언하면 피해자가 보상받기 위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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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불볍행위법의 주요 관심이 피해자의 보상으로 옮겨 가면서 책임의 배분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되었다. 앞서 Coleman 의 사회보험체계 옹호론은 한참 시간이 흐른 후 표연화

되었고 초기에는 보상의 책임이 가해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의 변책사유를 점

점 줄여갔으며， 고로 20세기 초반에 일기 시작한 법원의 변화는 엄격책임으로의 복원이라

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3. 不速行篇法에 關한 經濟的 接近의 屬史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경제학적 첩근이 시작된 시기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설

불법행위법에 대한 실증적 경제이론은 Jeremy Bentham 또는 Adam Smith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 두 학자 모두 비서장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에 경제이론을 응용했다고 볼 수 있

다. 그런대 경제적 시각으로 특히 불법행위법을 분석한 것은 Oliver Wendell Holmes 판사의

『보통법 (The Common Law심이 출간된 1881년이다. 그는 파설과 엄격책임주의 사이에 존재

하는 유일한 차이점이란 후자가 사고에 대한 일종의 보험을 채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 그후 James Barr Ames와 Henry Terry가 경제학적 접근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기 저술에 아직 반영되지 못했던 한가지 사고방식은 바로 불법행위법이

경제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한다는 사실이었다(Landes and Posner, 1987, 4). 불법행위법

이 효용주의적 개념에 입각했다는 사실은 인식했지만， 그래서 그러한 법리는 효용주의적 기

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억제한다는 점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했다는 의미이다.

전통적인 경제적 첩근방식이라고는 부를 수 없으나 불법행위볍에 때한 또 한차례의 학

문적 열기는 법현실주의 운동이 전개되면서 발발하였다. 법현실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James(1948)와 Gregory( 1951)는 과오(fault)를 사고와 관련시키거나， 법을 통해 사고발생

의 빈도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하는 것은 너푸 순진한 발상이라며 비판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불법행위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능은 사회보험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주장하

였다. 따라서 과오 여부를 불분하여 부유한 가해자에제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며， 기여과실이나 위험감수의 항변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의 영향을 받

은 후가 법현실주의자들은 비과오보상체계를 옹호하기에 이른다. 또 한 부류의 법현실주

의자듬은 엄격책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근대 법현설주의자들은 엄격

책임주의를 채택하든지， 아니면 사고르 인한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에게 사회보험을 지

급하고 무책임원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5)

장이 가해자에게 보상의무를 지우기 위한 주장과 일치될 펼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일중(1997c)을 참조할 수 있다.

5) 0 ’ Connell(l975) , 0 ’ Connell and Keeton (1965) , Coleman (l974a, b) 퉁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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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범행위법에 관한 이론분석중 시가적으로 세 번째에 해땅하는 학파는 Ronald Coase의

1960년 논문과 Guido Calabresi의 1961년 논문에서 시작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볍과 경제

가 본격적으로 접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두 논문 모두 사람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

키려고 노력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가설에서부터 출발하였따. 따라서 책임원리는 사고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법을 통하여 사

회비용(soc띠1 costs) 또는 외부효과(externality)를 내부화한다는 의미 이 다. 그러므로 이들 논

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학자는 Pigou (1932) 라 볼 수 있다. Pigou는 사회비용을 내부화시

키는데 조세가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믿어서인지 불볍행힘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Coase는 자신의 논문에서 영국의 불법방해법이 Pigou식의 사고방식보다도 경

제원리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하였다. 이는 불볍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규제와 보통법 양자 사이의 비교우위를 연구시키는 가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6)

Calabresi 역시 1961년 논문얘서 과거 법원이 과연 사고벼용-을 내부화시키기 위해 불법행

위법을 사용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그는 당시

사고관련 법을 평가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사고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근본원리들로부터

시작하였다. Calabresi는 특히 이 논문 및 후속되는 저술을 통해 재산권， 책임원리， 그리고

불법행워법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대해 큰 공헌을 하였다.

Coase와 C려labresi의 논문이 출간되고 10년동안 경채학계의 불법행위볍에 대한 관심은

극도로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Posner( 1972)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1，500건

이상 불법행위 관련 판례를 검토한 후， 과질책임 · 기여과실 o 마지막 청산기회(last clear

chance) . 위험감수 둥 불법행위법상의 원리가 모두 안전과 주의를 위해 경제자원을 효율

적으로 배분시키는 수단으로써 고안되었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또한 Posner (1973a, b)

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엄격책임원리에 까지 확대시켰다. 같은 해 Brown(1973)은 책임원리

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Shavell은 각 분야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관련

법리들이 경제효율성에 부합되는가를 지난 20년 동안 다각도로 분석해왔다.

IV ‘ 不法行篇法의 經濟分析

1. 不法行篇의 圖分

가. 慢害 對 不法뼈害

앞에서 불법행위의 범주는 역사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검토하였다. 특히 불법

6) 이에 관한 연구는 김일중 (1995a)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논리가 한국의 제조물책임은

김일중 (1997b). 불공정거래책임은 김일중 (1997e) 에 적용되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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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관련 문헌에 자주 풍장하는 행위에는 침해( trespass) . 불법방해 (nuisance) . 사고

(accident) 가 포함된다. 바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려고 한 시도는 법경제학의 대표적

인 공헌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불법침해와 불법방해를 어떻쩨 구분할 수 있는지 살i혜보자.

Keeton et 머.(1984)에 따르면 불법방해의 법적인 의마는 토지의 사용 또는 향유에 대한

방해를 뜻한다. 가축사육장에서 내뿜는 악취는 이웃 주민들의 자산을 향유할 권리를 방해

하므로 불법방해를 구성한다，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갈둥(conflicting uses) 어 불

법방해인데 반하여， 침해는 자원의 소유권에 대한 갈등(conflicting claims)이라고

Posner(1992, 56-56) 는 구분하고 있다.7) 따라서 일단 침해는 책입의 부과방식에 었어서 재

산권에 의한 원리와 책임원리 사이에 금을 긋는 법률용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ζ이 甲의 토지를 점유했다변 甲은 청해로 인한 피해배상권(damages) 뿐만 아나라 침해의

재발을 막는 유지명령권 (injunction) 도 가칠 수 있다. ζ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돼어도

법원은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때는 정벌적 배상을 하는 것이 관례이묘로 만

약 ζ이 甲의 토지를 매우 원한다면 사전적으로 甲과 협상을 하려는 인센티브를 갖쩨 될

것이다.

침해의 경우 재산권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고자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는 샤장에

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법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이

론중의 하나가 침해와 불법방해의 차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사각이다. 특히 Posner에 의해

주창된 이 시각은 다음과 같다. 민간끼리의 협상이 가능한 경우， 즉 거래비용이 맞은 경우

에는 침해를 이용해야 하고， 거래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불법방해의 원려를 적용해야 한다

는 것이다. 나아가 거래비용이 낮아 민간끼리 협상이 쉽가 때문에 침해는 시장내의 거래

를 촉진시킨다는 주장이다(Posner， 1992) ,7) 이 주장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Merill( 1985)포

흡사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주장은 Coase(l960)에서 제시된 거래비용의 중요성을 지나치제 강

조한 나머지 만든 오류라고 볼 수 있다. Coase가 거래비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채로

정교한 분석을 한 예는 대부분 불법방해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원래 보통법에서 사용되던

침해는 피고의 고의성(wilf띠) 피해에 주로 적용되었다(Burke， 1993, 2). 또한 원고왜 토지

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가시적인’ 주체애 의해 침범되었다는 사실이 첨해의 필요조

건이었다. 이 경우 원고는 실제 피해를 입증할 의무도 지지 않았다(Kionka， 1992, 142-143).

즉 침해는 직접적인 권리의 침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그 채산권을 최대한 보호하해블 목적

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다만 후술되는대로 Posner는 이 구분이 근본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그가 생작하는 근본

적인 차이점이란 거래비용의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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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거래비용이 작다는 사실이 침해성립의 중요한 가준이 될 수는 있으나 ‘충분조

건’ 이 될 수는 없다. 이웃하고 있는 두 건물사이에 발생하는 일조권에 대한 분쟁도 거래비

용만 따진다면 침해를 성립시컬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침해가 성립했다고 해서 거래

비용이 반드시 작다고 만은 볼 수 없다. 즉 거래비용이 높더라도 침해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작다는 사실이 침해성립의 i필요조건’도 아니라는 의미이다. 특히 토지

이외에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코자 침해의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대상， 예컨대 인체

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의 경우 거래비용만으로는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섬이 30세대의 주민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어 있는데 섬의 일부를 외부

인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해약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 섬에

관광단지를 짓고차 하는 기업은 자연히 상당한 거래비용을 예측할 것이다. 그렇다고 주민

들이 모르게 또는 강압적으로 건물을 짓고 나서 배상을 하겠다는 기업외 의사를 존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事故 對 不法助害

침해는 전적으로 재산권에 의한 원리를 사용하고， 불법방해는 재산권원리 및 책엄원리를

병용하지만， 사고는 대부분 책임원리를 사용하는 관례를 볼 때， 이 세 가지 (광의의) 불법

행위 사이에는 재산권에 의한 원리에 외존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일면 수직적인 관계가 존

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는 상위 두 부류가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대해 논했으므로， 이

제 하위 두 부류인 볼볍방해와 사고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자.

작금 그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는 환경분쟁의 예를 보자. 똑갇은 오염이라 하더라도 써프

린스호의 원유방출 。 원전발전소의 방사선 누출 등으로 인한 오염과 낙동강 공장폐수 및

한강상류 가축사육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두 경

우 모두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동일하지만， 아마도 전자는 사고의 불법행위법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경우이고， 후자는 불법방해의 불법행위법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법경제학적으로 설명하자변 이 두가지 불법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위험 (risk) 에

관련하여 사전협상 (ex ante negotiation)이 얼마나 가능한가에 있다. 환언하면 사전협상에

소요되는 제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거래비용의 규모

를 결정짓는 요소들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펴해가 ‘지속성 (sustenance)’을 띠

고 있을수록 피해의 계산을 하기 쉬우며， 기타 피해 계산 및 보상수준을 사전적으로 도출

할 수 있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사고의 기본특성

은 사고방지를 위해 당사자간 사전협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로 사후해

결만이 가능하다.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의 대부분은 일시적(transitory)이라는 사실이 사전

협상을 힘틀게 한다. 만약 사고피해가 지속적 또는 반복하여 발생한다면 이는 이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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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방해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매우 격리된 땅을 통과하던

폐기물 처리트럭이 실수로 폐기물을 쏟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그렇게 그 지역에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것이 비용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다고 하자. 처음 설수로 방출한 사건은 그

트럭주인이 일으킨 사고가 되지만， 향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럭

회사측과 지역 소유주와의 갈등은 더이상 사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때부터는 불법방

해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 특정 시점에서 볼 때 피해가 향후 지속

적으로 발생하므로 주민들은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뿐만 아니라 향후 되풀이

될 그 방출에 대한 유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合

이상의 논의를 ‘사전협상 가능성’ 및 ‘책임원리 의존도’ 라는 두가지 변수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다만 [그렴 1]에서도 표시된 바와 같이 침해의 경우에는 사전협상을 법

원이 강제화시키는 특성을 강하게 띄고 있다.

(가능성 높음

= 거래비용 낮음)

사
전
협
상
의

가
능
성
&

/
/

/
/

(재산권원리)
j 구져|방식|

(책임원리)

* 침해의 경우 볍원에 의해 사전협상이 강제됨

'" '" 침해와 사고는 구제방식에 있어서 각각 재산권에 의한 원리와 책임원리를 전적으

로따름

a. 김일중 (1997c ， 197) 에서 인용함

[그림 1] 불법행위( torts) 의 구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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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不法行篇法과 經濟效率性

가. 責任原理와 經濟效率性

책임원리에 관한 경제효율성 분석은 Calabresi 에 의해 본격쩍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이룩한 공헌이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에 관한 기존 생각을 깨뜨리려고 한 시도라 하겠다. 사고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

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고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부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Calabresi 는 분쟁해결을 불법행위법의 제일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의

표현을 빌자변 “사고법의 기본기능은 사고의 비용과 사고회피의 비용의 합을 줄이는데 있

다" (Calabresi, 1970, 26).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문장이 후학들에게 미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였다。 과거 사고를 계약 차원에서 해결하던 시기에는 당사자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사고비용을 애분하였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었으나， Calabresi 의 이론에 따르

면 그러한 탐구는 거의 불필요한 것이다. 차라리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 비용합계를 극소

화하기 위해 사회는 어떤 식으로 책엄을 배분해야 하는가로 바뀌게 된다.

이하에서는 C외abresi (1970) 및 Shavell (1987) 의 분석을 바탕으로 책임원리， 즉 전절에서

소개된 양대 책임원리라 할 수 있는 과실책임주의와 엄격책임주의의 경제효율성을 살펴본

다 8) 먼저 논의의 편리함을 위해 몇가지 가정을 한다. 경제주체 甲이 어떤 행동을 취한 결

과 경제주체 ζ이 피해를 입게된다고 하자. 즉 ζ에게 외부비용을 부과시키게 되는 것이

다. 더 나아가 이러한 외부비용 (external costs) 은 가해자인 甲의 노력에 의해 줄일 수 있

다고 하자. 물론 甲이 그러한 노력을 하는데는 일정비용이 발생한다. 인근 주민들에게 피

해를 줄 것이 뻔한 폐수를 공장주인이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다변 폐수의 오염도를

낮추거나， 동일 오염도의 폐수방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가해자가 취할 수 있는 예

방노력을 x라는 연속변수로 표시하고， x가 한단위 늘어날수록 예방비용도 g만큼씩 선형적

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예방비용은 fJx로 표시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중요한 사회비용이 된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먼

저 피해는 확률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甲의 행동이 실제로 피해를 발생시킬 확률을

P라 하자. 그런데 이 확률이 甲이 피해방지를 위해 얼마만큼의 예방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면 x의 함수인 P(x)로 표시할 수 있다. 예방노력이 증가할수록 P는 감소하

므로 P'(x) <0 이다. 일단 ζ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외부비용이 H만큼 발생한다고 하자.

따라서 甲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의 기대치는 P(x) . H로 표시할 수 있다. 그렇다변

甲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총사회비용의 기대치 SC는 예방비용과 피해의 기대치를 더하

8) 기여과실의 항변 또는 과실상계 둥 그 밖의 부수적 책임원리에 관해서는 박세일 (1994) 을 참

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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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SC = (Jx + P(x) . H가 된다.

[그림 2J에는 예방노력비용， 피해의 기대치， 총사회비용의 기대치가 각각 그려져 있다.

불법행위법의 경제효율성이란 [그립 2J의 SC가 최저값을 갖도록 x"를 찾아냄으로써 달성

할 수 있다. 그립상 SC가 U字 형혜로 나타나 었으므로 그 최저값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

지 않다. 수식으로도 간단한 연산을 롱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가 x"임을

알수 있다.

(J = -P(x) . H <식 1)

〈식 1)이 의미하는 바는 상대적으로 명료하다. 즉 〈식 1)의 좌변은 예방노력 x를 한 단

위 늘릴 때 발생하는 한계비용이다. 우변은 x를 한 단위 늘림으로써 피해의 기대치가 얼

마나 줄어드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식 1)이 의미하는 l!}는 x를 늘려는데 따른 환

계비용과 한계수익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예방노력을 늘력야 하고， 바로 그 때가 사회후생

에 최적이 되는 값라는 사실이다.

비용(원)

SC"

X'

[그립 2J 책임원리의 경제효율성

P(x)·H
(픽해의 기대치)

예방노력 (X)

냐. 過失責任主義의 經濟效率性

먼저 과실책임주의하에서는 모든 잠재적인 가해자에게 일정 수준의 예방노력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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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만약 甲이 법적기준(leg려 standard) 이상 예방노력을 가하지 않았다면 ζ에게 끼

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법원이 그 법적수준을 x*로 정했

다고 하자.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 후 甲이 얼마나 예방노력을 기울였던가에 대해서 법원

이 조사해 보고 만약 x* 이상이었다면 사고로 인한 ζ의 피해에 책임을 지우지 않고. x*

미만이었다면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법이다. 이제 이러한 과실책임주의의 경제학적 속성을

검토해 보자.

甲의 입장에서 만약 예방노력을 x*미만으로 했다면 일어나는 사고의 피해를 전액 배상

해야 하므로 비용외 기대치는 [그림 2]에서 x* 좌측에 위치한 SC가 된다. 예방노력을 게

을리한 甲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x* 이상으로 예방노력을 했다면 서로 피

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므로 甲의 비용은 [그림 2]에서 x*우측에 위치한 x가 될 것

이다. 따라서 甲이 직면하는 실질적인 비용곡선은 [그림 2]에서 굵게 표시된 부분이다. 이

벼용곡선에 대하여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x*에서는 비용이 x*이지만 예방노력이 조금만

작아져도 SC로 점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甲으로서는 예방노력을 x*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비용을 극소화서키는 길이다. 결국 예방노력을 x*로 유지서키려는 ‘사회의 목적’ 과

경제주체 甲 ‘개인의 인센티브’ 가 양립 (incentive compatible) 되는 경우이다. 즉 법원이 x*

만 잘 정하면 과실책임주의는 경제효율성을 보장한다는 명제가 성립한다.

종합하자면 과실책임주의는 원칙적으로 경제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속성을 다분히 지

니고 었다. 그러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함을

ε허abresi와 Shavell은 강조하고 있다. 첫째， 사고의 발생이 다분히 가해자에 의해서， 즉 일

방적( unilateral) 으로 일어나는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확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가해자의 과실 여부만으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비

효율적인 방식이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예방비용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면 단순

히 가해자의 과실책임주의만 이용하는 것이 경제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과실책임주의가 성공적으로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사회의 최적 예방노력 수준을

법원이 정확하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날 가 잘못

책정되면 경제주체들은 과다 또는 과소 예방노력을 취할 것이고， 두 경우 모두 총사회비

용이 SC$ 를 초과하므로 경제효율성이 깨어진다.

다. 嚴格責任主義의 經濟效率性

엄격책임주의하에서는 가해자가 얼마나 예방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무조건

책임을 지우게 된다. 위에서 과실책임주의는 원칙적으로 경제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속

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는데， 엄격책임주의의 경제효율성은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자

면 엄격책임주의의 경제효율성을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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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원이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완벽히 배상시켜야 한다. 여기서의 완벽한 배상이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전 피해자의 효용수준을 회복할 수 었을 정도로 배상을 해 준다

는 뜻이다. [그림 2J를 통해 이를 좀 더 설명해 보자. 엄격책임주의하에서는 예방노력에

대한 법적인 의무수준이 없고，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 甲이

직변하는 실질적인 비용곡선은 sc:가 된다. 과실책임주의하에서는 x'"의 우편에서 x로 대체

되었지만， 엄격 책임주의하에서는 불연속점 없이 계속 sc가 비용곡선이 된다. 총사회비용

의 기대치 sc를 甲 자신의 사적비용곡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상황에서 甲은

사적비용이 극소화되는 x*를 찾아내어 그 수준만큼 예방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부

과 메카나즘이 없었더라면 꾀해자 ζ에게 외부비용으로 전가될 뻔했던 피해가 甲에 의해

완벽히 내부화 (internalized) 되는 셈이다. 따라서 엄격책임주의 역사 원칙적으로는 경제효율

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sc가 제대로 측정되었다는 가정을 사용했다는 정이다. 그

러나 sc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다면 엄격책임주의의 경제효율성은 깨어지기 쉽다. sc를

구성하는 두 부분 중 x는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甲이 x에 대한 정보를 직접 얻기 때

문이다. 그러나 법원에 의해서 sc의 두번째 구성성분인 P(x) H가 잘못 측정되기 쉽다. 우

선 H를 보자. ζ이 당한 피해를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H가 과소 또는

과대산정될 것이다. 따라서 잠재적인 가해자 甲의 최적 예방노력도 각각 x'"보다 작거나

또는 크게 되어 총사회비용을 극소화사키는 수준보다 각각 과소 또는 과대투입되는 수준

에서 예방노력이 결정될 것이다. 결국 엄격책임주의하에셔는 실제 펴해액을 정확히 산정

할 수 있는 법원의 능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엄격책임주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두번째 조건은 사고의 발생이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과실 모두에 의존하는지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계사용시 발생하는 안전

사고는 기계가 잘못 제작되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상 기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

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도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

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자. 그런데 만약 법원이 모든 책임을 기계제작자에게로 돌리

는 엄격책임주의를 채택했다고 하면， 가해자 즉 甲은 예방노력을 기하겠지만 피해자인 ζ

의 입장에서는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하겠다는 인센티브를 유발시키지 못한다.

종합하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완벽히 책정하기 힘들

고， 사고발생이 다분히 쌍방성을 갖고 있을 때 법원이 가해자의 엄격책임주의보다는 일정

형태의 과설책임주의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다만 과실책임주

의하에서는 각자가 법정 수준에 견맞는 예방노력을 했느냐에 대해 조사 및 판단해야 하는

데， 여기에는 볍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행정비용이 과다

하게 높아지변 결국 경제효율성도 깨어질 것이다. 끝으로 엄격책임주의의 또 한가지 장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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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에 아무래도 투자를 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었다. 과

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므로 기술개발을 하려는 인센타브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임원리의 법경제학적 분석은 법원이 고려해야 할 모든

사항들에 대해 체계적인 시사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Cooter and Ulen, 1988).

3. 不法行篇法과 橋正正훌

가. 不法行鳥法의 目的: 橋正正義

미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불법행위법에서 소위 ‘교정쟁의 (corrective justice) ’ 라고 표

현되는 재념이 핵심적 역할올 해왔다. 비자발적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변 구제를 해주어

야 할 것이라는 기본목표가 깔려 었다.

그러나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실 자체가 (최소한 정태적인 개념으로 볼 때) 경제효율성

의 극대화와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매우 심각한 상충관계(trade-off) 를

갖게 될 수 있다. 요컨대 상당수의 미국 지식인들은 ‘정의’와 ‘경제효율성’을 서로 상극된

재념으로 보거나 기껏해야 독립적이라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

의’ 대 ‘경제효율성’이라는 대결구도의 패러다임은 여러 학자들의 지적호기심을 자극하기

에 충분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라는 현재 시점에서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

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러한 이분법적 시각이 오류이며， 정의와 경제효율성은 서로 보

완적일 수 있으며， 나아가서 불법행위법에서의 교정정의는 바로 이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의돼야 한다는 명제가 어느정도 정착된 듯하다.

매우 중대한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법경제학자들은 우선 무엇이 교정정의의

개념이며， 불법행위법에서 그 개념이 얼마나 지향되어야 하며， 또 과연 어떤 상황에서 소

위 효용주의 (u버itarianism) 가 얼마나 존중되어야 하는가 동을 검토해왔다. 이 러한 작업은

얼핏 보기에 전술핸 책임원리의 경제효율성에 대한 분석과는 달리 비경제학적으로 여겨질

지 모르나， 30여년 전 법과 경제의 지식인들이 본격적으로 접목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해

결하기 힘든 숙제로 남았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대표적 연구들이라 평가

되는 이론들을 간략히 비교평가해 본다.

Coase의 1960년 논문은 발표 직후 정부규제 동 주로 公法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私法에

대한 영향은 좀더 늦게 시작하였는패，9) 특히 교정정의에 대한 지식층의 논쟁은 1970년대

9) 물론 본절에서 소개되는 모든 학자들이 Coase의 이론을 직접적으로 추종 또는 반박하는 업장

에서 자신들의 이론을 시작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에서 교정정의의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얼핏 경체효율성 외에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Coase의 논문에 대하여 갖게 된 질문들이 10여년 동안 축적되변서 자연스럽게 태동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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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불붙어서 1980년대 초반까지 약 10여년 동안 심화된다. 이 논쟁과정에서 핵심적인 역

할을 담당했던 법경제학자들은 Fletcher, Epstein, Ellickson, Coleman, Posner 퉁이었으나 여

기에서는 처음 두 학자의 이론을 주로 소개한다 10)

나. 相互關係패러다임과橋 IflE義

Fletcher( 1972)의 이론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미국 법조계에서 지난 150여년 동안 책임

원리를 과실 및 엄격책임주의로 대분하여 생각하는 전통적 사고방식해 대해 설득력있는

반박을 했다는 점이다. 곧 불법행위 관련 대부분의 학자들이 상정하는 패혀다임과는 물론

큰 차이를 보이는 접근방식이며， 앞서 설명한대로 순수히 경제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접근방

식과도 거리가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의 목적을 논함에 었애서 공정의 개염을 포함시컴

으로써 교정정의에 관한 이론의 한 획을 그은 논문으로 이후 이 분야의 선도학자들의 많

은 자극을 주었으며 상당한 학문의 정교화를 유도했다.

요컨대 Fletcher의 이론은 불법행위법에 대한 철학적 문제가 두가지의 패려다임이 서로

경쟁함으로써 발생했다고 본다. 첫째는 ‘상호관계 패러다임 (the paradigm of reciprocity) ’

이고 둘째는 ‘합리성 패러다임 (the paradigm of reasonableness) ’ 이었다. 불법행맑법을 제대

로 파악하려면 양쪽의 기본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상호관계 패러다업에 의

하면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펴고가 창출

한 위험이 면책사유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변책사유가 인

정된다면 해당 위험을 일으킨데 있어서 일반인과 피고를 차별하여 취급할 만한 정당성이

결여된다. 여기에 깔린 의미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위험과 원고가 펴고에게 가한 위험

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원고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 말하자면 펴고가 가한 위험이 비상호관계적인 (nonreciprocal)

경우에 원고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합리성 패러다임은 누가 권리를 가쩌며 또 누가 보상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쩔

정함에 있어서 사회의 후생수준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집근하는 패러다임이다. 따랴쩌 상호

관계 패러다임과는 달리 불법행위법의 두가지 절문을 구분하여 묻지 아냐하며， 두 질문 모

두 행위의 합리성에 기준하여 해결한다. 행위의 활리성은 벼용/편익에 의해 결정된다. 특

정 위험이 순사회편익을 낳는다고 판단되면， 원고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며이다。 만약 순

사회편익이 부의 값을 갖는다면 펴고는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0) 그 자선 10여년 동안 (극렬히) 이 논쟁에 참얘했던 Coleman은 1982년에 이르러 (Coleman,

1982) 상대 학자들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이론을 구축했다는 인정을 하고 있다. 본문에 소개

되지 않은 학자들의 이론은 김일중 (1997c) 에서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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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위험과， 집단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면서 감수해야만 하는

기본위험 (background risks) 을 구분할 펼요가 있다는 점은 C냥 패러다입 모두 주장하는 공

통점이라 하겠다. 반면 두 패러다임의 차이점이란 결국 기본위험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상호관계 패러다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호 부과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우리 모두 운전을 한다면 운전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위

험은 서로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합리성 패러다임에서는 합리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가치가 매우 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발생시키는 상대

적으로 작은 환경위험은 김-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위험이란 정의상

공동체의 효용을 극대화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쩨 그의 논문에서 주로 비중을 두고 다

룬 상호관계 패러다임에 관해 좀더 자셰히 검토하자.

우선 전술한대로 원고의 구제권리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지 보통법은 상호관계 패러다임

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다는 시각에서 시작한다. 우선 엄격책임주의， 즉 비행기 추락，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 폭발물에 의한 피해 둥에 관련된 책임원리가 상호관계 패러다임에 의존

해 왔다는 사실부터 검토해보자. Rylands v. Fletcher (L.R. 1868) 사건에서 석탄광 근처에

살고 있는 피고가 최근 건설한 저수지에서 흘러나온 물에 의해 석탄광이 잠기게 되었다.

석탄광주는 펴고를 싱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에서 저수지를 건설하는 행위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원고의 숭소를 인정하였다. 물이 저수지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

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면 펴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고의 행동 즉 피고의 토지이용이 비자연적 (nonnatural) 이라 보았다.

한편 Fletcher 이론의 가장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엄격책임원리 뿐만 아니

라 과실책임원리에 대해서도 상호관계 패러다입 속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실에 의하거나 의도적인 피해의 경우에도 역시 비상호관계적 위험의 논리로써 설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실책임은 관련자들이 동일한 정도의 위험을 서로 제공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마치 운전을 하거나 운동경기를 할 때와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

들이 상호관계적인 위험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랴한 상황에서 과실이 성립되기 위해서

는 특정인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위험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보통 운전자틀이나 경기자들이 관습적으로 행하는 방법과 상

대적으로 다른 비상호관계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질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원고 역시 상호관계적 위험을 초과하는 행위를 했다변 비로소 기여

과실이 성립되고 보상은 기각될 수 있다. 여기서 보상을 기각하는 이유는 피고 뿐만 아니

라 원고도 과실을 범했으므로 다시 상호관계적 위험을 서로 부과한 격이 되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상호관계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남

들과 동일한 정도로 갖고 있다는 철학이므로， Rawls(971) 의 정의론에 가깝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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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모든 사람은 보상없이 일정 수준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이며，

다만 그 수준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설사 일정 수

준을 위험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해자에게 유지명령 또는 형사

상의 처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면책사유가 존재하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공정성(fairness) 이 의미하는 바이며， 나아가 이러한 상호관계 패러

다임이야말로 교정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결론짓는다. Fletcher 의 상호관계 패러다임은

이후 미국 법조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다. 財塵權과 짧，EiE義

Epstein의 교정정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의 1973년 논문이다. 그의 이론에

서 쉽게 관찰되는 점은 앞서 설명한 Fletcher 이론과 논리전개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

들은 먼저 과실책임 및 엄격책압원려에 공통으로 흐르는 요소를 찾아내려고 하였다. 그 다

음에는 이 공통요소가 구제 및 책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주장을 보였다. 마지막

으로 과실 및 엄격책임원리의 이러한 특성이 각자 설정한 교정정의에 대한 개념에 어떠한

규범성을 갖는지 보이려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과실 및 엄격책임원리에 흐르는 공통요소에 대하여 두 학자가 견해를 달

리 하였다는 점이다. Fletcher는 가해자가 비상호관계적 (nonreciprocal ) 위험으로 희생자에

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엄격책임주의는 ‘지역내 존재하는 기본위험들’ 에 입

각하여 상호관계를 따지는 것이고， 어떤 ‘구체적언 행위’를 수행하면서 파생되는 지본위험

을 기준으로 비상호성을 따친다는 것이다. 고로 이 구체적 행위의 범주를 점점 넓혀가변

엄격책임주의에서의 보편적 위험기준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Epstein에

게 있어서 두 책입원리의 공통요소는 가해자가 희생자의 피해를 결과(cause)시켰다는 점이

라고 파악되었다.

Epstein의 논문에서는 책임과 구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설 (negligence) 이 차지하는 역

할 또는 버중을 줄여보려는 그의 의도가 역력히 나타난다. 이는 이후 그의 여러차례 회고

(Epstein, 1993a, 1995) 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불법행위법에 관한 도되론이 쇠퇴하고 경

제적인 접근방식이 점차 힘을 얻기 시작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한 반대표명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법조계의 주류 사고방식과 상당 부분 맥

을 갇이 하고 있었다.

그의 이론을 요약해보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경제주체들은 일종의 균형상태에 있게

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란 위해한 행위에 의해 유발된 불균형을 복원시키는 장치로

서 이해되고 있다. 즉 책임과 구제가 예전에 존재하던 균형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잘못된

이득과 손실을 무효화시키는 작업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과정이 정의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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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며， 그래서 특별히 교정정의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고방식은 자신

의 1979년의 논문을 통해 초기 재산권분포에 입각한 포괄적인 이론으로 발전되면서 매우

정교화된다. 동시에 법과 경제가 좀더 밀착되게 접목하는 계기를 맞는다.

Epstein의 초기 교정정의론에 따르면 예컨대 甲이 이득을 보고 ζ에게 손실이 있었다면

교정정의론에 따를 때 대체로 甲의 부당함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후 그렇더라도 반드

시 甲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예컨대 경제적 접근론자의) 반론에 직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변밀히 고찰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게 된다. 즉 ζ의 재산

권을 침범한 경우에만 ζ꾀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침범

한 경우에만 한하여 그때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을 무효화샤켜야 한다고 교정정의의 개념

을 재정립시켰다.

종합하면 Epstein 의 교정정의론에서는 ‘인과관계=책임’ 이라는 공식이 후에 ‘재산권침해

=책임’이라는 공식으로 전환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고로 채정립된 그의 이론에서는 인

과관계가 책임의 필요조건은 되나， 일견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라도 (prima facie case) 충분

조건으로서는 의미를 잃게 되었다. Epstein의 재산권 개념에 입각한 교정정의론은 이후 매

우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게 된다. 소위 권리론과 경제환을 접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게 된다. 이 과정에서 Coase(1960) 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및 인과관계의 상호성

(reciprocity) 에 관련된 이론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11)

v. 公用~文用에 關한 知的흐를

1. 公用收用에 關한 經濟的 接近

가. 公用收用의 經濟的 意味

민간의 경제주체들은 때때로 자신의 자산을 정부에게 팔아야만 한다. 미국에서 연방 및

주정부는 이처럼 수용 (takings)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권한은 공용수용 (eminent

domain) 또는 토지수용(condemnation) 이라 불리운다， 공용수용은 정부의 원천적인 대권

(prerogative) 으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공용수용권은 사실 막대한 권한을 의미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민간자산을 공용수행할 때에는 두가지 요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첫째는 공익 (public interest) 을 위한 수용이어야 한다는 조건이고， 둘째는 수용

11) 사실 Epstein 은 이러한 학문세계의 적용범위를 불법행위법은 물론이고 각종 경제정책 및 공

용수용 둥 공볍 분야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는 현재 법과 경제의 접목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지적흐름을 선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그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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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당보상(j ust compensation) 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1791년부터 효력을 발생한 연방 수

정헌법 제5조의 이 두가지 조건은 이후 국가권한의 영역을 규정하는 핵십으로 자리잡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당 지간 동안 주로 정치적 법적 의미를 강하게 띠어 왔

다. 하지만 공용수용의 경우에도 Frank Michelman의 고전적 논문외 출간을 계기로 약 30

년 전부터 경제적 논리가 본격적으로 투영되기 시작했다.

강제적 공용수용이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되는 가장 큰 가능성은 특정 재화에 대하여 가

치를 많이 부여하는 측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측으로 재화가 이전될 경우이다.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거래에는 이러한 일이 결코 발생되지 않는다. 다음의 혜에서 이를 검토챔보자 12)

甲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사가가 3，000달러이지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이지 때문에

주관적인 가치는 때우 크다. 甲이 평가하는 가치를 10，000딸랴라고 하자. 정부가 4，000달라의

가치가 있는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 3，000달러를 주고 그 토지를 공용수용하면 甲은 7，0때달

러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용수용조항의 정당보양을 사가가 아닌 유보가격

(reservation price) 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버빽계문제

(holdout problem) 가 발생할 것이다. 당연히 이는 펴수용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심각해친다.

쩔국 경제학적 접근은 공용수용조항의 경제학적 정당성이 거래비용에 있다는 사실을 법조

계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Posner, 199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때 소요되는

민간자산이 많아질수록 정부와의 거래비용야 높아지므로 이를 낮추기 위한 장치가 바로

공용수용조항이라 이해할 수 있다.

나.經濟的 接近의 織觀

1967년 Michelman .2.j 논운이 출간된지 약 15변이 흐른 후 볍조계과 경제계가 공강때를

이루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Cooter and Ulen, 1988). Poletown Neighborho뼈 Council v.

City of Detroit (MI. 1981)에서 디트로이트사가 GM사왜 쪼랩공장 설랩을 위해 주민틀의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자 주민틀이 사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원심

판결과 상소섬에서도 펴고가 숭소하였다. 다수의견은 GM을 유처하는 것이 디트로이트사

민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 공용수용은 공익에 부햄되는 것이라 판결하였다. 볍과 경쩨

가 첩목을 이루에 된 계자는 역설적아지만 이 판결의 소수의견 때문이었다.

Ryan 판사는 첫째， 고속도로， 철로? 운하 둥과는 달려 GM의 캐달락공장 부져로 수용해

는 것은 먼간의 자산을 민간에채 이전시키는 일애 불과하다는 논려률 폈다. 즉 콩공필수

(public necessity) 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뺀째로는 설사 지금 토째를 넘긴

12) Michelman (l967) 의 이론은 후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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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향후 GM이 일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었다. 말하자

면 공공책무성 (public accuntability) 도 없다는 논리였다. 즉 법조계와 경제계 모두 공용수

용권이 남용된 대표적인 경우로 인정한 사건이 되어 버렸다. 나아가 공용수용의 경제적

접근을 다시 한 번 가속화시키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지적흐름의 심도있는 논

의에 들어가기 전 경제적 접근을 간략히 개관한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권리에 관한 갈둥(conflicting claims) 을 해소시키는 가장 적절

한 방법으로서 시장메카니즘을 생각한다. 이웃이 나의 주차장에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면

내게 와서 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법원에 가서 나의 주차장을 사용하기를 주장한다

면 법원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대개 나의 재산권을 인정할 것이므로

이웃의 요구는 기각될 젓이다。 이제 민간이 아닌 정부가 나의 주차장을 원한다고 가정해보

자. 공익과 정당보상이 전제훤다면 정부는 공용수용조항에 꾀해 사전협의 없이도 나의 주

차장을 수용할 수 있다. 공용수용은 권리에 대한 갈동을 해결하는 강제적인 방법인데， 왜

이 조향을 인정하는기-에 대한 경제적 아유는 전술한대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공용수용시 왜 정당보상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당

보상해주지 않는 국가의 행위는 무조건 비도덕적이라든가， 또는 만간경제주체들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활 것(예: 토지를 구매하지는 않고 늘 임대함)이라는 식의 논리는 설득

력이 푸족하다는 주장이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공용수용이라는 위험을 겨냥한 보험시

장이 잘 발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로 무보상의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 공용수용되더

라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사실 보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공표되고 난 후 토지를

매입하는 쪽에서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공용수용될지 모른다는 위

험이 이미 매입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용수용시의 정당보상

은 정작 국가의 과도한 공용수용을 책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가장 경제적 시각이었다.

2. 接木의 出發: I애 ichelman의 收用理論

공용수용 분야에서 이제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온 학자는 Michelman 이다. Fischel

(1995) 은 Michelman의 1967년 논문은 지난 30연 동안 미국내의 어느 헌법학 관련 연구보

다 심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고 평가한다. 그가 기본시각을 정 립하는데 사용했던 판단기준

은 효용주의(utilitarianism) 였다. 그에 의하면 정부의 특정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공용수용

을 구성하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효용주의자라면 다음의 세가지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

이다. 그 세가지는 효율성이익 (efficiency gains) , 반도덕화비용(demoralization costs) , 합의비

용(settlement costs) 이다 13)

13) 효율성이익은 “정부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초과하여 창출되는 편익이다. 면익은 정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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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주요 개념을 정립한 후 Michelman 은 공용수용 및 보상 여부에 관한 의사

결정의 지침을 효용주의적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먼저 공용수용의 여부에 관

하여， 수용으로 발생하는 편익(B)이 보상(C) 을 초과하더라도 그 순편익이 반도덕화비용

(D) 및 합의비용(S) 보다 모두 작을 때에는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If B-C <min (D, S ), no takings. <식 2>

〈식 2>가 의미하는 바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만약 〈식 2>가 성립되는데도 수용한다면，

그러한 정부행위는 원천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식 2>가 성립하지 않을 때，

즉 순펀익이 반도덕화비용파 합의비용중 어느 하나보다 크다면， 수용을 하게 된다. 다만

이제는 보상 여부가 관건이 된다. 이예 대한 Michelman 의 주장은 다음과 강이 요약할 수

있다. 만약 합의비용이 반도덕화벼용보다 작다면 보상히-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보상을 하

지 않는다. 즉

If S <B- C & S <D, takings and compensation. <식 3>

If D<B- C & D<S, takings, but no compensation. <식 4>

〈식 4>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설사 합의비용 역시 순편익보다 작다고 할지라도 (즉 D

<S<B-C)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 경우 보상을 하더라도 수용 전보다

총효용은 증가하지만， 합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어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는 총효용이 작이-지기 때문이다. 효용주의적 기준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Fischel and Shapiro(1988)는 Michelman의 기준이 Pareto 경제효율성의 기준보다

위의 잠재적 수혜자가 그 행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 화폐금액으로 측정되며，

손설은 그 행위에 동의하는데 대해 요구하는 화폐금액으로 측정된다» (Michelman, 1967,

1214) 따라서 Michelman 은 정부행위를 막기 위해 피수용자가 (정부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는 보상금의 크기로 이해하기 보다는， 경제이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례대로 정부행위를

승낙하는 과정에서 (정부에게) 요구하는 금액으로써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당보상은 효융성이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공용수용에 정당보상을 수행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 보상을 하지 않게

되면 또다른 종류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Michelman 은 이를 반도덕화비용이라 명명하였다. 그

는 반도덕화비용을 다음 두가지 별도 (specific) 비용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첫째，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피해당사자 및 그에 대한 동의자들 (sympathizers) 이

느끼는 비효용을 상쇄시켜 줄 만한 금액과 둘째， 피해자， 동조자，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반도덕화를 목격한 후 (인센티브가 왜곡되거나 사회동요가발생하

여) 미래에 생산활동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현재가치로써 구성된다» (Michelman,

1967, 1214).

Michelman 이 지적한 세 번째 요소는 합의비용으로서 g반도덕화비용을 적절히 제거하기

위해 보상문제를 합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노력， 자원억 화폐가치이다» (Michelman, 1967,

1214) . 따라서 합의비용은 흔히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광의의 거래비용이라 할 수도 있으며，

이 합의비용 속에는 보상을 위한 재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사중비용까지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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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허용적 (more permissive) 이지만， 전체 파이크기만을 따지는 Ka1dor-Hicks의 효율성기

준 보다는 덜 허용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후자에 의하면 수용기준이 단순허 B

-C)O이고， 보상의 여부는 상관치 않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Michelman 이론에 대한 지식층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즉， 공용수용의 경

우 Ka1dor-Hicks의 경제효율성 개념은 좋은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왜냐하면

공용수용이란 단어의 정의 자체는 피수용자의 재산권(property rights)을 인정하고 들어가

는 만큼 보상은 가능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보상을 해

야 한다는 주장， 즉 Pareto 효율성의 기준이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Epstein(1979)이 지적한 ‘효용주의적 제약(utilitarian constraints) ’ 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효용주의적 제약이란 보상에 이르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변 효용주의적 입장

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14) 고로 Michelman이 설정한 기준얘 효용주의적 제

약의 개념을 정확히 주입시켜 좀더 공정성에 부합되는 기준으로 만들려벌 위 〈식 4)가 아

래와 같이 변경될 것이다.

If D <S <B---C, takings and compensation.

If D <B---C <S, takings but no compensation. <식 4)'

따라서 변경된 〈식 4)’는 Michelman 보다는 Pareto 경제효율성에 더욱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3. 接本으| 深化

경제학자가 점차 주목하게 된 부분은 정부의 보상결정과 그에 따른 피수용자의 도덕적

위해 (mor.려 hazard) 였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분석이 법과 경제가 접목함으로써 창출하게

되는 시너지효과의 대표적 예라 생각된다. 이 문제에 판한 최초의 분석은 Blume.

Rubinfeld, and Shapiro( 1984) 의해서였다. 기본논지는 무조건 보상하게 되면 피수용자의 도

덕적위해로 인하여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상결정을 매우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겠다. 이하에서는 Fischel and

Shapiro(1988)에 나온 예를 통해 그들의 논리를 소개한다.

계곡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甲은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한다. 편의상 두가지 숙박시설

을 고려한다고 하자. 첫째， 야영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자본이

필요하지만 그 자본의 감가상각은 매우 빠르다. 둘째는 호텔을 짓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큰 규모의 자본이 필요하며 장시간 지속되고 더욱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 두가지

14) 그는 다음의 네가지 조건이 나타날 때 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활 수도 었다는 것이다 그 네

가지는 @ 높은 행정비용.@ 높은 거래비용，® 문제가 되는 소유권에 대해서 당사자가 느

끼는 가치가 낮음.W 암묵적 동종보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일중(1997c)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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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을 벼교한 후 甲은 호텔의 수익성이 더욱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대 문채는

계곡 옆에 있는 강이 범람할 가능성이 었다는 것이다. 얼단 범람하면 호텔을 젓는 경우

유실되는 자본이 훨씬 많을 것이다. 甲이 위험중립적이라 가정하고 다음의 몇가지 상황을

고려해본다.

상황 1. 여기서는 자연재해만을 고려한다. 甲은 강이 범람할 확률이 0.2이고， 자연재해야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방법이 달려 없다는 사실을 얄채 되었다. 甲이 계산을 해본 쩔과

이 상황에서는 그냥 야영장을 설치하는 것이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쩔론은

사회후생 역사 극대화시킬 것이다.

상황 2. 甲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 의회에서 수해보상볍을 채정했다고 하자. 그 뱀빼 으}혀변

자연수해를 입었을 경우 손실된 재산왜 시장가치를 그대로 보양해준다. 물론 E용양끔

은 일반납서}자의 부담이다. 이 상황에서 甲은 틀험없어 호헬을 지을 것이다. 뺑량애

완벽한 보상을 해주기 때운이다。 말하자면 甲이 적변하는 위힘을 냥세자가 전뽑 E쩍활

게 되는 격이다. 甲의 도덕적위해로 인한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호탤건축은 빽효율

적이라 볼 수 있다.

상황 3. 자연재해는 존재하지 않는 대신 댐을 짓는 근처 정부공사 때문에 공용수용당할 자

능성이 존재한다. 공용수용하는 이유는 국제원유시장에서 원유가의 급풍 풍랴 장은

외생적 사건이 발생하변 댐 건설로 수력발전을 하는 것이 훨씬 수익성을 높일 것。l

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와 甲은 이같은 댐의 수익성 및 그빽한 외생적 사건이 발생

할 확률이 0.2임을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중랩적으로 행동한다고 현채한다.

즉 정부쪽에서의 도덕적위해는 없다고 가정한 후， Blume, Rubinfeld, and Shapiro는

이때 정부가 공정보상을 약속하는 것이 비효율적임을 증명하였다。

저자들의 계산과정을 분석해보면 비효율성의 원천은 甲이 자신의 토째에 투자환 자본

때문이다. 수용한 토지는 가정한대로 더욱 효율적인 용도에 사용되지만 이미 투자한 자본

은 사회적 손실이 되기 때문아다. 단 이똥성이 완벽한 자본 또는 언력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의 비효율성은 甲야 여윤극대햄 폭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름태로 최적의 시설을 건축했째만 수용가능성을 고의로 무시했기 때문얘

수용시 자본의 상당부분이 파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투자의 짱당부분어 매몰벼용화휩다

는 의미이다. 도덕적위해란 바로 이러한 맥락에애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저자들의 분쩍은

수용시 복원할 수 없는 자본에 대해얘는 매우 보수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율 서사하

고 있다.

甲의 이상과 같은 도덕적워해를 방쩌하는 한가지 방법으로서 이후 Cooter(l985}는 앨종

의 옵션방식을 권고한 바 있다. 즉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실제 풍용수용을

하기 전 정부가 수용조건에 관해 미리 예고를 하는 것이다. 예고의 주된 내용은 甲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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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미래에 특정 복적을 위해 수용할지도 모르며， 수용시 회수불능한 자본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甲은 수용시 호텔에 투자한 자본을 모

두 상실하게 되묘로 야영장을 만드는 쪽으로 결심하게 될 껏이다. 따라서 수용이 발생할

확률을 확사결정 과정에 포함시커제 됩으로써. 0.2라는 동일한 자연재해 확률을 상정한 상

황 1.에서처럼 가장 이상적인 절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여 옵션방식도 결코 완벽하지 않은 듯하다. 먼저 Fischel(1995)은 설사 옵션을 사

용하뎌라도 현실적으로는 보상을 져냥하여 甲이 미려 건축을 해버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청부가 옵션을 사용하기도 전에 甲이 전략적으로 먼저 천축을 완료해버려변 다시 상황 3.

과 같은 도턱챔위해 및 벼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甲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a complete surprise) 옵션을 구매하져 않는 이상 비효율성은

야거되기 마련연핵，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운용하는 것아 거의 불가능하다는 논지이

다.15)

한편 Epstein(l985). T ul1ock(1993). Rose-Ackerman(1992) 등에 의하면 옵션방식에는 또다

른 종류의 장애물들이 존채한다. 대표적으로 정보의 불완전성 및 비대칭성 문제이다. 예컨

대 국채원유시장에서 유자가 급둥할 확률에 대해 정부만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甲

이 옵션의 기대순편익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설사 정부가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자 봇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정부는 그 확률을 가능한 과대계상

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라한 장애물들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국가내 모든 토

지로부터 옵션을 구입하면서 사건(contingency)이 일어날 확률을 모두 과대계상시켜 놓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자. 그렇다면 사후적으로 매우 희박한 확률로써 설사 공용이 일어나더라

도 정부로서는 소액의 보상만을 하면 된다. 동시에 전체 경제효율성을 저하될 것이다16)

결론적으로 공용수용시 경제효율성과 공정성을 실제로 함께 확보시키는 작업이야말로

15) 이는 가격규제의 비효율성을 역설한 Cheung(1974) 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16)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조건은 상황 3.과 모두 동일하되 민간업체 ζ이 댐을 건설하는 경우를 보자.

이를 상황 4.라 지칭하자. 고로 유일한 차이점은 ζ에게는 공용수용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ζ이

甲의 숭낙없이 댐을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결국 甲과 ζ은 계약을 체결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甲과 ζ의 재산권과 계약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 정부는 甲의 재산권을 전술한 재산원리 (property rule) 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며은

당연히 호텔보다는 야영장을 선택할 것이다.

상황 4.가 의미하는 바는 공용수용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최소한 상황 3. 이상의 효율적 자원배분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도덕적위해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또한 이 解는 橋正正義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며과 다수의 ζ이 존재할 때 Nash 협상과 같은 합

의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다. 고로 상황 4 는 공용수용을 논함에 있어서 보편성을 지닌

보상방식이라 하기는 힘들다. 다만 정부로 하여금 거래비용의 규모가 낮은 경우에도 공용수용을

담용하는데 대한 경고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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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의 접복이 향후 풀어야 할 과채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앞의 논의처럼 무엇

보다도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도덕적위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고로 이를 상쇄시켜기

위한 채도정치도 필요해져며 미국에서는 현재 그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細。 親制뼈영 i짧用 搬슐에 處立

1。 εpsteiη의 收F업理論

가. 公벼!IX벼理論의 據散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접야들연서 i극-가 돼 재인’왜 관계를 획지적으로 재정립하는 지

적흐름이 탄생하였다. 당사 경체학계에서는 공공선택이론 등이 이미 상당 지깐 동안 정착

되어 예컨대 헌법에 의해 입볍부나 행정부의 자의적 행위 및 부패를 억채하자는 사쪼가

활발하였다，17)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적 제약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마진

한 상돼 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볍 학자로서 정저l 적 접근을 사용하여 저술한 Epstein의 1985

년 저서는 지적흐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먼저 이 저서는 Michelman 과 더불어 수용이론에 다른 한 획을 그은 연구로서 평가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란 전자의 이론에 깔려있는 소위 Pigou식 가정， 즉 정부중립

성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정부 또는 입법부가 정당한 일만을 한다는 명채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고 이론을 전개한다. 그리고 그 이론의 철학적 뼈경은 자신이 20년 동안 각종 私

法분야에서 관철시키려 했던 특유의 자유주왜 (libertarianism) 이다. 또한 Michelman 은 수용

의 여부 및 보상문제에 대한 대원칙을 제시한 반면， Epstein은 수용의 구체적 절차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예컨대 전자에서는 합의비용이 지나치게 높을 때에

는 수용을 하더라도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에

서는 수용이 있다변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전채하에서 과연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하

지 않아도 되는가에 관한 검토 내지는 절차를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다.

Epstein은 경제내에 공공재， 공유문체， 기타 시장실패 요인들이 존재하므로 정부개입의

여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공용수용어란 개념을 매우 광볍위하게 사용하여 정부개업의

정도 및 방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려 하였다. 소위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 ’ 의

개념을 정립시킨 것이다. 요컨대 Epstein에게 있어서 미수정헌법 5조의 공용수용은 정부를

인정하는 동시에 제약하는 조항으로써 이해되고 있다. 다음의 인용이 그의 생각을 단적으

로 나타내고 있다.

17) 이들에 대한 자세한 성병은 김일중(l997d， 1997f)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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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에 대한 논리는 민간 재산의 소유， 사용， 및 양도를 규제하려는 정부행위에도 똑같

이 적용된다. 현대 미국사회에서 이러한 규제는 다반사인 것띠 사실이다. 어떤 규제들은 주인

들로 하여금 자신 토지에 타인의 켈입이 가능하도록 강제한다. 또 어떤 토지사용규제들은 그

용도를 거주지， 상업지역， 산엽지역으로 제한해 버린다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들도 었다.

이렇게 다양한 규제들이 갖는 차이점들이 당해 규제의 법적 정당성과 경제적 결과를 평가하는

데 물론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의 규제들이 민간 재산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Epstein, 1985, pp. 110-111)

나. 規짧IJ的 收用 關聯 紹爭의 調停節次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위해 구체적으로 Epstein은 수용절차중 피수용자가 불만을 제

기했을 때 (따라서 민간인과 정부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 법관이 늘 염두에 두

어야 할 례가지를 지적하고 었다. 필자는 이 네가지 질문이 바로 Epstein 이론의 골격을

이루며， 그의 저서는 이 네가지 질문들의 의미 및 경제적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써 구성되

었다고 볼 수 있다.

1) RT 1

규제적 수용에 관련된 사건의 첫 번째 단계는 과연 수용이 발생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다‘ 그런데 여기서 수용의 범위는 전술한대로 매우 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실 이는 Epstein의 저서가 이룩한 가장 큰 공헌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대부분

의 정부행위는 특정 민간들의 자산가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최소한 부분

적 수용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수용이 없었다변 분쟁은 종결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정부가 숭소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정부가 패소하는데， 이는

당해 규제의 폐기를 의미한다.

2) RT 2

수용이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가를 검토한

다. Epstein에게 있어서 공익을 위한 사용이란 주로 공공재， 공유문제， 외부효과가 발생하

는 경우를 지칭한다 (chs. 12, 15). 만약 공익사용의 근거가 부족할 때에는 수용무효가 되

고， 피수용자가 숭소한다. 따라서 당해 규제는 혜기될 것이다.

3) RT 3

공익을 위한 수용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변， 피수용자의 보상부재라는 불만에 대해 검토

한다. Epstein은 보상면제를 정당화하는 두가지 조건을 강조한다. 하나는 피수용자의 자발

적인 숭낙(consent) 이 있을 때이고 (ch. 11) , 다른 한가지 조건은 사기 동 민간의 불법행위

를 억제하기 위해 경찰권능(police power)으로서 규제를 할 때이다 (chs. 9, 10). 자발적 승

낙이나 경찰권능이 입증되면 수용은 정당화되고 정부가 승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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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T 4

승낙이나 경찰권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피수용자에게 보상어 툴

아갔는가를 검토한다 (chs. 13, 14). Epstein은 어러한 비금전적 보상을 6암묵적 용종보상

(implicit in-kind compensation)이라 명명하였다. Michelman{l967) 얘 의해 처음 논의원 아

개념은 한 마디로 공용수용으로 인한 버용과 펀익이 장기적으로 서로 싱쇄되는 청향이 있

을 때에는 국가가 피수용자에게 특별히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양묵적 홍

종보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부에게 완전한 보상(full compensation)을 뺑함으

로써 피수용자가 승소한다.

다.結잠

규제적 수용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이상의 논악를 [그햄 3J과 강이 요

약할 수 있다. ‘경제효율성’과 ‘공정성 p 의 논려가 철저하께 반영된 흐름도라 평가활 수 었

다. 급가야 이 논리는 1980년대 가속화된 미국 규제개혁의 기본지칩으로서 자리캅째 꽤었

다 (김일중. 1997£).

[보상부재캡주장에 대해

[그림 3J 규쩨적 수용 판련 분쟁조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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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規制的 l않用論의 評f짧

가. 公法과私法의 調和

미수정헌법 제5죠에 근처를 둔 규쩨적 수용이론은 정교성 및 적용범위가 날로 강화되리

라 본다. 향후 계속될 쩌적흐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하떼서는 Epstein의 수용이론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속성들을 검토해 본다， 우선 공용수용에 대한 전반적인 그의 시각을

Miche!man 의 이론틀로써 조명해 보는 것인 유익할 듯하다. 첫째 Miche!man 외 〈식 2>를 기

준으로 할 때， Epstein은 상당수 정부사업의 편익이 원래의 편익(즉 보상액)에 미치지 못

한다고 믿는 듯하다. 그의 저서 수없이 많은 부분에셔 지적꾀고 있등이 정부가 늘 중립적

인 입장에서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가정을 그리 선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3J외 RT

2.에서 공용수용의 목적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의무화한 것도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

틀째， <식 3>과 〈식 4>를 기준으로 할 때. Epstein은 Miche!man에 벼하여 합의비용은 상

대적요로 낮고 반도덕확벼용은 높게 간주하였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일단 수용이

일어난 후에는 가능한 보상을 의무화하지 않을 수 없채 된다. 특히 Epstein에게 있어서의

반도덕화비용이란애초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 내지는 신념이 파괴됨으로써 발

생하는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환언하면 그가 상정하는 교정정의가 깨점으로써 발생

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림 3J에서 RT 3. 및 RT4.와 같이 보상면제 상황을 철

저하게 따지고 있는 것이다.

Epstein의 규제적 수용이론이 갖는 가장 큰 특성은 그가 지자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私法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찾아볼 수 었다. 물론 여거서의 사법이란 본고의 전반부를 차지

하고 있는 재산법， 계약볍， 그리고 불법행위법을 의미한다. 정부행위의 목적이 총효용의 증

가에 있다는 기본전제하에서 그는 본질적으로 公法에 속하는 공용수용의 각종 원리를 私法

上의 볍리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근거’ 한다는 표현은 개인들 사이얘서 허용되

지 않을 거래라면 공용수용에서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공용수용이 여느

사법에 비하여 갖는 유일한 차이점이란 사볍에서는 가능치 않을 거래를 때로 강제할 수 였

다는 점 뿐이다. 필자는 이러한 소위 ‘공법 사법 유사론 (public-private analogy) ’ 이야 말로

법과 경채의 지식인들에게 미친 Epstein의 가장 독특하며 획기적인 공헌이라 판단한다.

예컨대 아무런 보상없이 일정 고도 이상의 건축을 금지하는 규제를 생각해보자

(Epstein, 1985). 사볍에서라면 이웃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식의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Coase(1960)가 인과관계의 상호성 (reciprocity of causation)

을 역설하면서 예시한 바 있다. 즉 옆집이 고도를 높여 신축함으로써 자신의 굴뚝에서 나

가는 연기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자 소송이 제기된 Bryant v. Lefever (C. P. D. 1878-79) 사

건에서 볍원은 건축권을 인정하였다. 즉 그래도 원고가 연기흐름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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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어떤 식으로든 피고가 건축권을 포기하는데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이와 같은 규채는 허용할 수 없다는 지론이다. 그렇지만 만약 당해 규제의

목적이 아름다운 경치의 전망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는 충분히 공공재에 해당한다고 가정

하자. 고로 이 상황에서라면 보상이 따른다고 전제할 때 (사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을)

수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Epstein의 주장이다.

규제적 수용이론이 보여주는 또다른 특성 내지는 가여라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립 3]에

서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공익목적’과 6공공의 경찰권능’의 개념을 뚜렷이 차별화한 정

이 다. 사실 두 용어 모두 공공(public) 이 라는 단어 가 들어가므로 이 두가얘를 명 확히 구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Merrill (1986) 이 지적한대로 이를 구분하지 않으변 공용수용

시 심각한 문채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히면 전지-에 부합획변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나， 후

자에 속하면 보상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Epstein은 이갇은 문채를 인식한 후 명쾌한 설

명을 사도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역시 전술한 공볍 사법 유사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미보통법의 두자지 법리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냐는 사적 불가피성

(private necessity)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방애 (self-defense)의 법리이다. 먼저 사적 불가피

성이량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로 남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이다. 예컨대

Coleman (1 982) 의 예에서 처럼 동산을 하다기 눈보라를 만나서 사경을 헤매다 겨우 주인이

비워 둔 산장 하나를 발견하였다고 하자. 며칠동안 눈보라를 피해 지내면서 산장에 었던

음식과 렐감을 사용하였다. Coleman은 이 경우 둥산잭의 행위는 사적 불가피성에 의거하

여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장 주인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편 정당방어는 이웃의 소가 침범하여 자신의 밭을 황폐화시키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

한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다. 이때 설사 그 소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여도 이웃에게 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Ellickson (1991) 의 지적대로 과연 죽이기까지 했었나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그 지역사회에 정착되어 온 큐범에 좌우될 것이다. 어쨌든 그 기

준을 만족시킨다고 가정하면， 이는 ‘즉각적 (immediate)' 이고 ‘상당한(sub-stantial) ’ 재산상

의 침법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보상이 면제된다는 Epstein의 주장이다. 고로 공공목적의

경찰권능이란 타인에게 행한 a과오(wrong) ’ 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당연히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 規짧Ij的 收用과 司法審흉

Epstein의 규제적 수용론이 소개된 후 5년 남짓 되었을 때 지식층에 대한 파급효과는 이

미 막대하였다.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 Thomas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의회비준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한마디로 Epstein의 이론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데 상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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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 수용론은 결국 사법부의 강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치권의 민감한 반

응으로 해석되었다. 사실 규제적 수용론에 대해 최소한 이콘적으로 눈에 띄는 반론을 제

기한 학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Fischel(995) 이 제가한 다음 문제는 규

제적 수용의 실제 운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Fischel의 비판은 결국 사법심사 (judicial review) 의 유효쟁에 근거하고 있다. Epstein 이

규정한대로의 광범위한 공용수용문제를 다루지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그야말로 커지지

않을 수 없는데， 법원이 과연 그러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는 특히 연방정부 차

원의 공용수용은 법원보다는 입법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주장

한다. 정치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 명성에 더욱 열심허 신경쓰므로

부당한 공용수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논리이다. 더불아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

하기 워해 각종 이익집단들이 조직되므로 다수에 의한 횡포도 줄어틀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고로 공용수용에 대한 사법심사가 정당화되는 상황은 소규모의 지방정부가 주체로 되

어 수용을 할 경우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tein 이 전반적으로는 사볍심사에

절대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론의 비현실성을 버판하고 있다.

요컨대 필자는 Fischel 의 정치철학이 연방주의 (federalism) 내지는 메디슨식 공화주의

(Madisonian republicanism) 를 따른다고 판단된다. 정치적 다원주의 (plu때ism)는 인정하되， 당

파(fac디on) 에 의한 횡포를 걱정함으로써 결국 대규모 정치시장에 대한 선호를 피력했다고

생각된다.18) 하지만 당파의 문재가 감소할 것이라는 개연성을 곧바로 사법심사의 무효화로

연결시킨 것은 아무래도 성급한 논리전개라는 판단이다. 사실 지난 30여년간 정치시장의 비

효율성에 관한 이론을 발전축적해 온 공공선택이론 역시 일반적으로 대규모 정치시장을 대

상으로 해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훨 것이다. 특별히 현재 미국에서 메디슨식 공화주의

의 선봉자인 Sunstein (1985, 1990)은 대의정치체계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법원이 입법부

에 대한 ‘합리성심사(rationality review) ’ 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해온 바 있다. 즉 사법심사

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는 이를 ‘무서운 얼꿀로 쳐다보는 원칙 (hard-look doctrine) ’

이라 칭하였다. 경제전반에 관련된 가격통제에 대해서는 볍원의 검토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Epstein이 말한 것은 다른 규제들에 비해 자연히 국민일반이 관심이 높을 것이고 따라서 통

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상대적’ 속성

을 지적하기 위함이지， 결코 대규모 정치시장의 완벽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사실 경쟁과 견제장치 없이 어떤 시장도 완벽해질 수 없다. 규제적 수용은 정치시장과의 규

모와는 별개로 3권분립외 초석으로서 확산되어야 할 논리이다 (Epstein, 1993a). 향후 미국에

서 규제적 수용론이 얼마나 더 큰 파급효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 주목된다.

18) 이에 관련해서는 김일중(l 995b) 의 제2장과 4장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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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 驚 뽑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법과 정제의 지성들이 어떻게 조우하였고， 어떤 이론들을 개발하였

고， 나아가 법제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재관하려고 해였다. 학문단위왜 차원에

서 볼 때 법과 경제의 접목은 크게 法經濟學의 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필자는 천채하

였다. 물론 볍경제학이 30여년 전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이전에도 법조인과 경제전문가의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경제의 관계에 관한 여러 원려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그 원리를 다양한 분야의 실체법에 일관되계 적용하제 된 것은 모륨

지기 볍경제학와 공헌으로 돌려야 할 것으로 본다. 고로 본고에서는 볍과 경제의 마국지성

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한다는 춰지 아래 양 분야의 지성들이 이룩한 법과 경채의 캡

목괴정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까지 검토하려고 노력하였다.

법과 경제의 접목이 미국법에 미천 영향은 한마다로 광범위한 듯하다. 재산뺑 쩨약법 불

법행위법 형볍 헌볍 행정법은 불론이고， 회사볍 a 공정거래법 , 노동법 등 각종 쟁채 관련

법들， 그리고 司法절차에 관한 다양한 볍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공

법과 사법， 그리고 보통법과 제정법의 구분을 막론하여 섭대한 변화를 선도해왔다. 지면

관계상 본고에서는 私法의 불법행위법파 公速에 속하는 반간재산권의 공용수용볍리를 중

심으로 접목의 자취를 살펴 보았다. 이 두 분야는 각각 ‘재인과 개인’ 및 ‘깨인과 국가9 와

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리로서， 법과 경제가 접목된 이후 실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으

며 그 과정에서 이론 및 현실적용에서의 정교화를 구현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들 볍리들

은 각각의 분야에서 그 영향의 성격이 가장 원천적이므로 다른 설체볍들의 변화를 탐구하

는데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종합컨대 법과 경채의 접목은 법이 갖는 규법적 선언적 의미 보다는 법이 실제로 경채

에 마치는 효과에 대하여 자식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육도하는 공헌을 했다고 쩔

론지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인간의 보면적 경제인센랩브 체

계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책입원리를 분석하면서 과설 및 엽격책임원려하에새

나타나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경채인센티브에 근거하여 사회전체에 며철 효과률 정교허

파악하려고 노력핵였다. 공용수용 분야도 마첼가지이다. 즉 경쩨가 법을 접촉하변서 지삭

인들이 점차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은 정부 및 파수용자와 도덕적위해 측변이었다. 요

컨애 특정 법과 제도의 모든 관련자들이 직면하계 되는 경제적 인엔티브를 일관되쩨 파악

하려는 태도야말로 양 분야의 접목이 창출해 낸 가장 큰 사너지효과가 아닐까 싶다.

나아가 볍과 경제의 접목은 지식인들이 경제효율성왜 참된 개념에 댐욱 친숙토륙 만드

는 져l 기를 마련하였다. 동시애 쟁제효율성이라는 개념이 불질적이고 돈에만 벼중을 둔다는

식의 말하자면 무수한 사회규범중의 단지 협소한 한가지에 져나지 않는다는 요해를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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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된다. ‘현재 시점상 전채 파이의 크기’ 만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경채효율성은 결코 아냐며， 알고 보면 장기적으로 경제효율성의 추구와 공정

성의 확보는 전혀 상치되는 재념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지석층에 확산시켰다. 물론 이 두가

지를 함께 추구하는 사회의 법과 제도는 민간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정신에 충실

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법과 경제의 접목과정에서 경제학자들도 엄청난 수혜자가

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Coase의 표현대로라면 ‘거래벼용이 零이 아닌 경제’ 에서 법이

실제로 어떻채 처l 정되고， 또 그 효과가 이론과 어떤 괴리를 갖게 되는지 경제학자로 하여

금 심사숙고토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돌어켜 보전대 법과 경제의 접목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닌 듯하다. 애쩌면 고도로 복

장다기화 되어 가던 미국 사회가 절실히 요구했던 변화에 대한 펼연적 반응이 아니었나

싶다. 21셰가 미국 사회의 다양화 · 유기화 · 정보화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고로 그러

한 사협를 떠받치는 제도인프라로서 법과 경제의 일체화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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