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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의 개정 도서정가제는 지난 2014년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했다. 필요한 물건을 가급적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인류의 상식

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사 및 지역서점의 동업조합들과 정부관료 및 입법자들은

도서의 가격할인을 규제하는 입법을 통해 그러한 인류의 상식을 혼란시켰다.

본고는 도서정가제가 중상주의와 동업조합정신을 계승한 정책이라고 보아, 그

러한 정신이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에 어떤 해악을 미치는지를 논하고자 하였

다. 특히 소비자주권 사상의 뿌리와 중심을 각각 아담 스미스와 미제스라고

보고, 종합적으로 이해한 이들의 사상을 기반으로 도서정가제 입법과정 전반

을, 특히 공식적인 참여자들의 토론내용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분석결과,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참여자들은 특정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연적인 분배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했고, 경쟁에 대한 반감이 강했으며, 가격은 동업조합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생산자의

혁신이 시장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에 대

한 주관주의를 고려하지 않았고, 도서정가제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

하는 정책이라고 믿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공

존과 상생을 오해하고 그것들을 교조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법을 자신의 의지

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겼다. 또한 도서정가제가 출판유통산업은

물론 지식문화와 출판문화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

고 특히 최근 개정 과정의 입법자들은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된 것이라면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법으로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는 인식이 강했는

데, 이것이 바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서정가제를 탄생시킨 주된



요인이었다. 이렇듯 협상민주주의가 소비자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밀어낸 결

과, ‘소비자의 지배’는 ‘생산자의 지배’로 대체되고 말았다.

전반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지지했던 정책결정자들은 시장을 교정하거나 정

화하여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시장을 물리적인 공간

쯤으로 여기거나, 타인의 이성은 과소평가하면서 자신의 이성은 과대평가하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시장 또는 시장과정은 물리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전적

으로 인간행동의 결과이며,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커 시장사회에서 사람들과

의 협력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그들은 경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시종일관 드러냈는데, 이는 경쟁을 오로지 약육강식과 승자독

식의 ‘생물학적 경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은 누구에게 이익을 빼앗기거나 누구에게서 이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교환학적 경쟁’임을 이해해야 한

다. 또한 그들은 그저 입법부를 통과한 것이기만 하면 모두 법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법이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약탈하는 것이 아닌 보

편적인 것이어야 하며, 부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야 함을 정

책결정자들은 알아야 한다.

주요어: 도서정가제, 소비자주권,

소비자의 지배, 소비자민주주의,

자연적인 분배, 교환학적 경쟁,

아담 스미스, 루드비히 폰 미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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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난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 100일 맞은 도서정가제, 일단 연

착륙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신간도서의 최종판매가격이 평

균적으로 하락하여 책값 거품이 빠지면서 도서가격의 안정화조짐이 나타났”

으며, “책이 가격이 아닌 가치로 평가받는 추세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자평하는 이 보도자료는 “개정 도서정가제의 효율적인 정착과 독서/출판 분

야의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글을 마치고 있다(문

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2015, 3월 2일).

그런데 이와 가까운 기간에 한 온라인 패널조사 기관이 (2014년부터 조사시점

까지 독서경험이 있는) 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을1) 대상으로 도서정가제

관련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보면 사뭇 온도차가 느껴진다. 우선 도서정

가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18.2%, “잘 모른다”는 응답은 29.2%, “반대

한다”는 응답은 과반인 52.6%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에서 도서정

가제로 인해 도서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해진 것 같다”는 응답은 1.6%에 불

과했으며, “별 차이 없는 것 같다”는 응답은 35.2%였고, “비싸진 것 같다”는

응답은 무려 63.2%로 나타났다(마이크로밀엠브레인, 2015, 2월) 여론조사결과를 있

1) 목적적 할당표본추출법(purposive quota sampling)을 통한 만19∼29세 남(125명)·여(125명), 만30∼39

세 남(125명)·여(125명), 만40∼49세 남(125명)·여(125명), 만50∼59세 남(125명)·여(125명)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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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같은 정책에 대한 정부와 국민(소비자)의

생각 사이에 높다란 장벽이 존재하는 듯하다.

위의 패널조사에서 도서정가제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

체의 6.9%에 불과할 정도로, 도서정가제는 이제 국민적 유명세를 얻은 정책

이다. 그런데 이는 출간한 지 18개월이 안 된 신간(新刊)에만 적용되었던 기존

의 할인율규제가, 지난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

조 일부개정으로 구간(舊刊)을 포함한 모든 도서에 적용되는 위력을 얻게 된

까닭이다. 더욱이 할인범위도 정가의 10% 이내 가격할인에 더해 정가의 5%

이내 간접할인(마일리지 따위)까지만 제공할 수 있도록 축소하였고,2) 기존에는

예외로 두었던 도서관까지도 똑같이 할인율규제 하에 두게 되었다. 도서정가

제 시행 국가로는 프랑스(24개월 이내 신간에만 일반소비자5%·도서관9% 할인율규제),

포르투갈(18개월 이내 신간에만 일반소비자10%·도서관20% 할인율규제), 이탈리아(20개월

이내 신간에만 일반소비자15%·도서관20% 할인율규제) 등이 있으나(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

원, 2013), 현재의 한국만큼 강력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곳은 전 세계 어디

에도 없다.

사실 한국의 도서정가제는 그야말로 오랜 갈등과 투쟁의 산물이다. 최근의

현행 도서정가제가 신간과 구간 구분 없이 모든 도서에 적용되는 세계에서 가

장 강력한 도서가격규제인 까닭에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뿐이지, 오히

려 2002년 첫 입법까지의 과정이 더욱 격렬하고 논쟁적이었다. 2002년의 제정

이후에도 출판·서점계는 인터넷서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도서정

가제는 계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니 더욱 강

력하고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출판·서점계의 목소리도 있는

데다, 이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관료들은 물론 여야정치권의 지지까지 받고 있

어, 향후 도서정가제는 더 큰 위력을 얻을지도 모를 일이다.

2) 기존에는 신간에만 정가의 10% 이내 가격할인에 더해 정가의 9% 이내 간접할인까지만 제

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므로, 특히 인터넷서점은 도서소비

자에게 큰 폭의 가격할인을 제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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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치열한 갈등과 투쟁의 입법과정에서 거의 완벽하게 소외되

어 온 이들이 있다. 바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비자들이다. 도서정가

제는 소비자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책이지만, 정작 공청회에서는 소비자대표

를 자처하면서 출판·서점계 못지않을 정도로 도서정가제를 강력히 지지하는

시민단체인사들이 의석을 차지했다. 결국 현행 도서정가제는 19대 국회 제

324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15명 중 단 2명만이 기권하고, 나머지 여야 213

명 모두 찬성함으로써 완벽한 승리로 기록됐다.3)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해줄

국민의 대표는 국회에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현행 도서정가제가 막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득연(2014)은 개정법의 주요 내

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 효과를 전망했다. 그는 한국소비자원 소속이었지만,

도서정가제가 가격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과 중소서점 등

을 보호해낼 수 있다면서, 새 개정법의 틀 안에서 소비자이익을 기대 또는

낙관했다. 이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우선과제로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도

정책현실에서는 그 목소리를 내는 데 소극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심재한(2003)은 처음으로 법제화된 도서정가제의 시행 효과를 비

판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일

반적으로 제한하되 서비스 경쟁이나 상표 간 경쟁은 오히려 촉진할 수도 있

지만, 도서정가제의 경우에는 그저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자를 보호하

는 효과만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연태훈(2004)은 한국의 많은 규제들이 실상은 경제주체들 간 소득재분

배를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미화되는 규제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도서정가제에 대한 경제수학적 이론분석을 시도

했다. 그는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잉여 및 사회 전체 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

3) 야당의원 한 명이 반대 투표했으나, 실제로는 찬성인데 표결기 조작착오였다고 밝혀 최종

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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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론적으로 도출했으며, 특히 그러한 규제의 도입은 그 보호대상이 되는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도 조직화되지 못하는 소비자의 성격에 큰 원인이 있다

고 진단했다.

그리고 최근의 도서정가제 개정논의가 이뤄지던 시기에, 이혜영(2013)은 그

동안의 도서정가제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이해집단이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양태를 이론적으로 고찰했는데, 특히 윌슨(James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을

기반으로 도서정가제를 분석했다. 그는 도서정가제 입법과정에서 주요관계자

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다가 점차 의견들이 투입되고 타협이 이루어지지만,

결국 고객정치(client politics)나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의 위력 앞에

서 소비자이익은 철저히 배제되는 정책현실을 기술했다.

또한 현행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 조성익(2015)은 직접 수집한 데이터

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베스트셀러 판매

가격을 16.2% 인상시켰고, 스테디셀러 판매가격을 40% 이상 인상시켰으며,

판매량은 12.1%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실험적인 후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소비자잉여는 최소 한 달에 130억 원 이상 감소하였으

며, 이중에서 90억 원 정도는 인터넷서점으로 이전되었고, 오프라인서점은 한

달에 35억 원 정도 추가적 손실을 입었으며,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한 달

최소 80억 원 이상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최근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적

어도 2015년 상반기에는 성공적이지 않았으며, 수혜자로 기대되었던 오프라

인 중소서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았고, 대형 인터넷서점들만 상당한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어디에도 전달되지 못하고 그냥 소멸한 사중

손실의 규모가 전체 시장의 3.3%에 달했으며, 소비자들의 피해규모는 예상보

다 훨씬 더 컸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정부나 공공기관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2012년 개정된 출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도서정가제 새 개정안을 지지하려는

의도로 경제성 분석 연구를 발간했다.4) 이 연구에서 김광석, 김천구, 박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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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pp. 55-56.)은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서의 실질가격이 상승하게 됨

에 따라 도서수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만 “도서의 콘텐츠가 질적으로 우

수해지고, 도서 유통서비스가 확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이를 상

쇄”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최근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

어가기 약 2주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여기

에는 새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의 가격선택권을 제약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은 감소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할인판매를 전제로 형성된 가

격거품”이 제거됨으로써 결국 “소비자에게 문화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

라는 주장이 실려 있다. 덧붙여 소비자들은 “과다한 할인으로 유인되던 도서

구매 관행”에서 “탈피”하여 “양서 접근”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지역서점 활

성화로 인터넷서점 이용이 어려운 노인, 어린이, 산간지역의 도서접근성”이

향상될 것이고, “인터넷서점 및 대형서점, 지역서점 등 다양한 도서구매 경로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도 실렸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11월 5일).

도서정가제는 할인판매에 대한 규제로서, 한마디로 소비자가 책을 더 싸게

사는 것을 막는 정책이다. 필요한 재화를 가급적 싸게 사기를 원치 않을 사

람은 세상에 거의 없으므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

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불만은 근시안적인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면에

서 훌륭한 결과에 이를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18세기 독일의 작은 도시 오스나브뤼크(Osnabrück)에서 활동했던 유스투스

4) 이는 물론 외주 연구로서, 으레 그러하듯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

구진의 의견”이라고 적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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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저(Justus Möser)는, 길드(guild) 중심의 지역전통 경제가 바깥의 더 넓고 새로

운 경제에 의해 파괴될 것을 우려했던 저술가이자 고위관리였다. 그는 오스나

브뤼크 밖의 지역에서 대규모분업으로 생산된 값싸고 질 좋은 상품들이 유입

되면 지역전통의 수공업자들이 고통 받고, 나아가 전통문화의 다양성과 봉건

적 정치질서까지도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가 적극 옹호했던 길

드는 정치권력과의 긴밀한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타지의 상품들과 경쟁하지

않고 독점을 누릴 수가 있었다.5) 그로부터 200년이 훌쩍 넘은 엉뚱한 타지에

서 뫼저와 길드의 정신이 목격된다. 물론 이는 전파된 정신은 결코 아니고,

조선의 금난전권(禁難廛權)만 보더라도 우리 고유의 것이 분명하다.

1977년 민간협약 차원의 도서정가제로부터 30여 년이 지나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정 도서정가제가 확립되었지만, 그 어느 곳에서 구입하든 같

은 책이면 모두 같은 가격이어야 한다는 완전도서정가제 또는 완전정찰제에

당도할 때까지 출판·서점계의 갈 길은 아직도 남았다. 그리고 이들에 거의

한 목소리로 힘을 싣는 정부와 국회도 이제는 상시대기중이다. 특히 이들은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혜택을 선사한다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

이고 공익적인 것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앞서 소개했던 (도서정가제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논문들은 소비자잉여,

소비자후생, 소비자이익, 소비자피해 등 경제적 차원에서의 이익감소 또는 손

실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비자의 이익이 과연 얼마나 감소했는지

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도서정가제를 비판하는 매우 좋은 근거가

된다. 다만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의 이익을 줄이기에 잘못된 정책이라는 접근

만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국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소비자 후생 감소는 현

행에 비해서 2%에 불과하다라는 통계를 저희가 확인을 했”다면서, “책 한권

5) 이는 「Muller, Jerry. (2002). The Mind and the Market. 서찬주, 김청환 역, 자본주의의

매혹 (2006). 서울: Human & Books.」을 참고해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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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데 거의 200원, 많아 봤자 300원 정도 오르는 것을 가지고”라고 발언하

기도 했다(제323회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1호, 2014. 4. 16.).

경제적 차원의 문제로만 접근하게 되면, 이런 자들과 이런 식의 논의에 갇힐

수 있다.

도서정가제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철학적

인 차원의 논박이 필요하다.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의 자유와 자기결정을 침해

하여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점, ‘소비자의 지배’를 강제력을 동원

하여 ‘생산자의 지배’로 대체한다는 점, 수많은 소비자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따른 자연적인 분배를 교란한다는 점 등을 지적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소비자주권 사상을 중심으로 논리 타당한 비판

을 해내더라도, 현실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다. 정부

와 국회는 도서정가제를 두고 공익적이고 민주적인 것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

으므로, 이 현대판 금난전권이 더욱 강화되도록 계속해서 힘을 실어줄 가능

성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록위마(指鹿爲馬)와도6) 같은 현실의 모순 속에서

“그것은 말이 아니라 사슴이다.”라고 조고(趙高)에게 강력히 쏘아붙일 수 있

는, 보다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근거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논문이 될 것이라

는 기대는 놓지 않고 있다.

본고는 도서정가제가 뫼저와 길드의 정신, 중상주의(Mercantile System)의 정

신, 동업조합(corporation)의 정신, 그리고 금난전권의 정신 등을 계승한 정책이

라고 보아, 그러한 정신이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에 어떤 해악을 미치는지를

6) 조고(趙高)가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신하들이 따르지 않을까 두려워 먼저 시험을 해보

기로 하고는 사슴을 끌고 와서 이세[필자: 조고가 시황제의 유서를 위조하여 옹립한 2대 황제를 가리킨다.]

에게 바치며 “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세는 웃으며 “승상이 잘못 안 것이 아니오? 사슴을

말이라고 하니 말이오(指鹿爲馬)”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일부는

아무 말이 없고, 일부는 말이라 하며 조고의 비위를 맞추었고, 일부는 사슴이라 하였다. 조

고는 사슴이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몰래 죄를 씌워 처벌하였다. 이후로 신하들 모두가 조고

를 두려워하였다(김영수 역, 완역 사기 본기 2권, 권6 진시황본기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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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고자 한다. 물론 도서정가제가 과연 그러한 정신을 계승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역시 논할 것이다. 특히 도

서정가제 입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이들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근저의 인식을 추론하고자 하며, 그러한 인식의 오류를 논리적으로 해부하고

자 한다. 또한 도서정가제 입법과정에서 주요행위자들이 어떤 방법이나 전략

을 통해서 소비자주권 또는 ‘소비자의 지배’를 배척해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며, 입법과정 전반을 소비자주권 사상을 중심으로 철학적으로 비판해보고

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의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주권 사상을 탐구한다. 소비자주권 사상의 뿌리는 아담 스미스

(Adam Smith), 소비자주권 사상의 중심은 미제스(Ludwig von Mises)라고 보고 이

들의 사상을 기반으로 소비자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들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고, 과연 소비자주권을 어떤 관점으로 이

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는 모두 제2장에서

논한다.

둘째, 도서정가제 제정 및 개정의 경과를 상세히 파악한다. 도서정가제는

여러 차례의 발의와 제·개정을 거친 복잡한 정책으로서, 그 내용이나 관련사

건 역시 복잡하다. 단순한 확인만이 아니라, 규제의 성격도 더불어 논하도록

한다. 이는 모두 제3장에서 논한다.

셋째, 도서정가제 법안별 참여자들의 공식적인 견해를 확인한다. 이는 국회

회의에서 이뤄진 토론과는 달리, 상호작용이 없는 진술 또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본고의 주된 분석대상인 것은 아니나, 입법과정 참여자들의

근저의 인식을 추론하는 데 있어 보조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단순한 확인만

이 아니라, 비판적 의견도 제시하도록 한다. 이는 모두 제4장에서 논한다.

넷째,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뤄진 토론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는 앞의

아담 스미스와 미제스의 소비자주권 사상에 대한 종합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본고의 주된 분석으로서, 소비자주권 사상과 관련지어 쟁점을 도출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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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총 11가지 쟁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이는 도서정

가제 모든 상임위 회의의 내용을 거의 누락 없이 포괄한다. 이는 그만큼 도

서정가제 자체가 소비자주권 사상과 밀접하다는 증거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주권 사상이 도서정가제 입법과정을 분석하고 특히 비판하는 데 가장

알맞은 사상이라는 증거일 수 있다. 또한 토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에 대한 평가도 덧붙이도록 한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주요행위자들이 어떤

방법이나 전략을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 모두에 대해서는 단순한

확인만이 아니라, 소비자주권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비판적 의견도 제시하도

록 한다. 이는 모두 제5장에서 논한다.

다섯째, 도서정가제 입법과정에 대한 논평과 제언을 한다. 이는 특히 도서

정가제를 지지하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인식의 중대한 오류 4가지를 짚어내

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깨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책결정자의 인식변화

를 유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도록 한다. 실제로 그들의 인식변화를

(순진하게도)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7) 이는 핵심적인 3가지 대상의 성질(nature)

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는 모두 제6장에서 논한다.

7) 그들이 본고를 읽을 리가, 정독할 리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꿀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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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고의 연구대상은 1999년 최초 발의된 시기부터 최근 2014년 개정까지의

도서정가제 입법과정이다. 입법과정 중에서도 특히 공식적 참여자들의 공식

적 주장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에 따라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건, 제208

회에서 제321회 사이의 국회 상임위(문화관광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록 9건, 법안 공청회 자료집 1건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다.

분석의 중심이 되는 자료는 상호작용이 활발했던 회의록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공청회 모두진술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화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간한 자료에 실린 주장도 확인한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은 일

단 이들의 ‘대화’ 또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근저

의 ‘인식’이다.

그리고 소비자주권 사상에 대한 탐구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과 미제스의 「사회주의(Socialism)」

및 「인간행동(Human Action)」을 중심으로 한다. 국내학계에서도 소비자주권이

때때로 논의되고는 있지만, 소비자보호론적 시각과 다소 얽섞여 있는 것으로 보

이므로, 각각 뿌리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담 스미스와 미제스의 저서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밖에도 도서정가제 제·개정 경과와 관련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출

판문화협회편집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1996년에서 2013년 사이의) 한국출판연감

14건을 확인하였다. 그밖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안정보시스템 등의 몇몇 웹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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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고는 철저히 질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남궁근(2012, pp. 357-365.)에 따르면,

질적연구란 “사회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비통

계적인 탐구기법과 과정”을 의미하는데, 즉 “연구자가 연구문제에 관련하여

수집한 단어, 상징, 그림, 기록, 인공물 등의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단순한 사

건과 현상을 기술(description)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주

관적으로 해석하며, 비판적으로 분석(critical analysis)하는 연구”이며, 그 핵심적

인 특징은 “연구대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해석

하고, 인위적인 상황보다는 자연적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하며, 이론의 검증보

다는 이론의 생성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질적연구자는 “연구의 가치개

입적(value-laden) 성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와 바이어스, 그리고 현지에서

수집된 정보의 성격과 관련된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고”하며 “수집된 특정의

관찰자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추론을 목표”로 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본고는 도서정가제 입법과정에 관한 자료를 비통계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였고, 수집한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도서정가제 입법과정과

관련된 사건과 현상을 기술하고자 했다. 나아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주관적으

로 해석했으며,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도서정가제 입법과정의 공식적인

참여자들이 관련현상을 해석하는 관점은 과연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파악하

려고 노력했다.

물론 아담 스미스와 미제스의 소비자주권 사상을 한국의 도서정가제 입법

과정 사례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했던 것은 전혀 아니며, 그 사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인식을 추론하고 그것의 오류를 논박하

며, 단순히 자료를 한 데 모아놓은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던지고자 했다. 그

리고 본고에는 필자의 가치가 다분히 개입되어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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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자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추론을 해내고자 했다. 또한 본고는 탐색적

(exploratory) 성격이 강하다. 즉,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질적으로 분석하면서

어떤 속성을 추론해내려고 노력하였으되, 사전적인 설계나 구조화 등은 하지

않았다. 본고의 연구방법론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마지막 제7장에서 간단히

논하도록 한다.

끝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대화’ 또는 ‘주장’을 한 사람들의 실명은 국회

의원과 장·차관을 제외하고는 적지 않았다. 본고는 그 근저의 ‘인식’을 비판하

려는 것이지, ‘인신’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8) 그리고 그들의 말

을 조금이라도 왜곡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가급적 큰따옴표와 블록(block)을 통

한 직접인용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그들의 말은 전부 그들의 진의(眞意)라고

전제하였다. 바꿔 말하자면, 그들이 진의가 아닌 말을 어떤 이유에서건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거두었다. 물론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진의가 아닌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러한 의심을 갖게 되면 논의진

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8)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역시 ‘인신’을 공격하려는 것은 아니며, 구분의 필요성과 공적 지

위를 고려하여 실명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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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기반

제1절. 소비자주권 사상의 뿌리

1. 중상주의와 독점

서정희(1993, p. 15.)는 “처음으로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에 대하여 언

급”한 이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라면서,9) 그의 저서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이하 ‘the Wealth of Nations’라 한다.)」의

다음 몇 문장을 인용하였다.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표이며 목적이다. 그리고 생산자의 이익은 이

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한에 있어서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명제는 완전히 자명한 것이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꾀한다는 것

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라 하겠다.10)

이는 국내학계에서 종종 소비자주권 사상의 효시로 소개되는 문장이다. 그런

데 이는 한 문단의 일부이며, 특히 제4편 제8장(이하 ‘Ⅳ-ⅷ’ 형식으로 표기한다.)에

해당하는 ‘중상주의에 대한 결론(Conclusion of the Mercantile System)’에 들어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이른바 ‘중상주의

9) 이는 「Thorelli, H. B. & Thorelli, S. V. (1977). Consumer information systems and consumer
policy. Cambridge, MA: Ballinger Publishing Company.」를 인용한 것을 재인용한 것이지만,

원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10) 서정희(1993)는 「Adam Smith. (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최임환 역, 국부론 (1986). 서울: 을유문화사.」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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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antile System)’에 대한 비판서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위 문장이 어떤 맥

락에서 쓰인 것인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이어지는 문장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11)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표이고 목적(sole end and purpose)이며, 생산자

의 이익은 그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촉진(promoting)하는 데 필요한 한에서만

유의되어야 한다. 이 명제는 완전히 자명하여 그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런데 중상주의(Mercantile System)에서는, 소비자

의 이익(interest of the consumer)은 거의 언제나 생산자의 이익에 희생되고 있고,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 모든 산업과 상업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목적이라고 사

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자신이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상품과 경

쟁할 수 있는 모든 외국 상품의 수입에 대한 제한에서는, 국내소비자의 이익

은 명백하게 생산자의 이익에 희생되고 있다. 이 독점이 거의 언제나 불러일

으키는 가격 상승에 대해 국내소비자가 지불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생산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the Wealth of Nations, Ⅳ-ⅷ,

p. 660. 번역서, pp. 692-693.).

중상주의에서는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이 언제나 희생되고

있으며, 특히 수입제한에 따른 경쟁배제로 국내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치

르도록 강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소비가 아닌 생산이 모든 산업과 상

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간주되는 중상주의는, 소비자주권과 대립적 관계임

을 알 수 있다.

물론 아담 스미스가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이라는 말을 책 전체에서

언급한 적은 없다. 아담 스미스에게 있어 주권자란 곧 군주를 의미했는데, 그는

11) 이하 원서로는 「Adam Smith. (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Glasgow Edition, 1976). Oxford University Press.」를 직접 확인하였

고, 「유인호 역, 국부론 (2판, 2008). 서울: 동서문화사.」의 번역문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인

용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원어를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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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층 시민의 이익만을 추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이든(in any degree) 다른

모든 계층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주권자(sovereign)가 국민의 모든 계층(all

the different orders of his subjects)을 대하는 데 있어서 지녀야 할 정당성(justice)과

평등(equality)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하였다(the Wealth of Nations, Ⅳ-ⅷ, p. 654. 번

역서, p. 686.). 이른바 보통선거의 시대가 열리고 나서야 주권자는 국민을 가리

키게 되었지, 그 이전에는 그랬던 적이 없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가 ‘소비자

주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무튼 그는 주권자(군

주)란 모름지기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국민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12)

중상주의라는 것은 공평과는 정반대의 성질을 지녔으니 비판하지 않을 수 없

었던 것이다.

특히 아담 스미스는 특정 상인이나 제조업자의 독점이 국민의 번영으로 이

어진다는 잘못된 믿음을 지닌 채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영국의 모직물 제조업자들이 “국민의 번

영은 자신들의 특정한 사업(particular business)의 성공과 확대에 의존한다는 것을

입법부(legislature)가 믿게 하는 데” 성공해 왔으며, 그들이 “불합리하고 억압적인

(absurd and oppressive) 독점을 옹호하기 위해 목청을 높여” 입법부에서 법률을 따

냈다고 혹평했다(the Wealth of Nations, Ⅳ-ⅷ, pp. 647-648. 번역서, p. 680.).

수출장려나 수입억제 등을 통해서 끌어다 모은 금과 은이 곧 국부라 여긴

학자들과13) 입법자들의 망념이, 특권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약탈 정념과 교합

12) 주권자의 의무(duty) 및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해서는 Ⅳ-ⅸ과 Ⅴ-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

고 있다. 특히 Ⅳ-ⅸ 후반부에는 그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system of natural liberty)’에

서 주권자가 어떤 의무들을 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 밖의 무리한 의무로부터 해방되는지

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연 오늘날 정부가 무엇을 꼭 해야 하며, 그로써 무엇을 하지 않

아도 되는지를 매우 간명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으로서, 자유주의 정책학의 뿌리라고 평할

수 있다.

13) 중상주의에 먹이를 준 학자로 존 로크(John Locke)가 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로크가 “화폐는 든든한 친구이며…금·은은 한 국민의 동적인 부 가운데 가장 견실하고 실

질적인 부분이며, 그런 까닭으로 그런 금속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 국민의 경제정책(its

political oeconomy)의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적고 있다(the Wealth of Nations, Ⅳ-ⅰ,

p. 430. 번역서, p. 439.). 물론 로크가 자신의 생각이 유럽열강에 확산되어 금과 은의 확보를 위

한 패권전쟁이나 식민수탈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고 또한 원했을 것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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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쟁, 식민수탈, 무역규제, 독점 따위를 낳은 것이 바로 중상주의다. 아

담 스미스는 이러한 중상주의가 단지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넘어, 상업 및 교역이 사람들 간 그리고 국가들 간의 우정과 평화에 기여하

는 훌륭한 역할을 방해하기까지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상업은 개인 사이에서나 국가 사이에서 “자연스러운(naturally)

연합과 우정의 유대(a bond of union and friendship)”이어야 한다. 하지만 중상주의로

인해 상업이 오히려 “불화와 적의가 가장 풍부한 원천(the most fertile source of

discord and animosity)”이 되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든지 “국민의 대다수의 이익

은 언제나 무엇이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장 싸게 파는 사람들로부터 사는 것”

인데, 특권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사리에 찬 궤변(interested sophistry)”이 그러한

“인류의 상식(common sense of mankind)을 혼란”시켰으며, 이런 점에서 “그들의 이

해(interest)”는 “국민 대다수의 이해와 정면으로 대립”된다고 하였다(the Wealth of

Nations, Ⅳ-ⅲ, pp. 493-494. 번역서, pp. 506-507.).

만약 독점이 소비자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결과라면, 그것은 문제될 것

이 없다.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내놓을 생산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소비자에게 가장 큰 만족을 선사할 독점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에게 언

제나 해를 끼치는 독점은 위에서 아담 스미스가 비판하는, 바로 정치권력에

의해 법률로 보장받은 독점이다. 이는 특정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대

다수 국민이 더 높은 값을 치르도록 강제함으로써 그들이 자연적으로 누렸어

야 할 일반적인 이익을 빼앗아가는 독점이자, 사람들 간 그리고 국가들 간의

우정과 평화를 깨뜨리는 독점이다.

각되지는 않는다. 로크는 「통치론(Two Treatises of Civil Government)」의 제2편 제16장 ‘정복에

관하여(Of Conquest)’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침해와 범죄는 왕관을 쓴 자가 행하든 변변찮은

악당이 행하든 똑같은 것이다.…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왕관을 쓴 부당한 정복자 같은

큰 강도들은 작은 강도들을 처벌하여 발아래에 굴복시키고 승리의 월계관으로 보상받는

다.”고 하였다(김현욱 역, 통치론, pp. 4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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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적인 분배와 소비자의 판단

법률로 보장받은 독점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미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자연적인 분배의 교란이다. 법률의 간섭 없이도 사회 전체

의 이익에 가장 합치되도록 나타나는 자연적인 분배를 중상주의 규제들이 교

란시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private interests)와 정념(passions)이 자

연히(naturally) 그들을 움직여, 통상적인 경우, 그들의 자산을 사회에 가장 유리한

(most advantageous to the society) 사업으로 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하

였다. 이에 따라 “법률의 간섭(intervention of law)이 전혀 없어도, 사람들의 개인적

인 이해관계와 정념이 자연히 그들을 이끌어, 각 사회의 자산을 그 속에서 영위

되는 모든 사업 사이에, 될 수 있는 대로 사회 전체의 이익에 가장 합치되는

(most agreeable to the interest of the whole society) 비율로 분할하고 분배”시킨다고 하

였다. 그런데 중상주의의 다양한 규제들은 “모두 필연적으로, 자산의 이런 자연

스럽고 가장 유리한 분배(natural and most advantageous distribution of stock)를 많든

적든 교란”시킨다고 하였다(the Wealth of Nations, Ⅳ-ⅶ, p. 630. 번역서, pp. 653-654.).

자연적인 분배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린 매우 가치 있고 중

대한 결과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그 표현을 단 한 번밖에 언급하

지 않았지만,14) 그것을 보이는 사례는 책 속에 가득하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

의 이윤동기, 가치판단, 선호, 도덕감정 등이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

배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자본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이라도 자기 주변의 상

황 속에서 어떤 정치가나 입법자(any statesman or lawgiver)가 자기 대신 판단해

주는 것보다 훨씬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하였다. 이어 “정치

14)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도 단 한 번만 직접 언급하였을 뿐이며, 그

역시 분배에 관한 예시에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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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개인들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지도(direct) 하려고

한다면, 그는 매우 불필요한 배려(unnecessary attention)를 자기 스스로 부담할 뿐

만 아니라, 한 개인은 물론이고 어떤 추밀원 또는 원로원(council or senate)에도

안전하게 맡길 수 없는 권위를 참칭하는(assume an authority) 것”이라 하였다(the

Wealth of Nations, Ⅳ-ⅱ, p. 456. 번역서, p. 466.).

자연적인 분배가 교란되지 않으려면, 정치인이나 입법자들의 판단이 소비

자 각자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자신의 자본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

각이다. 입법자가 소비자의 분별력을 의심하여 판단과 결정을 대신하고 소비

자는 그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만 한다면, 자연적인 분배는 교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경쟁을 배제하는 동업조합정신

아담 스미스는 경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가격인상을 담합할 기회도 줄어들 것이며, 경쟁자들의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공공사회를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상점 주인이나 소매상인의 수가 증가하여 “서로 상처를 주게 되

는 수는 있어도, 공공사회를 해칠(hurt the publick) 정도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

는다. 또한 경쟁이 있다면 “자본이 한 사람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 비해 가격이

낮아질 것이며, 만일 “그것이 20명에게 분할된다면, 그들의 경쟁은 꼭 그만큼 더

치열해질 것이고, 값을 올리기 위해 담합할(combining together) 기회는 꼭 그만큼

적어질 것”이라 하였다(the Wealth of Nations, Ⅱ-ⅴ, pp. 361-362. 번역서, pp. 372-373.).

물론 경쟁이 치열해지면 몇몇이 도태될 것이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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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배려하는 것(take care of)은 당사자들이 할 일이고, 아마 그들의 분별에

맡겨도 무방할 것”이라 하였다(the Wealth of Nations, Ⅱ-ⅴ, p. 362. 번역서, p. 373.).

경쟁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의 문제는 본고의 주제인 도서정가제 입법

과정과도 매우 밀접하며, 본고의 제6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또한 그는 동업조합은 경쟁을 배제하는 정신을 지녔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모든 동업조합(corporations)과 대부분의 동업조합법(corporation laws)이

만들어진 것은, 자유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자유경쟁이 가장 확실하게 가져다

주는 가격저하, 또 거기에 따른 임금과 이윤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다. 그리고 이어 동종업자들은 “사회에 대한 음모(conspiracy against the public),

즉 값을 인상하기 위한 일종의 계략(contrivance)에 시종일관”한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런 모임을 저지하는 것은 “실시가 가능한(could be executed) 법률에 의

해서든 자유와 정의에 합치하는(consistent with liberty and justice) 법률에 의해서

든”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적어도 법률은 “동종업자들이 이따금

집회를 가지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 해도, 그러한 집회를 조장(facilitate)하거

나 하물며 필요하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the Wealth of Nations, Ⅰ-

ⅹ, pp. 140-145. 번역서, pp. 138-143.).

경쟁을 배제하는 동업조합정신(corporation spirit)은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

연적 자유의 체계(system of natural liberty)’ 또는 ‘완전한 자유와 정의의 자연적인

체계(natural system of perfect liberty and justice)’를 언제나 방해할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보통선거의 시대에 이르러, 그야말로 보통의 국민들이 입법자들을 정기

적으로 선출하는 정치제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백 년간 보통사람

들의 일반적인 이익을 약탈해 온 동업조합정신에 여전히 입법자들이 협조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자유와 정의의 법률은 이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할

수야 없다지만, 이들의 기득(旣得) 이익을 위해 자유와 정의를 배척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는 것은, 법이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제

기하게 한다. 이는 본고의 제6장 제2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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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비자주권 사상의 현대적 이해

1. 아담 스미스를 넘어

아담 스미스는 18세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그런데 당대 중상주의자들의 정

신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소비자주권을 효과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의 사상은 소비자주권 사상의 뿌리로서 여전히 아무런 흔들림이 없다. 그렇

다고 해서 소비자주권에 관한 논의를 바로 끝마칠 수는 없다.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1953년 판 「국부론」의 서문에서 “현대사상의 역사와 산업화과

정을 통하여 이룩된 경제적 번영을 연구”하는 데 “이보다 더 나은 책을 발견

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 “오늘날의 경제학, 또는 경제정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윤용준 역, 경제적 자유와 간섭주

의, p. 202.). 과거를 통해 무언가 배우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되, 그것으로

공부가 끝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로 미제스가 ‘간섭주의(Interventionism)’라 부르고 평생을 비판한 바로 그것

은, 아담 스미스 시대 중상주의 정신을 포괄하고도 훨씬 더 풍부한 비판거리

들을 가득 담은 정책패키지다. 그는 1973년에 작고했지만 60년대까지도 저술

활동을 했으며, 특히 정통 자유주의자로서 소비자주권 사상을 펼친 학자이므

로 그의 사상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2. 페터의 화폐투표

일단 국내연구 중에서 서정희(1993, pp. 15-16.)는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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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는 1936년에 허트(W. M. Hutt)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허트는 민주사

회에서 국민들이 정치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듯이, 시장경제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주권을 사용했다. 민주정치제도

에서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는 것처럼 시장경제에서는 소비자에게 투표권이 있

다는 것이다.”라고 했다.15) 그는 이어 “무엇이 얼마만큼 생산되어야 하는가는

소비자들의 화폐투표(dollar votes of consumers)에 의하여 결정된다. 민주정치제도

에서처럼 2년이나 4년마다의 투표가 아니라, 수시로 저 상품이 아니고 이 상품

을 사겠다는 소비자들의 결정이 투표를 하는 것이다.”라는 1985년 사뮤엘슨(Paul

A. Samuelson)의 견해도16) 인용했다. 이러한 인용문은 국내 소비자주권 관련 연

구들에서 종종 재인용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화폐투표’의 아이디어는 이미 더 오래된 것이다. 아래는 1905년 출

간된, 당시 코넬대 교수 페터(Frank A. Fetter)의 「The Principles of Economics」

에 있는 문장들이다.

매 구매자(buyer)는 산업의 방향(direction)을 어느 정도 결정한다. 시장은 한 푼

한 푼이 투표할 권리를 주는 민주주의다(The market is a democracy where every

penny gives a right of vote). 이는 작업조건을 고용주가 개선하도록, 구매를 통해

서 압력을 가하는 “소비자연맹(The Consumers’ league)”이라는 집단(society)에 관

한 생각이다. 소비자연맹의 구성원들은 위생적인 조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

품의 구매를 거부한다. 공식적인 협회(formal association)가 없더라도, 계몽된 여

론(enlightened public opinion)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엄청난 경제적 힘

(great economic force)이 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모든 개인들은 스스로를 공

정의 힘(powers of righteousness)과 연합하여, 소비자연맹을 조직할 수 있다. 그가

15) 이는 「W. M. Hutt. (1936). Economic and the public: A study of competition and
opinion. Jonathan Cape, Ltd.」을 인용한 것을 재인용한 것이지만, 원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16) 이는 「P. A. Samuelson. (1985). Economics (12th ed.). McGawhill. p. 44.」를 인용한 것

을 재인용한 것이지만, 원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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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저급한 잡지를 읽을 것인가? 5센트나 10센트면 한 권 구매할 수 있다.

그가 1달러를 가졌다면, 극장을 갈 것인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열 개를 구매

할 것인가? 그가 책을 한 권 구매하기로 결정하면, 활자와 종이가 더 많이

생산되고, 인쇄공들이 더 많이 고용될 것이다. 그가 해외선교단체에 기부를

하면, 선교사들은 아프리카 더 깊숙이 들어갈 것이다. 매 구매는 광범위한 결

과(far-reaching consequences)를 가져온다(The Principles of Economics, p. 212. 직접 번역

하였으며 의역이 있음.).

공식적 소비자연맹에 속해있든 아니든, 소비자들은 각자 나름의 가치판단

을 통해 구매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어떤 생산자는 부유하게 만들고 어떤 생

산자는 가난하게 만들며, 어떤 상품은 더 많이 생산되게 만들고 어떤 상품은

덜 생산되게 만든다. 또한 소비자들이 휘두르는 경제적 힘을 두려워하는 생

산자는, 자기가 먼저 알아서 그 주권자들이 선호할 만한 상품을 내놓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잘 보이려고 아첨도 부린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주권이 실현된

상태이며, 그럴싸한 메타포를 빼고는 사실 앞서 아담 스미스의 사상과 본질

적으로 다르지 않다.

3. 소비자민주주의

미제스는 1922년 그의 사회주의 비판서 「사회주의(Socialism)」에서 페터의

문장 “The market is a democracy where every penny gives a right of

vote.”를 각주로 소개하면서, 1915년 렌츠(Friedrich Lenz)가 “오히려 모든 건축가

는 미래의 임차인들의 소망에 가장 잘 맞추는 방식으로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고17) 언급한 문장도 소개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과 생디칼리스트(syndicalist)

17) 이는 「Lenz, Friedrich. (1915). Macht und Wirtschaft. Munich. p. 32.」를 인용한 것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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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내건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라는 슬로건을 비판하면서, ‘소비자

민주주의(consumers’ democracy)’를 제시한다.

모든 생산은 소비자의 의지(will)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추는 데 실패하는 순간부터 이윤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경쟁은 소비자의 의지에 복종하도록 생산자를 강제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

생산수단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성취할 의지가 없거나 성취할 능력

이 없는 사람들의 수중으로부터 생산을 더 잘 지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

중으로 이전한다. 생산의 군주(lord of production)는 소비자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는 한 푼 한 푼이 투표용지를 대표하는 민주주의다. 그것은

그 대표들(its deputies)을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위임장(revocable

mandate)을 가진 민주주의다. 그것이 소비자민주주의(consumers’ democracy)다. 생

산자들은 자기네끼리 그와 같이 생산 방향을 명령(order)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이것은 기업가에게는 물론이고 노동자에게도 진실인데, 양자 모두 궁극

적으로는 소비자의 소망(wishes)에 허리를 굽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생산을 위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될 수 있는

재화를 위해 생산하는 것이다. 노동의 분업에 근거한 경제에서 생산자로서

사람은 단순히 공동체의 대리인(agent of the community)일 뿐이고, 대리인답게

복종해야만 한다. 오로지 소비자로서만 그는 명령할 수 있다(Socialism, Ⅳ-ⅴ, p.

443. 번역서, pp. 845-846.).

그는 소비자를 생산의 ‘군주(lord)’라 하고 있다. 사실상 이는 주권자(sovereign)

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주권자란 당대 최고지배자인 군주(sovereign)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비로소 근대를 거치면서 일인 혹은 소수에서 모든 국민으

로까지 주권의 소재처가 하강했다. 미제스가 간주하는 소비자의 이미지는, 주

권의 소재처가 하강할 대로 하강해 넓게 퍼져있는 주권자 정도가 아니라, 강력

인용한 것이지만, 원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24

한 명령을 일방적으로 내리는 최고지배자에 훨씬 가깝다. 또한 페터의 ‘화폐투

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소비자민주주의’를 제시한 것은,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발휘하는 작지만 궁극적으로는 커다란, 생산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전체

소비자의 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산자에게 명령(order)하는

소비자, 생산자를 죽이고 살리는 소비자, 생산자에게 아첨과 복종을 받는 소비

자, 즉 주권자로서의 소비자다. 이것이 소비자주권론의 핵심이다.

기업가는 그래서 생산의 감독자(overseer) 이상이 아니다.…[말줄임: 필자]18) 정말이

지 기업가는 자신의 변덕에 따라 완전하게 지배하는 데 자유롭고, 노동자들을

즉석에서 해고하는 데, 구식 공정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데, 고의적으로 부적합

한 생산 방법을 선택하는 데, 그리고 스스로 소비자의 수요와 모순되는 동기들

에 이끌리도록 용납하는 데 자유롭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할 때, 또 그렇게

하는 한, 그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며…그의 행태를 통제할 특수한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 시장은 어떤 정부 혹은 어떤 다른 사회 기관보다 더욱 엄격하

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를 통제(controls)한다. 소비자의 지배(rule of the consumers)

를 생산자의 지배(rule of producers)로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는 어리석다. 그것은

생산 과정의 본성 그 자체(the very nature of the productive process)와 정반대로 갈

것이다(Socialism, Ⅳ-ⅴ, pp. 443-444. 번역서, pp. 845-848.).

생산자는 소비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즉 소비자의 소망을 좇는 생산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다만 그런 생산자는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다. 사실 망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문제는 사라져야 할 이들이 사라지지 않고 망해야

할 이들이 망하지 않는, 즉 자연적 자유의 체계의 흐름이 꽉 막히는 데 있다.

소비자의 소망에 복종하기보다 정부나 입법부에 자신들에 대한 보호를 호소

하는 편이 덜 고통스럽고 비용도 덜 든다는 판단에 이른 생산자는, 이제 ‘소

18) 이하 언제나 필자가 판단하여 말을 줄인 것이다.



25

비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 실현될 때 ‘소비자의 지배’는 ‘생산자의 지배’로 대체될 것이고,

당연히도 주권자로서의 소비자는 힘을 빼앗기고 만다. 이렇듯 법률에 의해 보

장된 ‘생산자의 지배’가 확장될수록,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멀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법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법’ 역시 그저 실정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소비자주권에 대한 논의는 ‘소비자의 지배’가, 단지 입법부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이라 불리는 법률에 의해 ‘생산자의 지배’로 대체됨으로

써 결국 ‘법의 지배’가 훼손되는 현상을 다루지 않을 수 없게 한다.

4. 생산자의 진정한 임무

미제스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는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거대기업들이 제

잇속을 챙기려고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던 것을 원하게끔 조작한다.”는 식

의 오해를 반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면서 생산을 소비자들

의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강제한다고 주장한다.…투자처를 찾

는 기업가들과 자본가들은 그들이 최대의 이윤을 얻길 바라는 생산 부문으로

돌아선다. 그들은 미래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가늠하려고 노력하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수요 조사(general survey of demand)를 한다. 자본주의가 모든 사

람을 위해서 항상적으로(constantly) 새로운 부(new wealth)를 창출하고, ‘원하는

것’들의 충족(satisfaction of wants)을 확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흔히 이전에

충족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formerly remained unsatisfied) ‘원하는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충족되지 않았던 ‘원하는 것’들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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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공될 수 있는지를 발견(find out)해 내는 것이 자본주의 기업가의 특수 임

무(special task)가 되었다(Socialism, Ⅳ-ⅴ, p. 445. 번역서, pp. 849-850.).

소비자보호론적 시각에서는 특히 광고를 소비자욕구 조작의 주범으로 지목

하고 있다. 광고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내고 충동을 자극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이다. 당연히도 이러한 생

각은 광고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물론

기업이 광고를 기획할 때에는 그러한 의도를 분명 지닐 것이다. 하지만 광고

는 제품이 개발된 이후에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제품을 개발할 때에는, 어떤

식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욕구를 효과적으로 끌어낼지에 관심을 가질 까닭이

없다. 단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할 것인지, 바꾸어 말하면, 가장 절박한 수요

가 무엇인지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할 뿐이다.

에어컨을 발명한 이는 캐리어(Willis Carrier)라는 당시 25세의 엔지니어였다.

그는 1902년 최초의 에어컨시스템을 발명하였고, 1915년 회사를 설립하여 에

어컨을 전국적으로 보급했다. 과연 에어컨은 소비자들의 존재하지도 않았던

욕구를 만들어낸 것일까? 비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에어컨을 보자 새로운 욕구

를 품게 되었다고 여기는 이가 만약 있다면, 그보다 더 비논리적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선풍기만 존재하던 시대에는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던 소

비자들의 더위해소에 관한 ‘wants’가 에어컨을 통해 비로소 상당히 충족되게

된 것일 뿐이며, 그 이전에는 단지 에어컨 같은 혁신적인 상품이 개발되지

못했기에 그들의 소망이 향할 목적물이 없었던 것뿐이다.

그러한 ‘wants’는 어쩔 수 없이 수면 아래에 있어 왔던 것들이고, 이것을

수면 위로 튀어 오르게 할 특수 임무가 기업가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

러한 특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해냈던 기업들이 가장 번영해 왔음은 굳이 상

술할 필요도 없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특수 임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기업들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거나 사라져버렸음도 상술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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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는 군주의 의중을 잘 읽어낸 신하가 그의 총애를 받고, 그렇지 못한

신하가 버림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때 군주의 의중이나 그것의 실현 자

체가 도덕적으로 올바른지는 그 신하의 출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소비자가 수요했던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nature)은 기업가와 자본가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소비자의 순종적인 노예(obedient servants)일

뿐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무엇을 누려야 할지를 처방하는 것(prescribe what the

consumer shall enjoy)도 그들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에

게 독약도 주고 살상 무기도 준다. 그러나 나쁘고 해로운(bad or harmful) 목적

에 봉사하는 생산물들이 좋은(good) 목적에 봉사하는 생산물들에 비해 더 많

이 번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더 그릇된 것은 있을 수 없다. 최고의 이윤은 수

요가 가장 절박한(most urgent demand) 품목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윤 추구자는 공급과 수요 사이에 커다란 불비례(greatest disproportion)가 있는 상

품을 생산하기 시작한다(Socialism, Ⅳ-ⅴ, pp. 445-446. 번역서, p. 851.).

위와 같은 사실은 기업 또는 생산자를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좋은 근거가

된다. 하지만 그들은 원래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들 태세가

되어있는 자들이다. 이것의 의미를 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탐

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흔히 기울곤 하는데, 이는 오히려 소비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편에 가깝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수많은 다양한 소비자들은 무엇이든 원할

수 있고, 이에 생산자들은 타산만 맞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만들 태세가 되

어있다. 이것이 언제나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의미가 아니다. 누군가의 도덕

판단으로 다른 모든 이들의 수많은 소망을 통제해내기란 전적으로 불가능하

며, 그래야 할 적정한 사유도 없다. 생산자는 소비자라는 군주가 도덕적으로

무엇을 원해야만 하는지를 판단해주는 존재가 아니며, 그것을 기대하거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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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는 건 순진하고도 어리석은 일이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망을 억제하려 하거나 법률을 통해 그것의 충족을 막

는다면 자연적인 분배는 교란되고 만다. 어떤 생산물이 “나쁘고 해로운 목적

에 봉사”한다고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그 생산이나 유통을 인위적으로 막아버

리게 되면, 오히려 그 수요는 더 절박해져 공급과 수요 사이의 불비례는 훨

씬 커지고 말 것이다. 이는 그 “나쁘고 해로운” 생산물을 오히려 더 귀한 존

재로 격상해버려, 소비자들이 그것을 더 강렬하게 원하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마약이 생산비용에 비해 왜 그리 비싸지는지, 그 비싼 마약

을 구하려고 범죄도 불사하는 이들이 왜 그리도 존재하는지는 답하기 굉장히

쉬운 문제다.

5. 자기결정과 주관적 가치판단

미제스의 소비자주권 사상에서는, 소비자 개인의 자기결정과 그에 따르는

자기책임이 강조된다. 이는 곧 개인의 자기결정에 가해지는 강제조정을 반대

하는 것이며, 각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대한 간섭을 반대하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알코올과 니코틴을 해롭다고 생각한다면 그로 하여금 그것을 삼

가도록(let him abstain) 하자.…확실한 것은, 각 개인이 자결권(self-determination)과

자기책임성(self-responsibility)을 가지는 것이 기본 원리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가 그들에게 알코올과 니코틴을 포기하도록 강제(force)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 만일 그의 의지(will)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impose)할 수 없다는 이 점이 그

에게 유감스러운 것이라면, 그때는 최소한 그는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

지 않고 있다(neither is he at the mercy of the commands of others)는 생각에 스스로

를 위안할 수 있다(Socialism, Ⅳ-ⅴ, p. 446. 번역서, pp. 8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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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가 개인 간의 관계를 예시하긴 했지만, 핵심은 바로 강제성이다. 다

른 사람의 소망이나 행동에 대하여 강제조정이 이뤄지는 순간, 그 사람의 자

기결정과 자기책임은 완벽하게 사멸되고 만다. 스스로의 가치판단 하에 자신

의 소망이나 행동에 관한 결정을 내린 후, 그 결과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

든 스스로 책임을 질 때라야만 비로소 그는 자유로운 개인이 될 수 있다. 타

인의 의지를 내가 옳다고 믿는 의지와 일치시키려면 대개의 경우 강제성이

필요한데, 강제성의 화신(化身)은 바로 국가라는 게 언제나 문제다.

만일 내 친구가,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즐겁게 하

는 것을 입고, 그런 곳에 살고, 그런 것을 먹는다면,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의 행복(his happiness)은 그가 소망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즐거워하는 대로 살길 원하지,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위치(his place)에 있었으면 우리가 살았을 것대로 살길 원하지는 않는다. 중요

한 것은 나나 다른 사람들의 가치판단이 아니라 그의 가치판단(his valuation)이

다.…물, 우유 혹은 포도주에 대한 인간의 선호는 이 음료들의 생리학적 효과

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그의 가치평가(his valuation)에 달려

있다. 만일 한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고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가 비

합리적으로(irrationally) 행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기껏해야 나는 내가 그

였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행복 추구(his pursuit of happiness)는 그 자신의 일(his own business)이지 나의 일

이 아니다(Socialism, Ⅳ-ⅴ, pp. 447-448. 번역서, pp. 855-857.).

모든 소비자는 각자의 가치판단 하에 소비행위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준

거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행복이다. 누군가는 맵고 짠 음식을, 누군

가는 단 음식을, 또 누군가는 날 음식을 좋아한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판단

과 선호에 따라 각자의 행복을 찾는 것이다. 내게 행복을 주는 음식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줄 것이라 생각하여 결국 그것을 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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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으로 들어가도록 압력을 가한다면, 반드시 그는 다른 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맵고 짠 음식을 즐기면 위가 상할 수도, 단 음식을 즐기면

살이 찔 수도, 날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날지도 모른다. 그런 음식들이 가

져올 부정적 결과에 대해 논증하는 것도, 굉장히 애를 쓴다면 물론 가능하기

는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 각자의 행복에 대해서 반증할 방법은 세상에 존

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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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종합적 해석

1. 아담 스미스의 사상에 대한 해석

일단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라야만 소비자는 비로소 주권자로서의 기

본 자격을 갖게 된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독아론(獨我論)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시장사회(market society)에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널리 분

산되어있고, 이것은 경쟁적이면서도 협력적인, 또한 모방적인 행위를 통해 교

류되고 체득되어 소비자들의 판단과 결정을 돕는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돕는 소비자, 그래서 시장 역시 돕는 소비자다.

정부나 입법부의 간섭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판단과 결정을 자신들이 원하

는 방향,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괄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경

향이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마찰과 강압을 낳는다. 개인성은 상호성을 내재

하지만 일치성이나 전체성에는 거부반응을 일으키도록, 애당초 그렇게 되어

있는 성질이다. 애정 어린 지도를 받든 강압적인 명령을 받든 간에, 그러한

처지의 객체적 소비자는 주권자로서의 존엄이 애당초 설 수 없다.

또한 자연적인 분배의 교란이 없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막힘이 없는 상

태라야 비로소 소비자주권이 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독점야욕, 경쟁배제, 동

업조합정신 따위는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이는 어쩌면 인간

의 태생적 성질에서 기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나긴 역

사에서 언제 한번 없어본 적이 없을 수가 있을까?19)

문제는 이러한 정신의 실현을 법률로 승인하고, 심지어 그것이야말로 공익

적이고 민주적인 것이라며 찬미하는 정치권력 행동가들에게 있다. 바로 이러

19) 사실 이는 의도적인 과장표현이다. 아주 먼 원시사회에서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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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적 교합이 자유와 정의를 배척하여 자연적인 분배를 교란시킬 때 소

비자주권은 힘을 잃는다. 자연적인 분배 그 자체가 소비자주권의 결과이며,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훼방하는 그릇된 법률들이 무력화될수록 소비자주권은

강화된다.

동업조합은 그 직업을 더욱 잘 관리하기(better government of the trade) 위해 필요하

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노동자(workman)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율(real and effectual discipline)을 부여하는 것은, 그의 동업조합이 아니라 그의 고

객이다(that of his customers). 그가 사기(frauds)를 억제하고 그의 태만(negligence)을

교정하는 것은 일자리를 잃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배타적인(exclusive) 동

업조합은 필연적으로 이 규율을 약화시킨다.…유럽의 정책은 몇몇 직업에서의

경쟁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직업에 끼어들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보다 적은 수로 제한함으로써 노동과 자산의 온갖 용도의 이익과 불이익 모두

(whole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에 매우 중대한 불평등(inequality)을 불러일

으키고 있다(the Wealth of Nations, Ⅰ-ⅹ, p. 146. 번역서, p. 144.).

위 문단은 소비자가 주권자로서의 강력한 힘을 생산자에게 미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길드든 동업조합이든 간에, 이들은 결국 자연적 자유의 체계와 단

절하고 내부결정을 보장받고자 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역사가 이미 입증하

듯, 이들은 단기적으로나 번영했을 뿐 장기적으로는 언제나 쇠락의 길을 걸

었다. 오히려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 순응하면서, 주권자로서의 소비자의 명

령을 충실히 받들고 그들을 가격으로든 품질로든 만족시켜 온 생산자들이

번영해 왔다. 반면에 법률로 보장된 독점을 누리는 생산자는 당장은 번영하

는 것처럼 보여도, 경쟁상태에서 풀려났기에 오히려 경쟁력을 잃고 만다. 위

문단에서 말하는 “일자리를 잃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곧 자기혁신의

동력이며, “사기를 억제하고 그의 태만을 교정”하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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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명령을 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아첨이다.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두려운 존재, 그로부터 아첨을 받는 존재가 될 때 소

비자는 비로소 주권자로 군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권자를 그 자리

에서 언제나 끌어내리려 하는 이들이 곧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상주의

자들이다.

2. 미제스의 사상에 대한 해석

미제스는 1949년 출간한 「인간행동(Human Action)」에서 ‘소비자들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the Consumers)’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밝힌다. 이는 그의 ‘소

비자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생각과 일관적이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기업가들이 최고 권력(supreme)을 가지

고 있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들은 무조건 선장의 명령(captain's order)에 복종해야만 한다. 선장은 소비자다.

기업가도 농부도 자본가들도,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는지를 전혀 결정할 수

없다.…소비자들은 엄밀하게 무엇을 어떠한 품질로 얼마만큼 생산해야 할지

를 결정한다.…소비자들의 수요를 채울 수 있도록 가장 싼 최선의 방법으로

생산요소들의 공정을 조정하려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사업에서 퇴출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 성공적으로 생산요소를 구매해 제품을 만든 더 유

능한 사람들이 그들을 밀어낼 것이다.…정치적 민주주의(political democracy)에서

는…소수가 던진 표는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시

장에서는 어떠한 표도 헛되이 던져지지 않는다. 쓰인 한 푼 한 푼은 생산과

정에 작용할 힘(power)을 가지고 있다. 출판업자들은 탐정소설을 발간함으로써

비위를 맞출 뿐 아니라 서정시와 철학서적을 읽는 소수의 비위도 맞춘다. 빵

제조업자들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만 빵을 굽는 것이 아니라 특별 식이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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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하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도 빵을 굽는다.…시장경제의 운영 시 회사

소유자들이 소비자 주권(supremacy of the consumers)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지 않

은 유일한 하나의 예가 있다. 독점가격들이 소비자들의 지배력(sway of the

consumers)을 침해(infringement)하는 것이다(Human Action, ⅩⅤ-ⅳ, pp. 270-272. 번역서,

pp. 542-546.).

미제스도 아담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생산에 대한 최고지배자로서의 소비자

관을 지니며, 퍼터널리즘적 간섭을 배제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하도록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중상주의독점 또는 ‘생산자의 지배’를 막

아야 ‘소비자의 지배’가 바로 설 수 있고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방해받지 않

는다는 생각 역시 마찬가지다. 즉, 미제스의 소비자주권론은 아담 스미스의

그것과 그대로 양립 가능하다. 다만 시대배경이 다른 만큼, 미제스가 아담 스

미스보다 강조한 점들이 분명 있다. 이는 아담 스미스와의 ‘철학의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목의 차이’라고 해두는 편이 나을 듯하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덧붙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에 대한 주관주의(subjectivism)다. 실로 수많은 개인들의 다양한

행동이나 선택이 모여 복잡한 경제현상이 나타난다. 이때의 개인들은 각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비용이나 만족 따위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최선을 다하는 합리적 존재다. 미제스는 「인간행동(Human Action)」에서 “인간

행동(human action)은 필연적으로(necessarily) 언제나 합리적(always rational)이다.

따라서 ‘합리적 행동(rational action)’이라는 말은 동어반복이며, 그런 식의 표현

은 거부되어야(rejected) 한다.”고 하였다(Human Action, Ⅰ-ⅳ, p. 18.).

모든 개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의 만족을 제 행동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

고 각자의 가치판단에 의거해 행동하는데, 이는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합리

적이다. 문제는 타인의 소망이나 목적에 대해 가치판단을 제멋대로 내려주고

그것을 재단하며, 결국 자신의 “더 합리적”인 판단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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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로 이러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덜 합리적”이라느니 “비합리적”이라느니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불치(不治)의

본성이 있다. 이런 이들이야말로 세상의 이치를 영 모른다는 의미에서 불합리

(不合理)한 자들이다. 다양한 개인들 각자의 합리성과 가치판단을 그저 믿고 둘

때라야만,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커다란 산물을,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의 온전한 상태를 목격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정확히 설명 또는 기술해낼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둘째, 기업가의 능동적 역할이다. 소비자들은 무수한 소망을 지닌 까다로운 이

들이다. 이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더 싸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기존에 충

족되지 못했던 소망을 충족시킬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미제스가 강

조했던 기업가의 임무다. 그래야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소중한 “왕국(kingdom)”

을20) 지켜낼 수가 있다. 특히 미제스는 「The Anti-Capitalistic Mentality」에서

“기업가들(entrepreneurs)은 저축자들(savers) 덕에 사용가능해진 자본재를 소비자들

의 미처 충족되지 못한 원하는 것들(wants) 중에서 가장 절박한(urgent) 것을 가장

경제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쓴다. 기업가들은 공정개선(perfecting the methods of

processing)에 열중하는 과학기술자들(technologists) 및 저축자들과 더불어 소위 경제

적 진보(economic progress)라는 사건의 과정(course of events)에서 능동적 역할(active

part)을 수행한다.”고 했다(The Anti-Capitalistic Mentality, Ⅱ-ⅰ, pp. 39-40.).

실로 인류의 기나긴 역사를21) 직선으로 간주한다면, 그 직선의 오른쪽 끝 굉

장히 짧은 길이 만큼만이 진정한 경제적 진보의 시대일 것이다. 이러한 진보의

시대는 바로, 아이디어와 돈의 결합으로 열렸다. 전자는 과학기술자들, 후자는

저축자들의 것이지만, 이 둘은 따로 있어서는 폭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 즉,

20) 미제스는 “초콜릿 왕(chocolate king)”은 그의 후원자(patrons)인 소비자들에 대해 아무런 권력

(power)도 없으며, 소비자들이 돈을 다른 생산자에 쓰기를 선호(prefer)하게 된다면 그의 왕국

(kingdom)을 잃을 것이라 표현한 바 있다(Human Action, Ⅰ-ⅳ, p. 273.).

21) 기록된 역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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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의 결합이 긴요해지는데, 그 주체는 주로 기업가였고 이는 앞으로도 여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결합에는 언제나 실패할 위험이 졸졸 따라다닌다. 결국 소

비자라는 까다로운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그들의 수요의 절박성을 오판한

다면, 그 위험은 가차 없이 실현되고 말 것이다. 물론 어떤 기업이나 생산자는 정

치권력에 간청하거나 뇌물을 바쳐 소비자의 무자비한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보호

해달라고 할 것이며, 실로 그것이 성공을 거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정치권력에

기대어 연명하는 무가치한 기업들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고자 혁신하는 기업들이

이끄는 진보의 속도를 늦출 퇴보요인임은 분명하나 결국 언젠가는 시장과정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미제스 역시 “그 누구도 시장의 법칙(law of the market), 즉 소

비자주권(consumers’ sovereignty)으로부터 벗어날(exempt from) 수 없다.”고 하였다

(Human Action, ⅩⅤ-ⅺ, p. 308.).

셋째, 소비자민주주의의 진정한 민주성이다. 소비자민주주의에서는 어떠한 표

도 죽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조리 생산에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힘이 건재하다는 증거가 바로 “서정시와 철학서적”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한

빵”이다. 물론 누군가는 1인 1표 평등선거원칙의 정치민주주의에 비한다면 가난

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비난할 것이다. 이를 미

제스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는 “이런 불평등(inequality) 자체가 그 이전 투표과

정(previous voting process)의 결과(outcome)다. 순수 시장경제(pure market economy)에

서, 부유하다는 것은 곧 소비자들의 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데 성공한 결과

(outcome)다. 부자는 가장 효율적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봉사(serve)하는 것을 지

속함으로써만 자신의 부를 보존(preserve)할 수 있다.”고 하였다(Human Action, ⅩⅤ-

ⅺ, p. 272.). 여기서 그가 “순수 시장경제”라는 말을 넣은 데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정치권력에 기대어 이익을 보장받아 부유해진 이들은 옹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 순응하면서, 끊임없이 아이디어와 돈

을 결합하고 혁신하여 소비자의 명령(order)을 잘 찾아내고 이행한 자들이 결국,

그렇지 못한 자들에 비해 더 많은 표를 던질 자격을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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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적은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생산에 미치는 힘을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심지어 동네의 여러 식당들 중에서 어느 한 식당에 찾아

들어가 식사를 하는 것도 분명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식당들에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는 그리 크지도 않다. 가진 돈이 많든

적든, 실로 식사량이나 음식 값에 큰 편차는 없다. 이에 반해 정치민주주의에

서는 완벽한 이진법이 지배한다. 개표가 끝난 순간, 모든 사람들의 힘은 1 아

니면 0 둘 중 하나로 귀결된다. 이는 극단적인 편차이며, 0으로 귀결된 이는

아무런 힘도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다고 1로 귀결된 이가 강력한 힘을 발

휘했다고 말하기도 영 어색하다. 더욱이 정치민주주의에서는 정당공천, 정기선

거, 선거구 등의 제도에 의해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나 기회가 극히 제약되며

그 결과도 의사의 참값에서 멀어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소비자민주주의에서 모

든 소비자들은, 부당한 경쟁배제만 없다면 다양한 가치판단과 선호에 따라 언

제 어디서든 자신의 표를 자유롭게 던질 수 있다. 또한 어떤 생산을 늘리고 어

떤 생산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은 물론, 주의를 기울인

다면 그러한 힘들의 영향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도 있다. 이렇듯 소비자주권은

수많은 소비자들의 누적적 힘을 통해 일상에서 끊임없이 실현되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곧 자연적 자유의 체계라 할 것이다.

3. 소비자주권에 대한 이해관점 제시

지금까지 소비자주권과 관련하여,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비롯해 그것을 충

실히 계승하고 심화한 미제스의 사상까지 고찰해봤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기

보다는, 소비자주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할지에 대한 견해를

한번 제시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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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비자주권은 ‘권리(right)’가 아닌 ‘권력(power)’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근대적 주권 개념을 명쾌히 제시한 이는 16세기 프랑스의 보댕(Jean Bodin)이라

고 할 수 있다. 주권(souveraineté)을 국가의 본질이자 절대적인 명령권으로 이

해했던 그는 「국가론(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에서 “주권자는 결코 타

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며,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해줄 수 있어야 하고…법

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주권을 가진 자의 명령을 의미한다.”라고 했다(임승

휘 역, 국가론, p. 55.). 그가 말하는 주권자는 신법과 자연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

위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백성들에게 강력한 명령을 내리되, 정작

자신은 그 명령에 구속되지 않는 (신을 제외하고) 절대적 존재다. 아담 스미스나

미제스가 그린 소비자상도 생산에 대해 강력한 명령(order)을 내리고 일방적으

로 지배(rule)하는 주권 군주에 가깝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에서의 ‘주권’은 생산

에 대한 강력한 명령권력 또는 지배권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보댕은 “사실 권리(droit)와 법(loi)은 같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

가 있다. 권리에서는 공평성이 강조되지만, 법은 명령을 수반한다.”라고 했다

(임승휘 역, 국가론, p. 89.). 물론 오늘날 권리는 대부분 성문화되어있다. 그렇다고

해서 권리에 관한 법이 권력에 관한 법과 구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굳이

16세기 보댕까지 끌어오지 않더라도, ‘권리(right)’와 ‘권력(power)’은 엄연히 다

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 메이지시대 번역조어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인

지, 단어의 끝에 ‘權’이 단독으로 붙으면 ‘權利’와 ‘權力’을 잘 분별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22) 더욱이 국민주권시대에 살고 있는 까닭에

현대 국민은 그야말로 ‘권력이 나오는 자’이자 ‘권력의 보호를 받는 자’라는 특

이한 입장에 있다. 즉, 국민은 각종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곧 권력에 의

해 보호되며,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특이한 순환구조가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원인들이 어우러져, 오늘날 몇몇 사람들이 ‘주권’을 ‘권력(power)’이

아닌 ‘권리(right)’로 오해하거나 아니면 둘을 섞어서 이해하는 문제가 일어나는

22) 사실 이 둘만이 아니라, ‘權能’이나 ‘權限’까지 가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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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다. 특히 소비자주권에서 ‘주권’을 ‘권력’이 아닌 ‘권리’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소비자주권은 본래의 의미를 떠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즉, ‘주권자로서의 소비자’가 생산에 대한 강력한 지배자로 이해되는 것

이 아니라, 부여된 각종 권리들을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처지의 피보호자로 잘

못 이해되고 마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주권은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위의 내용과 긴밀히 연결된다. 즉, ‘주권자

로서의 소비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생산에 대한 소비자의 명령이

인위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서 소비자주권이 온전히 실

현된다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를 비합리적이고 나약한 보

호대상으로 간주해 버린다면, 청약철회권 같은 각종 권리를 만들어 소비자에

게 쥐어주고 그러한 권리나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어야만 소비자주권

이 실현된다는 완전한 오해로 귀착되고 만다.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서 소비자주권이 온전히 실현됨을 이해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부정(injustice)들, 즉 중상주의독점, 경쟁배제, 동업조합 내부결정, 특

정집단을 위해 일반국민들을 희생시키는 법률 등 모든 자연적인 분배의 교란

요인들을 축출할수록 소비자주권이 점차 회복된다는 진실을 인지할 수 있다.

이렇듯 교란요인 또는 방해요인을 금지하여 원래의 바탕을 지켜내는 것은 네

거티브 방식이다. 반면에 소비자들을 친히 보호해주어야만 소비자주권이 실

현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다면, 입법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소비자권리

를 정해서 법률로 제정해야만 하고, 정부는 생산자에게 각종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 감독해야만 하며, 소비자에게는 각종 정보가 무한히 제공되고 계몽교

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강박에 이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포지티브 방

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결코 그 끝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유와 정의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반드시 역행한다.23)

23)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에 관해서는, 본고의 제6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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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비자주권은 구성주의적 합리성에 대한 시각이나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모형(rational economic man model) 등을 기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제대로 이

해될 수 없다. 인간의 합리성에 관한 이러한 시각과 가정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면, 아무리 소비자주권을 주장하더라도 결국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갈 수밖에 없다. 학자나 정책결정자들이 그러한 합리성 관념을 견지한다면,

소비자들의 다양한 판단과 결정은 “덜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그들을 계몽하고 계도해야 한다는 수준의

퍼터널리즘으로밖에 나아가지 못한다.

생산에 대한 주권자, 명령자, 지배자로서의 소비자는 저마다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합리성을 지닌 존재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성은 개인의

차원에서 목적합리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치합리적인 면도 강하다. 가령

어떤 소비자는 소고기를 구매할 때 맛을 유일한 판단기준으로 삼아 선택을

하고, 어떤 소비자는 맛과 가격에 나름의 비중을 부여하여 선택을 한다. 여기

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의 의견이 거의 들어있지 않으므로 (그들 각자의) 목

적합리적인 선택에 가깝다. 그런데 어떤 소비자는 맛과 가격에 있어 자신에

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소고기를 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그 도축가

공업체가 소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도축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것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 맛과 가격에 있어 만족을 덜 주는 소고기를 선택

한다. 그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도축된 소고기를 먹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으

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른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였다는 점에서 목적합리적이

기도 하나,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또는 어느 것이 좋고 싫은지에 대한 나름

의 안정적인 의견과 태도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가치합리적이기도 하다. 이

러한 불가분의 모든 것들이 개인 각자의 주관적인 합리성이다. 개인의 이런

다양한 합리적 판단들에 대하여, 과연 그것이 “덜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

이라며 재단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있을까?

백번 양보하여 설령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다른 인격체의 자립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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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존중하지 않고 강제성을 띤다는 점에서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또한 전

체주의적이다. 전체주의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플라톤은 “신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사람에게는 금을 섞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을 섞었으며, 장인이

나 농부가 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청동과 쇠를 섞어 넣었다.”고 말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한다(손명현 역, 니코마코스윤리학, pp. 300-301.).24) 자신은 분

명 합리적인데 다른 사람들은 “덜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믿는 것

은, 플라톤의 정신이자 전체주의자의 합리성이다. 이러한 정신과 합리성 관념

이 배척되고, 다양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합리적 판단들이 자유롭고 다채롭게

생산에 영향을 미칠 때라야만, 자연적 자유의 체계는 원활히 흐르고 점차 진

화할 수 있다.

24)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소개한 말이다. 참고로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ka N ikomacheia)」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용 초고를 그의 아들 니

코마코스가 정리해 펴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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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서정가제 제·개정 경과

제1절. 도서정가제 제정까지의 경과

1. 민간 도서정가제 실시결의

강력한 법으로 도서할인을 규제함으로써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얻게 된 현

행 도서정가제지만, 사실 도서정가제가 처음부터 법의 형태는 아니었으며 그

역사는 꽤 오래됐다. 부길만(2013, pp. 144-145.)에25) 따르면, 1960년대 초반 서적

덤핑판매에 대항하여 전국서적상연합회를 중심으로 도서정가제 운동이 시작되

었다. 그리고 1977년에는 출판·서점계의 결의로 정가판매제가 실시됐다.26) 이

는 1980년 12월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RPM)에 해당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43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를 통

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게 된다.27) 책은 여타 재화들과는 다른 특별한 가치를 지

니고 있어 따로 보호해야 할 재화라는 핵심신념, 이른바 “Books are different”

가28) 당시 받아들여진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순항하던 민간협약 차원의 도서

25) 당시 동원대학교 광고편집과 교수.

26) 보다 구체적으로는, 1977년 11월 22일 도서정가제 실시결의문이 채택되었고, 12월 1일부터

전국서점에서 도서정가제가 실시되었다(한국서점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검색).

27) 1986년부터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소속 출판사들과 서점들의 위임

을 받아 양자간 ‘출판물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다(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28) 이 문장은 도서정가제의 원조 격인 영국 도서정가판매협정(Net Book Agreement) 측이 그 타

당성을 인정받아 승소했던 1962년 재판의 별칭이다. 하지만 결국 1997년에는, 30여 년 전의

필요성과는 달리 시대적 정합성을 결여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영국 도서정가

판매협정은 막을 내리고 만다(백원근, 2000, 10월,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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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제도 결국 시대변화라는 피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만다. 이에 따른 출

판·서점계의 기민하고 적극적인 대응과정이 곧 도서정가제의 법제화 및 강화

과정이라 할 것이다.

2. 민간 도서정가제의 위기와 대응

1994년 10월 E마트, 프라이스클럽 등의 대형할인매장들이 일부 베스트셀

러, 대하소설류, 사전류, 아동물 등 100여 종을 정가의 15∼30% 가격으로 판

매하기 시작한다. 이를 바로 문제 삼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서련’이라 한

다.)의 공문을 접수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이라 한다.)는 프라이스클럽에

납품한 22개 출판사에게, 서련과 체결한 재판매가격유지계약에 의거하여 도

서정가제유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11월 18일 발송한다(대한출판문화협회편집부,

1996, 1996한국출판연감).29)

한편 1995년 1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도서가격자율

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출판계는 이에

강력히 대응했고, 결국 현행대로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되 2년 후인 1997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관철해낸다. 또한 1995년 2월 22일 서점계는 공정위가 국내

출판물 중 참고서, 사전, 만화 등의 일부 도서에 한해 제한적인 가격경쟁체제

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하여, 영업허가증반납 및 폐업을 불사하겠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러한 입장을 유보하기로 한다

(1996한국출판연감).

1995년 3월 6일 공정위는 앞서 출협이 협조공문을 발송한 22개 출판사 중

12개 출판사는 (1986년 8월에 체결되었던) 재판매가격유지계약에 필요한 위임장을

29) 이하 ‘1996한국출판연감’과 같이 제목만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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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공정거래법 위반명목의 담합행위에 대한 사과광

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출협은 이에 대응하여

8월말 법원에 시정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1996한국출

판연감). 이어 1996년 3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사업자단체인 출협이 출판사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재판매가격유지를 촉구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다. 물론 출협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즉시 상

고한다(1997한국출판연감).

한편 1995년 11월에는 교보문고가 ‘책사랑 카드제’를 실시하려 했으나, 도

서구입누계 점수제 및 그에 따른 각종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가격파괴효과를

지녀 도서정가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관련업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기

도 한다(1996한국출판연감).

시간이 흘러 앞서 1995년 공정위가 입법예고했다가 2년 후에 다시 논의하기

로 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1997년 3월 4일 재정경제원(舊재정경제부, 現기획재정

부의 전신)은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잡지와 참고서는 제외하고, 출판 후 1년이 경

과하면 할인판매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3조를 개정하겠다는 입

장을 밝힌다. 이에 바로 대응하여 출협은 할인판매 금지기간을 기존 3년에서 2

년으로 줄이고 과월호잡지는 할인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서련과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5월 15일 갱신한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학습참고서

채택부조리 근절 및 20%이상 가격인하라는 학습참고서출판사 자정방안을 재

정경제원과 문화체육부에 5월 28일 제출한다. 이에 재정경제원은 자정노력을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일단 유보한다(1998한국출판연감).

한편 1997년 5월 종로서적이 국내 최초로 온라인서점을 개설한다.30) 이후

비슷한 시기에 영풍문고, 교보문고, 서울문고 등도 온라인서점을 개설하여 도

서정보검색 및 주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다(1998한국출판연감). 드디어

30) 1907년 종로에서 ‘예수교서회’라는 기독교서점으로 시작한,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긴 서점

이다. 도서정가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서점이기도 하며,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2002년 6

월 최종 부도를 내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위키백과한국어판에서 ‘종로서적’으로 검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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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점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며, 이에 따라 중소 지역서점들의 위

기의식은 한층 고조되었을 것이다.

3. 도서정가제 법제화 결의

1998년 새로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은 출판계의 대정부 긴급자금요청에 따

라 출판계가 위기(IMF사태, 서적도매상연쇄부도사태 등)라고 인식하여 500억 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3월 16일 지시한다. 500억 원에는 문

예진흥기금 200억 원, 국민은행 우대융자지원금 300억 원이 포함되었다(1998한

국출판연감; 1999한국출판연감). 또한 출협과 서련 등은 도서정가제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동대책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할인판매에 동조하는 회원사를 감시하는

활동을 1998년 3월 시작한다(1999한국출판연감).

한편 공정위는 1998년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법에 의해 허용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발

표한다. 재정경제부 역시 2000년부터는 학습참고서, 잡지, 취미서적의 경우

서점 스스로 가격을 정하여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다(1999한국출판연감).

1998년 출협과 서련 등의 공동대책위는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보다 강화

(잡지협회도 계약당사자로 참여시키는 등)하고, 프랑스 ‘랑법’과31) 같은 법의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며, 도서할인매장에 납품된 책들을 즉시 해당 출판사들이 수거

31) 1970년대 중반 프랑스 최대 문화콘텐츠 유통업체 FNAC 및 대형유통업체들이 할인을 무

기로 전통적인 중소서점들을 위축시켰고, 이 같은 배경에서 정부개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결국 문화부장관이었던 사회당 Jack Lang이 기초한 일명 ‘랑법’이 1981년 의회를 통과했는

데,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부길만 등, 2005, p. 38.).

“이번 정부는 책을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시장의 메커니즘

을 수정하여, 당장의 이익에 가려져서는 안 될 책의 문화적 특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도서정가제는 ①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도서를 판매하여 국민들

의 독서에 평등을 확보할 것이며, ② 유통체계에 있어 집중화를 방지하고, ③ 특히 어

려운 작품들의 창작과 출판에 있어 다양함을 보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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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결의한다(1999한국출판연감). 또한 서련은 1999년 3월 12일 대형할인마

트와 도서전문할인점 등에 도서를 납품하는 지학사와 지학사총판에 대해 도

서의 할인판매를 조장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산하 조합원 서

점으로 하여금 판매거부, 도서수거 등을 결의하는 실력행사를 벌이기도 한다.

이어 6월 26일 출판·서점계 4개 단체장회의(출협, 서련, 학습자료협회, 한국잡지협회)

는 “도서정가제 확립만이 우리의 살길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문화관광

부와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라 한다.)에 도서정가제의 법제화를 요청할

것과, 7월 1일부터는 할인판매업소에 책을 일절 납품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

기에 이른다(2000한국출판연감).

4. 도서정가제 법안 발의 및 무산

서련은 직접 주도하여 기초한 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1999년

7월 문화관광부에 제출한다(부길만, 2013, p. 147.). 그리고 이를 새정치국민회의

15대 국회 길승흠 의원이 여야 27인의 찬성을 얻어 1999년 11월 22일 발의하

였는데, 정가 책정 및 표시 의무, 정가판매 의무, 정가판매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도서정가제 법안이었다. 이는 11월

23일 문광위에 회부되어 전문위원 검토를 거친 후, 11월 30일 제208회 국회(정

기회)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길승흠 의원의 제안설명이 이루어진다(의안정

보시스템에서 검색).

그러나 1999년 12월 13일 정기국회 문광위 소위원회에서, 공정위는 길승흠

안을 강력히 반대했으며, 일부 의원들도 할인판매금지가 인터넷서점의 존립

근거를 해친다며 반대하였다(부길만, 2013, p. 147.). 이에 따라 법안상정이 유보

되었지만, 문화관광부는 별도로 추진 중인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을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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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가제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한다(2000한국출판연감). 결국 길승흠 안은 2000

년 5월 29일 임기만료 폐기된다(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한편 2000년 3월이 되자 지난해까지는 10여 개에 불과하던 인터넷서점(알라

딘은 1998년, 예스24는 1999년 설립)이 48개로 크게 증가한다(2000한국출판연감). 그리

고 2000년 9월 9일에는 문화관광부가 정가판매 의무, 정가판매 위반 시 5백

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 등을 규정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을 입법예고한다.

인터넷서점들은 이에 대응하여 네티즌 대상으로 반대운동을 벌였고, 결국 규

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라 한다.), 공정위, 정보통신부의 반대로 입법이 또

무산되고 만다(2001한국출판연감; 2003한국출판연감).

5. 갈등의 복잡화 및 심화

기존 온라인 매출 1위를 점하던 교보문고는, 정가의 20∼30% 할인판매를

해 오던 예스24에 1위 자리를 빼앗기자, 온라인 할인판매를 용인하는 출판계

의 이중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2000년 9월 7일 온라인 할인판매 의사를 내

비친다. 이에 따라 단행본 중심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이하 ‘출판인

회의’라 한다.)는 할인판매를 하는 인터넷서점에 대한 납품중단을 결의한다(2001

한국출판연감).

이에 인터넷서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도서정가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

되지만, 결국 예스24와 와우북 등 일부 인터넷서점은 출판인회의의 할인중단

요구를 수용하여 마일리지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하지만 알라

딘과 인터파크 등 대부분의 인터넷서점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표명

하고 출판인회의 소속 출판사들을 공정거래법위반(담합)으로 고발하기로 한다.

이에 출판사들도 인터넷서점들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한다(2001한국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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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연감). 한편 2000년 11월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들의 모임인 종합

서점상조회는 할인서점에 납품하는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의하

였고, 그 시범케이스로 ‘문학수첩’의 해리포터시리즈와 ‘삼성출판사’의 책들을

진열대에서 제외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2001한국출판연감).

2001년 1월 4일 출협, 서련, 출판인회의, 전국도매유통협의회, 인터넷서점협

의회 등이 참여한 전국도서유통협의회(이하 ‘전도협’이라 한다.)가 발족한다. 전도

협은 발행 1년이 경과하고 출판사가 지정한 간행물에 대해서만 할인을 용인

한다는 운영규정을 결의한다(2002한국출판연감). 그런데 얼마 후 3월 26일 출판

인회의와 일부 대형 인터넷서점(예스24, 알라딘, 와우북, 북스포유) 간 ‘10% 이내

할인, 5% 이내 마일리지, 배송료 소비자부담’ 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서련은 이에 대하여 전도협의 결정을 벗어난 독단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인

터파크와 북파크는 출판인회의와 출판인회의와의 합의에 불참하고 40% 할인

판매를 고수하겠다고 밝혔다(2001한국출판연감; 2002한국출판연감).

2001년 2월 13일 공정위는 앞서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를 방해한 출판인회

의와 종합서점상조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

표할 것을 통보한다(2001한국출판연감). 한편 2001년 8월 5일 매장면적 100평 이

상의 서점들이 모여 발족한 중·대형서점협의회는 9월말까지 인터넷서점들이

할인판매를 계속한다면 자신들도 10월 1일부터 전면 할인경쟁에 돌입하겠다

고 선포한다(2002한국출판연감).

6. 도서정가제 법률 제정

서련은 2001년 3월 21일 간행물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하였

으나,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과 통합·수정안으로 추진된다(부길만, 2013,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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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01년 11월 16일 새천년민주당 16대 국회 심재권 의원은 여야 31인과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정가표시 의무, 발행 1년이 경과하

지 않은 간행물에 대한 10% 할인율 제한(1년이 경과하면 제한 없음), 정가표시·판

매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 등을 골자로 하였다(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이에 대하여 예스24, 알라딘, 모닝365, 북스포유, 와우북, 인터파크 등의

인터넷서점들은 법안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법안상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원회를 조직하였으며, 공정위 역시 반대하였다(2002한국출판연감).

심재권 안은 2001년 11월 17일 문광위에 회부되어 전문위원 검토를 거친

후, 11월 26일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회의가 이루

어진다. 이어 2001년 12월 13일 제5차 소위원회에서, 정가제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서점에 대해서는 그 유통 상의 특수성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필요성 등

을 고려하여 정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한 안이

가결되었고, 뒤이어 2002년 7월 3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에서 5년 한시법으로 하도록 수정가결 되었다(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출협, 서련, 출판협동조합 등의 간부들이 문광위 및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 방문하여 입법을 설득하였다(2003한국출판연감).

그리고 마침내 2002년 7월 31일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그

누구의 이의제기도 없이 최종적으로 가결되고 8월 26일에 공포되었으며, 6개

월 경과한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이 규제의 성격을 판단하자면, 발행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간에 대해서

인터넷서점만 최대 10%까지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이다. 이에 대해

서 도서정가제 지지자들은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규제였다고 평하나, 그것은

단지 사후적 진술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미 인터넷서점은 법제화 이전부터

신간에 대해서 10%를 초과하는 할인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

고, 그에 비해 오프라인서점, 특히 동네서점들은 어차피 할인을 거의 해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서점에 대해서, 아래로 더 내려갈 힘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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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던 가격을 더 내려가지 못하게 묶어버린 효과를 낸 것이다.

7. 도서정가제 시행령 제정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문화관광부는 2003년 2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한다. 그런데 이미 1월 20일 출판·서

점계는 법정 10% 할인범위 안에 마일리지·경품·무료배송 등을 포함할 것, 1

년의 기점이 되는 발행일을 최초인쇄일이 아닌 최종발행일로 할 것, 기존 발

행된 도서들의 발행일을 법 시행일인 2003년 2월 27일로 간주할 것을 요구하

는 청원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했으나, 그것이 반영되지 않자 반발하였다

(2004한국출판연감).

8. 간접할인 규제 행정명령 무산

2003년 2월 27일 문화관광부는 유사할인(사은품,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의 경제상

이익이 거래가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거래가액이 4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무료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문화관광부 고시)을 제

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는 전자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 및 시장경쟁

원리훼손 가능성이 있다면서 철회권고하였고, 후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영업

전략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철회권고하였다(이혜영, 2013,

p.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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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서정가제 1차 개정까지의 경과

1. 인터넷서점의 급성장

2003년 6월 인터파크가 업계최초로 ‘책 한 권 무료배송’을 실시하면서 단기

간에 급성장을 이루었고, 뒤이어 알라딘도 무료배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4

년 4월에는 당시 주요 인터넷서점들 모두 무료배송을 실시하게 된다(2004한국

출판연감).

2. 실용도서 제외

2005년 1월 1일 실용도서를 도서정가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고시(이하 ‘RPM고시’라 한다.)’가

시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에서 검색). 법률 내 도서정가제규정인 제22조는 태

생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와 연계되어있으므로, 공정

위 고시에 따라서 규제범위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규제의 성격을 판단하자면, 원래 도서정가제 대상에 포함되어있던 실용

도서를 공정위가 RPM고시를 통해 도서정가제에서 풀려나게 한 것으로서, 규

제완화라고 할 수 있다.32) 토익교재나 컴퓨터실습교재 같은 부류가 실용도서

인데, 이는 “Books are different”를 내세울 만한 책이라고 보아주기도 어렵다.

그런데 도서정가제 지지자들은 실용도서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된 까닭에, 이

32) 이는 애당초 도서정가제가 5년 한시법이었으므로, 폐지 때까지 규제를 점차 완화하자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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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일부 출판사가 진실로 실용도서가 아닌데도 실용도서로 발행하는 예기치

못한 잘못된 결과가 생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일리 있는 주장이나, 이

는 결국 정책에 있어서는 당장 보이는 것만이 아닌,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

려고 부단히 애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길 뿐이다.

3. 개정안발의 및 대안반영폐기

2005년 3월 31일 열린우리당 17대 국회 우상호 의원은 여야 22인과 출판

및 인쇄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현금할인은 물론 그 어

떤 유사할인(사은품,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정가판매 의무,

발행 1년이 경과한 도서에 대한 예외 삭제, 도서관에 대한 예외 삭제, 5년 한

시법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개정안이었으며, 2005년 4월 1일 문

광위에 회부되어 전문위원 검토를 거친다(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이후 2006년 7월 13일 출판·서점계는 도서정가제 적용대상 신간의 기준을

2년으로 확대하고, 10% 할인율 안에 마일리지 등 우회할인을 포함하며, 5년

한시법조항을 삭제할 것을 합의한다. 그리고 출협은 이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상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9월 18

일 국회에 제출한다(2007한국출판연감). 이는 우상호 안보다는 완화된, 기존 법

률보다는 강화된 것이었다.

2007년 1월 25일 문화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함된 정부입법정책협

의회는 도서정가제 대상을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5년

한시법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 출판·서점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도서정

가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한다(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결국 우상호 안은 2007년 4월 26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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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상정되어 수정의결되었고, 4월 30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

에 상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 법안심사소위는 우상호

안에 대하여 5년 한시법조항 삭제는 수용하되, 기존의 10% 할인율제한은 그

대로 두고, 기존의 발행 1년 기준을 18개월로 확대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한

후, 위원회 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안)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의안정보시

스템에서 검색).

4. 초등학습참고서 제외

2007년 1월 1일 기존의 실용도서에 더하여 초등학습참고서(학습참고서Ⅱ)도

도서정가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공정위 RPM고시가 시행된다(공정거래

위원회홈페이지에서 검색).

이 규제의 성격을 판단하자면, 2005년 실용도서 제외와 마찬가지로, 원래

도서정가제 대상에 포함되어있던 초등학습참고서를 공정위가 RPM고시를 통

해 도서정가제에서 풀려나게 한 것으로서,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다.33) 이 또

한 앞의 실용도서와 마찬가지로 “Books are different”를 내세울 만한 책이라

고 보아주기가 어렵다. 초등학습참고서는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더라도, 시장

에서 알아서 다양한 종류가 생산되고, 큰 이변 없이 이 땅에 초등교육이 존

재하는 한 거의 무한히 소비될 재화다. 그 어떤 보호도 필요하지 않은 책이

바로 초등학습참고서인 것이다. 그리고 동네서점의 매출에서 학습참고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이는 그들이 특히 반발할 만한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다.

33) 이 역시 도서정가제가 5년 한시법이었으므로, 폐지 때까지 규제를 점차 완화하자는 취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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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정가제 1차 개정

앞서 2007년 4월 30일 의결된 위원회 대안이 6월 14일 법사위 체계자구심

사를 거쳐 2007년 6월 19일 제안된다. 이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법률명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5년 한시법조항을

삭제하며, 기존의 인터넷서점만이 아닌 모든 서점에서 10%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발행 1년 기준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결국 6월 20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석 201인 중

찬성 195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최종적으로 가결되고 7월 19일에 공포되

었으며, 도서정가제 규정인 제22조는 3개월 경과한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

행에 들어갔다(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이 규제의 성격을 판단하자면, 5년 한시법조항을 삭제한 것은 폐지가 예정

된 규제를 다시 살려낸 것이며, 인터넷서점만이 아닌 모든 서점에서 최대

10%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오프라인서점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네서점보다는, 특히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초대형서

점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도서정가제 대상 신간

기준인 1년을 18개월로 6개월 늘린 것은 명백한 규제강화다. 그런데 도서정

가제는 특히 인터넷서점을 겨냥하여 가격할인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제다. 애

당초 1년이 경과한 구간에 대한 할인 폭이 가장 컸던 인터넷서점이 이제 더

이상 (원래 구간으로 간주되어 자유롭게 할인할 수 있었던) 1년∼18개월 사이의 책들

을 자유롭게 할인하지 못하게 되어 버린 것이므로, 이는 종합적으로 판단컨

대 규제강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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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서정가제 2차 개정까지의 경과

1. 경품고시 개정

2008년 1월 1일 공정위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경품고시’라 한다.)’가 시행된다. 이는 도서정가제 대상(실용도

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제외한 발행 18개월 이내 간행물)에 대해서는, 경품류가액이 5

천 원 이하라 하더라도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할

수 없도록 개정된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에서 검색).

이 규제의 성격을 판단하자면, 일단 기존의 경품고시에 따르면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제공행위

다. 다만 5천 원 이하의 소액 경품이라면, 그것이 비록 거래가액의 10%를 초

과하더라도 부당한 제공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개정함으로써

도서정가제 대상에 부수하는 경품이 5천 원 이하 소액 경품이라 해도 그것이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면 부당한 제공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규제강화다. 가령, 정가 1만 원의 신간에 대해 판매자가 최대 10% 가격할인

을 제공하면 거래가액은 9천 원이 된다. 이 9천 원의 10%, 즉 900원을 초과

하는 경품을 원칙적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때 5천 원 이하의

소액 경품, 가령 5천 원에 해당하는 사은품이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긴 하나, 기존의 경품고시에 따라 허

용되는 행위였다. 하지만 개정된 경품고시는 도서정가제 대상에 대해서만큼

은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게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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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출범

2008년 8월 27일 도서정가제위반과 도서사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

리하고 감시하고자,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유통심의

위원회 소위원회 소속으로 공식 출범한다. 이는 이후 2013년 4월 22일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운영이 이관된다(2009한국출판연감). 도서정가제를 위반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기관이 생겼다는 것은 (적어도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규제

강화라 할 수 있다.

3. 경품고시 폐지

2009년 6월 17일 공정위는 경품고시 내 소비자경품규제조항을 폐지하기

로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도서(신간이든 구간이든)에

부수하는 소비자경품(사은품, 마 일리지 등)에 대한 기존의 10% 제한이 사라지

는 것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에 대해서는 유예를 요청한다. 이것이

규제개혁위에서 받아들여져, 도서정가제 대상(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제외

한 발행 18개월 이내 간행물)에 대해서만은 기존의 소비자경품규제조항을 2010

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에

서 검색).

이 규제의 성격을 판단하자면, 도서정가제 대상(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제

외한 발행 18개월 이내 간행물)에 대해서만 기존의 소비자경품 10% 제한규제가

존속하는 것이므로, 도서정가제 대상이 아닌 구간이나 실용도서·초등학습참

고서에 대한 소비자경품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 것이다. 다만 가격할인에

제한이 딱히 없는 도서에 대해서 경품규제가 폐지되었다고 한들, 상당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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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었을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낮다. 가령, 기존의 10% 경품제한이 풀렸

다고 해도, 이미 얼마든지 직접적 가격할인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 (간접적

할인에 불과한) 마일리지를 10%를 초과해서 줄 유인이 크지 않다. 상식적으로,

가격 자체를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신간의 경우에는 가

격할인이 법정 10%로 제한되니, (간접적 할인에 불과하더라도) 마일리지를 더 제

공해서라도 전체적 할인 폭을 늘릴 유인이 있겠지만 말이다. 출협과 서련 등

도서정가제 지지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도서정가제 유명무실화라며) 우려하여,

공정위의 소비자경품규제조항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성명을 내고 문화

체육관광부 및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하여 결국 관철해낸 것이다.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는 규제완화이나 그 실질적 효과의 발생가능성은 논리적으로 낮다

고 판단된다.

4. 간접할인 규제 시행령 무산

2009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1년 연장의 만료에 대비하여 출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는 출판·서점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으로서, 도서정가제 대상에 대한 법정 10% 할인 안에 직접적인 가격할인 외에

마일리지, 할인권 등 모든 경제상 이익을 포함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공

정위는 반대의견을 냈으며, 규제개혁위 심사를 앞두고서는 인터넷서점들이 반

대운동을 벌였다. 출판·서점계 단체장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규제개혁위에 찬

성의견서를 제출하고 규제개혁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활동을 벌였다(이혜영,

2013, p. 604.).

하지만 2010년 2월 18일 규제개혁위는 위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대한다.

즉, 오프라인서점과 인터넷서점 간 이견이 있으므로, 현행 최대 19% 할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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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 가격할인 10% + 할인된 나머지 9할에 대한 10%)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

부처가 여러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한 후 재심사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이혜

영, 2013, p. 604.).

이에 2010년 2월 24일 출판·서점계 단체들은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

판·서점계 단체장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도서정가제를 무력화하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행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출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할 것, “공정위와 규제개

혁위는 도서정가제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이혜

영, 2013, p. 604.).

5. 중소기업청의 강제조정

신규 개점한 교보문고 영등포점에 대하여 2009년 9월 서울시서점조합이 중

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한다. 이후 중소기업청은 1961년 사업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학습참고서 판매금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에

교보문고 영등포점은 2010년부터 매장에서 57개 출판사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철수하게 된다(2010한국출판연감; 프레시안).34)

물론 이는 도서정가제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나, 이른바 ‘동네서점 살리

기’, ‘상생’, ‘골목상권 보호’ 등 정치인들의 구호가 중소기업청의 정책으로 실

현된 사건이다. 이는 분명 도서정가제 규제강화는 아니나, 도서정가제의 취지

와 조응하는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4) 김봉규. (2010, 1월 15일). 교보문고 영등포점, 참고서 판매금지 권고 수용…SSM은? 프레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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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접할인 규제 시행규칙 신설

2010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신간이든 구간이든 모든 간행물)의 실제

판매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을 제

공하는 행위를 출판법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위반으로 규정하는 동법 시행

규칙 조항을 신설한다. 이는 공정위 경품고시 1년 연장 적용이 끝나는 2010년

6월 30일의 다음날인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이 규제의 성격을 판단하자면, 일단 도서정가제 대상의 경우라면 기존의

경품고시 1년 연장 적용의 효과(10% 경품제한)가 시행규칙에서도 그대로 이어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딱히 규제의 강화도 아니고 완화도 아니다. 그런데 도

서정가제 대상이 아닌 도서의 경우, 직전의 소비자경품규제 폐지에 따라

10% 경품제한이 이미 풀린 상태였다가, 이러한 시행규칙조항 신설로 다시

10% 제한으로 묶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원칙적으로 규제강화다. 다만, 애당

초 가격할인에 제한이 없는 도서에 대해서 경품 10% 제한을 푼다고 한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묶는다고 한들, 그 실질적 영향은 논리적으로 낮다고 판

단된다.

7. 헌법소원심판 각하

2010년 9월 28일 출협, 서련, 출판인회의 등 8개 출판·서점계 단체 대표들은

위 시행규칙 조항이 모법인 출판법의 10% 할인율 제한 규정에 반하여 위임입

법의 한계를 벗어났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

판을 제기한다(이혜영, 2013, p. 603; 2012한국출판연감).

2011년 4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위 청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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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다. 우선 청구인 16인 중 출판업자와

사단법인 15인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간행물판매업자 1인에35) 대해서만 자기관련성을 인정했으며, “도서

정가제가 간행물판매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이윤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의견을 냈다(이혜영, 2013, p. 603.; 2012한국출판연감). 이에 따라 출판·서점계는

법정 최대 10% 할인율 안에 사은품이나 마일리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

을 담은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부길만, 2013, p. 151.).

8. 위법행위금지청구 기각

2010년 12월 9일 출협, 서련, 출판인회의 등 8개 출판·서점계 단체장 및 간

부 9인은 대표적 인터넷서점 예스24를 상대로, 인터넷서점의 도서정가제 위

반에 대한 위법행위금지청구를 제기한다(이혜영, 2013, p. 603.). 하지만 2011년

10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앞서 신설된 시행규칙 조항이 모법에 위반된

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으며, 도서정가제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도 해당되지 않

으며, 피고 예스24가 도서출판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서 불이

익 제공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2012한국출판연감).

35) 1998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2002년, 2003년 동안의 10개월을 제외하고) 서련의 제30·31·33·34·35·36

대 회장직을 맡았으며, 서울의 한 동네서점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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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자출판물 정가제

2012년 1월 26일 출판문화산업지원 목적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치,

전자출판물 판매자에 대한 정가표시 의무, 발행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전자

출판물의 정가판매 의무 등을 새로 규정한 출판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2013한국출판연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이

는 분명 도서정가제 개정이긴 하나, 전자출판물은 본고에서 다루는 주제와

그리 밀접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건도 아니므로, ‘2차 개정’으로 취

급하지 않겠다.

10. 도서정가제 2차 개정

2012년 11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주최하고 출협 및 출판인

회의가 주관하는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공청

회’가 열렸다(이혜영, 2013, p. 605.). 그리고 여기서 나온 출판·서점계의 의견을 그

대로 수용하여, 19대 국회 최재천 의원은 여야 15인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

부개정 법률(안)을 2013년 1월 9일 발의했다. 이는 출판법 제22조 내의 공정

거래법 제29조 연계부분 삭제(공정위의 RPM고시가 무력화, 즉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

고서도 도서정가제 대상이 되는 것임), 최대 10% 법정 할인율 안에 직접적인 가격할

인 외에 마일리지나 할인쿠폰 등 모든 경제상의 이익 포함, 발행 18개월이 경

과한 간행물(구간)에 대한 도서정가제 예외규정 삭제, 도서관에 대한 도서정가

제 예외규정 삭제, 발행 18개월이 경과한 전자출판물에 대한 도서정가제 예외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였다(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2013년 3월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라 한다.)에 회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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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검토를 거친 최재천 안은 2014년 4월 16일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그 누구의 이의제기도 없이 수정가결 되었고, 2014년

4월 24일 제324회 국회(임시회)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 김희정 의원의

간단한 보고 후, 역시 그 누구의 이의제기도 없이 그대로 가결되었다(제324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2014. 4. 24.).

최재천 안은 결국 4월 28일 법사위를 통과해 4월 29일 제324회 국회(임시

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 그 누구의 반

대도 없이 최종적으로 가결되고 5월 20일에 공포되었으며, 6개월 경과한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직접적 가격할인은 최대 10%

로 제한, 최대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을 조합, 공정거래법 제29조 연계부분 삭제로 실용도서와 초등학습

참고서도 도서정가제 적용, 발행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구간)도 도서정가제

적용, 도서관에도 동일하게 도서정가제 적용, 발행 18개월이 경과한 전자출판

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발행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에 대한 정가변경 가능

등을 골자로 하였다(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이 규제의 성격을 판단하자면, 직접적 가격할인은 기존과 같이 최대 10%

지만 간접적인 경제상의 이익을 합쳐서 최대 15%로 제한하고 있어, 직접적

가격할인은 최대 10%이고 간접적 경제상의 이익은 최대 9%였던 구법에 비

해 더 큰 제한이 가해진 개정이다. 또한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제외

하고 신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할인율제한이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하여 신·구간 모두에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대폭적인 규제강화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까지 할인율제한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 유례없는 사건이다. 이는 “Books are different”라는

그 공동의 신념은 그저 그럴싸한 명분일 뿐, 오로지 특정집단의 기득 이익만

이 유일한 동력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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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서정가제 시행령 개정

2014년 11월 21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도서실·자료실 및 군부

대·교도소·보호시설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도록 개정(출판법 제22조 상 도서정가제

예외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에 관한 개정)된 출판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이는 법률개정에 발맞춰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를 확

대한 것이므로, 명백히 규제강화다.

2016년 1월 22일에는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에서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

로 하여 발행된 경우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도록 개정(출판법 제22조 상 도서정가

제 예외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에 관한 개정)된 출판법 시행령이 시행되었

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이는 국내 도서정가제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외

국에서 발행하는 출판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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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법안별 참여자 견해

제1절. 길승흠 안 참여자 견해

1. 법안 발의자

도서정가제의 첫 발의 법안인 길승흠 안은 책의 문화상품으로서의 특수성

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한다. 길승흠 의원은 그 제안이유에서 “21세기는 창의

적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 내는 개인과 국가만이 세계와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시대”라면서, 책은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 내는 가장 강력하고 타당

한 매체”라고 하였다. 그는 이어 “1980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업계가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체결, 정가판매를 하도

록 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법에는 정가판매를 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가

없음을 문제 삼았다(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 의안원문, 의안번호 152361.).

또한 그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할인매장에 책을 공급하거나 할

인판매를 함으로써 중소 서점들이 붕괴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그러

한 “위기”는 “21세기 지식사회로의 진입을 저해”하며 “문화적 위기로까지 이

어지고 있”고, 결국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선조들의 출판문화전통

과 문화정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랑법’을 본받아 “책의 할인판매 근절과 정상적인 유통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

록 하여 출판사, 서적 도매상, 서점의 연쇄 부도를 막고 출판선진국으로 도약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법 제정의 목적으로 삼았다(상게 의안원문).36)

36) 이러한 내용은 서련 회장이 작성해서 길승흠 의원에게 건넨 것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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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 전문위원

길승흠 안에 대해 문광위 전문위원은 “현재 영세한 우리 출판 문화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도서정가제 유지가 절실한 실정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도서정가제의 법제화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 축으로 하

는 현행법규 상 공정경쟁의 유지가 아닌 경쟁제한적 내용으로 국가가 개인

간 계약체결에 관여하는 것이 됨으로써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

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

제한 내용의 법 제정은 소비자단체의 반발 및 경쟁촉진이라는 정부 전체의

정책기조에 상반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다소 비

판적인 입장을 보였다(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1999. 11.).

그는 이어 “경쟁제한의 입법내용, 위반 시의 벌금부과문제 등 법리상 여러

쟁점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해 이해당사자 및 사회 각층의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출판진흥법 제정

시 도서정가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상게 검토보고서).

3. 인터넷서점 및 소비자

당시 인터넷서점 및 소비자는 비록 공식적 참여자는 아니었지만, 도서정가

제 첫 법안에 대해 웹상에서 크게 반발하였다. 실제로 길승흠 의원은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네티즌의 반발로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냈다(제208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9차, 1999. 11. 30.). 실제로 몇몇 인터넷서점

서련 회장은 2005년 우상호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자신을 “15대 국회부터 정기간행물에 관

한 정가제 유지 법률안을 직접 제출한 당사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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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도서정가제를 비판하는 글을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했으며, 찬반투표 또는 온라인서명 공간을 만들어 반대여론을

모았고, 문화관광부 및 찬성의원들의 웹사이트 주소를 연결해놓아 집단적 항

의를 유도하기도 했다.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정가법으로 묶으려

는 것이 도서뿐만 아니고 인터넷 할인서점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홈페

이지에 들어온 네티즌들의 견해를 보니까 인터넷 할인서점에 대해서 정가법

으로 묶는 것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항의와 반발이 있는 것을 내 홈페이지에

서 봤습니다.[밑줄: 필자]37) 그것을 제가 지난 밤에 쭉 읽어 봤는데 저도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가법에서 인터넷

할인서점은 제외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사실 책값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고, 할인율제한이 소

비자에게서 빼앗아가는 이익도 개인차원에서는 그리 크지가 않다. 그러나 그

리 크지 않은 이익이라고 침묵만 하고 있어서는 그러한 침해를 막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소비자들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의회가 국민전체를 대표

한다는 것은 이론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

다. 정녕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이런 점을 강조하는 편이 의미 있

을 것이다.

37) 이하 언제나 필자가 판단하여 밑줄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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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심재권 안 참여자 견해

1. 법안 발의자

도서정가제 법제화로 이어진 심재권 안은 출판 및 인쇄 전반에 관한 법안

으로서 오로지 도서정가제만을 담고 있지는 않은 만큼,38) 법안 제안이유가

매우 포괄적이다. 심재권 의원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현행 출판

관련 법률로는 출판의 자유를 신장하고 출판·인쇄문화산업을 종합적으로 진

흥시키는 데 미흡”하다면서, “시대변화에 맞추어 현행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합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법 제정의 목적으로 삼았다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 의안원문, 의안번호 161162.).

그런데 그는 법안 제1조(목적)의 내용을 “출판·인쇄에 관한 사항 및 출판·인

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상게 의안원문). 여기

서 특히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이 심재권 안 도서정가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제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유통질서”라는 표현은 도

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다.

2. 국회 전문위원

문광위 전문위원은 도서정가제 법제화에 관한 공정위와 문화관광부의 대립

38) 물론 공식적인 토론에서는 도서정가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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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주장을 소개한 후, “출판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소비자인 독자나

시장원리 측면에서 볼 때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유통체계

의 도입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입

장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들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출판 및 인쇄 진흥법 검토보고서, 2001. 11.). 그는 앞서 길승흠 안을 검토

했던 전문위원과 동일인물인데, 그때에 비하면 보다 중립적인 쪽으로 의견을

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비판적인 입장에 가깝다.

그가 소개한 바에 따르면, 일단 공정위는 심재권 안 도서정가제가 “기본적

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며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하고 “공정거래

법 상의 재판매가격유지 금지 관련 규정(동법 제29조)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재판

매가격유지행위가 어차피 허용되고 있으며, 그 이후 2003년 1월부터는 자신들

(공정위)이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저작물(전자출판물 포함)에 대

해서는 정가제를 인정하기로”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입법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는 “경쟁정책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에서 다루고 동법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술성 및 창작성을 감안하

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

다(상게 검토보고서). 이렇듯 공정위는 도서정가제 그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는,

도서정가제가 자신들의 소관에서 이탈하는 것을 반대하는 편에 가깝다.

이에 반해 문화관광부는 도서정가제 별도입법이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39) 의거해 “공정거래법과 배치되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이

도서정가제를 경쟁법 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단지 “출판에 관한 법률이 별

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뿐이라는 입장이다(상게 검토보고서). 이렇듯

도서정가제 법제화 논의는 정부부처 간 소관다툼의 측면이 분명 있다.

39) 그 내용은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

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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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판관련단체

심재권 안은 2001년 11월 30일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라

한다.)에 상정되었고, 여기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출협 사무국장, 공정위

사무처장,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인터넷서점 모닝365 대표가 모두진술에

나섰다(제225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2호, 2001. 11. 30.).

공청회 모두진술에 나선 출협 사무국장은 그간 “덤핑이 자행”되고 “유통질

서가 엄청나게 교란”됨에 따라 많은 출판사들과 서점들이 도산하고 독자들은

“비싼 책을 또 저질의 도서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므

로 이 법안은 “최소한의 유통질서를 확보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또한 도

서정가제는 “국민을 위한” 제도인데, 이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환경이 되었다면서, 법제화를 통해 “인

터넷서점도 살고 서점들도 살고 또 나아가서 독자들도 최소한의 질 보장과

적정한 가격을 보장” 받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상게 회의록).

또한 공청회 모두진술에 나선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오늘의 한국 출

판의 위기”는 “나만 살아남겠다는 이기주의가 너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독자의 “책값에 대한 환멸”이 심화되어 “기분 나빠서

책을 보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가 보다 싸게 좋

은 품질의 상품을 언제 어디서나 구입”하는 것과 “출판사가 가격을 책정”하

는 것이 “바로 자유경쟁”인데, 가격경쟁은 오히려 독자들이 책을 싸게 살 수

없게 만들고, 도서판매의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키며, 출간종수와 서점수를

감소시킴으로써 “현저하게 자유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상게 회의록). 뒤

의 제5장과 제6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도서정가제가 국민과 소비자

를 위한 제도라는 인식, 그리고 경쟁과 가격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도서정가

제를 지지하는 이들에게서 상당히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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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거래위원회

공청회 모두진술에 나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소비자의 보호나 후생” 측면에

서 볼 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일종의 가격담합이나 공동행위이며, 이는 공

정거래법에서 “일반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이미 “저작물에 대해서는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정가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

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저작물 및 간행물의 유통혁신

이 가장 빨리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

려고 “법으로 제도화해서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경쟁을 촉

진하려고 하는 큰 시책과 상치”되며 자신들(공정위)의 공정거래법과 “전면적으

로 배치”된다고 하였다(상게 회의록).

5. 인터넷서점

공청회 모두진술에 나선 모닝365 대표는 입법과정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언

급했다. 국민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채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 자리에도 소비자

가 같이 와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어제 오후 6시에 이

공청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전준비가 거의 없었”다면서, 국민들의 의

견을 들어볼 수 있는 공청회를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상게 회의록).

그는 이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책값 할인 500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

는다면서, 인터넷 사용자의 43% 정도가 인터넷서점에서 책을 사고 있으므로

인터넷서점이야말로 출판산업의 기반이며, 독서인구가 없는 것이 출판 붕괴

의 가장 큰 요인이므로 인터넷서점을 고사시킬 것이 아니라 독서인구를 어떻

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상게 회의록).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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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상호 안 참여자 견해

1. 법안 발의자

도서정가제 첫 개정과 관련된 우상호 안은 “다양한 도서의 생산과 시장질서

는 국민에게 양질의 도서가 보다 저렴하고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보루”라면

서, “간행물 유통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규정과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개정하

여 건전한 유통환경을 활성화”함으로써 “출판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는

제안이유를 들고 있다(출판 및 인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의안번호 171557.).

또한 우상호 의원은 기존 법률이 “당초 입법 취지와는 상반되게 전자상거

래 촉진과 시장경쟁 논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형적으로 제정되어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 간에 편향적으로 할인을 허용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대

두되어 유통질서의 혼란이 극심한 실정”이라면서, “연차적으로 정가제 범위

를 축소하여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시행중”인 기존 법률을

시급히 개정하여 “글로벌 지식경쟁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출

판 진흥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게 의안원문). 뒤에서 보다 자세

히 다루겠지만, 도서정가제가 “유통질서”를 “건전”하게 만들어준다는 이러한

믿음은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이들에게서 상당히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2. 국회 전문위원

우상호 안에 대해 문광위 전문위원은 인터넷서점에만 10% 할인을 허용하

40) 모닝365 대표의 견해는 토론을 분석하는 제5장에서 비중 있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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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향후 5년간 한시 적용한다는 현행 규정은 “찬반 양 세력 간의 타협의 산

물”이었다고 평한 후, 도서정가제에 관한 찬반입장을 간단히 소개했다. 이 전

문위원은 앞서 길승흠 안과 심재권 안을 검토했던 전문위원과 다른 인물로

서, 찬반 양 세력의 입장보다도 전체 소비자의 입장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5. 4.).

그는 “출판산업에 대하여는 자본주의 가격결정구조나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출판산업의 특성과 문화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

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정책담당자를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를 설

득할 수는 없을 것이며, 소비자에게 “출판산업의 발전이나 문화산업의 발전이

라는 추상적인 구호만으로 도서정가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

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서점경영주가 대량판매나 합리적인 경영으로 얻은

이익을 책값할인을 통하여 독자에게 돌려주는 것까지 막는 제도는 일반국민

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조직화되지 못한 책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방안마련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도서정가제

가 항상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전면적인 도서정

가제로는 “책 소비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독자보호 장치 없이

도서정가제만을 도입할 경우 도서정가제가 ‘경쟁’이 아닌 ‘경쟁자’를 보호하는

제도에 불과할 것”이라 평했다. 이어 “중소 서적상들의 생존권보호를 위하여

책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책 소비자들의 이해를 얻지 못할 경우 도서정가제가 바라는 정책효과를 달성

할 수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장의 실패로 달성할 수 없

는 정책목표, 즉 전문서적, 순수문학서적, 기타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

지만 충분한 유인이 존재하지 못하는 서적의 지속적 출판 보호는 경직적 가

격정책이 아닌 보다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냈다(상게 검토보고서).

위 마지막 의견은 시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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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검토보고서라 할 만하다. 하지만 그는

정작 제253회국회(임시회) 문광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을 중심으

로 쓴 검토보고서 내용을 국회의원들 앞에서 거의 발언하지 않았고, 찬반 양 의

견을 간단히 소개하는 데 그쳤다(제253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2005. 4. 18.).

3. 출판관련단체

우상호 안은 2005년 6월 23일 문광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여기에서 도

서정가제 단독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출협 기획담당상무, 소비자시민모임 사

무총장, 서련 회장, 인터넷서점 알라딘 대표, 문화연대 정책실장이 모두진술

에 나섰다(제254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공청회 모두진술에 나선 출협 기획담당상무이자 모 출판사 대표는 “도서정

가제가 단순히 온라인서점 대 오프라인서점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식되

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출판산업 전체 구조의 문제에서 도서정가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출판계의 아주 오랜 관행이고 역사성 있는

위탁임치계약”을 설명한 후, 정가제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위탁판매에서 유통

마진의 버블부분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무한할인경쟁” 속에

서 “그 압박이 출판사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통업체 자체 마진율이

낮아지면 “중소형서점들은 100% 망하게” 되어 있다면서, 인터넷서점 한두 개

만 살아남아 “굉장한 시장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그 buying power가 결국

은 출판산업 자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힘이 약한 저자들이 설 땅이 없어지는 현상”을 초래하므로, 도서정가제

는 “출판의 종 다양성”을 지키는 순기능을 한다고도 주장했다(상게 회의록). 이

러한 유통마진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비판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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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관련단체

공청회 모두진술에 나선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에게 현재 8대

권리가 있고 그중에서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제일 으뜸”이라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출판업과 서점을 살리”고 “유통질서가 바로잡히기를 바

라는 마음”에서 도서정가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

정가제의 의의는 “소비자도 살리고 출판업이나 온·오프라인서점 모두 다 고려

했던 것”이라 하였다(제254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그런데 인터넷서점이 “지나친 할인경쟁”으로 생긴 적자가 “고스란히 소비

자에게 알게 모르게 전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도서정가제의 허점을

이용해 할인경쟁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과연 무엇이냐”고 하였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면 인터넷서점도 일반서점도 모두 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은 중소서점이 문을 닫고 “거품가격”을 형

성하게 하는 인터넷서점의 “지나친 할인경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온·오프

라인 서점이 “함께 win-win”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출판계는 “스

스로 도서의 거품가격을 제거”하고 “도서가격의 안정화와 도서유통의 질서 확립”

을 위해 거듭나야 하며, “독서인구의 확대를 통해서 출판·서점계를 살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현행 과태료조항이 “사문화되지 않게 제대로 강력하게 적용”되

어야 하며, 출판업자나 도매상들이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똑같이 “강

력하게 처벌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상게 회의록).

5. 서점관련단체

공청회 모두진술에 나선 서련 회장은41) 자신을 “15대 국회부터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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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정가제 유지 법률안을 직접 제출한 당사자”라고 소개한 후, “정가로

판매하는 것이 책의 자존심이고 책을 쓰는 사람의 자존심이고 책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의 자존심”이므로 자신은 “선비정신”을 많이 강조한다고 하였다.

이어 “책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룰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독서운동이나 유통 과정의 핵심을 짚어가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 했다(제254

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그는 “우리 업계에서 제출한 그 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빼고는 전폭적으

로 업계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 바로 16대 국회 문광위라면서도, 당시 “오프

라인은 100% 정가제를 지키는” 것으로, 인터넷서점의 10% 할인에는 마일리

지 등의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경제상의 이익”이 포함되는 것으로 “업

계”가 “합의”했지만, 결국 법률에 그러한 단서조항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온·오프라인은 “어떠한 방식이 됐든 동일한 판

매방식이 되어야” 하며, 이번 17대 국회 문광위는 현행 법률의 “모순을 제거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서점의 역할을 대학 몇 개의 역할보다 더 지대하게 크다”고 했다면서, “한글보

전 또 한글발전 측면에서” 도서정가제는 “우리 언어를 좀 더 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데” 순기능을 할 것이라 주장했다(상게 회의록).

6. 인터넷서점

공청회 모두진술에 나선 알라딘 대표는 도서정가제에 반대하는 21만 명의

명단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두고 그는 소비자들이 “단지 싼 게 좋다 이런 차

원의 의사표명”이 아니라, 인터넷서점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 기

41) 도서정가제 제정 당시 법안심사소위 공청회에서 발언했던 서련 회장과 동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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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되었으며 “이제 갑자기 없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다급한 마음

을 표현”한 것이라 주장했다(제254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그는 이어 소형서점은 인터넷서점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서점에서는 소형서점매출의 5∼7할을 차지하는 잡지와 중

고생참고서의 판매비중이 별로 크지 않으므로42) 양자는 “시장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형서점은 “인터넷서점이나 대형서점에서 판매하는 도서 종

수의 오직 4%만을”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진열의 한계가 있어, 중고생들도

점점 “학교 앞의 서점을 가지 않고 지역의 중형서점을” 간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소형서점이 몰락”하는 것이므로 도서정

가제로 소형서점이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상게 회의록).

또한 그는 출판사가 단지 인터넷서점이기 때문에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대

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깎아주는 것일 뿐이며,43) 저자는 어차피 “판매정가

의 10%를 인세로” 받으므로 책이 중간과정에서 얼마에 팔리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가 중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시

행된다면 인터넷서점의 고객이 줄어들고,44) ‘객단가’가 크게 인하되며,45) ‘객

단가’ 인하에 따라 배송비 부담이 증가하여46) 결국 “모든 인터넷서점이 도산

하고 커다란 유통대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상게 회의록).

끝으로 그는 마일리지 규제와 관련하여, 마일리지는 실제 사용률이 50∼60%

밖에 되지 않으므로 출판사나 서점 입장에서 “저렴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수단”

인데, 이를 전부 다 못하게 해 “일체의 경쟁이 없도록” 급격하게 법안을 만드

는 것은 “시장에 타격이 너무 크다”면서 개정안을 반대했다(상게 회의록).

42) 중고생들은 인터넷결제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43) 대량구매에 의한 할인은 인터넷서점이든 대형서점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44) 인터넷서점에서 책을 사는 사람들의 약 50%가 “가격민감층”이며, 여기에서 절반 정도만

떨어져도 매출의 4분의 1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5) ‘객단가’는 1회 주문에 얼마나 사는지를 말한다. 그는 소비자들이 할인판매 시 3∼5권을 구매

하여 평균 ‘객단가’가 3∼4만 원 정도 되지만, 정가판매 시 오프라인서점에서 사듯이 1∼2권을

구매하여 평균 ‘객단가’가 1만5천∼2만 원으로 하락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46) ‘객단가’가 2분의 1로 줄어들어, 판매단가 내 배송비의 비중이 2배 늘어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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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관련단체

공청회 모두진술에 나선 문화연대 정책실장은 “중소서점의 붕괴 현상”이나

“서점업계의 독점화·대형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터넷서점의 할인에 있으니

완전한 도서정가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크게 설득력이 없어” 보인

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화적인 욕구가 다변화되고 문화소비산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온라인유통의 장점으로 인해 온라인시장이 급격히 확대

되는 추세라는 점, 대형서점의 입지조건이 유지하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에 따른 출판·서점계의 “구조적인 변화의 시

기”가 바로 현재라고 말했다(제254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책을 원하는 장소에서 경제적이거나 지리적

이거나 신체적 차이에 의해서 접근이 차단되거나 차별을 겪지 않아야 하는

문화적 공공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서정가제 논란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

였다.47) 이어 “중소서점 고사위기”는 “온라인 유통환경에 대한 규제나 혹은

대형서점에 대한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소서점의 전

문화·특성화, 중소서점 간 연계, 연합서점 운영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잘못된 유통과정의 문제를 온라인서점의 할인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인터넷서점이 유통마진으로

절약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

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상게 회의록).

그는 또한 도서관은 “대중들이 공공적으로 책에 접근하고 책을 읽을 수 있

는 공간”인데, “도서정가에 포함되어 있는 유통마진 부분까지 포함한 정가대

로 도서관이 책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법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상게 회의록).

47) 이는 도서정가제 제·개정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민간단체 인사들의 발언 중에서 가장 인

류의 보편적인 상식에 준하는 견해로서, 본고의 맺음말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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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최재천 안 참여자 견해

1. 법안 발의자

도서정가제 2차 개정을 이끈 최재천 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현행 도서정가

제는 “입법취지와 다르게”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

작물의 종류와 유통범위를 제한하는 모순”을 지닌다고 규정했다. 최재천 의

원은 현행 도서정가제가 “예외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즉 발행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는 간접할인 포함해서 19%까지 할인이 가능

하지만, 18개월이 지난 도서(구간)를 비롯하여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 그

리고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함으로써 도서정

가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출판산업을 진흥”하는 것을 그 목적으

로 삼고 있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의안번호 1903267.).

2. 국회 전문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라 한다.) 전문위원은48) 최재천 안이 “도

서의 문화상품적 특성을 감안하여 과도한 할인경쟁으로 인한 학술·문예 분야

의 서적 출간의 위축을 방지하고,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며 출판시장

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현행 도서정

가제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의무의 예외로서 인정되고

48) 앞서 우상호 안 당시의 전문위원과 다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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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기조를 바꾸어 도서

정가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 “출판사 및 서점 업계의 경쟁을 상당히 제한

하여 시장원리에 반하게 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출판사가 지정한 가격대

로 도서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후생도 감소하게 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 12.).

특히 그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실용도서는 “가격이 2〜3만 원 이상이 되

어” 판매가 위축될 수 있고, 초등학습참고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입하고

있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상품가

치가 저하”된 구간의 할인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서의 경쟁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여” 판매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도서정가제를 시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구간의 경우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도서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임을 언급하였다. 그는 이어 “개정안의 내용은 판매자의 마케팅 활

동을 갑자기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온라인 서점의 급격한 위축”과 “소비

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반영하되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여”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상게 검토보고서).

이는 전반적으로 도서정가제 확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다. 하지만

이후 모든 위원회 회의에서 그는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는 않았

고, 쟁점이 될 만한 부분만을 간단히 짚는 정도에 그쳤다.

3. 한국출판연구소

최재천 안은 2013년 1월 9일 발의되었는데, 그 이전에 공청회를 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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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징적이다. 즉, 발의가 된 이후에 문광위 전체회의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공

청회가 열린 것이 아니라, 발의 이전에 외부에서 공청회를 연 후 그 의견을 반

영하여 법안을 발의했다. 2012년 11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최재

천 의원이 주최하고, 출협과 한국출판인회의가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나온 출판·

서점계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당시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출판인회의 교육위원장, 어린이도서연구회 정책국장, 한국작가

회의 이사, 서련 정무대책위원장, 인터넷서점 예스24 이사가 주장발표에49) 나섰

다(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12. 11. 15.).

공청회 주장발표에 나선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서정가제는 저작

활성화, 출판다양성보장, 다원화된 유통경로의 “공존”과 “동반성장”에 의해서

“종국적으로는 독자인 국민이 보다 다양한 책을 거품가격 없이 편리한 방식

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출판경제와 독서문화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

장했다. 또한 도서정가제는 “저자부터 독자에 이르기까지 책의 가치사슬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자유가격제에 비해 책의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을 실현시켜” 준다고 하였다. 이어 “단

지 가격만이 아니라 출판·독서 환경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소비자후생도 도

서정가제 상황에서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상게 공청회 자료집).

하지만 현행 도서정가제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악법”이라면

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서 정상적인 정가제도라 부르기 어렵다”고 하

였다. 또한 “어이없는 이유로 실용서와 초등학습참고서는 정가제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고, 정가제 예외대상과 할인율이 “과다하여 ‘제도적 골다공증’이 심

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정가제 적용대상 도서는 “불과 12.8%(약 5만 5천

종)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있으나마나한 비율이자, 충격적인 수치”라고 하였

고, 따라서 “도서정가제도가 아니라 도서할인촉진제도”라 하였다. 또한 “준공

49) 공청회자료집에는 “토론”이라고 되어있으나, 각자 준비해 온 원고를 자신의 차례에서 발

표하는 방식에 불과하므로 ‘주장발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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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인 출판물의 가격질서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제한

적인 할인 경쟁으로 시장질서 붕괴와 거품가격을 조장”하고 “약육강식의 경쟁

논리”로 “중소(영세) 출판사·서점의 도태와 시장퇴출을 구조화” 시켜 “출판의

가치사슬 붕괴와 국민 독서환경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혹평했다(상게 공

청회 자료집).

또한 그는 “명목상의 할인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소비자는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면서, 출판종수가 줄어 “도서선택

폭이 좁아지고” 동네서점이 사라져 “살펴보고 구매하는 편의성이 없어졌”으

며 정가가 “할인을 감안해서 책정”되어 할인 받아봤자 “저렴하게 산 것도 아

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의 출판유통 질서”는 “매우 혼란한 상

황”이며 “정가제 하에서의 가격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었다고 말했다. 그리

고 그 피해는 오프라인 서점으로 “전가”되어 “서점 없는 마을이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독서생태계의 취약계층(어린이, 청소년, 영세 자

영업자, 주부, 노인, 실업자 등) 및 생업을 위해 가족경영으로 서점을 영위하던 이

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으며, “할인경쟁은 부메랑이 되어 관련 업종의

목을 조이고 독자의 이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상게 공청회 자료집).

이어 그는 헌법소원심판 각하, 예스24에 대한 소송 기각을 언급하면서 “이

제 방법은 국회에서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이외에는 찾기 어려워졌다”

고 한 후, 도서정가제가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출판과 독서문화의 최소한의

기초나마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서정가제는 “일체의 할인이

나 예외 대상을 두지 않는 이른바 ‘완전 정가제’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며,

공정거래법 연계 조항을 삭제해 “도서정가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

고, “도서정가제 적용시한을 철폐”해야 하며, 만일 “제도의 유연한 이행을 위

해 당분간 10% 이내 할인까지는 인정”한다면 그 10% 안에 모든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도서관에

할인판매가 가능”한 것이라면서 도서관도 도서정가제 대상에 포함하면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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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서비스 향상에 의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출판사 및 지역서점 활성화”

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마쳤다(상게 공청회 자료집).

위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주장을 특히 자세히 소개한 까닭은, 그가

말하는 개정방향이 사실상 최재천 안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공청회

“토론”에 앞서 단독발제된 것으로, 출판·서점계의 개정안 의견이 이미 완벽히

정리된 것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최재천 안이 된 것이다. 사실 그의 주장을

나중에 최재천 의원이 정리하여 개정안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최재천 의

원을 포함한 출판·서점계가 이렇게 가기로 다 합의를 해놓고서는 발의하기 한

두 달 전에 공청회를 열어 미리 발표한 것일 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행 도서정가제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

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대중들이 아무리 비난하더

라도 그들이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일 뿐,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토피아 같은 정책이 바로 도서정가제 개정안인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2000년에 도서정가제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

던 인물이다. 바로, 본고 제3장 초반에 인용했던 백원근(2000)의 짧은 기고문에

서 그는 “오늘날은 소비자주권시대”라면서 그동안 “독자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으며, 도서정가제도 그 범주 안에 놓여 있었”고, 민간의

도서정가제 협약은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반품 전제의 무기한 위탁판

매’와 더불어 서점의 적극적인 판매 경쟁이나 마케팅 노력 동인을 제거한 역

기능”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이어 도서정가제가 법제화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비탄력적 정가제 운용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대형

할인매장과 할인형 인터넷서점이 등장하면서 “가격 파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

건 할인매장들은 도서 진열 종수에는 제한이 있지만 서점에 갈 생각은 꿈도

꾸지 않을 사람들에게 책과 만나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고 했었다.

그는 또한 민간 도서정가제가 붕괴되면 거품가격형성, 출판시장 무질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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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의욕 상실, 학술도서발행 침체, 출판문화 질적 저하, 국가지식경쟁력 위

기가 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영국의 NBA(도서정가판매협정)가

1997년 재판으로 폐지되었지만 출판관계자들이 우려했던 혼란은 “거의 일어

나지 않았다는 점만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고 말했었다. 또 “도서정가제는

출판사나 서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독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그간

의 업계 주장이 공적 명분이 아니라 내적 진실인가를 다시 물을 때가 왔다”

면서 “현재와 같이 독자입장과 시장발전을 위한 고민의 진정성 없이 진행되

는 정가제 논쟁에 ‘정가’를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라며 글을 마쳤던 그다. 이

랬던 그가 이제는 법정 완전도서정가제의 최선봉 투사가 되어있는 것이다.

4. 한국출판인회의

공청회 주장발표에서 모 출판사 대표인 한국출판인회의 교육위원장은 프랑

스의 ‘랑법’을 만든 자크 랑(Jack Lang)을 거론하며 “책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헤아리는 혜안을 가진 정부와 자크 랑 같은 장관을 가진 프랑스 국민들과 출

판인들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냈다. 이어 “경제 관료들과 일부 독자들의 선입

견과는 달리, 정가제보다는 자유가격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책값이 훨씬 높”다

면서 도서정가제가 실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

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12. 11. 15.).

그는 이어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위해서는 “정가판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할

인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하고,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제외하지

말고 모든 분야의 도서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 하며, 도서정가제 조항에서

공정거래법 연계부분을 삭제해야 하며, “유통과정에서 정품도서와 중고도서 분

리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서정가제를 피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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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책을 중고도서로 파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자는 것이다(상게 공청회 자료집).

또한 그는 다소 흥미로운 사실도 소개했다. 그는 이번 개정으로 신·구간 차등

할인이 없어진다면 신간 판매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부 소매 서점

들이 과다 할인 품목을 도매 서점이 아닌 인터넷 서점에서 다량 구매하여 도매

서점으로 반품하는 방식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했던 현상을 바로 잡게 되리라 기

대”했다(상게 공청회 자료집). 동네서점들이 “유통질서를 교란”한 것을 두고서, 애먼

인터넷서점을 규제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그는 할인경쟁으로 인해 “책이 그 본연의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때

로는 “가격에 대한 불신이 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낳기도”

했다면서, “책의 사용가치는 물화된 상품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 가

치에 있”으며 “출판·서점계도 가격이 아니라 책의 가치로 경쟁하는 문화를 만

들어 가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이 “출판문화를

진흥하고 유통질서를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읽을 권리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서정가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을 기

대했다(상게 공청회 자료집).

5. 어린이도서연구회

공청회에 소비자대표 격으로50) 참석한 어린이도서연구회 정책국장은 “도서

정가제는 독자의 권리,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로 주장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이어 “독자로서 책에 대한 공정한 정보를 얻고 싶”다

면서, “홈쇼핑의 대형할인 행사, 인터넷서점의 배너와 경품행사, 눈에 띄는 홍

보 판촉물, 대형서점의 문 앞 매대에 펼쳐있는 방식으로만 정보를 얻을 수 있

50) 소비자를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청회 상 형식적으로는 그러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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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홍보하는 데 “돈을 들일 수 없는 책은 고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한 “좋은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려진 책이 좋은 책으로 둔갑하는 것은 결국 자본의 힘일

뿐”이며, “가격경쟁은 내용으로 승부하는 좋은 책 보다는 팔리기 좋은 책만을

살아남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중소서

점들이 사라져 버렸”으며, “누구나 스스로 책을 고르고, 사랑방의 역할을 했던

동네서점이 살아나야” 한다고 호소했다(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12. 11. 15.).

그는 이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보다 싸게, 좋은 품질로, 언제 어디서

나 바로 구입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충족된다”면서, 할인경쟁으로

“가격거품이 발생해서 정작 가격이 더 올랐”기에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쟁에 밀려 동네서점은 없어지고,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불편만 가중”되었으며, “할인구조”에서는 “아무리 좋은 책

이라고 하더라도 마진율이 싼 책은 진열조차 거부당하기에 저질의 상품만 살

아남을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상게 공청회 자료집). 그런데 그 진열을 “거부”하

는 주체는 동네서점이지, 결코 인터넷서점이 아니다. 인터넷서점이야말로 마

진이 아무리 낮더라도 최대한 다양한 책을 진열하려고 애쓰는 사업체다.

그는 또한 “문학뿐만 아니라, 학술분야 기초과학, 인문사회 등 문화의 다양

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책이 출판되어야” 한다면서, “기성저자의 책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신인작가의 작품도 나오고, 규모가 작은 출판사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하므로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상게 공청회 자료집). 그

런데 실로 동네서점은 그 다양한 분야의 책들, 신인작가의 책들, 작은 출판사

의 책들을 전부 진열해주는 곳이 결코 아니다. 동네서점 매출의 상당부분은

학습참고서와 잡지가 차지한다. 동네서점은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책들을

너그럽게 포용해주는 존재가 애당초 아니다. 설령 진열을 했다가도 안 팔리

면 반품 접수하는 곳이 바로 동네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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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마지막으로 책은 “공공재”라면서, 도서관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려

면 다양한 장서가 비치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도서관이 솔선수범해서 도서

정가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공재인 도서의 가격경쟁은

출판사, 서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며, “출판생태계의 파괴를

복구하기 위한 기반이 도서정가제”이고, “완전한 도서정가제는 출판계 서점

계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했다(상게 공청회 자료집). 이런 비논리의 극단인 글을 직접인용을 통해 상세히

소개한 까닭은, 소비자대표 격으로 공청회에 나선 이가 오히려 소비자를 어

떤 식으로 기만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실히 남기기 위해서다.

6. 한국작가회의

공청회 주장발표에서 현직 시인인 한국작가회의 이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질 좋고 값싼 상품을 생산·공급하여 소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기초적인 상

식”이라면서도, “문학마저 무자비하게 상품화되고 있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서정가제는 “책을 구매하는 행위에서 생산

자가 정한 가치를 믿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장치”라면서, “책정된 가치에

얼마만한 기만과 거짓이 끼어들지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라도 느낌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책과 가까운 독자들의 본능”이라고 했다(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12. 11. 15.). 그렇다면 왜 그 “독자들의 본능”

에51)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두어서는 안 되고 독자들은 그저 “생산

자가 정한 가치를 믿고” 따라가야만 하는 것인지는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다.

51) 이는 엄밀히는 “본능”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원래의 표현을 살리고자 그대로 쓴 것이다.

물론 인간의 교환행동이 어느 정도 본능에서 움트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호 교환행동을 보

다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주관적인 비등가적 가치평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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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도서관을 두고 “공공기관은 무슨 근거로 저자가 오랜 시간을 통

해 습득한 지식과, 상대적 저임금의 노동력이 투여돼 만들어진 제품을 ‘후려

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죠?”라면서, “국민의 세금을 아끼자는 취지인가

요?”라고 물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에 떠도는 유령은 모든 가치의 단일화”

이며, 이는 “시장에서의 교환가치가 모든 삶의 가치를 집어삼킨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출판계와 저자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것”이라고

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가 시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

소한 이 무자비한 시장만능주의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사회가 나서

야” 하며, “시장에서 통용되는 규칙부터 조금 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난해한 말을 남겼다(상게 공청회 자료집). 그런데 할인

이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동일한 재화라도 언제나 판매자에 따라 가격이 다양

하게 나타나게 되어있다.52) 그가 말하는 “시장에서의 교환가치”라는 것은 결

코 “단일화” 되어있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가치를 단일화” 하려는 것이 바

로 도서정가제다.

그는 또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한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

입하는 상식이나마 갖췄으면” 한다면서, “그 적정 가격은 현 관료기관이 그렇

게 강조하는 시장을 통해서입니다.”라는 해석 불가능한 말을 했다. 그는 이어

“사회는 그 시장을 어느 정도 통제할 권한을 가져야 하고 또 가질 수 있”다면

서, “오늘날 사회의 통제를 거부한 시장의 질주가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

들이 많”은데 “그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사회의 파괴를 거쳐 시장의 괴멸을 가

져올” 것이고 “이건 역사에서 충분히 증명된 바”라고 단언했다(상게 공청회 자료

집). 이는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식 역사주의(historicism)의 영향을 받은 생

각인 듯하다. 하지만 혁신과 선별이 이뤄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힘만 적다면,

그 사회는 사람들이 더욱 살기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보해나갈 뿐이다.

52) 이는 인터넷검색 창에 아무 상품명(도서 제외)이나 입력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최

재천 안 시행 이후 대부분의 도서는 판매자들 사이에서 가격이 단일화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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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공청회 주장발표에서 경기도 어느 서점 대표인 서련 정무위원장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존재할 것만 같았던 동네서점이 하나둘 사라졌”는데, 이는 결정적으로

“할인법으로 전락한 도서정가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은

‘진짜 가격’을 모른 채 할인문구에 속아 ‘싼 맛’에 책을 샀다는 착각에 빠졌다”면

서, “정가로 판매해야 하는 동네서점은 ‘폭리’를 취하는 파렴치한으로 몰렸고 할

인업체의 가격비교 대상이자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동네서점의 소매마진은 25%”인데, “여기에서 최대 할인폭인 10%에 카드수수료

3%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이익률은 오직 12%”라면서, “남들처럼 할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이것이 동네서점의 한계점”이라고 했다(도서

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12. 11. 15.).

그는 이어 출판은 “지식 공공재”라면서, “지식공공재는 일반 소비상품과는 다

른 특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현행 도서정가제는 “여전

히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의 경쟁만능주의 논리에 밀려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라

존재의 당위성에 대해 시험 받는다”면서, 도서정가제는 “참고서 가격의 안정화

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학습참고서의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도서정가제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완전도서정가제 도입에 나서는 것

이 옳은 이치”라고 주장했다(상게 공청회 자료집). 즉, 초등학습참고서 가격이 오르

는 것도 도서정가제로 막아야 하고, 할인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도서

정가제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이들의 인식에는, 모두

에게 단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적정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듯하다.

그는 또한 “도서정가제는 저작권의 보호와 상품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창

작문화를 창달하고 출판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할인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만족하는 정직하고 착한 가격의 출발이 바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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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제가 추구하는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동네서점과 비교해볼

때 온라인 및 할인서점의 소비자 판매가격 차이가 10∼70%라면 도서가격의

진실이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차별거래가 아니고서야 동네서점

의 공급가보다 저렴한 인터넷서점의 책값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게 공청회 자료집). 하지만 필자의 상식은,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100만 원을

부르는 판매자와 30만 원을 부르는 판매자가 있다면, 그 “가격의 진실”이라는

것은 100만 원보다는 30만 원에 더 근접하다고 귀띔해 준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이다.

그는 또한 “생산자인 출판사가 상도덕을 어기면서까지 홈쇼핑을 통해 직접

파격적인 할인을 단행”하는 것은 “가격의 진실이 무엇인지 의심케”하며, “동

네서점의 유일한 생존담보인 학습참고서 시장의 경우”는 “가격경쟁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최악의 구도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산물

의 정직하고 착한가격 그리고 유통의 공정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지식문화산

업을 살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법이라고 아무리 주장해

봤자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일 뿐”이라면서(상게 공청회 자료집), 어느새 소비자

의 변호인이 되어있었다.

이밖에도 그는 현 개정안이 “19% 할인율을 존치시키는” 것은 출판계가 발

행일규제를 풀기 위해서 내놓은 “절충안”이라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되면 “출

판생산업자 진흥법은 될지 모르지만 동네서점 몰살법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일체의 할인이나 예외 대상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도

서정가제가 타협하고 흥정해야 하는 숫자 놀음이 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분

명한 “해답”은 “완전도서정가제”라고 주장했다(상게 공청회 자료집). 이는 출판계

와 서점계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여하튼, 할인을 철저히 규제해 모든 온·오프라인 서점들이 단일한 가격으로

도서를 판매하는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서점계의 주관심사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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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터넷서점

공식적 토론참석자인 예스24 이사의 발표문만 공백 처리된 상태로 공청회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약 5개월 후인 2013년 4월 17일, 국회에서 최재천 의원

과 김윤덕 의원이 주최하고 서련이 주관한 (거의 같은 내용의) 공청회가 또 열렸

지만, 그 자료집에서도 예스24 측의 발표문은 또다시 공백 처리되었다.53)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우연히 일어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상식에 맞다. 설령 예스24 측이 발표문을 두 공청회 연달

아 준비해오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54) 선례를 보건대 이는 주최·주관 측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심재권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모닝365 대표

는 바로 전날 오후 6시에 참석통보를 받아 사전준비를 거의 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최재천 안의 경우, 공청회가 상임위 회의 외부에서 열렸기 때문에

인터넷서점의 견해는 국회 회의록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로써 최재천 안에

대한 인터넷서점의 견해는, 적어도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21세기 자유민주국가에서, 예스24 측의 발표문은 출판되고 읽혀서는 안 될 금

서가 된 것이다. 주최 측이든 주관 측이든 간에, 이들은 모두 출판산업에 직

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연관된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

어 출판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란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출판하도록 우리

가 허락하는 한에서의 자유’인 것이다. 이로써 공청회 자료집은 잡티 하나 없

는 깔끔한 찬양서가 되었다.

53) 이번에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장도 참석했지만, 그의 발표문 역시 공백 처리되어있다.

54)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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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상임위 회의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제1절. 쟁점별 분석

1. 특정집단보호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믿음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도서정가제 제정으로 이어졌던 심재권 안은 2001년 11월 26일

문광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는데, 여기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공격을 주

도한 이는 당시 야당(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이었다. 그는 유독 도서에만 정가제

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화상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지식정보화사

회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헌법상 경제질

서 조항에도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법제화를 반대했다(제225회국회 문화관광위

원회 회의록 제12차, 2001. 11. 26.). 그는 도서정가제 제·개정 과정 통틀어 적극적으

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하지만 위 주장에 대해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현실

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라면서 인터넷서점이 (2001년 당시에)

차지하는 5%가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면서 “서점계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

으므로 “도서유통질서에서 서점계를 좀 보호해 줄 수단이 절실한 상황”에 처

해있다고 응했다(상게 회의록). 이는 동네서점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을 인터넷서

점이 가져가고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그것을 억제하여 동네서점의 기득 이익

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당위적 역할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위 남궁진 장관을 비롯하여,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그것을 통해 출

판·서점계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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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믿음은, 인터넷서점의 성장과 할인판매가 출판·서점계의 이익을 명

백히 해치고 있으며, 따라서 인터넷서점의 성장과 할인판매를 막는다면 출판·

서점계의 이익이 보호됨을 전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

거가 없는 막연한 느낌에 불과하다. 누군가의 성장과 다른 누군가의 쇠락이 단

지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이 곧 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

며, 결국 소비자를 잘 만족시키면 성장하고 그렇지 못하면 쇠락할 따름이다.

한편 법안 발의자인 심재권 의원은 “도서가 갖는 문화상품으로서의 특이한

위치 때문에 출판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은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면서 출판업계의 “혼란”

과 “도산”, 서점업계의 “붕괴”, 출판종수의 감소, “외형적으로만 할인”되는 “악

순환” 등을 겪게 되어 “심각하게 다시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도, 도서정가제는 “출판업계 보호”와 “저작물의 문화상품으로서

의 가치보전”을 위한 “세계추세”라고 주장했다(상게 회의록). 도서정가제는 단지

서점을 보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출판과 문화를 보호하는 그야말로 ‘웅대

한 가치’와 연결되므로, 당장의 근시안적인 항의에 굴해서는 안 될 공익적 정

책이라는 인식이다. 물론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이들이 “공익”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공익에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믿는 경향은

제·개정 과정 전반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그런데 심규철 의원은 도서정가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명백히 잘못

된 입법”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로비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상게 회의록). 물론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상당히 불쾌해하며 극구 부인했지만, 로비

(lobby)라는 행위가 꼭 금전적 뇌물을 주고받는 것만은 아니므로 무턱대고 불쾌

해할 일만은 아니다. 특정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을 제·개정

하도록 관료나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선다면,

그것이 다름 아닌 로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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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까지 여기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출판업계에

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강력한 로비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출

판업계의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경영과정 혹은 판매과정에서의 구조조정

이라든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법을 통해서 인터넷시장을 초토화시키는 정책을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요.…출판서적업계의 로비에 의해서 이러한 입법이 제정된다면 이것은 국회가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정가제가 공익에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믿는 경향은 그것을 지지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에게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그들에게 금전적 뇌물이 주어졌다

기보다는 도서정가제를 정착시키는 일이 곧 공익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로비활동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금전적 뇌물 수수가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며, 심규철 의원이 말한 “강력한 로비활동”

역시 문맥상 금전적 뇌물 공여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한편 도서정가제 1차 개정과 관련된 우상호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당시 여

당(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서울의 어느 동네서점 주인이기도 한 서련 회장

에게 “도서정가제가 중소형서점들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었다. 물

론 그는 도움이 된다면서, “금전적 지원보다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도

서정가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문제”라고 주장했다(제254회국회 문화

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또한 그는 공청회 모두진술에서, 교육기관을

넘어서는 의미를 동네서점에 부여하고, 도서정가제를 한글의 보전 및 발전과

연계하기까지 했다.55) 따라서 그는 정부와 국회가 동네서점을 정책적으로 지원

해주고 도서정가제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곧 공익적인 일이라 믿고 있을

55) 제4장 제3절에서 소개했듯,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서점의 역할을 대학 몇 개의 역할

보다 더 지대하게 크다”고 했다면서, “한글보전 또 한글발전 측면에서” 도서정가제는 “우리

언어를 좀 더 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데” 순기능을 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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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자신의 그러한 믿음을 관료와 정치인들 역시 갖게끔

설득하는 일은, 그에게 있어 지극히 당연한 전략이 될 것이다.

특정집단을 보호하는 것 또는 특정집단의 기득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두고

공익적이라 믿거나 믿게 만드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강하게 비판했던 중상주

의자들의 한 가지 특징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의 모직물 제조업자는, 이 국민

의 번영은 자신들의 특정한 사업(particular business)의 성공과 확대에 의존하다

는 것을 입법부(legislature)가 믿게 하는 데, 다른 어떤 종류의 노동자보다도 성

공을 거두어 왔다.”고 하였다(the Wealth of Nations, Ⅳ-ⅷ, p. 647. 번역서, p. 680.). 하

지만 정작 그들의 이해(interest)는 국민 대다수의 이해와 언제나 대립되는 것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주장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쉽게 수용되고

있다는 점은 오랜 난제다.

2. 자연적인 분배와 강제력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심재권 안에 대한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심규철 의원은 도서정가제가 “업

계의 자율인 경제활동원리를 저해함은 물론이고 양질의 도서를 저렴하게 구

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평한 후, 중

소서점이 처한 위기는 지역 대형서점 등장, 독서인구 감소, 경기침체가 그 “직

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적도매상 부도위기도 “낙후된 관행

인 어음결제와 불합리한 유통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서, 5% 점유율에

불과한 인터넷서점에 “현재 출판유통계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전가할 수

는 없다고 했다(제225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2차, 2001. 11. 26.).

도서정가제 제·개정 과정 통틀어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심규철 의원의 경

우에만, 앞서 제2장에서 설명했던 ‘자연적인 분배(natural distribution)’의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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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아담 스미스는 “법률의 간섭(intervention of law)이

전혀 없어도,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정념이 자연히 그들을 이끌어, 각

사회의 자산을 그 속에서 영위되는 모든 사업 사이에, 될 수 있는 대로 사회

전체의 이익에 가장 합치되는(most agreeable to the interest of the whole society) 비

율로 분할하고 분배”한다고 하였다(the Wealth of Nations, Ⅳ-ⅶ, p. 630. 번역서, p.

654.). 보다 효율적인 생산자가 아닌 보다 비효율적인 생산자를 선택하게끔 행

동을 강제하는 법률을 통해 소비자들을 억지로 이끈다면 반드시 자연적인 분

배가 교란된다는 것은 소비자주권 사상의 핵심이다.

한편 심재권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소위원장 심재권 의원은 그간 공정위가

“책이 갖는 문화상품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도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

지행위를 허용했던 것이니만큼 “그 정신이 지켜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서정가제를 허용하는 정신이 제대로 집행이 되

려면 벌금제가 있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심규철 의원이 그러한 예

외적 허용은 도서정가제를 “해도 좋다는 것이지 그것을 해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여전히 심재권 의원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제225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2호, 2001. 11. 30.).

내가 드리는 말씀은 ‘해도 좋다’라고 할 때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왜 ‘해도

좋다’라고 했습니까? ‘해라’는 아니더라도 ‘해도 좋다’고 했을 때는 도서정가

제를 통해서 출판산업이라든가 서점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정한 진흥효과

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하여 공정위 사무처장은, 도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예외적

허용은 출판사나 유통업자보다도 “기본적으로는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답했다. 또한 심규철 의원은 어디까지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공정

거래법을 통해서” 다뤄져야 하며, 법을 따로 제정해서 다루는 것은 “편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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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상게 회의록). 하지만 심재권 의원

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도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된다는 사실로부터, 그것을 허용하는 그 “정신”이 지켜지도록 마땅히 강제력

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당당히 도출해냈다.

그런데 도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예외적 허용과 마찬가지의 맥락

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특별함

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렇다면 어떤 65세 이상 노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할 수도 있다. 이는 전적으로 그가 판단할

일이다. 그가 무임승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가하거나 무임승차를

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56) 무임승차의 원칙적 금지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예외적 허용에 관한 “정신”으로부터, 무임승차를 하지 않은

노인에 대한 처벌과 강제의 당위를 도출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황

당무계한 일이다. 이렇듯 자연적인 분배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분배상태를 위해서 마땅히 강제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위

험한 인식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심재권 안은 2002년 2월 26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간단히 논의됐다.

여기서도 심규철 의원은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도서정가제는 업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원리를 저해하며, 소비자가 양질의 도서를 염가에 공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인터넷서점과

일반 오프라인서점은 경영상의 차이가 있으며,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자연스럽

게 형성된 인터넷전자상거래를 법으로써 규제하는 것은 시대의 추세에도 맞

지 않고, 정부의 인터넷전자상거래 육성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 각국에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유독 시대역행적

56) 혹자는 이를 두고,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하는 노인이 그렇게 하지 않은 노인에게 피해를 끼

쳤거나 그에게서 이익을 빼앗은 것은 아니니, 부적절한 예시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터넷서점 역시 동네서점에게 피해를 끼쳤거나 그에게서 이익을 빼앗은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제6장 제2절에서 ‘교환학적 경쟁’을 다루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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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출판업계 위기를 타개하

려면 양질의 책을 공급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책을 찾게 하면 될 것이며, 어음

결제관행 및 불합리한 유통구조의 개선노력은 하지 않고 오직 인터넷업계를

규제해서 출판업계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반대의견을 냈다(제

227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2002. 2. 26.).

하지만 이에 대해 당시 여당(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지역의 작은 문화

공간 역할을 해 왔던 중소서점들이 급속히 폐업을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

이므로 문화관광부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상게 회의

록). 그런데 설령 중소서점들이 그동안 지역의 “문화공간 역할”을 해 왔다고

한들, 시대의 변화나 소비자들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언제까지나 그들의 기득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자연적인 분배의 의의를 전혀 이해하

지 못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인터넷서점이 성장한다

면, 이제는 인터넷서점이 그 “문화공간 역할”을 더 잘 수행해낼 수도 있는 것

이며, 이때 그 “문화공간 역할”을 오로지 중소서점에게만 특별히 맡겨둬야 할

타당한 사유는 없다. 마차가 그간 교통수단 역할을 해 왔다고 해서 자동차가

새로이 교통수단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여 강제력을 행

사한다면, 이는 반드시 자연적인 분배를 교란할 것이다. 자연적인 분배는 어느

한 시점의 상태가 언제까지나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다. 위 이미경 의원만이 아니라, 모든 도서정가제 지지

자들에게선 그러한 인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도서정가제 1차 개정과 관련된 우상호 안 입법과정에서는, 문광위 전체회

의에서 당시 야당(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전자상거래나 대형할인점으로 이동

하는 것은 “추세”이며 이를 인위적으로 법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그 자체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도움을 주는가”도 생각해야 하

고, 지나친 규제를 통해 억지로 동네서점을 유지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곧이어 당시 야당(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도 영국의 ‘붉은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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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Red Flag Act)’ 사례를 들면서, “출판산업을 육성하려는 쪽의 지원이 먼저 있

어야지 소형서점이 무너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범법자만,

불법만 많이 양산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며 정병국 의원에 동의의견을 냈다

(제253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2005. 4. 18.).

이들은 앞서 심재권 안 입법과정의 심규철 의원만큼 적극적 반대의견을 표

명한 것은 아니었고, 다소 온건한 반대의견을 냈다. 다만 심규철 의원은 홀로

반대의견을 이끈 데 비해, 우상호 안 당시에는 도서정가제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의원들이 다섯 명으로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이들 중에

서 두 명(박찬숙 의원, 안민석 의원)은 본회의에 가서는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러한 비일관성의 근본적 원인은, 자연적인 분배의 의의에 대한 그들의 이

해가 애당초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적인 분배는 인위적인 간섭과 강제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아니 오

히려 교란되고 망쳐지는 상태다. 자연적인 분배를 온전히 두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단지 “추세”이기 때문이거나 인위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

이 아니다. 그것을 두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그것이 생산의 방향이 어디로 향

해야 할지를, 사람들이 각자 얼마만큼의 몫과 만족을 얻을지를 가장 순수하게

일러주기 때문이다. 이를 버린다는 건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매우 큰 손

실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생산에 대한 주권자가 아닌 피통치자로 내려앉는

다는 건 그 사회의 퇴보요인밖에 되지 않는다.

3. 경쟁에 관한 인식과 책이 특별하다는 믿음에 대하여

심재권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심재권 의원은 공정위 사무처장에게 도서가

갖는 문화상품으로서의 위치가 과연 달라진 것인지를 물었다. 즉, 도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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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특별한 존재인데, 왜 자꾸 시장에 맡기자는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것이

다. 이에 대해 공정위 사무처장은, 결국 문화가 많이 보급되려면 가격이 저렴

해야 하며, 가격할인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하든지 간에 결국 소비

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심재권 의원은

“계속 시장경쟁의 논리라는 말이지요. 뭐든지 다 가격경쟁을 해야 되고 그

논리라는 겁니까?”라며 되물었다. 그리고 공정위 측과 몇몇 이야기가 오가던

중, 방청석에 있던 서련 회장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제225회국회 문화관광위

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2호, 2001. 11. 30.).

책을 정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그때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정당한 법에 의한 정가를 지키려고 하는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

이 아니라 바로 시장경제논리로 접근하면서 가격을 할인하고 그 지역의 서

점들 수십 개가 도산하는 지경에 있는 그 할인업자 그 사람을 비호했습니

다.…시장경제논리라고 하면 정당한 경쟁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룰을

지키도록 하는 쪽에 당당히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법의 이치고…100%

정가제를 오프라인 서점은 원하지만 시대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10%도

양보하겠다, 또 1년 이상 된 도서에 대해서는 과감히 할인할 수 있도록 하겠

다 하고 접근한 것입니다.

법안 발의자인 심재권 의원은 “시장경쟁의 논리”를 도서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그 “시장경쟁의 논리”를 도서 외에 다른

상품에는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인식을 지

닐수록 경쟁 그 자체에 대해 적대감을 지니고 있거나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

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57) 그리

고 동네서점을 운영하는 서련 회장은 “정당한 경쟁”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57)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6장에서 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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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도록 하는 “룰”이 있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법의 이치”라고 주

장하고 있다. 이 역시 시장에서의 경쟁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며, 이러한 오해는 곧 ‘질서’와 ‘법’에 대한 오해로까

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58)

이에 반해 공정위 측은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결국 소

비자의 선택에 맡길 일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그가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단

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이란 결국 생산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소

비자가 명령을 내린 결과이자 경쟁자들이 그 명령을 따른 결과임을 어느 정

도는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이해는 의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다. 실로 공정위는 정부 내에서나 도서정가

제와 관련하여 거부점(veto point)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 법안이 의회

로 넘어가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상임위 회의 전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도서정가제 1차 개정과 관련된 우상호 안은 2005년 4월 18일 문광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우상호 의원은 현행 법률이 유독 인터넷서점에 한해서 10%

할인을 허용하고 있어 동네서점들은 할인을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온라인서

점에게 가격적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제253회국회 문화관

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2005. 4. 18.).

그렇게 10%만 할인해서 팔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온라인서점들이 마일

리지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실제 일반 동네서점은 정가에 팔고 있는데 온

라인서점에서는 사실상 30% 정도 할인해서 파는 형태의 가격적 차별로 지나

치게 시장 자체를 왜곡해 왔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차제에 이런 편법적 할인

을 아예 없애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판단했고요.…그래서 양쪽에서

58) ‘질서’와 ‘법’에 대한 오해에 관해서는 제6장에서 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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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인을 하게 해서 소위 가격상의 비형평성은 제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만

일 그러한 상황이 오면 국내에 있는 출판산업은 거의 궤멸할 것입니다.…각

종 편법적 마일리지제도라든가 편법적 할인을 금지시키고 할인제도 자체를

철폐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은 인식은 경쟁에 대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오해를

보여준다. 그에게 있어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경쟁이란, 동일한 상품이라

면 모든 판매자가 동일한 가격에 팔고 모든 구매자는 동일한 가격에 살 때에

완벽히 실현되는 것이다. 실로 그의 원안은 신간만이 아닌 모든 도서에 대해

현금할인은 물론 그 어떤 유사할인(사은품,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도 허용하지 않

는 완전도서정가제를 담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어떤 경쟁도 들어설 자리

가 없다.59) 그렇다면 도서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경쟁의 영역을 완벽히 벗어

나 우연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판매자로 하

여금 땀과 혁신이 아닌 운(運)과 주술(呪術)에 기대게 하는 사회적 해악만 가

져올 뿐이다. 이러한 상태를 두고 “공정한 경쟁”이라 한다면, 그것은 존재해

서는 안 될 정도로 그릇된 표현이다.

한편 당시 야당(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자신이 개정안에 “찬성한 이유”는 “책

을 어떻게 가격경쟁을 하는 상품으로 보느냐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면서, “가격

경쟁을 해서 왜곡된 책만 팔리는 현상, 그러면 차라리 책을 근수로 달아 팔지

뭣 하러 그렇게 팝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이 동조하면서 “지식을

할인해서 산다는 것”은 “더 싼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교수님을 영입하는 것

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고, 다시 이계진 의원은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

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반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라며 호

59) 인터넷서점 간 배송경쟁, 동네서점 간 친절경쟁 따위의 사소한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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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했다(상게 회의록). 그리고 약 2개월 후의 공청회에서 이계진 의원은, 자신이 쓴

책이 “하도 안 팔려서” 직접 “온라인에서 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타 공산품”의 경우에는 “같은

제품이라면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책은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제254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세상에서 책만은

무조건 특별한 상품이므로, 설령 아무리 팔리지 않는 책이라 할지라도, “같은 제

품이라면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인류의 상식에서 마땅히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계진 의원을 비롯한 몇몇 도서정가제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책이란, 가격경쟁

이라는 그리 고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겨뤄지고 평가되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

아니 어쩌면 우월한 존재인 듯하다. 하지만 실로 세상의 모든 대상은 다들 특별

하다. 단지 ‘나’에게 있어서는, 그저 ‘나’에게 특별한 대상으로 인식된 상태인지

여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책이 다른 모든 것들과 외따로 있는 특별한 존재라

고 믿는 것은, 그가 하필이면 문광위 위원이라서 또는 책의 저작자라서60) 일

것이다. 그들이 만약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더라면 또는 음반의 저작자였더

라면61) 분명 저마다의 또 다른 “○○○○○ are different”가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과 궁리를 하게 하는 건 단지 책만은

아니다. 어떤 만족이나 영감을 주는 것 역시 단지 책만은 아니다. 또한 그렇

게 해주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책이 가장 우월한 것일

리도 없다. ‘나’의 경험과 ‘그’의 경험은 같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과 궁리를 하게 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도 결코 아니

다. 다른 무언가를 가져다주는 재화도 세상에 충분히 많으며, 이들은 모두 그

누군가로부터 저마다의 가치를 각기 인정받고 있는 재화들이다. 영감의 경우

60)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관료라서, 출판협회 관계자라서, 동네서점 주인이라서 등 많은 경우

가 있다.

61) 이밖에도 교육부 관료였더라면, 의사협회 관계자였더라면, 과일가게 주인이었더라면 등 많은 경

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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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다. 영감을 굳이 안겨줘야만 가치 있는 재화일 리는 없으며, 모든

책이 다 영감을 주는 것도 아니다. 책은 무조건 특별하니 가격경쟁에 내몰려

선 안 된다는 오랜 고집은, 이제 그만 꺾일 필요가 있다.

한편 앞서 전체회의 말미에, 당시 여당(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할인이 오

히려 독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제253회국회 문

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2005. 4. 18.). 실로 심재권 안이 논의되던 때에는 소비자

들이 가격할인에서 오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막아서라도 출판·서점계의 이익

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우상호 안에 이르러서는, 오

히려 도서정가제를 강화해야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등

장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실질적으로 할인이 어떤 문제를 갖느냐면 실제 독자들에게 피해가 가게 됩

니다.…실질적으로 10%의 할인이지만 마일리지라든가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할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0～50%의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당연히 출판사에다 더 많은 할인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다시 출판사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

안 가격경쟁이 상품을 질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질적으

로 저하시키는 현상들을 가져왔습니다.…인터넷서점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가격경쟁이나 가격인하를 통해서 산업이 육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독

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도서정보 제공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거든

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터넷서점도 적자구조를 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

격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주장 역시 경쟁에 대한 오해, 특히 인터넷서점의 가격경쟁에 대한 그

릇된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말하는 “40～50%의 할인”이 이루어진 것은

당시 할인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구간 도서 중 일부다. 이는 어음결제나 위탁

판매라는 낡은 관행이 아닌 매절방식을 통해서 인터넷서점이 이미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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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했던 도서가 예측했던 수요만큼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다. 이를 계속 창

고에 보관하면서 비용을 들일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할인을 적용해 처분을 할

지는 전적으로 인터넷서점 측이 판단할 일이며, 이러한 판단이 시간을 거슬

러 과거의 납품출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리가 없다. 더욱이 소비자에

게 선택을 잘 받지 못하는 책을 내놓는 출판사들은 인터넷서점의 대폭할인판

매 이전에 이미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인터넷서점의 가격경쟁이 도서를 질적으로 저하시켜 왔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실로 민간협약 차원의 도서정가제가 실시된 1977년에서

할인판매가 성행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사이의 기간 동안 출판된 도서의

품질에 비해 그 이후에 출판된 도서의 품질이 저하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그 품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도서의 내

용에 대해서 평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향상되는 경우도 다분히 존재한

다. 가령 동네서점들이 특히나 할인판매를 반대하는 어린이전집이나 참고서·

문제집 따위가 할인판매 성행 이후 그 내용이나 품질이 저하되었다는 증거는,

그 반대증거에 비한다면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향상분이 가장 클 것이기는 하나, 품질저하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결과를

인터넷서점의 가격경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심하게 비논리적이다. 이러한 비

논리는 경쟁 그 자체에 대한 적대감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오해나 편

견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이후 2005년 6월 23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위 김재윤 의원은 가격경쟁에 대

한 사실무근의 편견을 다시금 드러냈다. 그는 모두진술을62) 마친 알라딘 대

표에게 “인터넷서점의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서비스”라면서 배송, 도

서정보 등에 더 치중해야 하며, 외국에서는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하면 대부

분의 인터넷서점들이 시장진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제254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62) 이는 앞서 제4장 제3절에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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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격할인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던 그가, 이제

는 가격할인이 인터넷서점에게도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후자만

큼은 일부에게는 진실이다.63) 실로 가격경쟁이든 그 어떤 종류의 경쟁이든 간

에, 경쟁은 모든 이들을 실패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낮은 이들만을

실패로 인도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인터넷서점은 이견의 여지도

없이 ‘아마존(Amazon.com)’이다. 이 웹 공간에서는 아마존 당사(當社)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통업체들이 한 데 모여 경쟁을 벌인다. 특히 앞서 우상호 의원식 일

물일가(一物一價)의 “공정한 경쟁”은 ‘아마존’에선 존재하지도 않는다. 동일한 상

품이라도 가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오히려 가격이 단일하다는 것은 카르텔에 의해서든 법률에 의해서든

인위적으로 경쟁이 배제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다. 그리고 이런 ‘아마존’에서 나

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수많은 유통업체들이야말로, 가격할인이 인터넷

서점에게 해롭다는 주장이 단지 일부에게만 진실이라는 충분한 증거다.

아담 스미스가 말했듯,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격인상을 위한 담합의 기회

는 줄어들 것이며, 치열한 경쟁은 아마도 그들 중 몇몇을 “파멸(ruin)”로 인도

할 것이다(the Wealth of Nations, Ⅱ-ⅴ, pp. 361-362.). 하지만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경쟁은 경쟁력을 갖춘 자를 “파멸”로 인도하는 일이 절대로 없으므로, 경쟁

배제를 꾀하는 정신은 오로지 경쟁력이 낮거나 더 이상 경쟁하기를 원치 않

는 자들의 전유물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정신을 보유한 자들의 기득 이익을

보장해주고자 법률을 제정해 온 것은,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정치권

력이다. 시장은 기득 이익을 보장해주는 일이 절대로 없다. 경쟁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다.

63) 앞서 소개했던 조성익(2015)의 연구는 도서정가제 2차 개정으로 소비자잉여는 한 달에 130

억 원 이상 감소했는데, 이중에서 90억 원 정도가 인터넷서점으로 이전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전자공시스템(DART)에서 인터넷서점 매출 1위인 예스24의 매출액과 영업이

익의 시계열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도서정가제 제·개정으로 할인규제가 강화되는 동안 매

출액과 영업이익이 오히려 개선되는 경향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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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의 결정방식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2001년 11월 26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발의자인 심재권 의원은, 도서

정가제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977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

이며, “자율규제”로서 잘 지켜져 오던 것이 인터넷서점들이 할인을 시작하면서

“도서정가제가 문제를 안게 된 것”이라 하였다. 결국 기존에 있던 도서정가제

에 그저 “벌칙조항이 추가되는 것뿐”이므로, 도서정가제가 잘 유지되도록 하자

는 것이 “참뜻”이라고 말했다(제225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2차, 2001. 11. 26.).

여기서 그가 말하는 “자율규제”는 곧 가격에 대한 내부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며, 이때 “자율”은 사실상 자연적 자유의 체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재권 안은 2001년 11월 30일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청회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당시 여당(새천년민주당) 최용규 의원은 “이익 앞에서는 자율규약

이라는 것은 언제나 무너”진다면서, 도서정가제가 없으면 “인터넷서점이 다

망하고 승자만 남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모닝365 대표는 그것은 어떤 산

업에서든지 마찬가지이며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시장의 질서에 따라서 해

결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최용규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응수한다(제225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2호, 2001. 11. 30.).

지금 ○대표가 말하는 시장의 질서라는 것은 인터넷서점 업계의 자율규약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규약이라는 것이 이익 앞에서는 아주 무력

해지는 것입니다.…그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은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부분마

저도 혼탁해지는 것은 이익논리 때문에 그렇거든요.…결국은 순수한 자본논

리로 간다면 정글의 법칙대로 가장 강한 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도태

되는 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장 강자가 하나 생기고 나머지가 다

죽으면 소비자는 그 강자 손에 맡겨지는 꼴이 초래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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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시장, 질서, 경쟁, 이익, 가격 등에 대한 오해

나 편견은 한 인간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말하자

면, 시장의 성질(nature)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질서는 조직질서나 인위적

질서만 존재한다고 단정하면서, 동시에 경쟁을 단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관점으로만 보고 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집단이익과 공익의 관

계를 잘못 이해하면서, 동시에 가격은 특정집단 내부에서 결정되고 고정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굳게 믿는 식인 것이다.

그리고 당시 소위원장이었던 심재권 의원은 공청회 모두진술을64) 마친 모

닝365 대표에 대하여 “하나하나가 전부 부당한 이야기”라면서, 자신들이 반

대하는 것은 인터넷서점의 출현 및 번창이 아니라 그들이 “할인하는 것을 반

대”하는 것이며, “오로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할인인데, 즉 가격”이라고 하

였다(상게 회의록). 이렇듯 그를 비롯한 도서정가제 지지자들은 가격이란 특정집

단 내부에서 결정되고 고정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그들 외에 다른 이

들의 판단에 의해 가격이 변동되는 것에 대한 반감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그에 대해 모닝365 대표는 인터넷서점은 사이버공간에 있으므로 교보문고

가 10만 종을 진열한다면 자신들은 50만 종 이상을 진열하고 있으며, 오히려

적은 관리비와 적은 인력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유통방식

을 가진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할인 역시 그런 마케팅의 한 수단이라는 것이다(상게 회의록). 이는 인터넷서점

의 낮은 가격은 기본적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과 혁신에서 기인하는 것임

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앞서 제2장 제2절에서 논했던 ‘생산자의 진정한

임무’와 통하는 것으로서, 바로 다음 쟁점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생산자가 시

64) 이는 앞서 제4장 제2절에서 소개하였다. 입법과정에서 소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은 배제되

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소비자에게는 책값할인이 굉장히 큰 의미이고, 인터넷서점이야말

로 출판산업의 기반이며, 인터넷서점의 가격할인이 아니라 독서인구가 없는 것이 출판 붕

괴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내용이었다.



108

장사회에 해악이 아닌 이로움을 가져다줄 수 있는 조건을 논하는 일은 소비

자주권 사상과 불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재권 의원은 “어쨌든 간에 싸게 해서 독자들한테 혜택을 준다니

까 고마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데 가격 말고 다른 것으로 온라인이 독자들

한테 서비스할 것은 없습니까?”라면서, “같이 경쟁하면서, 왜 그것을 할인을

통해서만 하려 합니까? 상대방이 그 할인 때문에 우리 못살겠다, 다 죽는다

이러는데 왜 그 좋은 것들을 할인을 통해서만 하려고 그래요?”라고 따져 묻

는다(상게 회의록). 이는 가격의 내부결정에 대한 당위적 인식과 시장에서의 가

격변동에 대한 반감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이어 최용규 의원도 인터넷서점의 이점이 충분히 있는데도 가격할인만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런

데 이에 대해 모닝365 대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한다(상게 회의록).

인터넷 전체 또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들이…그러니까 ‘인터넷 = 싼 곳’

입니다. 그리고 모든 콘텐츠가 무료로 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모든 정보가

서로 무료로 공개되는 그것이 인터넷 본질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

니까 인터넷 이용하는 분들이 가격에서의 메리트가 없다면 그곳에 절대 들

어가지 않습니다.…소비자와 저희가 타협하지 않고 소비자와 싸우면서 사업

이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즉,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그 이용자들의 성질을 고려할 때, 가격할인은 인터

넷서점에게는 꼭 필요한 마케팅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를 간과해서는 인터넷에서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생산자가 성공하기 위해

서는 소비자라는 선장의 명령(captain's order)에 복종해야만 한다는(Human Action,

ⅩⅤ-ⅳ, p. 270.) 소비자주권 사상을 그가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가급적 싼 것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서점에게 가격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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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령한 셈인데, 이때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야만 사업에 성공할 수 있

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을 경우, 그는 ‘소비자의 지배’를 지지하는 것이다.65) 하

지만 가격이라는 것은 특정집단에 의해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고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을 경우, 그는 ‘소비자의 지배’를 거부하고 ‘생산자의 지배’를 지

지하는 것이다.

또한 소위원장 심재권 의원은 모닝365 대표에게, 서점계는 그저 “할인제만

막아달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할인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는지를 계속해

서 물었다. 그리고 이번엔 “규칙”이라는 것을 언급한다(상게 회의록). 이는 사실

상 앞서 언급된 “자율규제”나 “자율규약”과 동일한 의미다.

이를 테면 K마트다, 이마트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동네 구멍가게 다 죽습니

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것이

셔틀버스 못 다니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공정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막았

어요. 다양한 상품을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것인데

내가 볼 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온라인 서점의 다른 것을 규제하고

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서점업계가 잘 지켜온 그 규칙을 온라인도 받

아들이면서 하면 될 텐데 왜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합니까?

그는 결국 소비자의 명령에 따르지 말고 특정집단의 내부결정에 따름으로써,

‘생산자의 지배’에서 오는 집단이익을 다함께 편히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

다. 아담 스미스는 “노동자(workman)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율(real and

effectual discipline)을 부여하는 것은, 그의 동업조합이 아니라 그의 고객이다(that

of his customers).”라고 했다(the Wealth of Nations, Ⅰ-ⅹ, p. 146. 번역서, p. 144.). 동업

조합 내부 규율은 생산자의 더 나은 행동을 결코 유도할 수 없다. 오로지 ‘소

비자의 지배’ 하에서만 그 행동이 개선될 뿐이다.

65) 물론 이때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만 “지지”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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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방청석에 있던 예스24 전무이

사가 모닝365 대표를 대신해서 답했다. 그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터

넷서점에는 실물확인기능이 없다는 점, 배송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 물

건을 받기 전에 선불해야 한다는 점, 배송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오프라인 서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위적인” 특성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할인판매”이며, 직거래나 운영방식 등에서 얻는

비용절감을 “할인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답했다(상게 회의록). 이는 곧 ‘소비자

의 지배’가 이뤄질 때 생산자의 행동이 개선되며, 이것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

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현상에 대한 적절한 묘사다.

한편 우상호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계진 의원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만, “문화상품에 관해서만은 본질에서 다른 것이 있

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대변화 때문에 온라인시장을 무시할 수 없고 변

화에 적응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지만, “본질이 파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심

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제254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이는 근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며, 제6장 제1절에서

간단히 비판하도록 하겠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도서정가제를 “시장원리”라

는 것과 연결 짓기도 했다(상게 회의록).

제 생각에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도서가 거래되도록 정가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공정한 룰에 의해서 거래가 되면서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

는 사람들에 의해서 온라인을 택하든지, 오프라인을 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든

지 발품을 팔지 않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인터넷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매력 때문에 그 장점을…기존의 서점에서는 현장 분위기를 즐긴다든

가 스스로 책을 넘겨보면서 내용을 살펴본다든가…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마

케팅을 이용해서 서로 자기의 영역에서 키워나가는 것은 좋은데 가격경쟁은

사실 문화상품의 경우는 왜곡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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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전적으로 인간행동의 결과이며, 그 인간행동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교환이다. 이 교환이라는 것은, 오로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정해

지고 또 끊임없이 변동되는 과정이 바로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방식이다. 따라

서 특정집단이 가격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고정함으로써 시장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판단을 방해하고 행동을 강제하는 도서정가제는, 그가 말한 “시

장원리”라는 것과 연결 지을 여지가 조금도 없다. 책에 대해서든 그 어떤 재화

에 대해서든 간에, 가격이 특정집단에 의해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고정되어야 마

땅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장’을 말하지 말고 ‘계획’을 말해야만

일관적일 수 있다. 시장의 성질에 관해서는 제6장 제2절에서 다시 깊게 다루도

록 하겠다.

5. 시장사회에 대한 생산자의 영향에 대하여

앞서 생산자가 시장사회에 해악이 아닌 이로움을 가져다줄 수 있는 조건을

논하는 일은 소비자주권 사상과 불가분이라 하였다. 도서정가제 제·개정에 관

한 상임위 회의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주장들이 오갔다. 우선 심재권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모닝365 대표는 중소서점의 위기는 대형서점의 등장

으로 판매망이 붕괴되었기 때문이지 인터넷서점 때문이 아니라면서, 인터넷

서점이 도입한 새로운 유통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제225회국회 문화관광위

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2호, 2001. 11. 30.).

일반적으로 도매상이 출판사에서 책을 가져올 때는 어음으로 가져옵니다. 그

런데 저희 인터넷서점에서는 현금결제를 합니다. 일정기간동안 어음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6개월에서 심지어는 1년이 갑니다.…책을 서점에 깔아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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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다리다가 자금회수가 안 되어서…그런 어음결제의 관행을 서점이라든가

도매상이 여태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출판 대붕괴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이기적인 분들이야말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서 어음을 결제

하는 분들이 아닌가…그리고 저희들이 출판사에 책값을 깎으라든가 마진율을

내리라고 할 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책값 인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책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할인을 한 것을 일종의 덤핑으로 보시는데 그동안 유통이라든가 관

리비 혁신에서 생기는 이윤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저희는 성장해왔고

특히 문화공간이 없는 문화소외지인 지방에서 대형서점을 능가하는 도서정보

로 환영을 받아왔습니다.

즉, 인터넷서점의 가격할인은 기존 지역서점들의 잘못된 유통관행을 깨고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얻은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일 뿐이라는 생

각이다. 이는 전적으로 시장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방청석에 있

던 예스24 전무이사도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기타 등등을 절감”한 데서

오는 이익을 “취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가격할인으로 돌

려준 것일 뿐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도덕한 기업이 되는 것 아니겠”느

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심재권 의원은,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을

“불우이웃돕기를 해도 좋고 출판문화진흥기금으로 쾌척을 해도 좋”다면서,

이익은 얼마든지 많이 보되 가격할인만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상게 회의록). 이

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비자가 구매비용절감에서 얻게 될 이익

쯤은 저지되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때,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시장사회가 해악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도서정가제 1차 개정과 관련된 우상호 안은 2005년 6월 23일 공청회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당시 야당(새천년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사람들이 대형할인마

트에 가는 건 꼭 값이 싸기 때문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이 좋고 “복합시설을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인터넷서점 역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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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서점이 유통마진을 줄인 만큼 “싸게 파는 것

은 당연한 것”이며, “그렇게 싸게 파는데도 전체 서점 매출액의 13% 밖에 차

지하고 있지 않”은데 “인터넷서점 때문에 중소서점이 망한다는 말”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다(제254회국회 문화관광위원

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더 싸게 사는 게 좋다

고 봅니다.…또 할인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20% 할인’ 이렇게 해서 막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사려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20% 할인이라고 하면

‘그것 좀 사서 보자’ 하고 책을 더 사게 되는 거예요. 할인이 더 많은 책을

사게 하는 요인도 된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이게 출판업계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자도 살리고 출판업계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된다는 쪽으로 긍정

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터넷서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이 가격할인을 통해서 동네서점의 몫을 빼

앗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애당초 구매하지 않았을 책을 구매하게 한다

는 주장으로서,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생각이다.

앞서 제2장에서 언급했듯, 기업가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던 미제스는 “이전에는

충족되지 않았던 ‘원하는 것(wants)’들이 이제는 제공될 수 있는지를 발견해 내는

것이 자본주의 기업가의 특수 임무(special task)가 되었다.”고 하였다(Socialism, Ⅳ-

ⅴ, p. 445. 번역서, p. 850.). 수면 아래에 있어 왔던 ‘wants’를 비로소 충족되게 할 방

법을 찾아 실현해내는 것이 시장사회에서 기업가에게 주어진 특수 임무이며, 이

를 잘 수행해낼 때 그의 기업은 성공과 번영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서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은 싼 값에 더 많은 책을 사서 읽

고 싶었던 소비자들의 그동안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던 ‘wants’를, 기존의 낡

은 관행을 깬 유통혁신과 비용절감 등을 통해서 비로소 상당히 충족되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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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것이라 평할 수 있다. 그리고 개중에서도 그러한 특수 임무를 더 잘 수

행해낸 이들이 성공과 번영에 더 가까워질 것임은 분명하다. 알라딘 대표도

홈쇼핑의 할인판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상게 회의록).

홈쇼핑은 온라인시장보다 오히려 순식간에 더 커져서 작년에 4000억 규모의

시장이 형성됐습니다.…홈쇼핑에서 팔리는 책은 세계문학전집 100권짜리, 어

린이전집 수십 권짜리 이러한 책들인데 이러한 책을 홈쇼핑에서 못 팔게 만

들면 동네 서점에나 팔릴 것인가, 대형서점에서 팔릴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홈쇼핑시장은 출판시장을 위해서 창출해 준 새로운 파이입니다.

주부들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다른 상품을 사듯이 좋은 책인데, 책은 애들한

테 읽혀야 되겠는데 이렇게 싸게 파는구나 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60만 원짜

리, 70만 원짜리 책을 홈쇼핑을 통해서 작년 한 해 동안 4000억 원어치를 사

준 거예요. 이 시장은 이러한 시장이 없었으면 창출될 수가 없었다 이런 말

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생각은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이들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특히나 동네서점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몫을 인터넷서점이나 대

형할인점 등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인판매를 규제해달라고 주장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홈쇼핑의 저 4000억 원의 매출은 이전에는 미처 충족되

지 못했던 ‘wants’가 비로소 충족되게 된 데 따른 새로운 결과일 뿐, 동네서

점과는 사실상 무관한 것이다. 저 주부들을 두고서, 만일 홈쇼핑이 저 책들을

팔지만 않았더라면 동네서점에 찾아가서 4000억 원어치의 책을 샀을 사람들

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뤄지지 않았을 교환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충족되지 못했을 ‘wants’가 충

족되게 하는 것은, 교환에 참여한 모두에게 이익을 선사하는 일이자 생산자

가66) 시장사회를 이롭게 하는 탁월한 방법이다. 물론 ‘생산자의 지배’를 통해

서 소비자의 이익을 빼앗고 자신들의 기득 이익을 보장 받으려는 생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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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사회를 이롭게 하는 생산자의 성공과 번영을 반드시 저지하고자 할 것이

다. 이는 경쟁에 대한 근본관점과도 밀접히 관련된 문제다. 이것은 매우 중요

한 문제이므로 제6장에서 깊게 다룰 것이다.

6. 주관주의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심재권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출협 사무국장은 도서정가제가 “국민을 위해

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제225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2호, 2001. 11. 30.). 즉, 도서정가제가 “파괴”되면 “대중물

만 범람”하고 도서의 질이 저하되며 가격상승이 나타나므로, 도서정가제는 국

민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본질은 뭐냐 하면 최후에는 국민들이 봉이 된다는 말입니다. 싼 값에 양질

의 도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국민들이 양질의 도서를 싼 값에 봐야 되는

데 영국에서는 이미 미국 때문에 정가제를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파괴하

고 나니까 시중에서는 대중물만 범람을 하고 책값은 앙등이 되고 질은 저

하되고 종수는 줄어듭니다.…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싸워도 저희는 간섭 안

하면 돼요. 책은 파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나서느냐, 문제는 이 제도가 국

민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선진국도 유지하고 우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대중물”이 “범람”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꼭 문제라고 말할 수

는 없다. 책은 오랜 세월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다가, 인쇄술의 발달로 대

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그야말로 천대받던 대중들도 향유할 수 있게 된 재화

66) ‘기업가’가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으나, ‘소비자의 지배’를 ‘생산자의 지배’로 대체하려는

생산자와 나란히 대비하고자 똑같이 ‘생산자’라고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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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책은 비로소 수많은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게 되었고, 이때 그 가

치를 판단하는 일은 전적으로 각 독자의 몫이다. 출협이 판단할 일도, 관료나

정치인들이 판단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독자

들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책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경향 또는 그렇게 하는 것

이 마땅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나 인식은 책의 가격을 내부적

으로 결정하려는 의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일 그 “대중물”의 내용이 그다지 고상하지만은 않더라도, 이는 많

은 독자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 아담 스미스는 “일반 민중들

사이에 술에 만취하는 기풍(disposition)이 널리 일어나는 것은 술집의 수가 많아

서가 아니며, 다른 원인에서 일어난 그 기풍이 필연적으로 많은 술집에 일거리

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the Wealth of Nations, Ⅱ-ⅴ, p. 362. 번역서, p.

373.). 출협 사무국장이 말하는 그 “대중물” 역시 대중들이 읽기를 원하는 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꿔 말하면, 그 “대중물”의 “범람”이라는 것은 그저 소비

자들이 그것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을 명령(order)한 결과일 뿐이다. 그 누구도 읽

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대중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올 일도 없고 설령 나

왔다한들 금방 사라질 것이며, 반대로 많은 이들이 읽기를 원한다면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져도 어떤 식으로든 끈질기게 유통될 것이다. 따라서 설령 도서정

가제가 “대중물”의 “범람”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이 곧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의 “범람” 여부는 그저

국민 각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 하에 두면 될 뿐이다.

도서정가제 제·개정 과정 통틀어 가장 강력한 반대자 역할을 했던 심규철

의원은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으로 “억지로 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오프라인서점은 도서정가제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

로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상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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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을 기다려서 책을 사 볼 사람도 있어요. 당장 오늘 볼 책이 아닌데 책이

괜찮아 보이면 싸고 편한 맛에 조금 기다렸다가 살 사람들은 이리 가겠지요.

그러나 이 책 내용이 무엇인지 하루도 못 참겠다 아니면 당장 내일 발표해야

하는데 참고서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돈을 얹어서라도 비싸게 사겠지요.

심규철 의원의 말대로, 누군가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귀중해 오프라인서

점을 찾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것이 그 정도로까지는 귀중하지 않아 인터

넷서점의 배송을 기다릴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미 소비자들은 각자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 나름

의 가치판단을 잘들 하고 있다. 그 가치판단을 대신할 자격은 그 소비자 개

인 외부에 존재해선 안 된다. 소비자 각자의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행동은

그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 반영하게 하는데, 이때 그 소

비자는 비로소 생산에 대한 주권자일 수가 있는 것이다.

미제스는 소비자민주주의(consumers’ democracy)를 두고 “그 대표들(its deputies)을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위임장(revocable mandate)을 가진 민주주의”

라 했다(Socialism, Ⅳ-ⅴ, p. 443. 번역서, pp. 845-846.). 소비자민주주의는 소비자가 각

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위임장”을 직접 행사할 때에만 실현되는 것이다.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이들에게선 그러한 관념이 입법과정 통틀어 전혀 발견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그러한 관념을 약간이

라도 내비치고 있다. 모닝365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상게 회의록).

저는 독자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서점이라든가 또는 집

앞 서점을 가는 독자들도 있고요.…여기에서 사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서점으

로 오고 그분들이 전체에서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여전히 오프라

인서점에서 책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장이 나누어져 있고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5%를 위해서 가격을 할인하는 것이 저희가

아무런 메리트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희가 존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118

하지만 소위원장 심재권 의원은 모닝365 대표의 말을 끊은 후, 인터넷서점

이 가격할인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상게 회의록). 이

는 각자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 어떤 독자에게는 가격할인이 중요하고 또 어

떤 독자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태도

다.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이들은, 도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가치판단이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 반영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실로 도서정가제 제·개

정 과정 통틀어, 소비자에 대한 주관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거나, 소비자들

의 다양한 가치판단이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 반영되는 것의 의의를 이해하고

있는 도서정가제 지지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한편 우상호 안에 대한 문광위 전체회의 당시 가격할인이 오히려 독자들에

게 “피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던 김재윤 의원은,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혔다(제254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축구 입장권을

구매할 때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더 비쌉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데 할인을 적용해 주는 것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편리

하게 구입을 하면 더 비싸게 구입을 해야지 왜 더 싸게 하냐,…우리가 인터

넷을 도입하면서 정책의 실패 중에 하나가 인터넷은 싸다, 공짜다……67) 이

것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인터넷구매보다 현장구매가 더 저렴하다면, 그것은 그곳 사람들

나름의 사정과 여건 때문일 것이다. 가령 인터넷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제반

시스템이 고비용 구조를 지닐 수도 있고, 축구의 높은 인기와 아열대성 기후

로 인해 현장구매 시 치러야할 부수비용(대기하는 시간, 견뎌야 하는 더위 등)이 매

67) 이하 “……”의 표시는 회의록에 기재된 그대로이며, 발언자가 말끝을 흐렸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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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을 수도 있으며, 그곳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어떤 인식이 관련 현상

들에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 수도 있으며, 정

확히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는 여기서 중요치 않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그

러한 차이가 있다는 건 그곳 사람들 나름의 사정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임을

그저 인정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위에서 김재윤 의원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싼 것을 찾는 현상이

정책실패의 결과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라면 가급

적 싼 것을 선호하는 건, 인터넷 사용과는 무관한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특

성이다. 실로 “굉장히 위험한” 건 그런 보편적 현상이나 특성이 아니라, 특정

집단들만이 원하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로써 나머지 사람들의 행동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위험한 인식이나 태도는 도서정가

제를 지지하는 이들의 공통특성이다.

7.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는 믿음에 대하여

도서정가제 1차 개정과 관련된 우상호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재윤 의원

은 도서정가제가 그동안 “가격의 상승을 일정 정도 억제”하여 “독자들을 보

호”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더욱 강화된 도서정가제는

독자들을 더욱 “보호”해주는 정책인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제254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지금 우리가 다른 물가에 비해서 도서가격이, 다른 물가는 20～30배 인상한

데 비해서 8배밖에 인상이 안 된 것은 도서정가제가 그만큼 독자들을 보호해

왔다는 것입니다. 가격의 상승을 일정 정도 억제해 온 것입니다.…인터넷서점

의 진흥의 방향은 가격이 아니고 다양성과 편리함, 도서정보의 제공 이런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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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대형자금을 통해서 출판사에다 할인을 많이

요구하게 되면 출판사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겁니다.…독자를 보호하고 출판산

업을 육성하고 이런 측면은 도서정가제를 통해서 안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를

실제로 보호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서정가제는 기본적으로 도서의 할인판매를 막는, 즉 싸게 팔지 못하게 하

는 제도다. 따라서 도서정가제가 도서가격 상승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해 왔을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낮다. 실로 도서가격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은68) 까닭

은 수요의 절박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은, 수요가 더욱 절박해져 그것의 교환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으로 넉넉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같은 논

리로 도서가격이 다른 물가보다 적게 상승해 온 것은, 도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절박해지기는커녕 이미 각자 원하는 만큼은 충분히 사서 읽고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로 시간이 흐를수록 책 외에 읽을거리나 볼거리는 많아질 수밖에 없

다. 더욱이 시장에서 도서가격이 올라가는 힘을 눌러 독자들을 “보호”해 왔다

는 주장과, 그것이 내려가는 힘을 막아 독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치르도록 함

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주장은 도무지 일관적이지가 않다.

위 김재윤 의원은 도서 소비자 대다수가 반대하는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그

들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우상호 의원의 원안은 신

간만이 아닌 모든 도서에 대해 그 어떤 할인도 금지하면서, 이를 도서관에까

지 적용하려는 완전도서정가제였다. 이는 독자와 도서관이 기존보다 책을 더

비싸게 사도록 만들 뿐이므로, 국민들이 더 많고 다양한 책을 읽도록 인도하

는 힘은 전혀 갖고 있지도 않다. 또한 출판산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육성”하

고 “활성화”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가치판단과는 무관하게도

68) 위 김재윤 의원의 “20∼30배”와 “8배”라는 것이 과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재화들

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사실인 셈 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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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어주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도서유통을 규제하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을 “육성”해낼 수 있을 리도 없으며, 그것이 “활성화”된 상태를 정부

와 국회가 마땅히 좇아야만 한다고 아무런 설명 없이 단정해서도 안 된다.

도서정가제 2차 개정과 관련된 최재천 안은 2014년 4월 16일 문광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는데, 당시 야당(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은 “합의가 도

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서,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 상승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

하더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조현

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에게 물었다. 이에 조현재 차관

은 소비자단체까지도 포함해서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다 사인을 했”으며

“굉장히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고,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미

디어정책국장(이하 ‘미디어정책국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제323회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1호, 2014. 4. 16.).

저희들이 아까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비자들 홍보 부분을 법률이 통과

되는 시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도서정가제 해설서 비슷한 것을 하나

만들어서 뿌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대충 통계를 보니까 현재 10+10 상황

에서는 온라인 신간의 경우 최대한 17%까지 할인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15% 했을 경우 2% 정도의 소비자가격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평균 책값이 1만 4000원인데 이것을 환산하면 한 280원 정도의 가격효과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도서정가제가 적용이 되면……

사실 지금까지 18개월 이후에 책을 대폭 할인한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책

가격에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정가제

가 제대로 적용이 되면 앞으로 거품 가격이 없어진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이게 소비자 후생으로 다시 피드

백이 된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소비자들 대상으로 정확한 해설서 내지는

정책의 홍보를 통해서 좀 무마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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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로 한다고 해도 소비자 후생 감소는 현행에 비해서 2%에 불과하다라는

통계를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반발도 책 한권 사는 데 거

의 200원, 많아 봤자 300원 정도 오르는 것을 가지고…… 서적은 특히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가격 오른다고 해서 서적을 안 사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는데요.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1월 5일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정 도서정가제, 바로알기 Q&A’라는 제목의 “해설서”를 배포

했다.69) 이는 마치 초등학습서 수준으로 구성되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소비자

들을 얼마나 무지몽매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자료다. 이

는 한마디로 말해서, 최근의 2차 개정 도서정가제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다

는 내용이다. 정부가 어용(御用) 소비자단체를 불러다가 서명을 받는 것도 모

자라, 유토피아적 “해설서”를 뿌려서 소비자반발을 “무마해 나갈” 생각을 하

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위 미디어정책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성주

의적 합리주의와 연계하여 제6장 제2절에서 반박하겠다.

그런데 위 미디어정책국장이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

고 믿는 이유는, 그로써 “거품 가격”이 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는 “거품”이 가장 심각한 것이 초등학습참고서이며, 이것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그 “거품”이 빠져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상게 회의록).

모 출판사가 정가의 50% 이하로 오픈마켓,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할인매장

에 깔아 가지고 출판계를 굉장히 경악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

로…도정제가 적용되어야지만 책값의 거품이 빠진다는 일종의 반증이 될 수

69) 그 내용은 이미 앞서 제1장 제1절에서 간단히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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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초등학교 참고서가 상식을 벗어난 고가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대폭 할인 마케팅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품 가격이 엄

청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병행하면서 메이저급의 출사 사

람들을 만나서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바로 책값 안정화·

정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질서가 이게 몇

몇 악의적인 출판사들이 아주 안 좋은 마케팅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도 초등학교 참고서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가 말하는 “안 좋은 마케팅”이 “정화”되어 “거품 가격”이 빠진 상태

는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인위조정 환

상은 시장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오류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

로, 제6장 제2절에서 깊게 다루겠다.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이들 중 몇몇은 도서정가제가 궁극적으로 소비

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도서정가제를 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던 길승흠 안과 심재권 안의 입법과정에서는 인터넷서점과

소비자가 한발 양보해서 동네서점을 살리자는 동정론이 주를 이뤘다면, 이

후의 우상호 안과 최재천 안의 입법과정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소비

자를 보호하거나 이롭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

듯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

호하거나 이롭게 한다고 굳게 믿는 이들이라면, 자신들의 입법관련활동이

공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역시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비자를 “보호”해줘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서정가제를 추진하는 이들이라면, 수많은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가치판단과 나름의 합리적인 행동에 따라 출판산업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것

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동된다는 관념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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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의 말과 같이, “독점가격들이 소비자들의 지배력(sway of the consumers)을

침해(infringement)”할 수 있다면, “출판업자들은 탐정소설을 발간함으로써 비

위를 맞출 뿐 아니라 서정시와 철학서적을 읽는 소수의 비위도 맞”추는 일

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다(Human Action, ⅩⅤ-ⅳ, p. 271. 번역서, p. 545.). 이렇게

‘소비자의 지배’가 ‘생산자의 지배’로 대체되면, 시장은 절대로 보장해주지

않았을 기득 이익이 특정집단의 내부결정이나 법률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장

되므로 소비자주권은 실현될 수가 없다. 이는 소비자가 “보호”되기는커녕

전적으로 생산자가 “보호”되는 상태다.

8. 공존과 상생에 관한 교조적 인식에 대하여

심재권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심규철 의원은 모닝365 대표에게 인터넷서점

의 할인율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그는 일반적으로 10%의 가격할인과 5%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백화점세일처럼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할인까지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18% 정도가 될 것이라 답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서점의

“마케팅상품” 할인판매로 인해 “결국 전체가 다 붕괴”될 것이라는 식의 주장에

대하여, “새로 나타난 산업에 의해서 망해가는 회사도 있고 또 계속 이어가는

회사도 있는데 일반적인 산업현상을 인터넷서점만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확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최용규 의원은, 현금결제나 유

통단계축소를 통해서 인터넷서점은 “더 많은 이득을 내부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공존의 논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제

225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2호, 2001. 11. 30.).

공존의 지혜는 분명히 있는데 굳이 그 공존의 지혜를 놔두고 할인이라는 단

순한 수를 가지고만 너무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나 같은 사람도 대형매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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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를 싫어하는데 가 보아야 주차도 어렵고 가서 다리품 팔고 헤매는 것도

싫고, 또 작은 서점에 가면 내가 보고자 하는 책이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가

면 대형 매장 아니면 인터넷 서점이거든요.…거기에다가 내부적으로는 영업

방법이나 영업 유통매카니즘을 통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인터넷서점에게 가격경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소비자에게

할인을 해주지 말고 그저 동업조합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가격을 그대로 따름

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얼마든지 누리라는 의미다. 실로 최용규 의원을 비롯한

도서정가제 지지자들 중에서는, 단지 그러한 동업조합정신에 불과한 것을 “공

존”이나 “상생” 같은 감성적인 정치구호로 표현하는 이들이 많았다.

한편 출협 사무국장은 “헌법 119조에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그리고 시

장의 지배를 방지하고 경제주체 간 조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

다.”고 되어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어 “도서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함께 인정하고 “같이 사는 방향”을 살려나갔

으면 한다는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의 발언을 끝으로 심재권 안에 대한 공

청회가 종료됐다(상게 회의록). 그런데 출협 사무국장이 언급한 것은 소위 ‘경제

민주화’ 조항으로서,70) “공존”이나 “상생” 같은 정치구호를 뒷받침하는 데 매

우 흔히 사용되어 온 법적 근거다. 한 문명국가의 근대헌법마저 ‘시장’에 대한

크나큰 오해를 품고 있음이 의심된다면, 그곳이 정녕 문명국가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사회주의자들과 생디칼리스트들이 20세기에나

부르짖던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라는 슬로건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이는 소비자민주주의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성질의 것이다. 소비자민주주의는

70) 보다 정확히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2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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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행동함으로써, 결국 생산에

내려지는 그들의 명령(order)이 그것의 방향을, 즉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물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를 표면

적으로 결정하는 이는 생산자 또는 기업가지만,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서는 그

러한 결정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소망에 더욱 조응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맞춰진다. 이는 소비자들이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직접 경영을 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하지만 ‘경제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슬로건을 부르짖는 바로

그 사람 또는 그 집단이 직접 생산에 명령을 내려 그것을 제어하거나 지배하

는 상태를 목적으로 한다. 실로 생디칼리즘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어는 바

로 “철도는 철도원에게, 광산은 광부에게!”이다. 정치인이든 노동조합이든, 만

약 어떤 이들이 ‘경제민주주의’ 또는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는다면, 그들이 바

로 주권자로서의 소비자를 밀어내고 생산에 명령을 내려 그것을 제어하거나

지배하려는 자들이라고 이해하면 간단하다.

한편 우상호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당시 여당(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일

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입장에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양쪽이 상생을 해서 전

체적인 파이를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인 규제를 한다고 해서

출판시장이 살려질까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제254회국회 문화관광

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실로 그는 도서정가제에 어느 정도 비판적인 입장

을 보였던 몇 안 되는 의원이긴 하나, 박찬숙 의원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가

서는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어쩌면 그의 인식이

교조적 정치구호로서의 “상생”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한 탓일지도 모른다.

이어 박찬숙 의원은 서련 회장에게 “중소서점의 붕괴” 원인이 “결국은 유통

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소매유통의 문제보다도 도매

유통이라든지 출판 전체의 유통 문제에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가제를 제대로 제도화시켜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상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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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와 서점의 영세성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만 출판과 서점은 정부의 정책지원이 전반적으로 재수정이 되어야 되고 강

화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서점이나 출판을 할 수가 있다, 환경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것 말고 제도개선을 해

주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동네서점은 지원과 강제를 규정하는 법률 없이는 스스로 영세성

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지원과 강제의 법률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

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서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무언가다. 원래대로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존재하도록

만든 결과를 두고 “공존”과 “상생”이라 부르는 습관은,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소멸되는 편이 낫다.

그리고 당시 여당(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현대적 조건에서는 가격의 문

제가 심각한 문제”라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상게 회의록). 이처럼 “후려

치는 것”을 그만하고 “상생”을 하라는 식의 주장은, 몸집이 큰 것(주로 대기업이

나 대형마트 등)과 몸집이 작은 것(주로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 등) 간의 대립구도로

진행되는 정치적 논쟁에서 흔히 등장하는 감정적 호소다.

인터넷서점과 대형서점 같은 경우는 출판사와 직거래하면서 실제적으로 마

진조차도 후려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판다는 이유로 제작비까지 잠식해 가

는…정가제가 되지 않는 한 출판사는 결국 기본적인 제작비까지 잠식당하는

이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이 과정에서…결국 죽는 것은 재래시장처럼

소형서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결국 출판문화까지 축소 위기로 가는 부

분 아닙니까?…가격문제는 기본적인 출판사의 가격을 보전해 주는 과정, 그

다음에 소위 중소가게까지도 가격을 보전해 주는 과정이 되지 않고는 가격

경쟁으로 가서는 다 죽는 과정이 오고 결국 마지막에는 출판사까지 죽는 이

런 과정이 온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많이 팔리니까 소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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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서점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따로 새롭게 제작을 통해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마진에서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팔기 때문에 할인율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위와 같이 이광철 의원이 대량구매나 매절로 납품가가 낮아지는 현상을 도

무지 납득하지 못하자, 알라딘 대표는 “매절을 하면 60%에 가져온다는” 관행

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이광철 의원이 “대형서점처럼 그

러한 관행과 내용을 요구하면서 마진을 넣고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이지요.”

라면서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을 계속 문제시하자, 알라딘 대표는 “그것은 모

든 나라의 공통된 룰 아닙니까? 많이 사고 현금으로 사면 싸게 사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응수했다. 이에 이광철 의원은 다음과 같

이 말했다(상게 회의록).

시장의 논리라면 그렇지요.…시장이라는 부분도 공정거래라는 것이 있고 독

과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요. 독과점의 횡포나 많이 판다는 이유로 공정

하게 구성원들이 상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생의 이익을 뺏는 과정에서

오는 왜곡이 오히려 출판문화를 왜곡시키는 과정으로 오기 때문에 오늘 토

론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서점 등장 이전부터 이미 대량구매나 매절에 따른 할인 관행이 있었을

지라도, 인터넷서점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공정거래”를 해치고 “상생

의 이익”을 빼앗아 “후려치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어 알라딘 대표는 “출판사

역시 많이 팔고 현금으로 받으면 오히려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형서점과 거

래를 하는 것보다” 싸게 납품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광철 의원은 다음과 같

이 “독점가격”과 “시장질서의 교란”을 언급하면서 발언을 마쳤다(상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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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싸게 파는 것, 대우, 서비스나 이런 것은 분명히 소비자한테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독점가격을 형성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과정이 후에 나타난

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질서의 교란과 한 사회구성원들이 공생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물론 여기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독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정부의 정책이 가장 시급하지요.

그에게 있어 대량구매나 매절을 통한 비용절감은 “독점가격을 형성”하고 “시

장질서의 교란”을 일으키는 것일 뿐, 결코 효율이나 혁신일 리가 없는 “후려치

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후려치는 것”이 결국 “공생”을 해치고 소비자에게

도 피해를 끼친다고 믿는 것인데,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공존”과 “상생”에 대

한 교조적 인식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경쟁과 가격에 대한 오해

가 그러한 믿음의 바탕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

로 제6장에서 깊게 다루도록 하겠다.

9. 의지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의 법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도서정가제 2차 개정으로 이어졌던 최재천 안은 2013년 12월 9일

문광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이 이루어졌다. 문광위 위원장인 당시 야

당(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제320회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8호, 2013. 12. 9.).

물론 소비자 후생도 중요하지만 사실 출판업계의 부활 문제 또 저작권, 창

작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풍부한 사례를 가지고 이번에 좀 임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뜻한 바

목적을 좀 이룰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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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진룡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어 당시 야당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유진룡 장관에게 “그동안 문체부가 원론적으로는

계속 필요하다, 시행해야 된다”고 하였지만 “간담회 한 번 정도 개최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 해 오신 게 별로 없”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을 언

급했다(상게 회의록).

이게 대통령도 보니까 지난 6월에 ‘정가로 사야지요’ 얘기를 했고 또 11월에

는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조속히 정가제로 간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를 아마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거지요?

실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6월 20일 서울국제도서전에 방문하여 책을

몇 권 골랐는데, 해당 출판사의 팀장이 “정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요

즘 도서정가제가 문제죠? 당연히 정가로 사야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다.71) 물론 그 같은 상황에서 정가구매를 거부할 정치인은 없겠지만, 도서정

가제에 대한 자신의 의지(will)를 드러낸 것만은 분명하다. 그가 대통령 임기

이전부터 강조해 온 “규제개혁”의 철학적 일관성은, 이렇듯 혁파의 대상이어

야 할 자유침해규제가 오히려 강화의 대상으로 잘못 선정됨으로써 허약해지

고 마는 것이다. 정책은 일관된 철학 위에 서지 못하면 갈 길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박홍근 의원은 정부 및 주무부처가 적극적

으로 나서서 노력하라고 촉구했고, 다음과 같이 다시 보챘다(상게 회의록).

그래서 저는 지금은 거의, 그동안 감이 알아서 그냥 떨어지기를 나무 밑에

서 기다리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셔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너무 미루어 온 숙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뭐 ‘신중 검토’, ‘신중 검토’ 이런 게 지금, 오늘

71) 허윤희. (2013, 6월 20일). “책 행사예요? 그럼 제가 가야죠” 박 대통령의 책사랑.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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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정안에 해서 문체부가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가시지 말라

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재차 당부한 후, “내년도 상반기

내에 이 문제 반드시 풀어낸다라고 답을 주시고, 대통령도 또 국무총리도 관

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로드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

시라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또 당부했다. 이에 유진룡 장관이 내년 상반기까

지 갈 것도 없이 “저희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응하니, 박홍근

의원은 “그 업계 부분하고만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마무리되면 이번 국회 내

에서도” 처리가 가능할지를 물었다. 이에 유진룡 장관이 “가능하지요.”라고

답하자, 박홍근 의원은 “동의를 하신다는 이야기시지요?”라고 또 물었다. 이

에 유진룡 장관이 긍정하자 “그러면 장관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 중재

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열심히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라고 또

다시 당부했다. 이에 유진룡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만나서 중재안을 만들

어 놓은 상태”이니 “이번 국회에서 그 안을 담아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

고,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문체부가 한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원론적인 얘

기만 많이 해 왔고 오히려 업계들끼리 만나서 그동안 이 문제를 조정을 해

왔어요.”라면서 또 다시 보챘다(상게 회의록). 도서정가제 제·개정 과정 통틀어

이토록 집요하게 신신당부를 한 의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이 그를

이토록 도서정가제에 완전몰입하게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있어 법이란 자신의 의지(will)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 정

도에 불과하다는 사실뿐이다.

한편 당시 야당(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은 소비자들이 “책값이 오른다고 생

각할 수도 있”으며, 새로이 도서정가제 대상이 될 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유진룡 장관은 다음과 같이 적극

적인 의지를 표명했다(상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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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부분은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정가로 사줘야지 이

것이 정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제도를 하면서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대폭 상향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용하는 도서관까지도 도서정가제 대상에 넣으려는 까닭은 바

로 동네서점이 도서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격경쟁력이 낮

은 동네서점은 그동안 낙찰을 받기 어려웠지만, 도서정가제로 모두가 똑같은

입찰가를 써넣을 수밖에 없게 되면 정치적으로라도 동네서점이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서인 것이다. 실로 최재천 안이 2014년 11월 21일 시

행에 들어간 직후인 이듬해 1월부터, 파주시 내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

여섯 곳이 동네서점을 통해 납품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파주시에는 동네서

점 아홉 곳이 있었는데, 이들이 2014년 말 ‘파주시서점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관내 공공도서관이 앞장서서 지역서점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에 응한 파주시 중앙도서관이 해당 조합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다.72) 이러한 소위 “동네서점 살리기”는 이후로도 몇몇 지역으로 확산되

었는데, 이는 결국 그러한 도서관들로 하여금 책을 이전보다 더 비싸게 구입

하도록 만들었을 뿐이다. 여하튼, 유진룡 장관이 말한 도서구입비 “대폭 상

향”은 곧, 일반국민들으로부터 걷은 돈을 동네서점에게 이전해주겠다는 그의

의지(will)다. 그를 비롯한 야당 의원 4인(신학용, 박홍근, 도종환, 유기홍)의 강력한

의지가 발언을 독점한 대체토론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비판적 의견을 내지

않았던 일방적인 회의였다.

최재천 안은 이어 2013년 12월 20일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다.

위 대체토론의 발언독점 4인방 중 한 명이었던 당시 야당(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우리 출판문화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

72) 오서윤. (2015, 2월 4일). 파주시, 중앙도서관 동네서점에서 도서 구입.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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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는데 문체부가 사실 너무도 한 일이 없어요.”라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재차 당부했다(제321회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2호, 2013. 12. 20.). 그 역시 앞서의 박홍근

의원과 마찬가지로, 도서정가제 개정법을 통한 자신의 의지 실현에 정신적으

로 몰입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는 그것이 명백히 공익에 기여한다고 믿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어 대체토론의 발언독점 4인방이었던 도종환 의원이 나섰다. 그는 서점

의 폐업, 책 판매부수 감소, 신종 간행부수 감소 등으로 “출판 생태계 전체가

죽고 있”다면서, “출판계가 어떻게든 도서정가제를 해서라도 출판계를 살려

달라고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사회문화 전체로

봐도 출판계가 살아야 되거든요.”라고 말한 후, 초등학습참고서와 실용도서를

도서정가제 대상으로 하게 되면 동네서점들이 “그나마 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에게도 “문화적 혜택”을 선사할 것

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상게 회의록).

그래서 어떻게든 출판 생태계 전체를 살려야지 소비자들도, 책을 사는 사람

들도 말하자면 문화적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래서 저는 어떻게든 출판계를 살리기 위해서, 출판 생태계를 살리고 출판문

화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간의 문제라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그냥 ‘이것 때

문에 안 됩니다’ 하지 말고…적극적인 대안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이 문제가,

도서정가제가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문화부가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의원은 “출판 생태계”와 “출판문화”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는 일이

곧 공익적인 것이라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그의 의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강제하는 법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의 법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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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밖에 취급되지 않는 것이다. 도

서정가제 제·개정 과정 통틀어 법은 언제나 이런 취급을 받았다. 한편 회의

말미에 미디어정책국장은73)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상게 회의록).

도서관도 지금까지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혜택을 받았는데요. 도

서관이야말로 출판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도서정가제를 선도적으로 끌

어가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얼마 전에 종로구청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공공 기관에서 각 서점으로부터 책을 살 때 너무 후려치

기 하는 바람에 서점도 안 좋고 출판사도 안 좋은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

요. 도서관들이 선도적으로 도정제의 테두리에 들어와서 이것을 좀 정착시키

자는 취지로 도서관을 삭제한 겁니다.

그는 “출판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도서관 역시 도서정가제를 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그가 말하는 “여론”이라는 것은,

실로 수많은 소비자들과 도서관이용자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opinion)이 어

우러진 상태가 아니라, 출판·서점계의 집단적 열망이 강하게 결집된 상태에

불과한 것이다. 이때 전자가 아닌 후자는 ‘소비자의 지배’와 자연적인 분배를

해치는 요인임은 굳이 상술할 필요도 없다. 만일 관료나 정치인들이 오로지

특정집단의 “여론”을74) 두려워하고 따른다면, 이는 자연적인 분배를 교란하고

사회에 전적으로 해로운 결과만을 남길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가 말한 “여

론”이라는 것도, 그저 법을 도구삼아 실현하려는 그의 의지(will)의 다른 이름

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도서정가제 제·개정 과정에서는 법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의지 실현을 위한 도구로 취급되는 그릇된 경향이 나타나므로, 법

이란 본디 그런 것이 아님을 제6장 제2절에서 보이고자 한다.

73) 2013년 12월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미디어정책국장과 2014년 4월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미디어정책국장은 서로 다른 인물이다.

74) 엄밀히는 이를 ‘여론’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미디어정책국장의 표현을 살리고자 그대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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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의 정신에 관한 인식과 소비자 배제에 대하여

최재천 안은 2014년 4월 16일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는데, 회의

초반 문광위 전문위원은 “가장 최근의 유통업계와 소비자단체의 합의 내용”

이 있다고 말했다. 즉,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모든 경제적 이익

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할인은 10% 이내로만 허

용”하는 것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에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출판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정가를 변경하고 이를 표시해서 판매할 수 있

도록 보완”하는 것에 “유통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이미 “합의”를 했다는 것이

다. 그리고 이에 대해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도

서정가제의 “대폭 확대와 관련해서 출판계와 유통업계 그리고 소비자단체 간

에 금년 2월에 합의가 되었”고 “다 서명을 했”다고 첨언하기도 했다(제323회국

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1호, 2014. 4. 16.). 물론 그는 구체적

으로 어떤 소비자단체가 도서정가제의 “대폭 확대”에 “합의”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재천 안에 대한 공청회에 어린이도서연구회 측이75) 소비자대

표 격으로 참석했던 2012년의 선례를 보건대, 소비자주권을 지향하는 단체가

그 “합의”에 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소위원장인 당시 여당(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최재천 안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즉 할인율을 몇 퍼센트로 제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도서를

도서정가제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회의의 방향을 잡았다.

회의 이전에 이미 “합의”를 이뤄놓은 만큼, 도서정가제를 개정하는 일은 기정

사실인 것이고,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개정할지나 확실히 정하자는 것이다. 우

선 당시 여당(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상게 회의록).

75) 앞서 제4장 제4절에서 소개했듯, 이 단체는 공청회에서 출판·서점계를 철저히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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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도서출판계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낸 것 같은데. 그리고 무분별한

세일이 있고 그래서 나온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이렇게 너무 픽스되게 지나

친 규제로 이렇게 꽉 못 박아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드립니다. 이것

도 하나의 규제인데 ‘10%’, ‘18개월’ 이런 것은 그렇지만 이렇게 숫자상으로

꼭 묶어 놓으면 또 다른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을까,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조금은 자유시장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무분별한 세일”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으며, “조금은 자유시장에 맡겨

야” 한다는 말은 지극히 소극적이다. 하지만 이는 최재천 안에 대한 모든 회의

에서 유일하게 등장한 비판적 의견이라는 점에서 작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

은 도서정가제 2차 개정 과정이 얼마나 찬성 일변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박인숙 의원은 본회의에 가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앞서 심재

권 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냈던 박찬숙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본회의에 가서

는 찬성표를 던졌던 비일관성과 그 근본적 원인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즉, 자연적인 분배의 의의에 대한 이해가 애당초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다. 곧이

어 2013년의 대체토론 당시 발언독점 4인방이었던 유기홍 의원은 위 박인숙 의

원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상게 회의록).

일리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정말 인내를 가지고 합의한 결과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체부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고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 합의 정신

을 우리가 법안에 반영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

은 우리가 그동안의 노력을 수용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는 “인내를 가지고 합의한 결과”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또 그러한 결과를

이끈 “합의 정신”을 실현해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당위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으로는, 이해관계자들 간 아무리 “합의”가 되었다고 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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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합의”에 임하지 않은 일반국민들의 행동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를 해명할 길이 없다. 이어 당시 야당(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다음

과 같이 “진통 끝의 산물”을 “일단 처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상게 회의록).

어떤 한쪽을 강조하게 되면 계속 쟁점화되어서 현재 출판시장의 어려움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정부와 업계 간 또 여기에 나와 있는 합

의사항들 또 정부도 지금 수정안을 문체부에서 내서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진통 끝의 산물로서의 법안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현재 수

준에서 일단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냅니다.

도서를 구매하는 수많은 일반국민들에게 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책

을 두고서 단지 “진통 끝의 산물”이므로 “인정하고 이해”하여 “일단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서 유기홍 의원과 마찬가지로 “합의”나 “합의

정신”을 교조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곧이어 당시 야당(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도 “합의 정신”과 “진통 끝의 산물”을 지지하고 나섰다(상게 회의록).

국회가 해야 될 임무 중의 하나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소시켜 주는

역할인데요. 이게 법률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관련 업계들의 갈등이 계속 갈 거거든

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 업계들이 어렵게 어렵게 정말 긴 시간 동안 토론하고

합의한 그런 사항이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어떤 갈등들을 최소화하고 해소시켜 주는

절차가 아닌가 싶어서 올라온 대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설령 사회적 갈등 해소가 국회의 중대한 임무 중 하나라고 해도, 특정집단

의 이익을 위해 일반국민들의 행동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의 적정성을

그것이 마땅히 지지해주지는 못한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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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한 까닭에 사회에 더 큰 갈등이 빚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러한 더

큰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소시켜” 주기 위해 이번에는 또 어떤 더 강력한 법

을 제정할 것인가. 이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있는 그대로 흐르도록 두어야

하는 까닭 중 하나다. 하지만 문광위 위원들의 지지선언은 여야 가릴 것 없

이 릴레이처럼 이어졌다. 당시 여당(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시장보호”를 들

면서 다음과 같이 바통을 이어받았다(상게 회의록).

저도 박인숙 위원님 안에 굉장히 동감은 합니다만 사실 출판문화산업은 우

리가 인위적으로 진흥하지 않으면 고사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규제이기는 하

지만 시장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규제가 아닌가…지금 대형 서점이 일반

소형 서점을 잠식하고 있는 환경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도서정가제가 확

립이 안 되면 향후에는 우리 주변에서 소형 서점들을 보기가 참 어려워지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취지를 살

려서…… 시장보호적 차원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금은 자유시장에 맡겨야” 된다던 박인숙 의원의 말에 정녕 “굉장히

동감”을 한다면, “인위적으로 진흥”, “시장의 질서를 위해서”, “시장보호적 차

원”이라는 말들을 아무런 고민 없이 내놓아선 안 된다. 저런 말들이 철학적으

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등에 대한 지식은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부가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위 주장은 근본적으로 질서와 시장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

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비중 있게 다루겠다. 곧이어 지난 대체토론의

발언독점 4인방이었던 도종환 의원이 “합의”를 다시 들고 나섰다(상게 회의록).

출판이 살아야 된다라는 아우성이 그동안 심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

하기 위해서 출판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까지 다 모여서 여러 차례의 갈등과

진통 끝에 서점 쪽도 출판계 쪽도 소비자모임 쪽도 독서계 쪽도 다 어렵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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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게 합의를 이끌어내 오는 과정을 지켜봤었거든요.…온라인 서점의 양보를 끌

어내기 위한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었고…어렵게 어렵게 지금 여기까지 합의에

이른 것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판

을 살리고 또 서점도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합의안을, 이렇게까지 갈등이 조

정된 것을 우리 국회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는 “소비자모임 쪽”도 “합의”를 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린이도서연구회

정책국장 같은 도서정가제 적극 지지자가 소비자대표 격으로 공청회에 참석했

던 선례를 보건대, 그 “소비자모임 쪽”의 정체성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하다. 더

욱이 최재천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았던 이가 바로 부길만 교수인

데,76) 그는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설립된 1980년에 전무를 맡은 이래 감사와 이

사 등을 거쳐 2005년에 이사장을 맡을 때까지 해당 단체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

이다. 그런 그가 사회를 맡았던 공청회에 어린이도서연구회 측이 소비자대표

격으로 참석한 것을 두고,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는 어렵다.77)

정녕 “합의”를 얻어내기 수월한 사람들만을 불러놓고서는 “합의”를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 기만이다. 실로 도서정가제 제·개정 과정의 모든 공청

회에서, 소비자대표 격으로 나온 인물들은 죄다 도서정가제 적극 지지자였다.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그 “합의”라는 것에서 언제나 진짜

소비자와 일반국민들을 배제해 왔다. 결국 마음 맞는 사람들만 불러놓고 입을

모으는 그러한 “합의 정신”은 동업조합정신이나 코포라티즘과 근본적으로 같

은 것이다. 이런 식의 기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야 할 임무, 그러한 “합의 정신”을 법으로 승인해줘야 할 임무가 정녕 국가의

몫이라면, 이는 국가 코포라티즘(state corporatism)에 지나지 않는다.

76) 앞서 이미 여섯 번이나 인용한 연구자이므로 실명을 적었다. 사실관계에 한해서만 그의 글

을 인용하였으나, 실로 그는 도서정가제를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연구자다.

77) 물론 부길만 교수는 이사장을 끝으로 2005년에 재임을 마쳤기에, 두 인물의 재임기간이 겹

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보는 어린이도서연구회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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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과 문화의 보호에 관한 믿음에 대하여

심재권 안을 논의했던 전체회의에서, 최용규 의원은 “완전경쟁체제가 소비자

를 보호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 부분은 오히려 완전경쟁이 소

비자를 가장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서정가

제는 “스크린쿼터 유지 논란과 맥이 같”다면서, “소비자 보호나 출판업계 보호

이 모두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전체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국을 겨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제225회국회 문화

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2차, 2001. 11. 26.).

미국 측의 막강한 자본에 의해서 세계시장을 열기 위해서 미국 측에서는 도

서정가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는 것이 그들의 세계시장 제패를 위한 방

법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항 논리로 유럽쪽 주로 비영어권 국가에서

는 정가제를 대체로 고수하는 것으로 조사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아 국내 출판유통산업을 마땅히 보호해야 하며,

그러한 역할을 도서정가제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식의 보호주의적

인식은 도서정가제 2차 개정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자료(건강한 출판문

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정 도서정가제, 바로알기 Q&A)에서도 드러난다. 이 자료에

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무한할인을 통해 세계 도서유통시장 점유율 확대 및 국

내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아마존에 대한 경쟁력”이 최근의 도서정가제 개정으

로 인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수많은 유통업자들의 가격경쟁이

야말로 ‘아마존’이 지니고 있는 핵심요소다. 그저 강제의 법을 통해 ‘아마존’과

의 경쟁 자체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을 두고, ‘아마존’에 대한 “경쟁력”의 “강

화”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 경쟁배제를 통한 보호는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

키는 분명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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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보호주의적 인식은 중상주의자들의 주된 특징 중 하나다. 아담 스

미스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기술 또는 제조업에서도 국내 산업의 생산물에 국내

시장의 독점권을 주는 것은, 개인들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하는

가를 어느 정도 지시하는 것이며, 거의 모든 경우에 필요하지 않거나(useless), 아니

면 해로운(hurtful) 규제인 것이 틀림없다.”고 하였다(the Wealth of Nations, Ⅳ-ⅱ, p.

456. 번역서, p. 466.). 이는 국내 생산물의 경쟁상품 수입을 높은 관세나 금지조치

를 통해서 제한하려는 중상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중상주의 경제정책

의 중대한 결함은, 국내 특권 상인 및 제조업자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

머지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값을 치르도록 강제함으로써, 무고한 이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부도덕성에 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더 심각한 해악은, 그것이 사람들과 국가들 사이에 불화와

적의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아담 스미스는 “상업은 개인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국가 사이에서도 자연스러운(naturally) 연합과 우정의 유대(a bond of union and

friendship)여야” 한다고 했다(the Wealth of Nations, Ⅳ-ⅲ, p. 493. 번역서, p. 506.). 상업과

교역은 단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더 배불리 먹고 잘 입게 하고, 자기 자식들을 더 배불리 먹이고 잘 입

히게 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것이 상업과 교역이지만, 사람들 또는 국

가들을 서로 협력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며, 싸움이나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호하

도록 이끌기에 더욱 훌륭한 것이 바로 상업과 교역이다.

도서정가제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한 방법으로 여기는 관료나 국회의원

들은 그러한 점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

려 스스로를 구국(救國)의 영웅이라도 된 것 마냥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

상주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지켜내 “국가전체

이익”을 수호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끼는 이가 만약 있다면, 그는 완전히 잘못

된 감상에 젖어 있는 것이다. 특정집단의 기득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나머

지 모든 사람들의 희생을 강제하는 부도덕성, 협력과 평화보다는 불화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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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조장하는 광범위한 해악성은 최용규 의원이 말하는 그 “국가전체이익”

이라는 것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다.

한편 우상호 안에 대한 입법과정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지식문화나 출판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했다. 이는 법안 발의자

인 우상호 의원이 출판사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며, 그가 출협으로부터 직접

입법요청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78) 공청회에서 당시 야당(한나라당) 심재철 의

원은 출협 기획담당상무에게 도서정가제가 지식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

고,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제254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유통망에 교란이 오면 결국 상업출판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시장에서 20개 출판그룹이 90%를 독과점하고 있습니다.…저희 같은 출

판사들이 책을 내서 매출이 많이 기대되지 않는 책들을 서점에 진열하는 것이 굉

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쪽도 회전율이 낮아지고 학술서라든지 일반양서들은

이윤을 많이 못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점에서 기피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시쳇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깔 데가 없다’, 배본할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러면 점점 책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이 흐려지고 저작권에 대한 수십 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 왔던 것들이 상당히 위기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정가제는 특히 인터넷서점을 겨냥한 정책이다. 그런데 대개 위탁판매

방식을 취하는 오프라인서점들은, 잘 팔리지 않을 책들은 공간의 한계로 인

해 진열을 꺼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터넷서점은 설령 잘 팔리지 않을 책

이라도 거의 대부분 구매진행이 가능하도록 웹상에 등록해놓는다. 그렇다면

출협은 오히려 책을 더 잘 진열해주는 인터넷서점을 공격하고 있는 셈이 된

다. 그리고 이어 동일한 질문을 받은 서련 회장은 다음과 같이 “책맹의 시

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상게 회의록).

78) 실로 공청회 말미에 우상호 의원은, 발의자인 자신에게 “가장 강력하게” 법 개정을 “먼저

요구한 것”은 출협이라고 말했다(제254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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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로 판매의 성향이 높은 것만 취급을 하자고 하면 1만 종을 가지고

있는 서점들이 500종, 1000종만 가지고 있으면서 서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

다.…인터넷서점이 등장하면서 근 3～4년 사이에 서점이 3000개가 문을 닫았

습니다. 이것은 지역문화 인프라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가제라는

것은 지식기반 구축을 하는 데 대단히 역할을 크게 하고 우리는 지금 문명

의 시대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느냐 하면 책맹의

시대가 대한민국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경제논리”라는 것이 “판매의 성향이 높은 것만 취급”하도

록 만든다면, 오히려 그에 편승하는 건 인터넷서점이 아니라 동네서점일 가능

성이 높다. 동네서점은 진열공간이 협소하고 방문자의 범위가 좁으므로, 적은

종의 책을 위탁받아 진열해놓고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으면 반품을 한다.79)

하지만 인터넷서점은 진열공간에 물리적 제약이 없고 방문자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다가 ‘객단가’가80) 중요하므로, 훨씬 다양한 종의 책을 웹상에 진열해놓

고81) 여러 권을 묶음구매 하도록 유도한다. 실로 잡지, 참고서, 문제집을 주로

판매하는 동네서점보다 인터넷서점이 훨씬 더 다양한 종의 책을 판매하고 있

음은 따로 조사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따라서 동네서점과 지식문

화 간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어 동일한 질문을 받은 알라딘 대표

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상게 회의록).

출판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전문서적 출판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국에 배본할 수가 없고…인터넷서점

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서적의 유통을 활성화해 온 것이, 하나는 지방에서도

79) 동네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서련 회장은 “옛날 같으면 1년을 가지고 있을 책이 지금은 한

달, 보름, 일주일 단위로 반품이 들어갑니다.”라면서, “한 40%, 50%”를 반품한다고 진술했

다(제254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80)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1회 주문에 얼마나 사는지를 말한다. 배송이 이뤄져야 하므로 고

객이 1회 주문에 많은 책을 구매할수록 인터넷서점에 유리하다.

81) 웹상에 진열해놓는다고 해서, 반드시 재고를 확보해놓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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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전문서적을 구할 수 있다는 것, 대형서점에 가지 않아도 전문서적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출판사 입장에서도 지방에 배본하지 않아도 인터넷서점에 배본함으로써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상대적으로 유통비용을 절감시킬 것이고,

두 번째로 전문서적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할인은 못하지만

인터넷서점에서도 5～10% 정도의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

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피해주는 것 없이 그 책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요. 비싸서 손이 잘 안 갔던 서적을. 그렇기 때문에…정가제가 도입되지 않는 것이

특히 전문서적의 유통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네서점보다 인터넷서점이 전문서적 유통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 역시 조

사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동네서점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지더

라도, 전문서적을 비롯한 다양한 출판물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 한계가 뚜렷

하다. 이는 마치 전국에 분식점이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메뉴는 떡볶이를 비

롯한 대여섯 가지에서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한편 최재천 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유기홍 의원은 유진룡 장관을 상대로

프랑스의 ‘랑법’은 “책을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당장

의 이익에 가려서 안 될 책의 문화 특성을 보장한다 하는, 정말 우리가 새겨

야 할 이런 원칙을 명시했”다고 칭송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제320회국회 교

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8호, 2013. 12. 9.).

서울대학교 앞에 ‘광장서적’이라는 서점이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문을 닫

았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

되는 시장 메커니즘이 출판 산업과 문화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

래서 도서정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홍 의원은 며칠 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광장서적’을 꺼내들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한 서울대학교 앞에 서점이 여러 개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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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명맥을 유지하던 광장서적”이 얼마 전에 폐업해 “책방을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서점은 “당연히

반대할 수 있”으며 “당장 약간의 책값 인상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네티즌들 입

장에서도 일부 반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우리 출판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했다(제321회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2호, 2013. 12. 20.).

그는 동네서점을 출판문화와 동일시하고 있든지, 아니면 전자는 후자를 지켜내

기 위한 보루(堡壘)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광장서적’은 정치인 이해찬이

서울대학교 인근의 일명 ‘고시촌’에서 1978년 개점했고, 그의 동생이 1990년부

터 운영하다가 2012년 12월 31일 만기가 돌아온 1억 6000만 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난 서점으로,82) 결코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서점이 아니

다. 2016년 6월 현재 ‘고시촌’에는 여러 소형서점들이 성업 중인데, 대부분 수

험서에 특화되어있으며, 인터넷판매나 중고판매를 하는 곳도 여럿이다. 도서정

가제가 약해서 ‘광장서적’이 폐업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것은 단지 소비자의

명령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본고의 서론에서는, 오스나브뤼크 외부에서 생산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에

의해 지역전통의 수공업과 문화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여 독점과 경쟁배제를

주장했던 유스투스 뫼저를 소개했다. 몇몇 도서정가제 지지자들은, 그에게 직

접 가르침을 받았을 리가 없을 텐데도 18세기 뫼저의 정신을 거의 완벽히 계

승하고 있다. 실로 뫼저와 길드의 정신만이 아니라, 중상주의의 정신, 동업조

합의 정신, 그리고 조선의 금난전권의 정신까지도 충실히 이어받은 정책이

바로 도서정가제다. 이러한 정신들은 단지 그 이름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물(同一物)로서, 그것은 곧 ‘소비자의 지배’가 아닌 ‘생산자의 지배’를 목적

하는 하나의 정신으로 축약된다.

82) 양승식, 이지은. (2013, 1월 8일). 사회과학 책방의 종언… 서울대 광장서적 35년 만에 문

닫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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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토론에 대한 평가

1. 심재권 안에 대하여

도서정가제의 법제화를 이끈 법안인 만큼, 굉장히 논쟁적인 토론이었다. 일

단 찬성진영에는 심재권 의원, 최용규 의원, 이미경 의원, 남궁진 장관, 출협

사무국장,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서련 회장이 있었으며, 반대진영에는 심

규철 의원, 공정위 사무처장, 모닝365 대표, 예스24 전무이사가 있었다. 수적

으로 찬성진영이 우세했으나, 오히려 반대진영이 논의를 주도했다. 찬성진영

의 중심인물이던 심재권 의원과 최용규 의원은 인터넷서점 측에 그저 가격할

인만은 하지 말라는 단조로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들이 모르는 업계의

현실에 대해 질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인터넷서점의 가격할인을 막아 동네서

점을 살리자는 식의, 다분히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또한 시답

지 않아 본고에서 모두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주장들

이 많았다. 가령 인터넷서점이 유통혁신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도, 기존의 낡은 유통관행에 대해서는 인터넷서점에

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인터넷서점 측과 감정적으로 여러 차

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공청회 전날 오후 6시에 참석통보를 받아 토론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던 모닝365 대표와 방청석에 있던 예스24 전무이사는, 도서정가제를 찬성하

는 의원들에게 업계의 현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들은 소비자의 명령이 생산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관념을, 종이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간의 사업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체득한 듯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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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위원들 중에서 반대주장을 홀로 이끌었던 심규철 의원은, 그 내용상

미흡한 점도 다소 있긴 하나, 시장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일관적 철학을 드

러냈던 중심인물이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한 쪽은 업계현실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이들이었다.

2. 우상호 안에 대하여

심재권 안에 대한 공청회는 소위원회에서 열린 탓인지, 소수의 의원들이

그저 동네서점이 죽어가니 가격할인만은 하지 말라는 감정적인 주장만을 되

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우상호 안에 대한 공청회는 문광위 전체회

의에서 단독으로 열린 덕인지, 여러 의원들이 참석하여 보다 다양한 주장을

펼쳐, 관점과 내용이 보다 풍부해졌다. 물론 토론 전반적으로 출판계의 입장

이 두드러진 편이었는데, 이는 법안 발의자인 우상호 의원이 과거 출판사를

운영했었고, 그에게 출협이 직접 입법요청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재권 안 입법과정 때와는 달리, 소비자관련단체와 문화관련단체도

참석하여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입장

이 아니라 출판·서점계의 입장을 완벽히 대변했고, 오히려 문화연대 정책실

장이 소비자의 입장을 헤아려 비판적인 주장을 전개했다. 다만 그는 준비해

온 내용으로 모두진술만 할 수 있었고, 질의를 받지 못하여 의원들과 직접

토론을 벌이지는 못했다.

일단 찬성진영에는 우상호 의원, 이계진 의원, 김재윤 의원, 이광철 의원,

출협 기획담당상무, 서련 회장,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주장을 이

끈 이는 알라딘 대표였는데, 그는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의원들과 가장 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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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견대립을 보인 중심인물이었다. 또한 정병국 의원, 박찬숙 의원, 손봉숙

의원, 윤원호 의원, 안민석 의원, 문화연대 정책실장이 도서정가제에 대해 비

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당시 야당(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진술인들에게 단순정보 몇 가지를

짧게 묻는 데 그쳤고, 심재철 의원은 진술인들에게 똑같은 단순질문을 그저

반복할 뿐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인 토론준비도 해오지 않고서, 주어진 질의시

간을 그런 식으로 모두 흘려보냈다.

그런데 관점과 내용이 풍부해진만큼,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도 많이 등장

했다. 특히 찬성진영에서는 도서정가제가 동네서점, 인터넷서점, 소비자, 지식

문화, 출판문화, 언어문화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롭게 하는 만능정책으로

칭송되었다. 또한 심재권 안 입법과정 때에 비하면 도서정가제에 대해 비판

적인 입장을 드러낸 의원들이 늘어났으나,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3명은

전혀 엉뚱한 이들이었다.83) 심지어 박찬숙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본회의에

가서는 찬성표를 던졌으며 정병국 의원, 손봉숙 의원, 윤원호 의원은 투표참

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

3. 최재천 안에 대하여

최재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전에 미리 공청회를 열어 완전무결한 지

지의사를 모았는데, 특히 출판·서점계뿐만 아니라 어린이도서연구회와 한국

작가회의도 참석시켜 그야말로 모두를 행복하게 할 유토피아적 정책을 제시

했다. 실로 공청회 자료집에는 도서정가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들의 일

방적인 주장만 실려 있을 뿐이며, 인터넷서점 측의 주장은 두 번의 공청회

83) 김애실(한나라당), 김정권(한나라당), 박재완(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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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에서 모두 공백처리 되어있다.

그리고 심재권 안과 우상호 안 입법과정 때와는 달리, 공청회가 상임위 회

의 외부에서 열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따라 문광위 위원들과 문화체육

관광부 관료들만 상임위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들 사이에서 의견대립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오직 박인숙 의원 한 명만이 비판적인 의견을 소극적 태도

로 짧게 개진했을 뿐, 유기홍·신학용·박홍근·도종환·윤관석·김태년·강은희·유은

혜 의원을 비롯하여 유진룡 장관, 조현재 차관, 미디어정책국장 모두가 적극

적으로 찬성주장을 펼쳤다. 게다가 박인숙 의원은 본회의에 가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나 상임위 회의에서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

으며, 찬성주장을 펼친 이들에게서 상당한 단결력이 드러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찬성진영은 상임위 회의 이전에 이미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상임위에서의 결정이 본회의에

서 그대로 존중되어, 개정안은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렇듯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본회의

모두에서 의견대립 없이 무사통과된 정책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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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논평과 제언

제1절. 중대한 오해에 대한 논평

1. 질서에 대한 오해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전반적으로 질서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

지고 있었다. 이들이 종종 말하는 “유통질서”라는 것은 결국 길드나 동업조

합 내부의 규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거부하

는 내부 절대적 결정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렇게 폐쇄적으로 결정되는 정

가에 모두가 일률적으로 따르는 것이 이들에게 곧 “질서”이므로, 그것을 거

부하고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따르는 것은 당연히도 “질서문란”이 되는 것

이다.

생산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율을 부여하는 것은 오로지 소비자라

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소비자주권 사상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들의 생각은

완벽하게 反소비자주권이다. 이는 소비자민주주의가 아닌 생산자민주주의,

‘소비자의 지배’가 아닌 ‘생산자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들이 말하는 “질서”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최용규 의원이 말한) “자율규약”과 (심재권 의원이 말한) “규

칙”인데, 결국 이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요소를 그들 내

부에서 결정하려는 시도다.

역사적으로, 길드나 동업조합은 소비자의 결정 또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

서의 결정에 따라야 할 요소, 특히 가격을 그들 내부에서 결정하려고 언제나

애를 써 왔다. 이는 자신들의 기득 이익을 보장받고자, 그들 내부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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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부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예속시키려는 그릇된 시도다. 하지만 그들

이 생각하는 이런 식의 “질서”를 순순히 따라주지 않는 생산자가 속속 등장

해 온 것 역시 인간의 역사다. 이들은 소비자들을 기존의 예속에서 풀려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제나 더 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자신들의 내

부 결정에 소비자들을 예속시키길 좋아하는 이들에게 있어, 기존의 예속이

느슨해지는 것은 곧 “질서문란”과 일치한다.

그리고 언제나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느슨해진 예속을 다시 옥죄는 일이야

말로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여기는 정치권력 행동가들에게 있다. 그리

고 이때 그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그들이 앞세우는 또 다른 인위적인 질서

는 철저하게도 인간계획의 결과다. 소비자주권에 따른 자연적 자유의 체계는,

인간행동의 결과지만 인간계획의 결과가 아닌 자기조직적인 질서가 힘을 발

휘하는 상태다. 오로지 인간계획의 결과인 것만이 질서라고 여기는 이들은,

인간계획의 결과가 아닌 자기조직적인 질서를 언제나 훼방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 큰 문제다.

2. 경쟁에 대한 오해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경쟁에 대해 완벽한 오해를 하고 있다. 가

령 심재권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가격경쟁을 두

고 “현저하게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 하였고, 서련 회장은 “시장경제논

리라고 하면 정당한 경쟁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룰을 지키도록 하는

쪽에 당당히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법의 이치”라고 하였다. 또한 우상호

안에 대한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의원은 “편법적 할인을 아예 없애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면서 “할인제도 자체를 철폐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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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도서정가제를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동일한 책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모든 판매자가 동일한 가격에 팔고 모든

구매자도 동일한 가격에 사는 균등상태다. 누군가가 가격을 낮추게 되면 이

균등상태가 깨지고 질서가 “문란”해지므로, 가격경쟁은 “정당한 경쟁”이 아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균등상태에는 실로 그 어떤 경쟁도 들어설 자리

가 없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 그러한 균등상태일 때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경

쟁의 영역이 아닌 우연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서게 되고, 이는 곧 판매

자로 하여금 땀과 혁신이 아닌 운(運)과 주술(呪術)에 기대게끔 한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를 궁리하고 혁신에 매달리게 하는 대신,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굿판을 벌이는 것은 그래도 덜 해로운 주술이다.

가장 해로운 주술은, 정치권력 행동가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소득을 보장해주

는 것이 곧 공익적이고 민주적인 일이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이는 일고의 가

치도 없이, 전적으로 사회적 해악만을 가져온다.

경쟁은 그 결과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만 정당성 여부가 판

단되어야 한다.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결국 경쟁이

없는 상태라야만 모든 인간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는 식의 유토피아적 균

등 환상으로 귀결될 뿐이다. 이에 반해 경쟁의 절차에 대해서만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사람은 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또한 그 사회는 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로 점차 진화한다. 이는 소위 “사회정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갖춘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인터넷서점들은 업계의 낡은 어음관행을 깨고 매절을 도입해 매입단가를

낮추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가격할인으로 돌려줬다. 이런 것이 경쟁의 결과다.

이 결과가 균등하지 않다고 해서 정당한 경쟁이 아닌 것이 결코 아니며, 오

히려 경쟁의 과정에서 아이디어와 지식이 발굴되고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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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의 진짜

진보다. 그리고 그야말로 미제스가 강조하는 기업가정신의 현시이기도 하다.

이런 자산이 온존할 때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 막힘이 없고 소비자주권이 바

로 서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비판했던 동업조합정신도 결국 경쟁을 배제

하고 독점가격을 누리려는 것이었다. 이는 곧 ‘소비자의 지배’를 ‘생산자의 지

배’로 대체하려는 정신이자, 기득 이익을 보장 받고자 기업가정신을 저지하려

고 끊임없이 시도해 온 오랜 정신이다.

3. 합의에 대한 오해

도서정가제 입법과정 중에서 특히 최재천 안에 대한 회의에는, 합의에 대

한 잘못된 관념과 더불어 어떤 식의 합의든 간에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다. 관련 업계들이 (김태년·도종환 의원의 말대로) “어렵게 어

렵게” 긴 시간에 걸쳐 “합의”한 것이기만 하다면, 그것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공익적이고 민주적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합의”라는 것은 그저 동업조합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며,

그 “합의 정신”이라는 것도 ‘소비자의 지배’를 ‘생산자의 지배’로 대체하겠다

는 정신 말고는 그 무엇도 아니다. 또한 그런 식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정치권력 행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이나 “중재”에 나서고, 결국 그러한

“합의 정신”을 너무나도 존중한 나머지 특정집단의 기득 이익 보장에 열성을

다 바치려는 그 정신은, 국가코포라티즘 정신 그 자체다. 그저 (윤관석 의원의

말대로) “진통 끝의 산물”이므로 대강 “인정하고 이해”하여 “일단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의 정책이라면, 더욱이 그것이 국민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규제정책이라면, 그것은 당초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154

이런 식의 코포라티즘 정신은 애당초 “합의”라는 것을 완벽하게 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즉, 자신들 동업조합 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배제하

는 것이 원칙이다. 심재권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모닝365 대표는 “이 자리에

도 소비자가 같이 와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루 전 오후 6시에 참

석통보를 받아 토론준비를 거의 못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행동을 강제하는

규제입법의 국회공청회에 소비자의 의석이 없다는 것, 사업방식에 대한 직접

적 규제대상인 인터넷서점 대표에 대한 참석통보가 하루 전날 저녁에야 있었

다는 것,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또한 우상호 안과 최재천 안에 대한 공청회

에 소비자대표 격으로 참석한 이들이 하나같이 완벽히 출판·서점계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것, 최재천 안 공청회 자료집에서 인터넷서점의 발표문이 두 번

모두 공백처리 되었다는 것, 최재천 안에 대한 상임위 회의에서 반대주장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 연달아 계속 일어나

는 일은 우연일 수 없다.

원래 동업조합정신이나 코포라티즘 정신은 반대자를 용납하지 않는 전제적

성질이 강하다. 그런데 그 반대자에 대한 통제가 영 어려워졌을 때 비로소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조정을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권력에는 개입을

요청해도, 시장의 법칙 또는 소비자주권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배제하려는

속성을 갖는 것이 이들이다. 국가권력은 대개 자신들의 내부결정을 법률을

통해 보장해주지만, 소비자주권은 그것을 철저히 파괴해버린다는 것을 사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식의 그들만의 “합의”는

그들이 희생을 요구하는 대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코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며, 이를 민주적인 것으로 착각해서 그것을 법률을 통해 승인해

주는 것은 하이에크(Friedrich Hayek)의 표현을 쓰자면 ‘협상민주주의(bargaining

democracy)’다. 그는 「법·입법 그리고 자유(Law, Legislation and Liberty)」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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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민주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흔히 ‘대중민주주의(mass-democracy)’라

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그러나 만일 민주정부가 진정 다수의 뜻대로 움직인

다면 욕을 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다수의 합의를 따

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집단들의 조직적 이익을 충족시켜 주느라고 급급하

다는 데 있다. 전제(專制)정부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지

만, 무한한 힘을 가진 민주정부는 결코 그렇지 못하다. 만일 민주정부의 힘이

무제한적이라면, 다수 유권자의 뜻을 추종하도록 자신을 제한할 수가 없다. 정

부는 수많은 특수이익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다수의 뜻을 결집하도록 강요받는

다. 이런 성격의 협상민주주의(bargaining democracy)는 민주주의의 원리와는 아

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서병훈 역, 법·입법 그리고 자유 Ⅲ, p. 165.).

하이에크가 비판하는 ‘협상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

니다. 아니 오히려 다수의 합의는 언제나 철저한 배척대상이 된다. 다수의 합

의, 그리고 소비자의 합의를 얻어낼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일반적인 이익이

지, 특정집단의 특수한 이익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

여 타인의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조건을 생성하려고 모였으되, 바로 그 타

인에게는 발언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뤄진 “합의”는 더할 나위 없이 부도덕한

“합의”다.

4. 가격에 대한 오해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이들의 이치에 어긋나는 수많은 주장들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심각한 오해는 바로 가격에 대한 오해였다. 어떤 의원은 가격할

인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어떤 의원은 책은 싸기 때문에 사

는 것이 아니므로 인터넷서점에게도 해롭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떤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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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구매 및 매절로 납품가가 낮아지는 것을 두고 “후려치는 것”이라고 했

다. 또 어떤 의원은 출판사와 중소서점의 “가격을 보전” 해주지 않고 “가격경

쟁”으로 가면 “다 죽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어떤 의원은 가격경쟁이 문

화상품의 “본질”을 “파괴”하거나 “왜곡”한다고도 했다. 이밖에 너무나도 많아

서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에 대한 오해는 가장 극심했다. 이를 일

일이 쫓아다니며 논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가격이 어떤 것인지를 예시

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일단 가격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소비자 각자의 주관적 가치판단 그 자체

다. 음료자판기가 있다고 하자. 거기에는 콜라가 1000원이라고 적혀있다. 그

것은 가격이 아니다. 그 콜라가 나에게 “1000원에 마실래?”라고 묻는 제시가

(提示價)다. 나는 그 콜라의 가치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 지폐의

가치를 초과한다고84) 주관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그 콜라를 내가 지금 원

해야만85) 그것을 나의 1000원짜리 지폐와 교환한다. 이 순간 바로 그 1000원

이 그 콜라의 가격이다. 이 가격은 오로지 ‘나의 가격’이고 다른 사람의 가격

이 아니다. 다른 누군가도 그의 가치판단을 통해 그의 1000원짜리 지폐와 교

환하였다면, 그것은 ‘그의 가격’이다. 그가 ‘나의 가격’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

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그의 가격’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것은 부도

덕하다.

또한 나의 가치판단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내가 목이 마를 때와 배가

부를 때의 가치판단은 다를 것이고, 1000원짜리 지폐를 땀 흘려 벌었을 때와

길바닥에서 주웠을 때도 다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료자

판기 안에 음료의 종류가 많을수록 더 달라질 것이며, 주변에 음료자판기86)

자체가 많을수록 더 큰 폭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가령, 1000원을 제시

84) 대개가 초과하는 경우이며, 정확히 같은 경우는 드물다. 단지 같다는 생각이 들기 쉬울 뿐

이다.

85) 그것을 지금 바로 마시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86) 동일한 업자가 아닌, 다른 업자가 설치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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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콜라는 똑같이 1000원을 제시하는 사이다, 600원을 제시하는 커피, 1500

원을 제시하는 이온음료와 비교당하면서 다시 가치판단을 받는다. 주변에 음

료자판기가 하나 더 있다면, 그 안에서 다른 브랜드의 음료들과 비교당하면

서 다시 가치판단을 받는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단 한 터럭도 나쁠 것 없이

전적으로 좋은 일이며, 오로지 그 음료자판기 업자만을 때때로 불쾌하게 만

들 뿐이다. 바로 이런 불쾌함을 느끼는 이들이 즐겨 쓰는 말이 바로 “과당경

쟁”, “품질저하”, “가격보전”, “유통질서” 등이다. 이들은 결국 “권위 있는 조

정”에 호소하게 되고, “상생”을 좋아하는 그 조정자들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가치판단과 선택의 폭을 언제나 축소시킨다.

다시 예시로 돌아가서, 마침 그 다른 음료자판기에서 동일 브랜드의 콜라

가 700원을 제시하고 있다면, 처음의 그 1000원을 제시했던 콜라에 대한 가

치판단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이는 그 콜라라는 물질 자체를 갑자기 비하

하게 된 것이 아니다. 그 물질은 시간이 약간 흐른 것을 무시한다면, 결코 달

라지지 않았다. 만약 물질을 비하하게 된 것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계진 의원처럼) “본질”이 “파괴”되었다는 표현도 쓸 것이다. 특

히 책이라는 “특별한 문화상품”의 경우라면, 그는 그러한 “본질”의 “파괴”에

더 불쾌해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책이야말로 가격에 의해 “본질”이 “파괴”

되지 않는 튼튼한 재화다. 저작권이 소멸된 고전원서들은 종이 값은 충당할

까 싶을 정도로 싸게 팔리지만, 그를 두고 “본질”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몽매한 사람이다.

직전의 예시로 돌아가서, 다른 음료자판기에서 동일 브랜드의 콜라가 700

원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는 그 전에 1000

원을 제시하는 콜라를 보았고, 분명 그것을 마시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수중

에 당장 700원만 있었거나, 그 콜라의 가치가 700원어치 동전의 가치는 넘지

만 1000원짜리 지폐의 가치에는 못 미친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했거나, 그것이

1000원짜리 지폐의 가치를 초과한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했지만 300원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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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꼭 보태야 하는 처지라면, 그는 그 1000원을 제시하는 콜라를 아쉽게도

마시지 못하거나 마시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그가 다른 음료자판기에서 동

일 브랜드의 콜라가 700원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그는 그 콜라를 비

로소 마시게 될 것이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는 더 행복해질 것이며, 이로

써 이익을 빼앗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들에게 있어서는, 인터넷서점, 홈쇼핑, 대형할인점 등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공정하게) 싼 값에 책을 파는 것은 그 소비자들의 행복을 새로이 증진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 누군가에게 마땅히 돌아갔어야 할 이익을 빼앗는 부도덕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위 콜라 예시만 가지고도 가격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논박할 수 있다. 다

만 한 가지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서는 직접 간단히 비판하겠다.87) 대량

구매에 의한 할인을 “후려치는 것”이라고 보는 이광철 의원 식의 생각은, 인

류의 보편상식을 벗어난 몰상식한 생각이다. 한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낱개로

구입할 때보다 대량으로 구입할 때 그 상인이 할인을 해줄 것을 누구나 기대

한다. 이러한 보편적 기대는 단순한 열망이나 뻔뻔함이 아니다. 그러한 기대

의 근거는 그 상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상인이 그 물건을 낱개로 판다는 것은 팔 때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이다. 이 비용은 대개 회계처리가 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분명한 비용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낱개가 아닌 대량으로 구입해준다면, 매번 치러야 했을 비

용의 총계를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또한 미래에 팔게 될 물건을 앞

당겨 팔게 된 것이거나, 미래에도 팔지 못했을 물건을 현재에 팔게 된 것이

다. 세상의 상인 중에서 이를 감지하지 못할 상인은 없다. 가령 소매로도 판

매를 하는 도매상인이, 도매로 물건을 사가는 이에게 낮은 도매가를 받는 것

은 그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며, 소매로 물건을 사가는 이에게 높은 소매가를

87) 콜라를 가지고 예시를 더 만들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예시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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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은 그를 더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량구매 시 할인을 기대하는 것이다.

시장에는 이런 식의 보편성 또는 일반적 행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것은 시장의 질서 또는 규칙의 생성에 일조한다.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

하는 자들은 “질서” 또는 “규칙”이라는 것을 전혀 엉뚱한 쪽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질서라는 것을 업자들끼리의 내부규율이나 가격결정 따위로, 규칙

이라는 것을 관료나 입법자들이 설계하거나 조정해주는 것 따위로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것이 바로 저들의 근원적인 문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여,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의 의의에 대해 논하겠

다.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자는, 수요가 절박한 재화를 현재 가능한 한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미래의 판매가격과의 큰 차액을 얻으려 애를 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윤동기를 지닌 생산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면, 그 차액은 또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듯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많은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들이 바탕이 되어, 거기서 수요의 절박성을 잘 포착하고 생산비용을 절감

해내는 생산자들의 능력과 혁신이 어우러져 변동에 변동을 거듭하는 계속적

결과다. 그 누구에게도 피해나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 의도치 않게도 시장사회의 진보에

기여한다. 가격은 인위적으로 간섭받지 않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일 때에 우리

에게 행동의 방향을 가장 순수하게 일러준다. 가격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고

정되어야만 “공정”한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의 의의

를 알고 있을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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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결정자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언

1. 시장을 교정하려는 심리와 시장의 성질에 대하여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시장 질서를 “정화”하

고 (그들이 생각하는) 시장을 “보호”한다는 오만한 생각을 품고 있다. 어떤 이는

“무제한적인 할인 경쟁”이 “시장질서 붕괴와 거품가격을 조장”해왔노라고, 또

어떤 이는 “고사 위기”에 있는 출판문화산업과 동네서점을 “인위적으로 진흥”

하는 도서정가제는 “시장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시장보호적 차원에서” 필

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강력한 사명감에 도취되어있던 어떤 이는 “상식을

벗어난” “거품”을 집어넣은 정가의 50%로 할인판매를 벌이는 “악의적인” 마

케팅에 “시장질서”가 “어쩔 수 없이 쫓아가” 이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도대체 이들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일단 시장에 대한 미

제스의 견해를 소개하는 것으로 출발하자.

시장(market)은 장소(place)도 아니고, 사물(thing) 또는 집합적 실체(collective entity)

도 아니다. 시장은 노동의 분업 아래서 협동하는 여러 개인행위(action of the

various individuals)의 상호작용에 의해 활성화되는(actuated) 하나의 과정(process)이

다. 지속적으로 변하는 시장상황을 결정하는 힘들(forces)은 이 개인들의 가치판

단(value judgment)이고, 그 가치판단에 의해 유도된 개인의 행동들이다. 어떤 순

간의 시장상황은 가격 구조(price structure), 즉 사고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상

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교환 비율들의 총체다. 시장과 관련해 비인간적(inhuman)

이거나 신비로운(mystical) 것은 하나도 없다. 시장의 과정은 전적으로 인간

행동의 결과(resultant of human actions)다. 모든 시장현상은 시장사회 구성원들

의 일정한 선택들로 환원될(traced back) 수 있다. 시장과정(market proces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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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시장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개별 행동들을 상호협력이라는 요구사항

(requirements)에 맞춰 나가는(adjustment) 것이다. 시장가격들은 생산자들에게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며, 얼마만큼 생산해야 할지를 말해 준다.

시장은 개인들의 행위(activities)가 수렴되는 초점(focal point)이자, 개인들의 활

동들이 퍼져 나가는(radiate) 중심(center)이다(Human Action, ⅩⅤ-ⅰ, pp. 258-259. 번

역서, pp. 518-519.).

아담 스미스가 그의 두 유명한 저서에서 각각 한 번씩 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을 뿐인 개인을, 그가 의도하지도 않

았던 목표, 즉 사회의 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증진시킨 결과로 이끄는 힘에

대한 은유다. 그런데 이 은유는 시장을 무언가 신비롭고 영적인 이미지로 보

이게끔 한다. 또한 그 누구도 시장의 질서를 완벽하게 기술해낼 수 없다는

진실도 그러한 이미지에 힘을 싣는다. 그런데 시장은 수많은 개인들의 가치

판단에 따른 합목적적 행동의 동태적 결과다. 그 다양한 개인들의 다양한 가

치판단과 목적을 모조리 알아낼 수 없으니, 그것들의 동태적 결과가 일어나

는 과정을 완벽하게 기술해내는 것 역시 애당초 되지 않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질서의 혼돈상태는 결코 아니다. 사회 안에서 인

간행동들은 언제나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어떤 행동들은 모방되고

어떤 행동들은 배격되면서, 때로는 혁신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점차

보편성을 띠는 질서의 자기조직화가 이뤄진다. 그런데 이는 어느 한 사람 또

는 과두집단의 의지(will)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질서가 결코 아니며,

그러한 인위적인 질서에 의해 훼방을 받긴 하나 결국 그것들을 다스리며 점

차 진화하는 질서다. 인간사회의 정신과 물질은 이러한 질서와 발을 맞추며

계속 진보해 왔는데, 그 질서가 인위적으로 강하게 훼방 받을수록 그 진보의

속도는 더뎠고, 훼방 받지 않을수록 빨랐다.

시장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정화”하여 바로잡겠다는 발상은, 자신들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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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성된 질서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자, 시장의 질서도 자신들의 훌륭한 이성을 통해 선도되고 개조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라고 본다.

첫째, 시장을 (미제스의 견해와는 반대로) 물리적 공간쯤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생각해보자. 생활을 하다보면 더러워지고, 어질러지

며, 부분적으로 고장도 난다. 이렇듯 물리적 공간은 가만히 놔두었을 때 알

아서 그 상태가 개선되는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약간씩이라

도 그 상태가 나빠진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함으로써 나빠

진 상태를 개선하며, 돈을 들인다면 집을 더 좋은 상태로 꾸밀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듯 집과 같은 물리적 공간으로 시장을 인식하는 순간, 시장은

인위적으로 개선해야만 할 관리대상으로 격하되고 만다. 과연 시장이 집과

같은 존재일까?

시장은 물리적인 공간이 결코 아니며, 수많은 인간들의 가치판단, 선호, 이

성, 도덕감정 등에 바탕을 둔 수많은 행동들의 결과다. 그런데 인간행동은 일

반적으로 점점 개선되는 것이지, 집처럼 점점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행

동이 개선되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 또는 모방을 하는 것도, 세간의 평가를 의식하거나 내적 양심을 길러감

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나가는 것도 그 원인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혼자서가 아닌, 수많은 인간들과 어우러져 살아간다. 시장이

라는 동태적 결과를 낳는 수많은 인간행동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

로 교환인데, 이것은 협력 그 자체다. 즉, 교환하는 행동 자체가 이미 협력이

며, 교환을 하기 위해 생산을 하는 것 자체도 협력이고, 그 생산을 더 효율적

으로 해내고자 분업을 하거나 경쟁을 하는 것 자체도 협력이다. 인간행동이

점차 나아지는 것은 주로 이 협력 때문이며, 행동하는 인간에게 보다 폭넓은

자유가 있을 때 그것은 더 빠른 속도로 나아질 것이다. 인간행동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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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조건이 걷히면서 보다 자유로워질수록, 인간은 더 많은 인간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친하지는 않더라도, 심지어 일면식도 없더라

도 협력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유를 누릴 때, 인간행동의 결과인 시장 역시 점차 나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저들이 말한 것들을 가지고 따져보자. 저들은 “무제한적 할

인경쟁”, “고사 위기”에 놓인 출판문화산업과 동네서점, “거품”으로 정가를

올린 후 할인율을 높이는 “악의적인” 마케팅을 두고 상태가 나빠진 것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그 나빠진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인

위적 “진흥”이나 “정화” 따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저 나열된 현상들이 과연

무질서해지고 나빠진 상태인가?

할인을 통해서 소비자는 할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책을 구

매하여 읽게 된다. 설령 어차피 구매하였을 책이라 하여도, 그에게 전적으로

이롭다. 잡지와 학습참고서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무기한 위탁 및 일

방적 반품이라는 낡은 유통관행을 고수하고 있는 동네서점이 밀려나고, 다양

한 종류의 서적을 취급하는 인터넷서점이나 대형 도서할인매장이 등장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정가에 “거품”을 넣은 후 할인율

을 높이는 “악의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교환의사가 억압되고 결

과적으로 비용을 더 치르게 된 소비자는 또 어디에 있는가? 그런 소비자는

존재하지를 않는다. 나빠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때의 인간행동의 결과는

오히려 전적으로 개선되었다.

단지 상태가 나빠져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법률을 요구하는

사람들 외에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를 “인위적으로” “정화”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것이 과연 공익이라고 믿는가? ‘소비자의 지배’를 ‘생

산자의 지배’로 대체하려는 것이 과연 사회의 이익, 공공의 이익인가? 그리고

설령 “거품 가격”이 “문제”라고 치더라도, 이는 도서에 정가를 매기도록 하는

관행과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애당초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이다.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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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애당초 없는 일반적인 상품들은, 일단 정가를 잔뜩 올린 후 큰 폭의 할인

을 하는 “악의적인” 마케팅을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 인위적인 질서

를 신봉하는 이들이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서라면 애당초 있지도 않았을 “문

제”를 두고 “시장 질서의 문란”이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이 고치겠노라고 의기

양양하게 나서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한 줌의 호평이라도 할 수가 있을까?

둘째, 자신의 이성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원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자

들은 모든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성을 과대평가하고

타인들의 이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제2장에서 인용했던 플라

톤의 경우처럼, 자신에게는 금이 섞였지만 타인들에게는 청동과 쇠가 섞였다

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특성이다.88) 결코 모든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

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렇듯 자신의 이성을 과대평가하고 타인들의

이성을 과소평가하는 데서 오는 간격이 이들로 하여금, 본인의 의지가 실현

된 상태를 목적삼아 세상을 개선할 인위적인 질서를 설계하려는 열망을 품게

하는 것은 필연이다.

최재천 안을 논의한 법안심사소위에서, 미디어정책국장이 도서정가제로 인

한 소비자부담 증가분을 계산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그는 17%에서

15%로 할인이 줄어들면 책 한 권당 280원만 소비자부담이 증가한다고 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그것은 신간의 경우에나 그런 것이다.

구간의 경우 원래 할인에 제한이 없었다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그 15%

제한으로 새로이 묶이게 된 것이다. 실제로 구간도서는 인터넷서점에서 반값

할인도 성행했었다. 그렇다면 그런 도서는 정가의 35%(=50-15)가 상승하는

것이고, 이를 평균 책값 1만 4000원에 적용하면 무려 4900원이다. 그런데 책

은 당연히도 신간보다 구간이 훨씬 많다. 그리고 할인 폭이 큰 구간들 위주

88) 플라톤이 자신은 금이 섞인 부류라고 생각했던 것은 명백한 오류이나, 사실 그렇게 생각

할 법도 한 일이다. 그는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확실히 뛰어났고, 당대 뭇사람들과의 격

차는 굉장히 컸을 것이다. 그런데 플라톤처럼 지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이성

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왜 그런지 이해해주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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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매하는 소비성향도 분명 존재했다. 또한 일부 할인 폭이 큰 책이 “미끼

상품”이 되어 다른 책들과 묶음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이는

각자 주관적인 가치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도서정가제로 구간도 모두 할인규제로 묶이게 되었을 때 소비자들

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될 것이며, 얼마만큼의 행복이 감

소될 것인지를 미디어정책국장이 다 계산할 수 있는가? 그것들이 도서의 출

판 및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낼 수 있는가? 할 수 없음이 명백하

다. 그렇다면 그 280원을 근거로 들면서 소비자들에게 “당신들의 후생이 단

기적으로는 아주 미약하게 감소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크게 증가할 것이

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는 소비자들을 무지몽매해서 적당히 속

여 넘길 수 있는 집단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노동 분업 아래서 인간이 만들어 낸 행동 양식(man-made mode of

acting)이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냈다는 이 말이 시장경제가 우연한 것

(accidental) 혹은 인위적인 것(artificial)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 시장경제가 다른

양식으로 교체될 수 있음을 뜻하지도 않는다. 시장경제는 오랜 진화 과정의 산

물(product of a long evolutionary process)이고, 시장경제는 인간이 그가 변화시킬 수

없는 주어진 환경조건에 자신의 행동을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the best possible

way)으로 적응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란, 이를테면 그것

을 응용함(application)으로써 인간이 미개상태(savagery)에서 문명(civilization)으로

의기양양하게 진보해(triumphantly progressed) 왔던 전략이다(Human Action, ⅩⅤ-ⅲ, p.

266. 번역서, pp. 533-534.).

인간의 이성, 지식,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너무나 커서, 차라리

‘모든 인간은 무지하다.’라는 명제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편이 나을 정도다. 하

지만 인간은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언제나 협력을 하면서 스스

로를 돕는다. 더욱이 과거와 현재의 수많은 인간들이 그나마 나은 방법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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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신의 행동을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끊임없이 진화하는 질서가 우

리에게 있다.

단지 21세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모든 인간이 미개한 상태에서 자동적으

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1세기에도 얼마든지 미개한 인간들이 존재

한다. 하지만 진화하는 질서에 순응하고, 그 안에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며 동시에 경쟁하면, 인간은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이성을 과대평가하면서 타인의 이성은 과소평가하는 자

들은 반드시 인위적인 질서를 통해 세상을 제 의지(will)대로 재단하려 들 것

이고, 이러한 미개인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질서를 보위해내는 것은 곧 문

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2. 시장에서의 경쟁의 성질에 대하여

도서정가제 입법과정 전반에 깔려있는 오해들 중에서, 파토스(pathos)에 대

한 가장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 것을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경쟁에 대

한 오해를 들겠다. 경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실로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에

대한 원념(怨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경쟁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

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세상에 그야말로 “성공했다”는 사람은 소수이

기 마련인데, 이들을 동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질시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질시하는 감정은, 특히 형제자매가 있는 어린아이들을 관찰하면, 인

간의 본능인 듯하다. 그렇다면 본능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치고, 경쟁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과연 이치에 맞고 적정한 것인지를 고찰해보자.

실로 경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측에서는, 경쟁을 생물학적 경쟁(biological

competition)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 마디로 “약육강식의 무도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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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라는 식의 구호를 외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도서정가제를 지지하

는 이들의 주된 경쟁관이다. 일단 ‘약육강식(弱肉强食)’을 풀어쓰면, 약한 놈이

고기신세가 되고 강한 놈이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으로, 경쟁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이보다 더 좋은 구호는 없다. 그들은 ‘승자독식(勝者獨

食)’이라는 표현도 즐겨 쓰는데, 강한 놈이 혼자서 다 먹고 나머지는 모조리

굶어죽는다는 것으로, 이 역시 경쟁에 대한 불같은 원망을 부추기기 정말 좋

은 말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경쟁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끔찍하고 무도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일어났더라도 바르게 교정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89) 따라서 이들은 세상을 바르게 교정하려드는 인위적인 질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설령 세상에 존재하는 질서 중에서, 인위적인 질서가 아

닌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질서에

약자들을 내맡겼다가는 고기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는 믿음까지는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시장 질서”의 잔혹함과 냉엄함이 탄생한다.

그러나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시장에서 행동을 하면서

진정으로 무언가를 빼앗거나 빼앗기는 일이 있었던가?90) 우리는 생산자로서

도 경쟁을 하고, 소비자로서도 경쟁을 한다. 전자는 설명할 필요도 별로 없지

만, 후자는 일상에서 잘 느낄 수 없으니 예시를 통해 간단히 설명을 하겠다.

어느 동네에 A초밥집이 있는데, 요리품질이 높고 가격도 높다. 그 옆에 B

초밥집이 있는데, 요리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가격도 낮다. 그리고 가

군은 A초밥집의 음식 값을 치를 돈이 있으며, 요리품질에 큰 가치를 둔다.

그는 당연히 A초밥집의 손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군은 A초밥집의 음식

값을 치를 돈은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큰 가치를 둔다. 그는 그 옆의 B초밥

집의 손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군은 A초밥집의 음식 값을 치를 돈이

89) 물론 이런 식의 경쟁관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끔찍하고 무도한 사태가 이미 일어

났다고 굳게 믿는다.

90) 시장에서의 행동을 말할 때는, 범죄행동 같은 것을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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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요리품질에 큰 가치를 둔다. 돈이 부족한 그는 어쩔 수 없이 B초밥

집의 손님이 될 것이다.

위 예시에서 가군과 다군은 소비자로서 경쟁을 했다. 즉, 가군과 다군 모두

A초밥집의 요리품질을 원했는데, 다군은 돈이 부족해 가군에게 밀려났다. 그

런데 가군과 나군은 각자 가치를 두는 바가 달라 경쟁을 벌이지 않은 것이고,

이는 나군과 다군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경쟁이라는 것은 자신의 소망

이 향하는 목적물이 같아야만 성립하는 것이다. 결국 경쟁에서 다군만 패배했

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를 누군가로부터 빼앗겼는가? 그는 아무것도 빼앗긴

적이 없으며, 다만 A초밥집의 손님이 되지 못하고 B초밥집의 손님이 되어,

자유교환의사에 따라 요리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밥을 먹었을 뿐이다.

다음으로 생산자로서의 경쟁을 확인해보자. A초밥집의 소망은 엄연히 가군

과 나군을 향한 것이다. 다군은 A초밥집의 음식 값을 치를 돈이 없는 사람인

데, 돈을 내지 못할 사람을 손님으로 원하는 식당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A초밥집은 가군은 손님으로 받았지만 나군은 B초밥집에 내어주고91)

말았다. 이는 가격경쟁에서 B초밥집에 패배한 것이다. 한편 B초밥집은 가군,

나군, 다군 모두에게 소망이 향한다. 이들은 모두 B초밥집의 음식 값을 치를

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군과 다군은 손님으로 받았지만,

미식가인 가군은 A초밥집에 내어주고 말았다. 이는 품질경쟁에서 A초밥집에

패배한 것이다. 하지만 나군에 관해서는 가격경쟁에서 A초밥집에 승리를 거

뒀다. 물론 A초밥집의 소망이 다군에게는 향하지 않았으므로, 다군을 두고

경쟁을 한 것은 아니다. 결국 A초밥집은 품질경쟁으로 한 번 승리했고, B초

밥집은 가격경쟁으로 한 번 승리했다. 그렇다면 지금, 과연 무엇을 빼앗거나

빼앗긴 자가 있는가? 정말로 승자가 독식하고 패자는 굶어죽었는가?

물론 경쟁에서 밀려난 자는 있다. 다군은 돈이 부족해 가군에게 밀려났지

91) 이 ‘내어주다’라는 말이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지만, 달리 대체할 것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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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요리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밥을 먹긴 먹었다. 그리고 A초밥집은 B초

밥집에게 가격경쟁에서 밀려나 나군을 내어줬지만, 품질경쟁에서는 승리해

가군을 손님으로 받았다. 반대로 B초밥집은 A초밥집에게 품질경쟁에서 밀려

나 가군을 내어줬지만, 가격경쟁에서는 승리해 나군을 손님으로 받았다. 이들

중 그 누구도 무언가를 빼앗겼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단지 누군가는

무언가를 빼앗긴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수야 있겠지만, 그것은 신기루다. 이렇

듯 시장경제에서는 그 누구도 경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빼앗기지 않는다. 다

만 누가 누구보다 더 품질 높은 요리를 먹었는지, 어느 가게가 더 매출이 높

은지 따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과연 약육강식이고 승자독식인가?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서로 잡아먹는 일은 없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인간

의 경쟁은 기본적으로, 교환학적 경쟁(catallactic competition)이다.92) 약육강식의

경쟁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빼앗아서 자기가 먹는 것이다. 당연히 상대방은

뼈만 남게 될 테니 마이너스(-)고, 자신은 배를 채웠으니 플러스(+)다. 승자독

식의 경쟁은 혼자서 다 먹는 것이므로, 자신만 플러스(+)이고, 나머지 모두는

굶어죽으니 다들 마이너스(-)인 셈이다. 이런 식의 생물학적 경쟁관을 가진

이들은 언제나 시장경제에 대해 막연한 반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오류임은 위 초밥집 예시를 통해 그럭저럭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에서는 각자 가진 능력으로 나름대로 성실히 경쟁에 임하

면, 그 누구도 잡아먹히거나 죽어나가지 않는다. 다만 결과균등을 보장 못할

뿐이다. 위 예시에서 경쟁에서 약간 밀려난 자는 있지만, 모두가 플러스(+)였

다. 그 누구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교환학적 경쟁이며,

시장에서의 경쟁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경쟁을 증오하면

서 살아갈 운명에 놓인 사람이다.

물론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그나마 잘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한다. 음식솜씨가 형편없고 사업수완도 없는 사람이 그

92) 이는 미제스가 종종 쓰는 표현인데, 그가 처음으로 썼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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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초밥집을 차리겠다는 열망만으로 무작정 행동에 나서면, B초밥집 보다도

요리품질이 낮으면서 A초밥집 보다도 가격은 높은, 말도 안 되는 C초밥집이

등장하고 마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꺼이 초밥을 사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결국 C초밥집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C초밥집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

깝다면서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고 다닐 사람은 분명 있을 것이나, 그 역시 C

초밥집에 기꺼이 방문할 사람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런 사람은 위선자이자,

진보에 대한 반역자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무시무시

한 경쟁이라며 비난하는 이들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 그 이유는 이들이

생각하기에 경쟁이란, 오로지 누군가에게 마이너스(-)가 나야 그만큼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중상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다. 전자는 다른 나라의 금과 은을 자기

나라 안에 끌어다 모으려고, 다른 이들의 자유를 법률을 통해 저지하고 독점

을 누리려고, 온갖 폭력과 협잡을 일삼았다. 후자는 ‘잉여노동(surplus labour)’에

서 나온 생산물을 모조리 다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결국 부르주아

지(bourgeoisie)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오겠다는 집념으로 인류를 폭력과 가난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상생”과 “공존”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시

장을 생물학적 경쟁 상태로 매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생물학적 경쟁관을 가

진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결코 “상생”과 “공존”을 입에 담아선 안 된다. 오히

려 진정한 상생과 공존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물론 그

들에게서 ‘상생’과 ‘공존’이란 단어를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미

너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덧붙이자면, 생물학적 경쟁과 교환학적 경쟁을 구별해

줄 단일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강제력이다. 경쟁 관계에 강제

력이 작용하는 순간 그 경쟁은 즉시 생물학적 경쟁이 된다. 이를테면, A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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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B초밥집의 손님이 더 많은 것에 불만을 품고 폭력배를 동원해 B초밥집

의 장사를 막거나, B초밥집이 A초밥집의 높은 가격을 구실로 초밥 최고가격

제를 입법청원하여 법제화에 성공하거나, 돈 많은 가군이 품질 높은 초밥을

먹는 것에 심술이 난 다군이 고대 스파르타에 착안해 초밥 공동식사제를 입

법청원하여 법제화에 성공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강제력이

작용한다면, 그러한 경쟁은 누군가에게 마이너스(-)를 내서 나의 플러스(+)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혁신을 하기보다는 입법에만 매달리는 이들

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시장에 강제력이 들어올 때 나타

나는 일반적 수순은 바로 이익의 약탈, 그리고 자유의 광범위한 파괴다.

3. 법다운 법의 성질에 대하여

이미 앞서 소비자주권 사상을 탐구하면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언급했

다. 이는 하이에크의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가 창안

한 개념은 아니다. 이미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이러한 생각은 그야말로 정석

(定石)이다. 이 개념을 한 마디로 말하라면 필자는 “법이라고 해서 다 법이 아

니라, 법다운 법만이 법이다.”라고 하겠다. 그럼 과연 법다운 법이 무엇인지를

19세기 프랑스의 바스티아(Claude Frédéric Bastiat)의 글을 통해 확인해보겠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법은 본래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벗어난 정도가 미미

하다면야 별문제가 아니겠지만, 상황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오히려 원래의

목적과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 자신의 목적 그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justice)를 확립하는 것이 법의 원래기능이지만 실제의 법은 오히

려 정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각자가 가진 권리들이 서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

는 것이 법의 원래 기능이지만 실제의 법은 권리간의 경계를 파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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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타인의 인격과 자유, 재산을 착취하려는 자들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집단적인 폭력을 동원해주고 있다. 약탈행위(plunder)에다가

권리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법은 약탈을 권리로 탈바꿈시켜 버렸다. 그뿐

아니다. 타인의 약탈에 대한 방어를 범죄로 만듦으로써 정당한 방어가 처벌

의 대상이 되어버렸다(the Law, p. 109. 번역서, pp. 92-93.).

바스티아는 법의 원래기능은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정의

를 확립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그 사회의 각각의 구성원을, 다른 각각의

구성원의 부정(injustice)과 억압(oppression)으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duty of protecting)”라고 했던(the Wealth of Nations, Ⅳ-ⅸ, p. 687. 번역서,

p. 719.) 주권자(군주)의 두 번째 의무와 사실상 같은 것이다. 즉, 이때의 법이란

누군가에게 특권을 부여하거나 기득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해주는 법

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정의(justice)라는 것은 반드시 보편적 또는 일반적

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구성원이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누군가를 특정해

서 특권을 부여하거나, 누군가를 특정해서 기득 이익을 보장하거나,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익을 빼앗거나, 처음부터 누군가를 특정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따

위의 법은 보편적인 법이 아니며, 정의의 법이 아닌 것이다. 특히 바스티아는

약탈이 권리로 둔갑하여 누군가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이전해주는 법을 비판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18세기에도 있던 자들이, 바스티아

가 살았던 19세기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20세기 미제스나 하이에크도 이런

이야기를 질리도록 반복했던 것을 보면, 어쩌면 이런 자들이 세상에 존재하

는 것은 인류의 숙명인 듯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보전과 자기개발을 열망한다. 따라서 각자가 자신의

재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면 사회는 실패하는 일 없이 지속적으로 진보(progress)해 나갈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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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간은 다른 성향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은 남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생존과 발전을 꾀하려 한다. 내가 인간에 대해서 특

별히 비관적인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것이 진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인간은 끊임없는 노동, 즉

끊임없는 생산과 이용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다. 그것이 바로 재산의 기원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타인의 노동의 결과

를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삶을 즐기는 것 또한 가능하다. 그

것이 바로 약탈(plunder)의 기원이다. 노동(work)은 고통스럽다(burden). 그리고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약탈이 노동보다 쉬운 한 누구나 약탈을

택하려 한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종교도 도덕도 인간의 그런 성

향을 막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약탈을 멈출까? 약탈이 노동보다

어려울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약탈을 멈추게 된다(the Law, pp. 109-110. 번역서,

pp. 93-94.).

바스티아는 약탈을 인간의 타고난 기질로 보고 있다. 앞서 제2장에서 이미

언급했듯, 이러한 정신은 인간의 태생적 성질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그

렇지 않고서야, 기나긴 역사에서 언제 한번 없어본 적이 없을 수가 있겠는

가? 역시 문제는 이러한 정신의 실현을 법률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법의 타락이자, ‘정치실패’인 것이다. 사실은 “시장실패”보다 더 높은 빈도로

쓰여야 할 말이 ‘정치실패’지만, 사람들은 법의 타락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즉,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그 내용이 어찌됐든지 간

에 그로써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취득해버린다는 식의 법실증주의적 사고

방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고용한 경호원이 갑자기 나를 공격

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경호계약서 상 계약기간 중인 것은 분명하나, 이미 경

호원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여하튼, 바스티아는 약탈

이 노동보다 어려울 때 약탈을 포기할 것이라 했다. 그렇다면 이익집단들의

적극적 이익표출 및 활발한 입법청원 등이 미덕으로까지 여겨지는 현대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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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민주주의에서 그들이 약탈을 내려놓고 노동에 매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 비관할 수밖에 없다.

법과 강제력(compulsion)이 인간을 정의(justice)의 영역 내에 가두어두려고 한다

면, 단순한 금지(pure negation) 이상의 것을 인간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법과

강제력이 요구해야 하는 것은 타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무뿐이다. 인간

의 인격이나 자유, 또는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법이 할

일은 인격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뿐이다.…‘법의 목적은 정의가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너무 막연한 것이 되어 버린다. 그 대신

법의 목적은 정의롭지 못한 것(injustice)이 지배하지(reigning) 못하도록 하는 것

이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의롭지 못

한 것이다. 정의란 정의롭지 못한 것이 사라진 상태(absence)이다. 그러나 법이

라는 것이 그것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강제력을 이용해서 노사관계의 체계를

강요(imposes)하거나, 교육의 방법 및 내용을 강요하거나, 신앙이나 종교(faith or

creed)를 강요한다면, 법은 금지(negatively)의 원칙이 아니라 허용(positively)의 원

칙 위에 서게 된다. 그 결과 입법자의 의지(will of the legislator)가 시민 각자의

의지(their own will)를 대체하고(substitutes)…시민들에게는 더 이상 서로 협의해

야 할 이유도, 비교해야 할 이유도, 앞날을 내다볼 이유도 없어져버린다. 법

이 그들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이다. 지성은 쓸모없는 부속품으

로 전락한다.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기를 멈춘다. 인간은 인격과 자유와 재산

을 상실한다(the Law, pp. 119-120. 번역서, pp. 110-111.).

무엇이 정의인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정의가 아닌 것을 골라내는 편이 훨씬

쉽다. 그 이유는 보편적 동의를 얻기가 쉽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정의가 무

엇인지를 물으면 각자의 정의가 난립할 것이고, 이들은 당연히 마구 충돌할

것이다. 즉, 보편적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무엇이 정의롭

지 못한, 즉 부정(injustice)인지를 함께 결정하는 일은 훨씬 간편하다. 실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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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문화권의 사람들은 살인, 강간, 강도, 절도, 사기, 계약불이행 등이 정의

롭지 못하다는 데 보편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민·형사상

보호법익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또한 바스티아가 말하는 법다운 법은, 어떤 특정한 결과를 목적하고 그 목

적을 직접적으로 실현해주려고 나서는 법이 아니다. 법답지 않은 법은 입법자

나 특정집단의 의지(will)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그

의지라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

엇이든지 목적이 될 수 있고, 이때 법은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만

다. 바스티아가 ‘합법적인 약탈(legal plunder)’이라고93) 말했던 바로 그러한 약탈

의 도구로 말이다. 이러한 법은 명령, 지시, 처분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고, 언

제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에 반해 금지의 법, 즉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곧 (하이에크가 말하

는)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가 발견되고 확인된 법이다.

이러한 법은 곧 자유의 법, 또는 자유를 위한 법이다. 기본바탕이 자유로운

상태이고, 이러한 자유로운 상태를 훼방하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축출함

으로써 원래의 자유로운 상태를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바스티아가

말한 대로, 네거티브 방식의 법이다. 이러한 법은 금지된 행동으로 정해진 것

들만을 확인하고 나면, 그 외의 모든 행동들에 대한 자유가 열려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반해 포지티브 방식의 법은 기본바탕을 금지의 상태로 두

고, 하나하나 명령하고 지시하고 허가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해도 된다고 법

률로 정해져 있는 행동 외에는 자유가 막혀있다.

전자가 자유의 법이라면, 후자는 질식의 법이다. 이러한 점은 앞서 제2장에

서, 소비자주권은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원래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점차 회복되면서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과 그 맥락이 다

93) 그 반대는 ‘불법적인 약탈(plunder outside the law)’로서, 형법의 규율을 받는 절도나 사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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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다. 그렇다면 할인은 몇 퍼센트 이내로 해야 하고, 그 안에 마일리지

를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따위를 일일이 정해주는 법은 과연 자유의 법일

까, 질식의 법일까? 이에 대한 답은 굳이 적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필자: socialism]은 동포애나 대동단결, 조직, 협회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계획이 약탈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심지어는 자

신의 눈으로부터도 숨긴다. 게다가 우리가 법에 대해서 정의 이외의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가 동포애나 대동단결, 조직과 협회 같은

것을 배척하는 사람으로 매도해간다. 그들은 우리를 개인주의자(individualist)라

고 멸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자발적인 조직

(natural organization)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배척하는 것은 강요된 조

직(forced organization)일 뿐이다. 우리가 자발적인 협회(free association)를 배척하

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배척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필자: socialism]이 우리에

게 강요하려고 하는 협회일 뿐이다. 우리는 자발적인 동포애(spontaneous

fraternity)를 배척하지 않는다. 우리가 배척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요된 동포애

(legal fraternity)일 뿐이다. 우리는 신의 뜻에 따르는 대동단결(providential

solidarity)을 배척하지 않는다. 우리가 배척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unjust), 그

리고 책임회피에 불과한 인위적 단결(artificial solidarity)일 뿐이다(the Law, p. 121.

번역서, pp. 113-114.).

결국 문제는 강제력이다. 앞서 언급했듯, 강제력이 작용하는 순간 교환학적

경쟁은 생물학적 경쟁이 된다. 누군가의 이익을 빼앗아야만 하는 경쟁으로

돌입하는 것이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경쟁은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도

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win-win”을 오히려 파괴

하는 아이러니다. 동업조합이 자연적 자유의 체계 또는 ‘소비자의 지배’로부

터 단절을 선언하는 것은 그들의 내부결정을 절대화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까닭 역시 강제력이다. 즉, 외부의 소비자들과 경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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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부당한 힘을 행사해 그들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그

런 통제력을 잃고 나면, 이제는 자신들의 기득 이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

해달라고 정치권력 행동가들과의 협상에 돌입해 결국 원하는 걸 얻어낸다.

이는 마치 ‘한민족독서협회(가칭)’라는 거대한 협회를 조직해서 그 안에 전 국

민을 강제로 밀어 넣어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국민들이 책을 살 때마다 회원

비를 걷어가는 격이다.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다른 종류의 노동자를 위해

나라 전체에 실질적인 세금(real tax)을 부과”하는(the Wealth of Nations, Ⅳ-ⅱ, p.

468. 번역서, p. 478.) 법률이 바로 그런 것이다. 수백 년이 흘러도 마치 화석과도

같이 변치 않는 정신이 있다는 점은 연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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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한계

본고는 ‘연구’로서의 한계가 많다. 또한 ‘글’로서의 한계도 뚜렷하다. 이들을

간단히, 그리고 진솔하게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로서의 한계는 주로 방법론적인 것이다. 앞서 제1장 제2절에서

‘연구의 방법’을 밝히면서, 본고는 질적인 방법이며 탐색적(exploratory) 성격이

강하다고 하였다. 국회 회의록을 분석하는 논문들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의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단어나 문장 같은 것을 분석단위

로 삼아 자료를 코딩(coding)하고 집계해서 통계적 처리를 한다. 하지만 소비

자주권 사상을 중심으로 회의록을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본고가 그런 식

의 계량분석을 채택할 경우, 단순히 자료를 한 데 모아놓은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전혀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본고는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분

석을 완료했다. 이는 소비자주권 사상과 최대한 평행하게 맞추어 쟁점을 도

출하고 분석한 것이긴 하나,94) 이를 두고 연구분석틀이라고 하기도 어려우므

로, 방법이 임의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들을 만하다. 이는 학위논문

이기에 더욱 그렇기도 하다.

둘째, ‘글’로서의 한계는 주로 필자의 지력의 한계다. 이는 논리력, 기억력,

사고력 등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며, 동시에 지식의 부족함을 말한다. 가령

아담 스미스와 미제스의 사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예 없다고 단

94) 그런데 제1장 제1절에서 이미 밝혔듯, 도출해낸 11가지 쟁점은 도서정가제 모든 상임위

회의의 내용을 거의 누락 없이 포괄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소비자주권 사상이 도서정가제

입법과정을 분석하고 특히 비판하는 데 가장 알맞다는 증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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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할 수 없으며, 한국출판연감들을 가지고 도서정가제 관련사건을 정리한 것

도 발생시점 파악에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참여자들의 주장을 비

판하는 부분에서 논리적 오류를 일부 범했을 가능성도 있다. 인간은 모두 지

식의 한계를 언제나 머리에 이고 있지만, 시장사회에서는 주로 교환행동을

통해 지식의 문제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극복한다. 그런 의미

에서 본고도 많은 논리적 비판을 받기를 기대한다.



180

제2절. 맺음말

아담 스미스는 “모든 동업조합과 대부분의 동업조합법이 만들어진 것은, 자

유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자유경쟁이 가장 확실하게 가져다주는 가격 저하, 또

거기에 따른 임금과 이윤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the Wealth

of Nations, Ⅰ-ⅹ, p. 140. 번역서, p. 138.). 그로부터 이백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

히 그러한 동업조합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의회의 승인을 얻고 있다는 건 놀

랍고도 염려스런 일이다. 이는 자연적인 분배가 교란되는 데서 오는 손실과

퇴보에 대한 염려다.

특정집단의 기득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더 비싼

값을 치러야만 할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필요한 재화를 가급

적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건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인데, 이걸 깰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배제하는 정신이 입법을

통해 승인을 얻는다는 건, 자신들의 번영이 곧 국가와 국민의 번영으로 이어

진다고 입법부가 믿게끔, 아담 스미스 시대 모직물 제조업자들만큼이나 여전

히 잘 설득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로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의원들

은 그것이 출판문화산업육성, 지식생태계발전, 독자권익보호 등의 그야말로 ‘웅

대한 가치’와 연결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결국 ‘공익’이란 어떤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정치인, 관료, 학자는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공익’을 부르짖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

지에 대한 보편적 합의는 있지도 않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실현될

때 ‘공익’이 달성된다고들 너무 간편하게 믿는다. 도서정가제가 출판문화산업을

발전시킨다고, 그리고 그것이 곧 ‘공익’의 실현이라고 아무런 고민 없이 믿어버

리고 나면, 그저 그것을 향해 정신없이 내달려가는 맹목성만 남게 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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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저마다의 ‘공익’이 난립하고 그것을 향한 저마다의 질주가 이어지면, 저

마다의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상호조정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충돌과 다툼만

이 그 뒤를 따르게 되어있다. 그럼 이제 그 충돌과 다툼을 잘 조정하고 풀어내

는 것이 또 ‘공익’이라고 믿고 뛰어다니는 정치권력 행동가들이 등장한다. 이렇

듯 다들 저마다의 ‘공익’을 내세우며 뛰어다녀서는, 그 무엇 하나 되는 것 없

이 그저 갈등과 상처만을 남길 뿐이다.

저마다의 ‘공익’을 앞세우는 아귀다툼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엇이

‘공익’을 저해하는 행동인지를 정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이에 관해

보편적 합의를 이루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마다의

‘공익’이 충돌하는 혼돈상태에 처했을 때에 비한다면 훨씬 더 차분하고 수준

높게 합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 또는 정책결정자라면, 저

마다의 ‘공익’을 부르짖으며 국회나 청사 로비로 그득그득 몰려들어오는 이들

의 목소리를 다 들어주고 일일이 조정해서 법으로 승인까지 완료해주는 것을

‘공익’의 실현이라 믿는 어리석음을 이제 그만 포기하고, ‘공익’을 명백히 저

해하는 행동들을 발견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활동에 에너지를 쏟는

현명함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더욱이 ‘공익’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머릿속에서 제대로 정리가 되

지 않는 난해한 것이니만큼, 정책결정자들이 억지로 무언가를 장려하고 진흥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대상물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적

인 상태에서야말로 방해받지 않는 그 무엇일지도 모른다.

우상호 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도서정가제에 비판적인 의견을 냈던

문화연대 정책실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책을 원하는 장소에서 경제적이거나

지리적이거나 신체적 차이에 의해서 접근이 차단되거나 차별을 겪지 않아야

하는 문화적 공공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서정가제 논란을 바라봐야 한다

고 하였다(제254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5. 6. 23.).

이 말은 특히 신체장애인을 머릿속에 두고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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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은 지역서점에 직접 가서 책을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서점을 이용

하는 편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다. 이는 왜 그런지 굳이 설명할 필

요도 없는 상식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원하는 책을 이전보다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절대로 정치인이나 관료의 인위적인 어떤 정책노력이 아니

다. 혁신가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이윤동기, 기술자의 집념과 숙련, 수많은

저축자들의 땀방울이 한 데 섞임으로써, 인간이 미래의 세상으로 한 걸음 성

큼 나아가는 바로 그 진보.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책을 이전보다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전부다.

신체장애인이든 누구든 간에, 모든 소비자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

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예산 하에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체장애인

은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서점에서 서지정보를 확인하고 책을 결제할 수 있어

야 하며, 시골주민은 읍내서점이 들여놓지 않는 책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어야 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인터넷서점에서든 대형할인점에서든 지

하철가판대에서든 책을 싸게 살 수 있어야 한다.95)

그런 것을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바로, 진정으로 진보하는 자연적 자

유의 체계다. 또한 그런 것이 바로 시장(market)이 주는 복지다. 이는 시장(mayor)

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마치 상품권 나눠주듯 일일이 쥐어주는 그런

수준의 복지와는 급이 다른 복지다. 정책결정자들이 도서정가제를 통해 동네

서점에게 국가복지를 선물한 대신, 모든 소비자들은 그들이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서라면 당연히 누렸어야 할 복지를 빼앗긴 것이다. 복지는 정치권력이

손에 꼭 쥐어주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에 의한 제약조건이 걷힐 때

얻을 수 있는 더 커다란 복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공익’의

요체일지도 모른다.

95) 물론 도서정가제가 인터넷으로 책을 아예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그릇된 제약을 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미다. 그리고 실로 인터넷서

점의 성장으로 이들의 자유가 크게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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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Fixed Book Price Law

Based on Consumer Sovereignty Thought

founding on the ideas of

Adam Smith and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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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vised Fixed Book Price Law in Korea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2014 under unanimous consent. The corporations of publishers

and local bookstores, government officials and legislators confounded the

common sense of mankind of wanting the goods at the lowest possible

prices with the law that prohibits offering less expensive prices for books.

This paper comprehends that the Fixed Book Price Law is a policy inherited

from Mercantile System and corporation spirit. It attempts to discuss the

malice such spirit has on the individuals and the entire society. The

Consumer Sovereignty Thought is based on the ideas of Adam Smi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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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ed on the ideas of Ludwig von Mises. Based on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two ideas, the paper philosophically analyzes and

criticizes the overall legislative process of the Fixed Book Price Law and

also the Standing Committee debates among the official participants.

In conclusion, participants in favor of the Fixed Book Price Law tend to

believe that protecting particular groups contributes to public interests, lack

understanding of significance of the natural distribution, hold strong hostility to

competition, and believe that prices should be set internally within corporations.

Also, they disregard the rightful value of producers’ innovation that benefits the

market society, do not consider subjectivism towards consumers, and believe

and even argue that the Fixed Book Price Law ultimately protect the

consumers. Furthermore, they have an erroneous and doctrinaire understanding

on the so-called “coexistence and harmony”. In their perspective, the notion of

law was nothing more than a means of realizing their wills. Also, they believe

that the Fixed Book Price Law is helpful for protecting the cultures of

knowledge and publication as well as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Industry.

Especially legislators of the recent law revision process strongly feel that it is

a natural duty to respect the spirit of consent among the stakeholders and

authorize the law. And this factor eventually led to the birth of the world’s

strongest Fixed Book Price Law. As bargaining democracy successfully pushed

away consumers’ democracy, the ‘rule of the consumers’ ended up being

replaced by the ‘rule of the producers’.

Overall, legislators supporting the Fixed Book Price Law have a tendency

to attempt to fix or purify the market, thereby correcting it. This may be

because they mistakenly think of the market as merely a physical place, or

since they overvalue their own reasons while undervaluing others’.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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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ket or the market process is not a physical thing but entirely a

resultant of human actions. And human reason has its limitations, which

could be overcome only through interpersonal cooperation within the market

society. They also maintain a negative perception towards competition. This

may be because they solely consider competition a ‘biological competition’

ridden with the law of the jungle and the idea of ‘winner takes all’.

However, one should understand that competition in the market society is

not a system where one takes others’ interests and it goes vice versa;

rather, it is a ‘catallactic competition’ where everyone benefits upon their free

will. Lastly, advocates of the Fixed Book Price Law tend to consider

everything tha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the ‘law’. However, the

policymakers should note that the law should be universal and does not

plunder interests of others. Also, they should note that the law should be the

rule of negatively prohibiting injustice.

k e y w o r d s: Fixed Book Price Law, Consumer Sovereignty,

rule of consumers, consumers’ democracy,

natural distribution, catallactic competition,

Adam Smith,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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