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7

<논문>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1)

許 盛 旭
**

요 약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은 공동체의 희소한 자원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국가 혹은 정부

의 역할과 기능의 내용과 범 를 다루는 법이론이다.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을 이 게 이해한다면, 경제규제행정법의 내용을 입안하고 집행

하는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기능과 역할과의 상 계 하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경제규제행정을 평가하는 가장 요한 기 은 경제  효율성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어떠한 역에서 어떤 원인으로 공 인 자원배분문제의 해결에 실패하게 되

는지, 그 실패의 교정을 해 국가행정작용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 까지 개입할 필

요가 있는지 등의 문제가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을 개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공익이론, 포획이론, 규제

에 한 경제  이론, 이 게 세 가지 이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론을 통한 실설명

력의 에서 각 이론의 장단처에 해 검토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통 인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은 경제규제의 발생근거에 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역에서 시장실패의 교정을 한 것이라는 공익이론, 규제가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

정에서 규제입법자와 규제행정청이 피규제자인 산업부문에 포획되는 경향이 있다는 

포획이론 등의 설명수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익이론과 포획이론은 실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규제의 내용에 해 충

분한 이론 ․실증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제규제의 실제에 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해서는 도그마틱 인 

법이론의 정립보다는 경제규제의 실과 이론에 한 경제 인 분석이 필요함을 지

하고, 규제에 한 경제  분석으로서 Stigler/Pelzman 모델과 Becker 모델을 살펴

으로써 보다 실설명력 있는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의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주제어: 경제규제행정법, 경제  효율성, 공익이론, 포획이론, 경제  분석, 스티 러/

펠츠만 모델, 베커 모델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에서 2008년 “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
배”라는 주제로 실시한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비 보조를 받아서 작성되었다. 이 논문을 
포함한 위 사업의 연구결과는 2009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
이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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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최근 미국발 융 기로 인한 융시장의 혼란이 세계 실물경기의 기로까

지 이어지면서 융산업을 포함한 경제 반에 한 바람직한 정부규제의 수

에 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던 첨단 융자본주의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변되던 규제완화의 흐름을 되짚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번 기상황의 극복을 

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장기 으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규제의 강화가 정책의 기조인 정부 하에 있건, 아니면 규제의 완화가 정책의 

기조인 정부 하에 있건  사회에서 개인들의 일상은 각종 정부규제에 의해 

향을 받고 있다.

서울의 평범한 회사원 갑의 일상을 생각해보자.

갑은 아침 7시에 미리 설정해둔 라디오 알람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다. 라디오 

방송은 방송통신산업의 주 수규제 하에 있다. 출근 에 간단히 먹는 아침식사

는 엄격한 식품안 규제 하에 있고, 출근길에 들르는 주유소의 기름 가격은 석유

가격규제의 향을 받으며, 출근 직후에 e-mail 확인을 해 여는 인터넷 라우

는 Microsoft에 한 반독 규제의 향을 받고, 직장의 반 인 안 성은 직

업안 규제의 향 하에 있다. 갑이 일상 으로 사용하는 휴 화는 각종 통신

산업규제를 받으며, 갑이 출장을 해 이용하는 항공노선 한 엄격한 항공산업

규제 하에 있다. 갑이 퇴근 후에 친구와 식사하기 해 약해둔 식당에서는 흡

연이 엄격히 지되고, 주방장은 음식제조과정에서 트랜스지방 함량을 미리 밝히

도록 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많은 각종 규제

의 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종 규제의 당부에 한 법 인 검토는 기본 으로 규제행정법의 

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1)

1)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경제규제행정법’의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경
제규제’에 관한 논의는 개인과 공동체의 선택 전반에 관련된 것이고, 이는 결국 규제
행정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명제에 관해서는 경제적 분석의 대상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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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규제행정법의 당부에 한 논의가 실 합성을 가지기 해서

는 단순한 법리 인 검토만으로 부족하고 각종 규제들이 개인들과 기업들의 선

택의 방식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경제학  검토가 필수 임에도 불구

하고 실의 담론은 그 지 못하다는데 있다.

그간의 우리 행정법학은 법리 인 체계의 자족 인 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많

은 발 을 이루어왔지만, 규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행정의 작동원리에 한 

실증 , 경제학  분석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2)

이 논문에서는 경제규제행정법의 이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해나갈 것인가

를 경제학  분석의 에서 고찰하고 경제규제행정법이론에 있어서 경제  효

율성이 가지는 의미에 해 살피기로 한다. 

II. 경제규제의 개관

1. 경제규제의 발생 근거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 인 구성원리는 각 경제주체들이 각자 자신들의 독자

인 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개인 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으

로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구성원리가 제 로 작동하기 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합

리 인 단을 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되어야 한다.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로서 개인은 어떤 상품을 얼마의 가격을 지불하고 얼마

나 소비할 것인가, 얼마의 시간을 노동에 투입해서 얼마의 소득을 올릴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생산자들은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해서 얼마에 팔 것

인가, 벌어들인 이익 에 얼마를 연구와 개발에 투자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규제행정법 전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경제규제행정법이란 용어
를 사용하기로 하고, 문맥에 따라서 ‘규제행정법’과 ‘경제규제행정법’을 혼용해서 사용
하기로 한다. 경제적 분석의 대상에 관한 논의에 관해서는 허성욱, “법의 경제적 분석
에 관한 몇 가지 오해에 관한 고찰”, 서울 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 (2007. 12.) 참조.

2) 법학의 영역에서 그래도 이 문제의 본질에 관해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의 논의를 시도
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이원우, “행정법상 정부규제의 본질”, 육사논문집 제38집 (1990. 
7.), 13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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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  경제학이 제로 삼았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경제의 운 원리는 실에서 여러 가지 시장실패의 요소로 인해 제 로 실

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시장은 항상 독과 의 문제, 공공재의 문제, 외부효과의 문제, 정보의 불완 성

의문제 등과 같은 실패의 요소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역

에서는 정부가 규제의 형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부 한  경제의 행동주체로서 빠질 수 없는 한 

주체가 된다.

정부는 정부지출의 재원마련을 해 어떤 종류의 세 제도를 둘 것인지, 세율

을 얼마로 정할 것이지를 결정하고, 그 게 마련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에 한 경제  결정을 한다.

한 정부는 시장의 어느 부문에 해 규제의 형태로 개입할 것인가에 한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

라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보다 정부의 실패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부족함, 정

보의 불완 성 등으로부터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의사결정이 

강력한 이익집단의 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기인하기도 한다.

바람직한 규제의 수 에 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어왔지만,  사회에 있어

서 정부규제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입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다면 요한 것은 정부규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규제는 어떤 요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어떤 형태로 집행되는 것인지, 그 규제는 개인들의 선택에 어떤 향

을 미치는 것인지에 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에 해서는 뒤에서 살피는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의 본질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2. 경제규제의 수단

규제가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과 기업의 선택 변수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

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주로 논의되는 것은 가격, 수량, 그리고 기업의 수에 

한 의사결정들이다. 그 외 규제는 제품의 품질, 고, 투자수  등에 한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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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 

(1) 가격규제(Control of Price)

가장 표 인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독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경쟁가격에 가까운 수 으로 

가격을 낮출 것을 명하는 형태로 규제를 하게 된다.

가격규제는 규제의 강도에 따라 특정한 수 의 가격을 명하는 방식을 취할 수

도 있고, 특정한 범 를 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가격규제는 주택임 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등의 형태와 같이 가격의 상한을 정

하는 형태가 보편 이지만, 시장지배력을 지닌 독 기업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

서 축출하기 해 약탈  가격설정행 (predatory pricing)를 하는 경우에는 가격

의 하한을 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격규제는 가격자체를 제한하기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기업의 이

윤의 크기에 향을 미치기 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즉, 정부는 기업들

이 과다한 독 이윤을 취하는 것을 막고 정상이윤에 가까운 수 의 이윤을 취득

하도록 유도하기 해 가격규제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기업의 이윤을 결정하는 요소는 가격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으므로 가격규제만으로는 그 규제가 본래 의도했던 목 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규제가 단행되는 시 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서야 그 규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규제의 지체 상으로 인해 가격

규제로 달성하려고 했던 궁극의 목 을 달성하는데 실패하기도 한다.

(2) 수량규제(Control of Quantity)

정부는 경우에 따라서 수량규제의 형태로 시장에 개입한다. 수량규제는 가격규

제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1930년 부터 1970년 까지 Texas주와 Oklahoma주에서 Oil 

Company들에 해 최  원유생산한도를 정하는 수량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3)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건축규제는 체 으로 주택 공

에 한 수량규제로 이해될 수 있다.

3) W. Kip Viscusi, Joseph E. Harrington, Jr., John M. Vernon, Economics of Regulation 
and Antitrust, the MIT Press(4th ed.) [이하 “Economics of Regulation”으로 인용],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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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진출입통제(Control of Entry and Exit)

정부는 기업들의 시장진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제는 철도, 통신 등과 같이 자연독 의 문제가 발생하는 공공사업

(public utility) 부문에 있어서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공공사업은 사업 기에 막 한 고정비용이 투입되고 따라서, 평균비용

곡선이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띠기 때문에, 시장에 무 많은 사업자가 존재하

는 경우에는 모든 기업들이 자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 정부는 인허가 규제를 통해 기 고정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시기까

지 다른 경쟁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규제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진입규제가 기존 사업자에게 과도한 독 이윤을 가져다주

는 폐해를 막기 해 가격규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4) 기타 다른 변수의 통제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규제의 수단은 가격, 수량, 시장진출입에 한 규제이지

만, 그 외의 변수에 해서 규제하기도 한다.

표 인 것이 상품 는 용역의 최소 품질을 정하는 규제이다.

를 들어서 정부는 기 공  사업자가 압이 균일하지 않은 기를 공 하

거나, 정기 으로 정 이 발생하는 형태로 기를 공 하는 것을 막기 해 기

공  서비스의 품질에 해 규제를 하기도 한다.

한 건축 산업에 있어서 주택의 안 성을 담보하기 해 건축에 사용되는 원

자재 등의 최소 품질에 한 규제를 하는 것은 표 인 상품 는 용역의 품질

에 한 규제이다.

정부는 경우에 따라서 상품 는 용역의 고에 해 규제를 하기도 한다.

담배나 술의 고를 규제하거나, 변호사 고를 지하는 등의 규제가 그 이다.

이러한 규제는 담배나 술과 같이 해로운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거나, 변호사 업무의 지나친 상업화의 방지 등과 같은 공익

 목 을 실 하기 해 이루어진다.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에 한 의사결정에 해 

규제하기도 한다. 다른 형태의 규제와 달리 기업들의 투자에 한 규제는 기업들

의 생산방식이나 차에 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는 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들 간의 복투자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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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보통이다.

3. 경제규제의 역사적 진행경과

(1) 우리나라의 경우

이원우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규제의 역사  진행경과를 규제완화 정책의 역사

 개라는 에서 해방이후 재까지를 7개의 시기로 나 어서 설명하고 있

다.4)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규제정책은 ① 정부주도의 경제성장․발

정책이 각종 규제를 양산해냈던 해방 이후 1979년경까지의 규제강화기, ② 우

리나라에서도 서구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추진의 향을 받아서 규제완화의 논

의가 본격 으로 시작된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규제완화도입기(규제완화 제1

기), ③ 1998년에 설치된 행정개 원회, 1990년에 설치된 규제완화 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규제완화를 한 구체 인 제안과 구체 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시

작한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규제완화확장기(규제완화 제2기), ④ 1993년 출범

한 김 삼 정부가 추진한 세계화정책, WTO출범에 따른 세계화의 흐름에 수반하

여 우리나라에서도 경제행정규제완화 원회(1993. 5.), 행정쇄신 원회(1993. 5.), 

기업활동규제심의 원회(1993. 9.) 등의 기구가 설치되고, 보다 체계 이고 종합

인 규제개 의 추진을 해 행정규제기본법(1997. 8. 22.)이 제정되는 등 규제

완화를 한 제도  환경이 구축되기 시작한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규제완화

인 라형성기(규제완화 제3기), 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규제기본법의 

본격  시행을 통해 규제개 이 정부의 상설기구와 담 공무원에 의한 정부기

능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된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규제개 시스템정착기(규제

완화 제4기), ⑥ 규제건수의 축소가 아니라 규제품질의 개선을 목표로 정하고, 

규제개 에 있어서 수요자 심의 제도운 을 강화하는 성과를 가져온 2003년부

터 2007년까지의 규제개 시스템 리기(규제완화 제5기), ⑦ 2008년 이후의 규제

개 성숙기 혹은 과익규제완화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5)

4)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스티

스 통권 제106호(2008. 9.), 366-370.
5) 자세한 설명은 위 논문 해당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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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경우6)

1) 규제의 흐름

미국의 경우 기의 경제규제는 철도산업과 기, 화사업과 같은 공공사업부

문에서 시작되었다.

아래 [그림 1]은 미국에서 1980년 까지의 경제규제입법의 양  팽창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번의 주목할 만한 규제입법의 확

기가 존재하 는데, 1909년부터 1916년까지, 1933년부터 1940년까지, 그리고 1970

년  이 게 세 시기가 그 시기이다.

[그림 1] 시기별 경제규제입법의 수7)

1909년부터 1916년까지, 1933년부터 1940년까지의 규제의 확장기를 거쳐 1970

년 에 이르면서 연방정부의 규제권한은  산업부문에 미치게 되었다.

한편, 1970년  이후에는 규제입법이 폭발 으로 증가하 지만, 이 시기의 규

제입법은 각 산업부문별로 면  혹은 부분 인 규제완화의 흐름과 함께 진행

되었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양상은 지 까지 계속되고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규제입법의 수 의 변화는 각 시기의 경제상황의 변

6) 이 부분은 Economics of Regulation, 364∼368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7) Source: Center for the Study of American Business. Economics of Regulation, 365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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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한 련이 있다. 1930년 의 규제입법은 공황의 극복을 한 자유방

임주의의 폐기와 한 련이 있고, 1970년  이후의 규제완화의 흐름은 당시 

미국 경제가 겪고 있던 스태그 이션(높은 물가상승과 높은 실업율의 병존

상)의 극복 과정에서 깨달은 정부의 조정능력의 한계와 한 련이 있다.

2) 1930년  규제의 증가

독 산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의 감소를 막기 한 정부의 규제가 가능하

다고 단했던 Munn v. Illinois 결(1877)8),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우유 매사업 

등과 같은 일반 인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공익 인 목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 Nebbia v. New York 결(1934)9)을 거치면서 경

제규제에 한 정부의 개입의 법 인 장벽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러한 법 인 

단이 공황의 경제상황과 맞물리면서 1930년 의 폭발 인 규제입법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 다.

1930년 에 만들어진 규제입법과 그 입법의 결과로 만들어진 규제행정청의 내

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1887년부터 1940년까지의 주요 경제규제입법10)

Year Legislative Act Agency Created

1887 Interstate Commerce Act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1910 Mann-Elkins Act

1916 Shipping Act

1920 Transportation Act

1930 Oil Prorationing (Oklahoma, Texas)

1933
Banking Act
Securities Act

8) Munn v. Illinois, 94 U.S. 113, 134, 24 L.Ed. 77 (1877).
9) Nebbia v. New York, 291 U.S. 502, 54 S.Ct. 505, 78 L.Ed. 940 (1934).

10) Economics of Regulation, 36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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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Legislative Act Agency Created

1934
Banking Act
Communication Act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1935
Motor Carrier Act
Public Utility Act
Securities Exchange Act

Federal Power Commission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938
Civil Aeronautics Act
Natural Gas Act

Civil Aeronautics Board

1940 Transportation Act

이 시기를 거치면서 주간통상 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ICC)의 

권한은 기존의 철도산업뿐만 아니라 트럭, 배, 원유 수송  등과 같은 거의 모든 

운송 산업에까지 미치게 되었다.11)

기술 신을 통해 새롭게 발 하는 통신시장의 규제를 해 1934년 연방통신

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설립되었고, 도시간 통신산업

에 한 규제를 ICC로부터 넘겨받게 되었다.

그 까지 주정부에 의해서만 규제되었던 기산업과 천연가스산업도 이 시기

를 거치면서 연방정부의 규제 상으로 편입되었다. 천연가스산업에 해서는 이 

시기에 운송에 한 규제만 이루어졌고, 가격규제는 1950년  반에서야 이루어

지게 되었다.12)

공황시기의 융시장의 혼란은 자연스럽게 융산업에 한 규제로 이

어졌고, 이는 Glass-Steagal Act라고 불리는 1933년의 The Banking Act에 의해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FDIC)가 설립되었고,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이 통상의 체킹 어카운트(checking account)의 에 해서 이자를 지 하

는 것이 지되었고, 상업은행이 투자 융(investment banking) 사업에 참가하는 

것과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 을 수신하는 것을 지하 다.

1933년의 The Securities Act는 주식의 발행인에 한 공시의무를 부과하 고, 

1934년의 The Securities Exchange Act에 의해 증권거래 원회(the Securities and 

11) 해상운송(ocean shipping)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1936년에 설립된 Federal Maritime 
Commission에 의해 규제되었다.

12) Economics of Regulation,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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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Commission)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3) 1940년 부터 1960년 까지의 지속 인 규제확장

이 시기에는 격한 속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속도로 규제가 지속 으로 증가

하는 양상을 보 다.

특히 에 지 산업분야와 통신산업에서의 규제의 증가가 목할 만하 다.

이블 방송산업분야는 연방정부의 규제 상이 아닌 채로 남아 있다가 1968년

부터 FCC의 규제를 받게 되었고, 1954년부터는 그 까지는 송유 을 통한 운

송에 한 규제만 이루어지고 있던 원유와 천연가스 산업에 해서도 가격규제

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FCC는 1969년 MCI Communication이 도시간 통신사업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1970년  이후에 있었던 규제완화 흐름의 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4) 1970년 부터 1980년 의 규제완화의 흐름

이 시기는  산업분야에 걸친 범 한 규제완화의 시기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한 규제완화 입법의 황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러한 규제흐름의 경향을 반 하여 1977년에는 완 히 규제되는 산업분야의 

생산량이 미국 GNP의 17%를 차지하고 있었음에 비해, 1988년에는 그 비율이 

6.6%로 감소한 바 있다.

운송산업의 경우 1978년의 Airline Deregulation Act에 의해 항공산업이, 1980

년의 Staggers Act에 의해 철도산업이, 1980년의 Motor Carrier Act에 의해 트럭

운송산업이, 1982년의 Bus Regulatory Reform Act에 의해 승객용 버스운송사업

의 규제가 각각 완화된 바 있다.

통신산업의 진입장벽에 한 규제도 FCC의 1971년 Specialized Common 

Carrier 결정, DOJ의 1984년 AT&T 분할 결정 등과 같은 규제행정청의 일련의 

결정들에 의해 완화되었고, 같은 기간에 이블 방송 규제도 완화된 바 있다.

마침내 1981년 원유 가격규제가 Reagan 통령에 의해 철폐된 바 있고, 1978

년경부터 완화되기 시작된 천연가스 가격규제는 1989년경에 완 히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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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71년부터 1989년 사이의 주요 규제완화조치13)

Year Initiative

1971 Specialized Common Carrier Decision(FCC)

1972 Domestic satellite open skies policy(FCC)

1975 Abolition of fixed brokerage fees(SEC)

1976 Railroad Revitalization and Reform Act

1977 Air Cargo Deregulation Act

1978 Airline Deregulation Act
Natural Gas Policy Act

1979 Deregulation of satellite earth stations(FCC)
Urgent-mail exemption(Postal Service)

1980

Motor Carrier Reform Act
Household Goods Transportation Act
Staggers Rail Act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s and Monetary Control Act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Competition Act
Deregulation of cable television(FCC)
Deregulation of customer premises equipment and enhanced services(FCC)

1981 Decontrol of crude oil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executive order)
Deregulation of Radio(FCC)

1982
Bus Regulatory Reform Act
Garn-St. Germain Depository Institutions Act
AT&T settlement

1984
Space commercialization
Cable Television Deregulation Act
Shipping Act

1986 Trading of airport landing rights

1987 Sale of Conrail
Elimination of fairness doctrine(FCC)

1988 Proposed rules on natural gas and electricity(FERC)
Proposed rules on price caps(FCC)

1989 Natural Gas Wellhead Decontrol Act of 1989

13) Source: Updated table from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January 1989. Econo-
mics of Regulation, 36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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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0년  이후의 규제정책

1970년 에 시작된 규제완화의 흐름은 기본 으로 1990년  이후까지 지속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융산업, 운송산업의 규제완화는 이 시기까지 지속 으로 진행되어 왔고, 거

의 완 한 형태의 규제완화 수 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 다.14)

한편, 이러한 반 인 규제완화의 흐름 속에서도 이블 방송산업 등의 산업

분야에서는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힘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로 1996년의 Telecommunications Act에는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정

책이 혼합 으로 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규제를 둘러싼 반 인 흐름은 규제완화의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흔들림 없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상

황과 산업분야에 따라 규제강화의 힘과 규제완화의 힘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융 기에서 비롯된 실물경제의 기상황을 겪으면서 미국을 포

함한 세계 각국에서 지나친 규제완화가 경제 기의 원인이라는 지 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경제규제의 절차

(1) 규제 차의 개

규제가 이루어지는 차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단계로 나 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1) 제1단계: 규제입법

의회에 의해 규제입법이 만들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요한 행동주체는 물론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다. 그러나, 

규제입법은 만들어지면 언제나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들의 후생의 크기에 향을 

미치기 마련이므로 이 단계에서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이익집단을 형성해서 자신

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규제입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향력을 행사한다.

14) Economics of Regulation,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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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들은 자신들의 정치  고려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을, 다른 경

우에는 소비자들을 변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들의 이익을 고려한 입법을 해 노력한다.

2) 제2단계: 규제의 집행

일단 규제입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그 규제입법이 행정청에 의해 집

행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단계의 주된 행정주체는 규제행정공무원들이 된다.

규제행정청은 통상 인 정부조직의 한 부처일 수도 있고, 개별 규제 역에 

해 특별히 만들어진 독립 원회일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도 기업가들과 소비자들은 규제의 집행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

는 내용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

규제행정청은 행정입법(rule-making)의 형태로 규제를 집행하기도 하고, 행정처

분(미국 행정법의 경우 adjudication)의 형태로 규제를 집행하기도 한다.

3) 제3단계: 규제의 완화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만들어진 규제의 완화가 규제 차의 요한 부분을 차

지하기도 한다.

규제의 완화는 주로 의회에 의한 규제완화입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지만, 규제행정청이나 법원에 의해서도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 의한 항공산업규제완화입법(Airline Deregulation Act)이 이

루어지기 훨씬 부터 독립행정청인 Civil Aeronautics Board에 의해 실질 인 규

제완화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규제행정청에 의한 규제완화에는 통령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미국에서 DC 항소법원은 여러 산업분야에 한 규제완화 입장에 따른 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규제완화의 단계에서도 의회, 행정부, 법원의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기업

들이나 소비자들도 실질 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규제 과정에서의 행정 차(Administrative Process)의 역할의 재검토

종래의 규제이론에서는 규제과정에서의 행정 차의 의미와 역할에 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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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규제에 있어서 요한 것은 규제입법을 만드

는 입법자의 의도이고, 그 의도가 그 로 실 되어서 규제의 결과로 실 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Croley 교수는 규제에 있어서 행정 차가 가지는 의미와 행정 차의 

과정에서 규제의 실질 인 내용이 형성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을 지 하고 

있다.15)

그의 설명에 따르면, 종래의 규제이론은 규제의 결과(output)가 입법자의 규제

의사(input)의 단순한 반 이라고 보아서, 입법자의 의사로부터 규제의 구체 인 

결과를 측할 수 있는 아래 [그림 2]와 같은 모델을 상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실에서 실제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행정 차 혹은 행정과정이 큰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규제의 실질 인 내용이 정해진다고 보는 [그림 3]과 

같은 모델로 규제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한다.

입법자의 의사(input) >------------------------> 규제의 결과(outcome)

[그림 2] 규제모델 1: 전형적인 규제모델

입법자의 의사(input) >-----> 행정절차 >-----> 규제의 결과(outcome)
(Administrative Process)

[그림 3] 규제모델 2: 행정절차를 반영한 규제모델

나아가서 Croley 교수는 [그림 4]와 같은 더욱 발 된 형태의 규제모델에 따른 

규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모델에 따르면 규제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16)

우선 사회의 구성원들의 규제수요(Constituents’ Demand)가 입법자의 행동에 

향을 미치고 그것이 입법자의 목표(Legislators’ Goals)로 설정된다. 그 입법자의 

목표는 입법부의 조직(Legislative Organization)과 입법 차(Legislative Procedure)

에 의한 향을 받아서 행정청에 한 입법부의 규제지침(Legislative Directives)

15) Steven P. Croley, “Theories of Regulation: Incorporating the Administrative Process,” 
Columbia Law Review vol. 98 No. 1 (1998. 1.), 1-168 참조.

16) Croley, supra,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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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은 다시 행정청 구성원의 목표(Goals of Agency Personnel), 

료조직의 형태(Bureaucratic Organization), 행정 차(Administrative Procedure)와 

결합되어서 1차 인 규제의 결과(Initial Regulatory Outcomes)로 만들어진다. 그 

1차 인 규제의 결과에 해 행정부에 의한 통제(Executive Oversight), 입법부에 

의한 통제(Legislative Oversight), 그리고 사법심사(Judicial Review)가 이루어지면

서 “최종 인” 규제의 결과(Final Regulatory Outcomes)가 만들어지고 그 규제의 

결과에 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규제수요 충족여부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최종적인 규제의 결과

입법자의 목표사회 구성원들의 규제수요

입법자의 목표
+입법부의 조직
+입법절차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규제지침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규제지침

+행정청 구성원의 목표
+관료조직의 형태
+행정절차

1차적 규제결과

1차적 규제결과
+행정부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심사

[그림 4] 규제모델 3: 발전된 규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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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규제의 모습을 설명하기에는 규제모델 1은 

무나 단순한 형태의 가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나라의 규제행정법이론은 명시  혹은 묵시 으로  규제

모델 1에 따른 규제이론의 개에 머물고 있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규제의 당부에 한 복잡한 쟁 을 장황한 도그마틱의 설명 끝에 정작 요한 

논 에 해서는 “법치주의의 확립”, “기본권의 보장”, “입법자의 의사”, “공익” 

등과 같은 추상 인 념에 의존해서 결론을 내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

다음 에서는 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의 모습을 설명하고, 규제의 필

요성에 한 규범  정당성을 제공하는 경제규제행정법이론에 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한다.

III. 경제규제행정법이론17)

1. 서설

규제를 보는 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의 발 을 거친 것으로 나 어

서 살펴볼 수 있다.18)

공익이론, 포획이론, 규제에 한 경제  이론이 그것이다.

차례 로 살펴보기로 한다.

17) 이 부분 논의는 기본적으로 W. Kip Viscusi, Joseph E. Harrington, Jr., John M. 
Vernon, Economics of Regulation and Antitrust, the MIT Press(4th ed.) 제10장, George 
J. Stigler,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 no. 1(Spring 1971), 1-21, Sam Pelzman,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 (August 1976) 
211-240,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Gary S. Becker, “A Theory of Competition Among Pressure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8 (August 1983), 
371-400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18) 물론 규제에 관한 이론을 나누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Croley 
교수는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이론을 The Public Choice Theory, The Neopluralist 
Theory, The Public Interest Theory, The Civic Republican Theory의 네 가지로 나누어
서 설명하고 있다[Croley, supra, 31-86참조]. 이 논문에서는 논의의 전개를 위해 본문
의 분류와 같이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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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이론(Public Interest Theory)

이 이론은 규제의 근거를 시장실패에서 찾는 이론이다. 시장이 자유로운 경쟁

의 원리에 따라 원만하게 자원배분을 하고 있다면 규제의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해 정부가 규제

의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시장이 실패하고 있는 상태의 해결을 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러

한 규범  필요가 있으므로 실제로 규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에

서 이 이론을 “규범 인 분석을 통한 실증  이론의 도출(Normative Analysis as 

a Positive Theory, NPT)”의 방법론에 서있는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장이 완 경쟁 상태에서 원만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정부가 규제의 형태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자원의 최

배분이 달성된다는 것이 근  경제학의 이론이다. 그러나 실에서는 완 경쟁의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시장실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독과 의 문제, 외부효과의 문제, 정보의 불완 성, 공공재의 문제 등이 그

에 해당한다.

시장실패 해결을 한 정부개입으로서 규제는 의 모든 형태의 시장실패에 

해서 다 문제가 되지만, 특히 논의의 상이 되는 것은 자연독 과 외부효과의 

문제이다.

(1) 자연독 (Natural Monopoly)

[그림 5]와 같이 기업의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지속 으로 하강하는 모습을 가질 

때19) 그 산업분야는 자연독 상태에 있게 된다. 이는 사회 으로 필요한 수 만

큼을 최소비용으로 생산하기 해서는 오로지 하나의 기업만이 그 물품의 생산

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독 은 공익산업설비와 같이 

생산을 한 기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서 흔히 나타난다. 기, 통신산업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런 산업에서는 서비스의 추가생산에 드는 한계비용에 비

해 송 탑의 설치, 계기의 설치 등과 같은 기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특

징이고 따라서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평균비용이 지속 으로 감소하게 된다.

19) 따라서 기업의 장기한계비용곡선도 당연히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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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연독 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  효율성과 배분  효율성의 

충돌의 문제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독 산업에서는 하나의 기업만이 생

산에 종사하는 것이 생산  효율성의 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하나의 기업

만이 생산에 종사하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은 이윤의 극 화를 해 비용보다 높

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고 이는 배분  효율성을 해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해서는 시장에 많은 수의 기업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는 다시 생산

 효율성이 침해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장의 독자 인 힘에 의해 해결될 수

는 없게 되고 여기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는 주장의 논거가 자리 잡게 

된다. 

(2) 외부효과(Externality)

어떤 경제주체의 행 가 다른 사람에 이로운 혹은 해로운 효과를 미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하여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이 매겨지지 않고 있을 

때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로운 외부효과로 흔히 드는 로 양 업자와 과수원업자가 인 하여 양 업

과 과수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업자의 벌들의 활동에 의해 과일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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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어나는 효과를 과수원업자가 리지만 그 효과에 해 양 업자가 가격을 

매겨서 과수원업자에게 청구하지는 않는다면 과수원업자는 양 업자로부터 이로

운 외부효과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해로운 외부효과의 표 인 는 오염물질 배출의 경우이다.

이러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  비용과 개인  비용 사이의 괴

리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사회 으로 정한 수 보다 과다생산 혹은 과소생산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외부효과의 문제에 해 피구류의 사고방식은 이를 시장이 자발 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해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코우즈는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권리 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자발 인 상과 

교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외부효과의 문제가 곧바로 정부개입의 

정당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실에서 어떤 

원칙에 따라 권리를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심을 가진다.20) 

(3) 규범 인 분석을 통한 실증  이론의 도출(Normative Analysis as a 

Positive Theory, NPT)

규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한 이론은 규범 인(nor-

mative) 이론인 반면에, 실제로 규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실증 인(positive) 이론이다. 

‘실증  이론으로서의 규범 인 분석’은 실증 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규범 인 분석을 사용하는 인데, 이 분석에 따르면 규제는 시장실패의 교정

에 한 공공의 수요에 응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게 된다. 규제가 어떤 

원인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측면에서는 실증 이지만, 그 실증

인 결과의 도출을 해 어떤 시장실패에 해 정부가 어떻게 응해야 할 것인

가를 살피는 에서 규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만약 시장이 자연독 의 상태에 있다면, 시장의 자생 인 기

능에 의해서는 생산  효율성과 배분  효율성을 함께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

고, 정부가 가격규제와 시장진출입규제를 통해서 사회  후생의 증가를 가져올 

20) 이러한 권리관계의 상호성 혹은 외부효과의 상호성에 관해서는 Ronald H.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3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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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공의 규제에 한 수요에 부응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

다고 설명한다.

(4) 비

NPT 이론에 해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비 이 제기된다.21)

첫째는 규제에 한 수요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논리 개에 허 이 있

다는 것이다. 규제를 통해 사회  후생의 증가가 가능하여 규제에 한 수요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수요 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에서 

규제는 의회에서의 규제입법의 통과와 규제행정청의 행정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다. NPT는 규제에 한 공공의 수요가 어떻게 의회로 하여  규제입법을 통과시

키게 만드는지, 규제행정청이 어떻게 그 공공의 수요에 부합하게 규제정책을 펴

는지에 해서 아무런 논리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실에서 NPT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실증 인 증거가 발견된다는 

이다.

실에서는 효율성의 에서는 도 히 설명이 되지 않는 많은 규제들이 이

루어지고 있다. 

3. 포획이론(Capture Theory)

미국의 경우 1960년  이후 규제에 한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규제는 반

으로 생산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지 되었다. 

트럭산업과 택시산업 등의 분야에서 규제는 비용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고 잠재  

시장진입자들의 시장진입을 막음으로써 기존 사업자들의 지 (rent)를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 다.

이러한 실증 인 찰은 이른바 포획이론(Capture Theory)의 발 으로 이어

졌다.

포획이론은 NPT이론과는 정반 로 규제는 피규제자인 사업자들의 수요에 의

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규제입법을 만드는 의회와 규제정책을 집행하는 규제행

정청이 피규제자인 사업자들에 의해 포획된다고 보는 것이다.

포획이론은 규제의 실제에 더 부합하기는 하지만 이론 인 에서는 다음과 

21) Economics of Regulation, 37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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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두 가지 비 을 받고 있다.22)

첫째, 포획이론은 왜 규제가 사업자들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에 한 논리 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의 향을 받는 이익집단은 

사업자들 이외에도 소비자, 노동자단체 등이 있는데 왜 규제가 다른 이익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해 포

획이론은 논리 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포획이론의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실증 인 증거 역시 많이 찰되고 있

다는 이다. 실증 인 찰에 따르면 규제는 규모가 큰 사업자들에 비해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의 이익을 더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석유산업, 

환경규제, 제조물안 규제, 직업안 규제 등의 역에서 사업자들의 이익증진과 

무 한 규제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포획이론으로는 특정 산업에 

해 일정한 시기에는 규제가 이루어졌다가 사후에 다시 규제완화가 되는 과정에 

한 설명이 곤란하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 

 

4. 규제에 대한 경제적 이론(Economic Theory of Regulation)

실증 인 찰결과에 따르면 경제규제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방식으로만 이

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도 아니다. 규제는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이익집단의 힘의 역학 계에 따라 상황

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한 동일한 산업부문에 해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

라 규제가 엄격해지기도 하고 규제가 완화되기도 한다. 경제규제행정법에 한 

이론은 이러한 변화하는 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Stigler의 분석방법

NPT이론과 포획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이론틀

은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 러(George Stigler)의 1971년 논문인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23)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Stigler 모형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바탕을 두고 논의를 개한다.

22) Economics of Regulation, 380.
23) Stigler,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

gement Science 2, no. 1(Spring 197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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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의 가장 기본 인 힘은 그 구성원들에게 강제력(coercive power)을 행

사할 수 있는데 있고, 정부로 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하는 이익집단들은 정부규제의 결과로 

후생의 증가라는 이익을 얻는다.

② 규제의 내용을 정하는 의회와 행정부는 효용극 화(utility maximization)의 

방식에 따라 선택에 임한다는 에서 합리 인 선택(rational choice)을 한다.

스티 러는  두 가지 가정에 입각해서 “규제는 소득의 극 화를 추구하는 

이익집단들의 수요에 부응해서 공 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는 모델

을 만들어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규제는 이익집단들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

부터 자신들에게로 경제  이익을 이 시키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Stigler/Pelzman 모델

Stigler는 앞에서 본 기본 인 모델에 입각해서 실제로 어떤 이익집단들이 규

제를 지배하게 되는가에 한 논의를 계속 개해나갔고, 펠쯔만(Pelzman)은 

Stigler의 논의를 경제학  모델로 만들었다.24) Stigler와 Pelzman의 논의는 기본

으로 올슨(Mancur Olson)의 이익집단이론25)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26) 

Stigler/Pelzman 모델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① 규제입법의 주된 기능은 부의 재분배기능이다.

② 규제입법을 만드는 입법자의 행동은 다음 선거에서 재선되어서 입법자의 

지 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입법자의 유인체계에 의해 정해진다.

③ 이익집단들은 입법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치  지원을 제공하는 가로 자신

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얻기 해 노력한다.

24) Sam Pelzman,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 (August 1976) 211-240. 

25)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26) 한편, 이익집단이론을 포함한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공법이론을 재조명하는 시도에 
관해서는 허성욱, “공공선택이론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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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규제는 보다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잘 조직된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즉, 규제를 통해서 분산된 이익을 가

지는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이익집단으로부터 소수의 집 된 이익을 가지는 

구성원으로 구성된 이익집단에게로 부의 이 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실에서 찰되는 증거들과 상당부분 부합한다.

실제로 많은 규제입법들은 분산된 다수의 이익인 소비자들의 이익의 희생하에 

소수의 결집된 이익을 가지는 생산자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Stigler/Pelzman의 설명에 따라 실제로 어떤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지키는 내용

으로 규제가 만들어지는가에 한 모델을 만들어보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규제입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은 보다 많은 정치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재선되는 것을 목표함수로 삼고 있다. 입법자들은 

규제입법을 통해 그 사회의 어느 구성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재분배되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  지지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에 심을 가지고 있다. 

를 들어 경제규제입법에 있어서 입법자들은 가격에 한 규제를 함으로써 어

느 소비자가 이익을 리게 되고, 어떤 소비자가 손해를 입게 되며, 기업들이 얼

마나 추가 인 이윤 혹은 손해를 입게 되는지 그것들이 자신들의 정치  지지도

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에 심을 가지게 된다.

Pelzman은 구체 으로 가격과 진입규제에 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법자들의 정치  지지도 함수는 M(P, π)로 나타낼 수 있다(P는 가격, π는 

기업이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정치  지지는 감소하고, 기업이윤의 증가는 기업

가들의 정치  지지의 증가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M(P, π)은 P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π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성격을 갖는 함수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이윤 π는 가격(P)을 독립변수로 갖는 π(P)의 형태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π(P)는 Pm(독 가격) 이하의 가격에 해서는 가격의 증가에 따라 증가

하고, Pm 이상의 가격에 해서는 가격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함수로 이해될 



2008. 12.]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  효율성 671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6]27)의 π(P) 곡선과 같다.

[그림 6] 최적규제정책: Pelzman Model

한편 그림에서 M1, M2, M3는 동일한 수 의 정치  지지도를 얻게 되는 가

격과 기업이윤의 조합을 연결한 무차별곡선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정치

 지지도는 하락하고 그 하락 분만큼 기업들의 지지도를 높이기 해서는 더 

높은 기업이윤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고, 낮

은 가격과 높은 이윤의 조합이 정치  지지도를 높이므로 북서쪽으로 올라갈수

록 더 높은 정치  지지도를 나타내는 무차별곡선이 된다(M3 > M2 > M1).

입법자들은 이윤함수 π(P)의 제약조건 하에서 정치  지지도를 극 화하는 가

격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그림에서 P*
가 된다. 그림에서 P*

는 기업이윤이 0이 되

는 경쟁가격 Pc보다는 높고, 독 가격 Pm보다는 낮은 수 에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입법자들이 단순히 기업가들의 이윤을 극 화하는 

27) Economics of Regulation,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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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규제의 내용을 정하지 않는다는 을 알 수 있고 이 은 포획이론의 

결론과 다른 이다.

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규제의 내용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에 한 다음의 

요한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규제이 에 시장균형에 의해 형성된 가격이 P*에 가까울수록 추가 인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기업 혹은 소비자들이 시장균형을 통해 가지고 있는 가

격이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가격인 P*에 이미 가까우므로 입법자들에 한 

향력 행사를 통한 규제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은 상 으로 게 되고 따라

서 규제의 실 을 해 기업과 소비자들이 노력할 유인은 어들게 된다.

반면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경쟁가격인 Pc에 가깝거나 독 가격인 Pm에 

가까운 상태라면 규제를 통해 P*를 실 하려는 유인은 단히 강해진다. 어느 경

우에나 규제를 통해 어느 한 이익집단은 상당한 이익을 릴 수 있게 되기 때문

이다. 

(3) Becker 모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Stigler/Pelzman의 모델은 입법자들이 자신들에 한 정치

 지지를 극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규제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 다.

이에 반해서 Stigler와 마찬가지로 노벨상 수상자인 Gary Becker의 분석28)은 

이익집단들 사이의 경쟁에 보다 더 을 두고 있다. 

Becker는 입법자 혹은 규제행정청의 역할을 이익집단의 압력을 규제입법  

규제행정으로 환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여서 이해하 고, 따라서 규제입법  규

제행정은 보다 강한 이익집단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 다.

논의를 단순화하여 이익집단 1과 이익집단 2 두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

해보자.

각 이익집단은 규제정책에 향을 미침으로서 자신의 후생의 증가를 실 할 

수 있는데, 이익집단 1이 얻게 되는 후생의 증가분은 이익집단 1 자신이 입법자

28) Gary S. Becker, “A Theory of Competition Among Pressure Groups for Political In-
flu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8 (August 1983), 3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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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규제행정청에게 행사하는 향력의 정도(p1)와 이익집단 2의 향력(p2)에 의

해 결정된다. 한, 이익집단의 구성원 숫자가 많을수록, 각 이익집단이 향력 

행사를 해 사용하는 자원의 양이 많을수록 향력은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익집단 1의 더 큰 향력 행사와, 이익집단 2의 은 향력의 행사는 정치

과정에서 이익집단 1의 더 큰 이익의 증가로 이어진다.

규제로 인한 이익집단 1의 이익의 증가분을 T로 나타내면 T는 I(p1, p2)의 형

태로 나타낼 수 있고 I를 이익집단 1의 ‘ 향력 함수’라고 부르기로 한다.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I는 p1에 하여 증가함수이고 p2에 하여 감소함수이다.

규제로 인하여 이익집단 1에게 T만큼의 이익의 증가가 발생하기 해서는 이

익집단 2에게 (1+x)T (x≥0) 만큼의 손해가 발생해야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

다. 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이익집단 1이 얻게 되는 이익의 크기보다 이익집단 

2가 입게 되는 손해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크기는 xT가 되며 이

는 규제로 인하여 후생의 자 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한다.

Becker의 모델에서 이익집단 1과 이익집단 2의 향력의 총합은 고정된 것으

로 간주한다. 이는 이익집단 1과 이익집단 2의 향력의 크기를 두 집단 간의 

상 인 크기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이익집단이건 향력의 행사를 

해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손해의 증가로 귀결되므로 

각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향력의 수 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이익집단이 향

력의 행사를 해 투자하는 자원의 크기에 항상 심을 가진다.

각 이익집단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상 방의 향력의 크기가 정해진 상태에

서 자신의 가장 최선의 향력의 크기에 한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익집단 2

의 향력의 크기가 p2인 경우 이익집단 1의 에서 최 의 p1의 값을 ψ1(p2)

로 표시할 수 있고 그 궤 은 아래 [그림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9)

29) 이는 과점이론 중 Cournot 모델 또는 Bertrand 모델에서의 최적반응곡선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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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ecker 모델에 따른 정치적 균형

ψ1(p2)는 이익집단 1의 에서 이익집단 2의 향력의 크기의 변화에 따라 

이익집단 1 자신의 최 의 향력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이익집단 1

의 “최 반응함수(best response function)”라고 부르기로 한다.

를 들어서 이익집단 2가  만큼의 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상된다면 이

익집단 1의 정 향력 수 은 ψ1()가 되고 이는 [그림 7]에서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익집단 2가 더 큰 향력을 행사할수록 이익집단 1의 입장에서는 이

익집단 2의 향력을 상쇄하기 해 더 큰 향력을 행사해야 하므로 ψ1(p2)는 

p2에 하여 증가하는 함수로 표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균형”은 “두 이익집단 모두가 더 이상은 자신들의 

향력에 한 재의 결정을 변경할 유인이 없는 각 향력 수 의 조합인 (p1
*, 

p2
*)”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이익집단 2의 향력의 크기가 p2

*인 경우 이

익집단 1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 화하는 향력의 크기가 p1
*
이고 동시

에, 이익집단 1의 향력의 크기가 p1
*인 경우 이익집단 2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

익을 극 화하는 향력의 크기가 p2
*이란 것을 의미한다.30)

30) 이 개념은 기본적인 게임이론에서 각 이익집단이 동시에 자신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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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에서 정치  균형은 ψ1(p2)곡선과 ψ2(p1)이 교차하는 (p1
*, p2

*)으로 나

타나게 된다.

이 모델에서 주의할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31)

첫째, 각 이익집단의 향력의 크기는 다른 이익집단의 향력의 크기와의 상

인 에서 평가된다는 이다. 이 에서 각 이익집단에서 무임승차의 문

제의 심각성은 통상 인 집합행 이론의 경우보다 완화된다. 이 모델에서 요한 

것은 각 이익집단에서의 무임승차의 문제의 심각성이 다른 이익집단의 그것에 

비해 상 으로 얼마나 더 심각한가의 문제로 이해된다.

둘째, 각 이익집단은 서로가 더 은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정치  향

력의 수 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에서  정치  균형은 토 최 이 아니

다.32) 이는 실의 수익  허가처분에 있어서 경원자들이 허가를 얻기 하여 경

쟁 으로 투자를 하는 실증 인 찰결과와 일치한다.

이상과 같은 Becker의 모델을 사용하여 우리는 사회 체 인 에서 후생

의 증가를 가져오는 규제정책이 그 지 않은 것보다 더 잘 채택되고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을 보일 수 있다. 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앞에서 얻은 정치  균형의 개념을 사용하여 규제로 인한 자 손실 x가 

커질수록 규제활동의 크기(T의 크기로 평가할 수 있다)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x의 증가는 이익집단 1의 이익증가로 인해 이익집단 2가 

입게 되는 손해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익집단 2는 이익

집단 1의 향력 증가활동에 응하여 더 많은 자원을 자신의 향력 증가를 

해 사용할 유인을 가지게 되고 이는 [그림 7]에서 이익집단 2의 최 반응곡선을 

ψ2(p1)에서 ψ2
0(p1)으로 변화시킨다. 를 들어서 이익집단 1이 p1

*
의 향력을 행

사할 것으로 기 되는 경우 이익집단 2는 p2
*가 아닌 p2

"의 향력 행사를 해 

자원을 사용하게 된다. 결국 (p1
0, p2

0)에서 새로운 정치  균형이 만들어지게 되

정하는 게임에서 Nash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31) Economics of Regulation, 387-388.
32) 그 논리적 설명은 과점시장이론 중 Cournot 결과가 파레토 최적이 아닌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許 盛 旭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4호 : 647∼682676

는데, 이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익집단 1, 2 모두 종 의 균형에 비해 더 

많은 향력의 행사를 해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할 것은 이익집단 1의 최 반응곡선은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이익집

단 2의 행동의 변화에 따라 이익집단 1도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 1의 향력 증가의 크기는 이익집단 2의 그것에 비해 일반

으로 더 작고33) 이는 결과 으로 규제를 한 향력의 순증가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론은 다음의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연독  상태에 있는 산업 A와 경쟁 인 산업 B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산업 B는 경쟁을 통해 이미 최 의 후생수 을 달성하고 있는 반면에 산업 A는 

그 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규제로 인한 자 손실의 크기

는 산업 B가 산업 A에 비해 더 크게 된다. 한편 앞에서 논의한 결론에 따르면 

산업 B의 경우 규제로 인한 자 손실의 증가분이 산업 A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규제를 한 향력 행사의 크기는 산업 A에 비해 산업 B가 더 작아진다는 것

이었다. 

이러한 Becker 모델의 설명에 따르면 시장실패의 상황을 겪고 있는, 그래서 규

제로 인해 발생하는 자 손실의 크기가 상 으로 작거나 음(-)의 값을 갖는 산

업에 해서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규제로 인해 이익을 얻는 이익집단은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므로 더 많은 향력의 행사를 해 자원을 사용할 것이고, 반

로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는 이익집단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자 손실의 

크기가 작으므로 상 으로 손해를 덜 입게 될 것이어서 그 규제를 지하기 

해 상 으로 더 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역에서 규제가 더 쉽게 일어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다는 에서 Becker 모델은 Stigler/Pelzman 모델에 비해서 NPT의 입장에 더 가

깝다.

그러나 Becker 모델에서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역이라고 해서 항상 규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에서 NPT와는 구별된다. Becker 모델에서 

규제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각 이익집단들 사이의 향력의 상 인 크기인데, 

33) 두 이익집단의 최적반응곡선의 기울기의 차이로부터 그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008. 12.]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  효율성 677

그 향력은 규제가 후생에 미치는 향뿐만 아니라 각 이익집단들이 얼마나 효

율 으로 자신들의 인력과 자원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향력을 입법자들과 규제

행정청에게 미치게 하느냐에 의해서 정해진다.

IV.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 나가는 말

지 까지 어떤 역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규제가 발생하는지, 규제의 수 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해 다양한 이론  고찰을 해 

보았다. 규제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개인들의 일상의 모든 면에서 존재하고 

개인들의 선택에 향을 미치지만 그 규제가 발생하는 원인, 규제의 수 이 정해

지는 방식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규제행정법을 해석하고 규제행정의 타당성을 단함에 있어서 도그마틱 인 법

리  설명만으로는 실질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규제행정법의 이론과 본질에 해서 학제간 연구의 에서 

논의를 개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공익이론이나 포획이론에 비해서 규제에 

한 경제  이론이 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규제의 다양한 태양을 더 넓게 

포섭해서 설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규제에 한 경제  모델은 명시 이건 묵시 이건 규제의 과정에서의 경제  

효율성의 변화에 심을 두고 있다.

그 경제  효율성은 개별 이익집단의 경제  효율성이 될 수도 있고, 맥락에 

따라서는 국민경제 체의 경제  효율성이 될 수도 있다.

경제  분석의 에서 경제규제이론에 해서 살펴본 앞에서의 논의의 개 

과정에서 다음의 에 한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경제규제행정법이론은 결국 공동체의 자원배분에 한 공 인 의사결정

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희소한 공동체의 자원배분에 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경제  효율

성이 그 주된 단의 거기 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규제의 형태로 공동체의 자원배분에 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한 

규제행정법이론은 그 행동주체의 선택방식에 한 경제  분석에 바탕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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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고 필수 이다. 

규제에 한 이론은 그 논의의 폭과 깊이가 무나 넓고 깊은 것이어서 그 논

의의 상들을 이 논문에서 다 다루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경제  분석의 에서 규제행정법이론에 한 필자의 앞으로의 

연구의 출발 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쟁

들  더 심화된 논의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이만 을 마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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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ministrative Law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Seong Wook Heo
*

34)

The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address the problem of how to establish 

the rules on the redistribution of scarce resources in our society.

If we define the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as such, then we have to 

understand economic regulation in relation to the role of market system and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the main criterion to evaluate economic regulatory 

rules.

There can be three categories of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First, the Public Interest Theory explains that economic regulation is made in 

the field of market failure to correct that failure.

Secondly, the Capture Theory explains that economic regulation is the outcome 

of capture of legislators and regulatory agencies by the industry which is the 

main object of regulation.

Those two theories have many empirical evidences which fit to the explana-

tions of each theory.

There are, however, also large amounts of other empirical evidences which do 

not fit to the explanations of the two theories. 

Moreover, those two theories lack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ory on economic regulation in the 

perspective of economic analysis.

In this paper, I reviewed Stigler/Pelzman model and Becker model on econo-

mic regulation.

By reviewing the economic theories on economic regulation, I have tried to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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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that it is necessary and essential to have economics perspective on regula-

tion to better understand the real features of economic regulation in reality.

Key words: economic regulation, efficiency, economic analysis, public interest, 

market failure, capture, stigler/pelzman model, becker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