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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신고전학파가 기업의 존재를 생산비용 관점에서 설명했다면, 제도학파는 기업의 존

재를‘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제도학파의 길을 처음으로 열었던 R. H.

Coase는 1937년 Economica에 발표한 그의 논문‘The Nature of the Firm’에서

기존의 신고전학파가 가정하는‘갈등이 없는 세계(frictionless world)’에 의문을

표시하고, 거래비용(market coordination costs or transaction cost)이 존재하는 세

계(frictional world)를 가정하 다. 여기서 거래비용이란 기업들 사이의 거래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협상하고, 협상된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며,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을 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거래에서는 거래비용이 미미하게 발생하고[예

컨대, 1회성 거래가 발생하는 현장거래(spot transaction)의 경우], 어떤 거래에서는

거래비용이 상당히 발생한다. 시장거래에서 상당한 거래비용이 발생할 경우, 시장

에서의 거래를 회피하게 되며, 이때 시장거래를 대체하는 대안을 찾게 된다. 기업

은 상당한 거래비용이 발생할 때,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찾아낸 하나의

제도이다. 

Coase가 기존의 가격이론 관점의 기업이론(신고전학파 기업이론)을 대체하는 새

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한 이래 수많은 연구가 뒤따랐다. 이러한 연구들

은 다양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체계화시킨 것이다. 예컨대,

Coase 이론을 계승한 최초의 연구는 시장조정비용(market coordination costs)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이런 이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

는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을 분석한 것이다. Coase는 1937년 논문에서 시장

거래로부터 시장조정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은 했지만, 시장조정비용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론체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제시나 실증분석을 제시하지 않았다. Williamson(1971, 1975, 1985)은 시장조정

비용이 발생하는 이론체계를 수립하고, 이 이론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수직결합

(vertical integration)을 분석하 다. Klein, Crawford와 Alchian(1978)은 시장조정비용

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 예컨대 자산특화투자(relation specific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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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탈문제(hold-up problem) 등을 분석하 다. 또 Grossman과 Hart(1986)는 자

산의 소유권이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비용, 즉 거래비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아래에서는 거래비용학파의 원조가 된 Coase 이론부터 그의 이론을 계

승한 거래비용 관련 연구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하기로 한다.

Coase의 기업 본질에 관한 통찰력

Coase가 대학 3학년이 되는 해에 런던대학교로부터 Cassel travelling 장학금을 받

고 미국으로 1년간 연구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으로부터 돌아와 스물 한 살에 쓴

논문이‘The Nature of the Firm’이다. Coase는 이 논문으로 1991년 노벨 경제학

상을 받는다. 이 논문의 핵심내용을 설명해 보자.

Coase가 런던 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

입학해서 배웠던‘시장경제체제(market economic system)에서 생산이 이루어지

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수요가 있으면 언제나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생

산자들이 생산을 계획한다. 생산자들은 생산을 계획하기 전에 생산가격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생산에 따른 수지를 알 수 있고, 생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가능한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가능한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는 생

산자가 거래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해서 가격을 조

정한다. 조정된 가격에 비용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탈락하고 가격을 맞추는 기업

들은 조정된 가격에서 생산을 시작한다. 시장에서 필요한 수요를 공급하는 것은 이

와 같이 시장의 가격조정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의견불일치가

비용발생 없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분업화된 교환경제에서는 가

장 기본적인 규모의 생산자들만이 다수 존재해야 한다. 왜 그런가? 규모가 큰 생산

단위를 형성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소규모 생산자들이 계약을 통해서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장에서 설명한 신고전학파 기업이론에서 기업이 생겨나는 이유

인 규모의 경제를 예로 들어 보자. 생산을 여러 과정으로 세분화해서 각각의 과정

을 소규모의 생산자들이 담당한다고 해 보자. 그리고 각각의 생산자들이 계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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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생산품을 다음 생산자에게 넘기고 합의된 가격을 받는다. 다음 생산자는 그

다음 생산자에게 자기 단계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넘기는 계약을 하고 합의된 가격

을 받는다. 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산도구나 고용원은 함께 사용하는 계약

을 맺고 비용은 분담하는 식으로 계약을 한다. 이와 같이 계약을 통해 분업화된 생

산체계를 운 하면, 독립된 생산자로서 이점을 가지면서도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의 이익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임금노동자를 고용해서 규모가 큰 기업이 생길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떤 산업에서는 소규모의

생산자들이 다수 존재하기도 하고, 어떤 산업에서는 대규모의 기업이 존재하기도

한다. 가격을 통해서 생산을 조직하는 이론이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Coase는 그 이유를 시장에서 작동하는 가격조정기능이 비용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발생한다고 생각하 다. 위의 예를 계속 사용해서 설명해 보자. 생

산과정의 한 과정을 담당하는 생산자가 다음 생산자에게 그 자신의 생산품을 넘기

는 일은 최종 수요가 있는 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생산품을 넘길 때마다

만나서 가격이나 수량 등을 논의하는 일은 시간을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두 생산자 사이에 일정기간 효력이 지속되는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계약을 할 때, 먼저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그

런데 그 가격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서로 이해가 상충되

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고, 거래가 진행될 때마

다 가격을 협상할 수 없으니까 한 번 협상한 내용을 얼마 동안 지속되도록 계약기

간을 정하고, 계약서를 써야 한다. 어떨 때는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모든 것에 비용이 수

반된다. 이런 비용을 통칭해서 거래비용이라고 했을 때, 이 비용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안 중에 하나는 각 생산단계에서 생산하는

생산자들 중에 하나가 모든 생산자를 통합해서 하나의 대규모 기업을 만드는 것이

다. 그러면 통합을 주도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를 고용하고, 그 생산자에게 생산

에 참여한 대가로 임금을 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산자들 사이의 독립된 계약으

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비용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생산자들이 독립적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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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계에서 상하의 고용관계로 바뀌면서, 고용계약을 써야 한다. 거래계약이 고용

계약으로 바뀌는 것이다. 고용계약의 내용은 근로시간 동안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대가로 주어진 임금을 받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고용계약은 생산자들

사이의 거래계약에 비해서‘우발적 상황(contingency)’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단순하고 확실하다. 따라서 고용계약은 생산자 사이의 거래계약

에 비해서 거래(계약)비용이 적게 발생한다. 생산자 사이의‘거래계약’이‘고용계

약’으로 바뀌게 되면, 생산의 결정은‘가격방식(price mode)’에서‘수량방식

(quantity mode)’으로 바뀌게 된다. 즉, 생산이 시장거래가격에 대응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생산자들 사이에 공급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거

래비용이 적지 않다면, 생산자들을 합쳐서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보

다,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런 논리는 기업 규모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즉, 기존의 시장거래를 기업

내 거래로 대체하면, 기존의 두 기업끼리 거래하던 것을 합쳐서 한 기업이 생산하

므로 기업 규모가 커지게 된다. 또 기업 내 거래를 시장거래로 대체하면, 기업에서

생산하던 것을 외부로부터 조달하게 되므로 기업 규모가 작아지게 된다. 그런데 시

장거래를 기업 내 거래로 대체하면 할수록 거래비용이 절감되므로 모든 시장거래

를 기업 내 거래로 대체해서 1개의 기업이 모든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최대로 절감하는 생산방법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논리대로 한다면, 거래비용 관점

에서 준가법성(subadditivity)1이 있기 때문에 한 상품당 1개의 기업이 모든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 현실을 둘러보면 1개의 기업이 경제의 모

든 생산을 담당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

들이 존재한다. 

Coase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장거래’를‘기업 내 거래’로 대체

할 때 이익과 손실이 있는데, 이익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래비용의 절감이고, 손

실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발생한다. 첫째, 시장거래를 기업 내 거래로 대체하면서

생산이 늘어나지만 기업가가 생산을 관리하는 능력은 생산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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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관리부실이 일어난다. 둘째, 생산요소들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셋째, 생산요소의 공급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손실들이 모두

비용으로 전환되는데, 이런 비용을 통칭해서 결합비용(integration costs)이라고 명

명한다면 시장거래를 대체하면서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결합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시장거래를 대체하면서 늘어나는 기업의 생산규모는 절감되는 거래비용 대

비 늘어나는 결합비용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거래비용 절감분이 늘어나는

결합비용보다 크면, 계속해서 생산을 늘리고, 그 반대면 생산을 줄여야 한다. 균형

은 거래비용 절감분과 결합비용 증감분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런 원리에

따라 현실에서는 시장거래와 기업 내 거래가 공존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존

재하게 된다. 

요약하면, Coase는 똑같은 양의 생산이 시장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보다 기업 내

조직을 통해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면, 기업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통찰력이 기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게 하는 데 기여했지만, 주장하는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상세한 미시분석이 요구된다. 이런 요구에 대응해서 Coase 이후의

학자들이 어떻게 그의 연구를 발전시켰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거래비용과 수직결합

Coase가 1937년에‘The Nature of the Firm’을 발표한 이래 약 30년 동안 이 논문

에 관심을 가지고 후속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O. Williamson

(1971, 1975, 1985)이 Coase 논문의 핵심개념인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거래비용 때문에 기업조직의 형성과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수직결

합(vertical integration)’을 대상으로 Coase의 이론을 확장하 다. 

Coase는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를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서

찾았다. 반면에, Williamson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를‘불완전계약’에서 찾았

다. 그는 불완전계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합리성의 제약을 들었고, 불완전계

약(incomplete contract)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로 기회주의(opportunism)

를 들었다. 각각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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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서 의사결정능력 또한 제한되어 있는 것을 합리성의 제약이라고 한다. 정

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일에 대

비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반 할 수 있는 완전한 계약(complete contract)을

써야 한다. 그러나 완전한 계약을 쓰는 것은 감내할 수 없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완전 계약을 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불완전 계약을 썼을 때 기업

들은 계약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언제나

계약을 기꺼이 어길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기회주의라고 한

다. 기회주의가 있으면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내용을 감시하고, 강제해야 하는데, 이

런 일들이 비용을 발생시킨다. Coase가 설정한 계약비용에 Williamson이 추가적으

로 설명한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을 포함하면 거래비용이 된다. Williamson은

거래비용을 이용해서 수직결합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 다. 이러한 그의 설명은

이전의 수직결합에 대한 설명과는 다르다. 그의 설명을 보기 전에 먼저 거래비용과

다른 관점에서 수직결합을 설명한 이론들을 살펴보자.

1) 거래비용이론 이전의 수직결합에 대한 설명 : 시장구조적 접근

수직결합은 생산의 수직계열상에 있는 두 기업, 예컨대 석탄회사와 화력발전소 또

는 정유회사와 주유소가 결합하여 법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생산의 수직계열에서 하위에 있는 시장(downstream market)에 있는 기업이 주도

권을 가지고 상위에 있는 시장(upstream market)에 있는 기업과 결합을 하는 것을

후방수직결합(backward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하고, 그 반대를 전방수직결합

(forward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한다. 두 기업의 결합이 한 기업의 소유권이

또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는 법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두 기업이 장기계약을 맺는

경우도 수직결합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미국의 석탄회사와 화력발전소는 석탄 공

급에 관해서 50년 정도의 장기계약을 맺곤 하는데, 이 정도의 장기계약이면 석탄회

사의 생산계획과 그에 따른 조직과 기업운 은 화력발전소와 완전히 협력하면서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실질적으로 두 기업은 하나처럼 움직인다. 따라서 생산

의 수직계열에 있는 두 기업 사이의 장기계약도 수직결합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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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수직계열에 있는 두 기업이 왜 결합을 하려고 할까? Williamson이 그의

논문에서 언급한 두 가지 수직결합의 이유를 설명해 보자.‘수직결합을 하는 것이

수직결합을 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기업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므로 수직결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익동기가 수직결합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가장 보편

적인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을‘시장구조적 접근’이라고 한다. 이 주장을‘시장구

조적 접근’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결합을 하는 두 기업이 속해 있는 시장이 어떤 시

장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시장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먼저 가장 극단적인 경우인 생산의 수직계열에 있는 기업이 모두 독점기업인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는 Spengler(1950)와 Machlup과 Taber(1960)가 분석하

다. 2개의 독점기업이 수직결합을 할 경우 두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 잉여가 증가

하므로, 두 기업 사이의 수직결합에 대한 충분한 동기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들 모

형의 주장이다. 수직결합이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이유는‘이중 마진(double

margin)’의 제거 때문인데, 이것을 그림 2.1을 통해 설명해 보자. 

두 기업 A, B가 있는데, 상위시장에 있는 A 기업이 부품을 B 기업에게 판매하

며, A 기업의 부품은 B 기업의 상품을 만드는데 1:1의 고정비율로 사용된다고 가

정해 보자. A 기업은 B 기업에게 � 만큼의 마진을 붙여서 팔고 B 기업은 A 기업

으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그 자신의 마진 �를 붙여서 가격 PB로 소비자에게 판다.

이때 B의 한계비용은 A로부터 부품을 구입한 가격 PA � MCA � �에 그 자신의 평

균생산비용 k를 더한 값에서 결정되며, 이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수준

에서 생산량 qB를 결정하고, 마진 �가 결정된다. B는 )B 만큼의 이익을 낸다. A 기

업은 B 기업이 주문하는 qB 만큼의 부품을 MCA 만큼의 평균비용으로 만들어 � 만

큼의 마진을 붙여 팔아 )A 만큼의 이익을 낸다. 이제 A 기업과 B 기업이 수직결합

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두 기업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품의 공급은 시장거래

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거래에서 이루어진다. 기업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부품을 생산원가로 넘기지 부품에 마진을 붙여서 넘기지 않는

다. 따라서 시장거래와 비교해서 A 기업이 부과했던 마진 �가 빠지게 된다. 이제

결합된 기업의 한계비용, MCI는 부품평균생산비용 MCA와 최종생산비용 k를 더한

것이 되고 (MCI � MCA � k ), 이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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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때 생산량은 qI가 되고, 가격은 PI가 된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기업이 분리되었을 때와 비교해서 결합된 기업의 생산량이 더 많고 가격은 더 낮

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마진 �가 빠졌기 때문이다.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수요

가 가격 탄력적이라면 결합기업의 총이익이 분리되었을 때 A, B 기업의 이익의 합

보다 크게 된다. 두 기업이 결합해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얻은 이익을 나누어 가진

다면, 분리해서 각각 생산했을 때와 비교해서 이익이 더 남기 때문에 결합해서 공

동생산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Spengler는 수직결합이 이중마진 중에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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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을 제거함으로써 가격이 내려가고, 이를 통해 생산자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

잉여도 증가하게 함으로 전체적으로 후생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수직결합

은 수평결합과 같이 반경쟁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위의 결과는 독점시장구조와 선형수요 가정으로부터 도출되었다. Greenhut와

Otha(1976, 1979)는 다양한 시장구조와 일반수요함수를 사용하여 생산의 수직계열

에 있는 두 기업 사이의 결합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시켰다. 그들은 수직계열에 있

는 두 시장구조 중에 적어도 한 시장구조가 경쟁시장인 경우(예 : 독점시장-경쟁시

장, 경쟁시장-독점시장, 경쟁시장-경쟁시장)를 제외한 모든 시장구조에 대해서

Spengler의 결과가 유효함을 증명하 다. 두 시장구조 중에 한 시장구조가 경쟁시

장인 경우 Spengler의 결과(즉, 최종재 가격하락과 더 많은 생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경쟁시장에서는 마진이 없으므로 수직결합을 하더라도 더 빠질 마진이 없

어 수직결합에 의한‘이중마진제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

르면, 수직계열의 두 시장구조 중에 적어도 한 시장이 경쟁시장이라면 수직결합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한다. 

위의 연구결과는 수직계열의 생산에서 부품을 고정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 다. 그러면 수직계열의 생산에서 부품을 고정비율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

이 일어날 것인가? 부품을 고정비율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품을 사용하는 기

업이 필요에 따라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Vernon과 Graham(1971)과 Schmalensee(1973)는 Greenhut와

Otha가 수직결합이 일어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독점시장-경쟁시장’의 수직결

합 가능성을 분석하 다. 그들은 독점시장에 있는 기업이 부품을 독점가격으로 팔

경우 경쟁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그 부품을 사지 않고 다른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

음을 주목하 다. 이 경우 독점기업은 부품의 수요확보를 위해 경쟁시장에 있는 기

업 또는 기업들과 결합을 할 동기를 갖게 된다. 수직결합을 하게 되면 경쟁시장에

있던 기업도 기업 내부 거래를 통해 부품을 마진 없는 생산단가로 받기 때문에 수

직결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수직결합이 되면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부품

의 독점가격 때문에 부품을 대체했던 것을 원래 부품으로 환원하게 된다. 이렇게

공동생산하고 이익을 두 기업이 나누는 것이 분리되었을 때의 이익보다 더 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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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발생시킨다. 이익이 크게 되는 이유는 부품의 독점가격 때문에 부품수요를 다

른 부품으로 대체하 던 것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 대

한 후생분석은 부품의 대체탄력성이나 독점기업이 경쟁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독점

화하는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후생결과를 낳는다(Warren-Boulton, 1974), Mallela

와 Nahata(1980), Abiru(1986), Quirmbach(1986), Waterson(1982)은 이와 같은

다양한 결과를 정리하여 일반화시켰다. 그는‘독점시장-과점시장’에 있는 기업들

사이의 수직결합을 분석하 다. 수직결합이 일어나면‘이중마진’이‘단일마진’으

로 바뀌어 시장가격이 떨어지지만, 동시에 부품의 대체 가능성을 막는다. 즉 수직

결합이 싼 부품으로 대체를 봉쇄해서 가격인상을 유인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이중마진제거효과’와 부품대체봉쇄로 인한‘가격상승효과’의 크기에 의해 수직결

합으로 인한 최종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Greenhut와 Oth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점시장-과점시장’에서 수직결합은

‘독점시장-독점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직결합이 일어날 동기가 존재한다고 하 다.

그러나 Lin(1988), Bonnano와 Vickers(1988), Coughlan과 Wernerfelt(1989)는 기

업들 사이의 전략적 경쟁을 고려하면 위의 결과가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고 주

장하 다. 예컨대, 하위시장에 있는 두 기업이 가격으로 경쟁하고, 두 기업의 상품

이 서로 대체재라고 가정하면, 두 기업 사이의 반응함수곡선(reaction function)은

우상향하게 된다. 즉, 두 기업의 상품은 전략적 보완재가 된다.2 이때 부품가격이

올라가면 최종재 가격이 더 올라가서 하위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더 큰 이익을 보

게 된다. 부품가격은 상하위기업이 분리되어 있을 때가 수직결합 때보다 더 높게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위기업이 상하위기업과 분리되어 있을 때 하위기업들에

게 더 큰 이익을 보장한다. 따라서 기업들이‘과점시장-과점시장’에 있다고 할지라

도, 하위시장 기업들이 전략적 보완재 관계에 있으면 수직결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위시장 기업들이 전략적 대체재 관계에 있으면 Greenhut와 Otha의 연구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즉, 수직결합이 기업들에게 더 큰 이익을 보장한다.

지금까지 수직결합이 일어나는 이유를 시장구조를 통해서 설명하 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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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on이 수직결합의 이유로 설명하 던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 이유인

기술적 효율성을 먼저 설명해 보자. 그가 예로 제시한 제련(製鍊)기업과 제철(製鐵)

기업을 들어 보자. 제련기업은 철광석을 용광로에 녹여 함유된 금속을 뽑아내어 정

제하는 일을 하고, 제철기업은 제련된 금속으로 철판이나 철근으로 만드는 일을 한

다. 제련기업과 제철기업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제련기업은

철광석을 용광로에 부어 녹여서 철을 뽑아낸 다음 그 쇳물을 식혀 쇠 덩어리를 제

철기업에 판다. 제철기업은 제련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쇠 덩어리를 다시 용광로에

넣어 쇳물로 만든 다음 쇳물을 철근모형이나 철판모형에 부어 철근이나 철판을 생

산한다. 이제 두 기업이 결합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생산과정은 철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녹여서 쇳물을 빼낸 다음 바로 이 쇳물을 관을 통해 철근모형이나

철판모형으로 보내 거기서 철근과 철판을 생산하게 된다. 이 과정은 두 기업이 분

리되었을 때에 비해서 쇠 덩어리를 다시 녹이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열 효

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수직결합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당화되고, 실제 산업에서 제련기업과 제철기업이 수직결합된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본다.

2) 거래비용과 수직결합

3절 1)의 Greenhut와 Otha의 연구결과를 따르면 경쟁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수직결

합을 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 하지만 Williamson은 이런 시장에서도 수직결합

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경쟁시장에서도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구조나 기술적 효율성 이외에도 두 기업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

래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거래비용이 시장거래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거래에서도 발생하

지만 시장거래보다도 기업 내부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적은 거래비용을 발생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첫 번째는 교섭비용(bargaining costs)에 관한 것이다. 시장에 있는 독립적인 두

기업이 구매자와 판매자로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섭을 하는 경우와

고용자와 피고용자로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위해서 교섭을 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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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거래계약이든 고용계약이든, 그 계약이 구적인 계약(once-for-all contract)이

아니고, 정기적인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이 재계약에 임하

는 계약 당사자가 얼마만큼의 독립성을 가지고 계약에 임하게 될까? 일반적으로,

거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지위에

서 교섭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고용계약에서는 외형적으로는 피고용자가 고용자와

대등한 지위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피고용자가 고용자보다 열위에서 교섭을 하

게 된다. 그 이유는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업무적으로 상하관계에 있고, 기존의 서

열관계를 교섭에서 지나치게 벗어났을 때 조직에서‘왕따’를 당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약이 기업 내부 교섭에서 교섭을 질질 끌거나, 강력한 주장을 계

속 견지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교섭을 하는

거래계약에서는 교섭이 기업 내 교섭보다 타결이 쉽지 않고, 장기적이 되기 쉽다.

따라서 기업 내 교섭비용(bargaining costs)이 기업 간 교섭비용보다 낮다.

교섭비용과 관련지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대표적인 예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이다. 규모의 경제가 크면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제한된다. 따라

서 기업 간 거래가‘소수’로 제한된다. 그래서‘소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거래

가 소수로 제한되면 기업의 독립성은 강화되어 거래에서 가격이나 수량을 정하는

단순한 문제도 계약이 오래 끌게 된다. 계약이 오래 끌게 되면 생산에서 차질을 빚

기 때문에 그 손실이 적지 않게 된다. 즉, 교섭비용(bargaining costs)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산업에서는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 간 거래계약을 수직결합이

나 구장기계약으로 대체한다.

두 번째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비용(coordination costs)에 관한 것이다. 시

장거래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와 기업 내부 거래에서 발생하

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시장거래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갈등은 대부분 계약 당사자들이‘객관적 사실’에 대한 평가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서로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

하게 된다. 이런 협의과정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제3자를 찾게 된다. 제3자를 찾기 어려우면 일반적으로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면에 기업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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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나면 사소한 일인 경우 기업주가 제3자가 되어 명령(fiat)

에 의해서 분쟁을 조정한다. 또 분쟁이나 갈등이 좀 더 큰 경우 관련 문제를 평가

할 근거나 자료를 확보하여 기업주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에 의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 예컨대, 승진, 보너스, 인사조치

등을 통해서 관련 당사자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조정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똑

같은 갈등이라도 기업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통해서 설명해 보자. Williamson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합리성의 제약

(bounded rationality)이 있고, 기업들이 불완전 계약을 쓸 수밖에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거래하는 상품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주기적으로 디자인을 바꾸어

야 하거나 구매수량이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고 생각해 보자. 이 상품을 시장을 통

해서 거래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장기계약(once-for-all contract)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단기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는 것이다. 장기계약을 먼저 살펴보자.

상품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 계약내용을 모호하게 포괄적으로 쓰면 그 문구를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그래서

계약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

도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 주기적으로 디자인을 바꾸어야 되거나 구매수량이 환경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경우 미래 발생 가능한 경우들을 모두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해야 한

다. 이 경우 거래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계약을 쓸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

경이 변화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해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런 조

건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면 계약 당사자가 이 구절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할 동

기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부품공급자가 기술 변화로 인해 부품디자인을 바꾸

어야 하고 따라서 부품공급가격을 수정해야 한다고 해 보자. 구매자는 이러한 변화

를 부품공급업자가 기존 계약을 변경시키기 위한 술수라고 생각하면 계약수정 요

구를 계속 연기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품공급업자는 기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

지 못함으로 인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들은 장기계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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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기계약을 하고 자주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런데 단기계약

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품공급업자가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투자를

하려면 미래 수요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단기계약으로는 미래수요가 보장되지 않는

다. 물론 계약갱신을 통해 미래수요를 보장할 수도 있지만 단기계약의 연속적인 갱

신을 약속하는 순간 단기계약은 장기계약이 된다. 따라서 단기계약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의견불일치를 계약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은 적지

않은 조정비용이 든다. 수직결합을 통해 명령이나 그 밖의 통제수단을 통해 의견불

일치를 조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세 번째는 정보수집비용(information collection costs)에 관한 것이다.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계약을 통해 상대방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와 기업

내부 조직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시장거래를 통해 정

보를 얻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부품을 공급하는 상위시장에 있는 기업은 하위시장

의 수요동향이나 기업들의 비용 변화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품공급

기업이 부품구입 기업과의 계약서에 부품을 사용해서 만든 상품시장동향이나 부품

구입 기업의 비용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을 명기하 다고

해 보자. 그러면 부품구입 기업이 관련 정보를 계약내용에 따라 순순히 부품공급

기업에게 제공할까? 부품구입 기업은 관련 정보가 그에게 불리할 경우 그 내용을

왜곡해서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부품구입 기업은 대충의 정보는 전달하겠지만

그 스스로 비용을 발생하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부품공급 기업이 이

런 가능성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제공되는 관련 정보를 다른 수단을 통해 점검하

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점검과정이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이제 수직결합이 된 기업의 부품생산부서에서 최종재 상품시장에 관한 정보를 얻

는 경우를 보자. 부품생산부서에 있는 부서장은 마케팅 담당부서 부서장과 한 기업

내에서 회의를 통해서 자주 접촉하게 된다. 이런 반복된 접촉을 통해서 정보교환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형태의 정보교환은 내용이 왜곡될 가

능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현장감과 구체성을 띤다. 즉, 정보교환

의 효율성이 일어난다. 특히, 마케팅 부서에서 얻은 시장동향에 관한 정보를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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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공유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보수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정보수집에 관한 한 계약에 의한 방법보다 기업 내부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러한 내용을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계약문

제에 적용해 보자. 부품공급 기업이 공급하는 부품의 성능에 대해서 부품공급도 잘

모르고, 부품구입 기업도 잘 모른다고 해 보자. 이 경우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 부

품공급 기업이 모두 반품처리해 주기로 계약한다고 해 보자. 부품공급 기업은 부품

가격을 정할 때에 반품이 나와서 처리해 주는 비용을 포함해서 가격을 정하게 된

다. 이 경우 부품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품구입 기업이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부품구입 기업은 부품 성능

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부품공급 가격은 부품

생산비용에 마진을 포함한 수준으로 하고, 불량품이 나오면 그 불량품 처리에 수반

되는 비용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제시한다. 부품공급 기업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부품 성능에 관한 불확실성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제 불량품이

나와도 사후적으로 불량품 처리비용이 부분적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부품공급 기업

은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 부품구입 기업은 불량

품 발생빈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 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하

는데 이런 평가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평

가가 정확하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런데 수직결합을 한 기업에서 이 문제

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생각해 보자. 부품생산부서에서 생산한 부품의 성능이 어떤

지는 판매부서에서 들어오는 불량품의 반품 수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 정보를 얻는데 크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품 수가 기업의 이익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품생산부서는 부품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부품

의 불량품 발생빈도는 줄어들게 된다. 이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확실성 문제를

기업 내부에서 처리하고, 관련 정보도 기업을 통해서 얻는 것이 시장을 통해서 해

결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지금까지, 생산의 수직계열에 있는 기업들이 시장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

용이 기업 내부 거래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

하 다. 요약하면, 시장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수직결합이 일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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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산특이성, 강탈과 수직결합

3절의 2)에서 설명한 내용은 Williamson이 1971년 논문에서 주장한 것이다. 1971

년 논문의 핵심은 시장에서 가격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 및 거래 활

동을 기업 내부화를 통해서 수행한다면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절감될

수 있는 비용으로서 협상비용, 분쟁과 갈등 조정비용, 정보수집비용을 제시하 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모두 거래비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거래비용 절감 정도가

시장거래의 기업 내부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Williamson은 1985년에

출간한 책『The Economic Institution of Capitalism』에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좀 더 구체적인 경우로서‘자산특이성(asset specificity)’을 분석하 다. 이 개념은

Klein, Crawford와 Alchian이 1978년 논문에서 기업 사이에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일으키는 투자를 했을 때 발생하는 강탈(hold-up) 문제를 분석하면서 제

시했던 것이다. Williamson과 Klein, Crawford 및 Alchian이 주장하는 자산특이성

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설명해 보자.

자산특이성은 때로는 관계특화자산(relation-specific asset)이라는 말로도 쓰이는

데 편의상 관계특화자산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관계특화자산이란 상대방 기업과 거

래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 기업에게 특별히 적합하도록 투자된 자산이다. 그런데 이

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상대방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투자

때문에 투자를 하는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이 가격이나 품질 등에서 이점이 발생

되기 때문이다. 또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한 자산이 상대방 기업과의 거

래에서는 쓸모가 있지만 그 밖의 기업에게는 쓸모가 덜하기 때문에 상대방 기업과

의 거래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계특화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자산과 연계된 두 기업이 거래관계에서 이탈하기가 어려워 장기적 거래관계를

갖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개념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자. 

A라는 기업이 자동차 와이퍼를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각 자동차들 사

이에 와이퍼는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현대자동차 와이퍼를 GM 대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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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나 르노 삼성자동차에 끼우려고 해도 맞지가 않는다. A 기업이 현대자동차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 와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주물을 떠야 한다. 현

대자동차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와이퍼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든 주물

이‘관계특화자산’이다. A 기업이 투자한 현대자동차 와이퍼용 주물은 현대자동차

이외에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A 기업은 현대자동차하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이익

이다. 또 현대자동차는 자기 자동차에 맞는 와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다면 그

자신의 자동차에 맞도록 생산한 A 기업의 와이퍼를 사용해야 하므로 A 기업하고

거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 기업과 현대자동차는 거래관계가 장기적으로 고정

될 수밖에 없다.

위의 예는 자산이 공장이나 설비에 한정되어 설명했지만, 자산이 꼭 물질적인 것

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Williamson은 그의 1985년도 책에서 자산의 범위를 장소,

서비스와 인적자본(human capital)까지 확장하 다. 장소특이성(site specificity)은

수송비 또는 생산공정비용의 절감이나 수요의 증가가 특정 장소로부터 나올 경우,

특정 장소에 투자하는 것이다. Paul Joskow의 1987년 논문에서 제시한 예를 들어

보자. 화력발전회사가 여러 곳의 석탄회사 중에서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석탄회

사와 거래를 한다면 수송비의 절감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화력발전회사가 가장

가까운 석탄회사 근처에 발전소를 세우면 장소특이성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두 회

사가 장기적으로 고정된 거래관계가 형성된다. 인적자본특이성은 특별한 경험, 지

식, 정보 등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적자본에 투자를 해서 경험, 지식, 정

보를 체득한 사람과 거래함으로써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장기적 거

래관계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보자. A라는 사람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박물관 큐

레이터 자격증을 얻었다고 해 보자. 큐레이터 자격증을 얻는 데 투자하는 것이 인

적자본특이성이다. 박물관은 큐레이터 자격증을 가진 A라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 A라는 사람은 박물관 큐레이

터 자격증에 투자함으로써 박물관과 장기적인 (고용)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서

비스특이성(service specificity)은 특정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합한

예로서 연예/공연 기획사를 들 수 있다. 연예/공연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을 홍보하

기 위해서 광고나 방송사 섭외에 상당부분을 투자한다. 또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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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을 예약한다. 연예인이나 공연사가 이미 방송사, 광고, 공연장 등에 투자를

한 연예/공연 기획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이익을 보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공연자

들은 이 기획사와 거래를 가지려고 한다. 

위에서 설명한 자산특이성, 장소특이성, 인적자본특이성, 서비스특이성이 있는

경우 거래관계는 경쟁관계에서 상호독점관계(bilateral monopoly)로 바뀌게 된다.

자산특이성이 없는 다수의 기업들이 존재할 때 기업들은 서로 간에 잠재적으로 거

래 대상이 되고, 경쟁적 입찰을 통해 거래관계가 결정된다. 그런데 다수의 기업들

중에 몇몇 기업들이 자산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업들은 그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주므로, 그 기업들과 독점적 거래관계를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거래는 경쟁적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 간의 협상

(bargaining)을 통해서 결정된다. 즉 상호독점관계가 된다. 

자산특이성 때문에 거래가 상호독점관계를 형성할 때 거래당사자 중에 하나가 기

회주의적 행동(opportunistic behaviour)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산특이성과 관련되

어 일어나는 기획주의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지대’와‘준지대(quasi-

rent)’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대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경제적 이익

(economic profit)과 동의어이다. 굳이 이익과 지대를 구별하자면, 이익은 일반적으

로 인식하고 있는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고, 지대는 독과점 상태에서 얻게 되는 이익을 의미한다. 그런데 준지대는 기존의

이익이나 지대와 동떨어진 개념이다. 준지대는 지대(독점이익)에서 기회주의적 행

동 때문에 기존의 거래를 포기하고 차선의 거래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을 뺀 금액

이다. 위의 자동차 와이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A 기업이 와이퍼 하나를 생산

하는데 들어가는 평균비용이 400원이라고 해 보자. 이 기업이 현대자동차에게 100

개를 공급하는 납품계약을 맺고 와이퍼 100개를 생산한다. 납품단가는 1,000원이

고, 만약 현대자동차와 거래가 끊겼을 때 대안으로 정비공장에 팔았을 때는 500원

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거래를 하면서 벌 수 있는 지대를 계산해 보자.

지대 � 총매출액(�가격 � 판매량) � 총비용(평균비용 � 생산량) 

� (1,000원 � 100개) � (400원 � 100개)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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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외부환경 변화를 핑계로 계약만료 후 거래처를 중국공장으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와 같은 행동을 기회주의적 행동이라고 한

다.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응해서 A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현대자동차 회사 이외

에 현대자동차 와이퍼를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고, 아마도 정비소가 대안일 수

있다. 그때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현대의 기회주의 행동이 있을 경우의 (차선)이익

� 총매출액 � 총비용

� (500원 � 100개) � (400원� 100개) � 10,000원

이제 준지대를 계산할 차례이다. 준지대는 지대에서 기회주의적 행동 때문에 차선

의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을 뺀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준지대 � 지대 � 차선의 거래로부터의 이익(거래 거절 시 이익)

� 60,000원 � 10,000원 � 50,000원

준지대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산특이성이 있을 때 일어나는 기회주의

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차례이다. A 기업은 현대자동차와 거래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와이퍼 생산을 위한 주물설비에 투자를 이미 하 다. 현대자동차가 약

속대로 연간 100개씩 와이퍼를 수입하다가, 중국공장으로부터 더 싸게 와이퍼를

공급받을 수 있음을 알고 (단기)계약 만기 후 거래 중단을 통보하 다. 다만, 통보

납품단가를 내린다면 재계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건을 첨부하 다. 이런 통보에

직면해서 A 기업은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첫째 납품단가를 내리는 방법, 둘째

거래 거절을 하고 차선의 공급처를 찾는 방법(정비소에 납품하는 방법), 셋째 주물

을 바꿔서 또 다른 자동차회사에 와이퍼를 공급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주

물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고 새로운 주물에 투자를 해야 하므로 최악의 경

우에 해야 하는 선택이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 현재 이익 60,000원이 10,000원으

로 내려가게 된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납품단가를 내리더라도 최대 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을 결정해야 하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까지가 마지

노선이다. 즉 납품단가를 500원 이하까지 내리면 차라리 정비소에 파는 것이 이익

이 되므로 500원까지 내릴 수 있다. 계약 만료 후 거래 중단이라는 상황에서 A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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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납품단가를 500원까지 내려서라도 현대자동차와 계속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물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A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액수가 위에서 계산했던

준지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A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부터 이와 같은 상황을 안다면 현

대자동차는 준지대만큼의 이익을 그 자신이 갖기 위해서 납품단가 인하를 위한 재

계약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준지대만큼의 이익을 자신이 챙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준지대를 빼앗아 가는 기회주의적 행동을‘강탈

(holdup)’이라고 한다. 

A 기업이 계약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강탈의 가능성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

을 할 것인가? 첫째, 우선 현대자동차 와이퍼를 만드는 주물에 대한 투자를 하향

조정한다. 강탈(holdup)의 핵심은 A 기업이 현대자동차와의 거래를 위해 선투자한

것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나중에 현대자동차가 가로채 가는 것이다. 따라서 선투자

를 줄임으로써 사후적으로 강탈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선투자를 줄이는 방법

으로는 현대자동차와 주물투자를 같이하면서 납품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제3

의 투자자를 끌고 들어와 수익을 나누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 주물을 낮은 품질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A 기업은 최적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의 투자를 한다. 둘째,

강탈을 막기 위해 장기계약을 요구하고, 또 가능한 범위에서 계약내용을 자세하게

써서 강탈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응이 계약을 장기화함으로써 협

상비용을 증가시키고 계약비용을 증가시킨다. 셋째, 재계약 시 유리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 기업에게도 자산특이성 투자를 하게 만든다. 위의 예의 경우, A 기

업이 와이퍼를 만들 때, 사용하는 볼트나 너트 등을 타제품과 호환되지 않게 만들

어서 현대자동차가 그 와이퍼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립장비를 새롭게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 기업과 거래가 끝날 경우 현대자동차도 투자의 손

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강탈하는 금액이 준지대 수준보다 적게 된다.

위의 대응방법이 무엇이던지 간에 강탈이 예견될 때, 즉 자산특이성이 있을 때

거래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 거래비용이 시장거래를 제한할 정도가 되면 두 기업

사이에 수직결합이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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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1

Fisher Body의강탈과GM의수직결합

자산특이성과 함께 발생하는‘강탈(holdup)의 가능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Klein, Crawford

와 Alchian는 수직결합을 주장하 다. 하지만 Coase는‘강탈의 가능성’이 장기계약으로 충

분히 해결될 수 있으므로‘강탈의 가능성’때문에 수직결합이 일어난다는 Klein, Crawford와

Alchian의 주장에 의문을 표시하 다. 즉, 강탈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재계약 거

절을 통해 준지대를 양보받는 것인데, 장기계약을 맺으면‘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으므로

‘강탈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Klein(1993)은 General

Motors와 차체를 생산하는 Fisher Body라는 회사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Coase의 주장이 일리가 없음을 논증하 다. 이 사건의 분석을 통해‘강탈’문제가 계약적으

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이해해 보자.

1919년 Fisher Body는 GM자동차에게 차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GM자동차 차체를 만들

기 위한 형판에 투자를 하고 또 차체를 찍어 내는 설비에 투자를 해야만 하 다. 이런 투자

는 GM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게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GM과 Fisher Body 사이 거래에는

자산특이성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Fisher Body는 자산특이성을 이용해서 GM이 계약 후에

납품단가를 내릴 목적으로 수요를 줄이거나 거래처를 바꾸는 것을 염려해서(즉, 강탈의 가능

성을 염려해서), 10년간의 배타적 장기거래 계약을 요구하 다. 또 납품단가를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납품단가는 Fisher Body의 생산가변비용에 마진 17.6%를 얹어 주는 계약을 요

구하 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면, GM이 Fisher Body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 다. GM이 요구를 수용하자 Fisher Body는 GM 차체를 생산하기

위한 선투자를 하 다. GM도 Fisher Body가 GM을 강탈(hold-up)할 가능성을 검토하 다.

즉, Fisher Body가 부품의 품질을 떨어뜨리거나(가변비용을 부풀려서) 부품가격을 올리는 문

제를 걱정하 다. 그래서 부품공급가격을 10년간 경쟁시장 가격에 맞출 것과 최혜국조건

(Most-favoured Nation Provisions : Fisher Body가 GM 이외의 거래처들에게 공급하는 가

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모든 거래처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 다.

Fisher Body는 GM의 요구를 수용하 다. GM은 Fisher Body가 미래에 GM이나 그 밖의 큰

기업과 거래를 지속하려면‘신의’를 지키는 명성을 쌓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Fisher

Body의 행동을 제약하는 구절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더라도‘강탈’과 같은 행

동은 스스로 자제할 것이라고 판단하 다. 그래서 두 기업 사이에 10년간의 장기계약이 맺

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1924년 즈음에 외부환경에 변화가 일어났다. 즉 Fisher Body가 공급하는 폐쇄형

차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 다. 전에는 나무로 된 개방형 차체가 수요의 대부분을

이루었으나 소비자의 취향이 폐쇄형 차체로 바뀜에 따라 GM 수요의 65%가 폐쇄형 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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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Fisher Body는 이익을 늘리기 위해‘강탈’을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강탈의 방법은 계약에 명시된 납품가격을 조정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

아니라 생산방법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 다. 즉 차체를 생산하는데 노동집약적이고 비효

율적인 생산설비를 채택하 다. 이러한 기술 선택이 Fisher Body의 이익을 올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GM과 Fisher Body가 동의한 가격은 가변비용에 17.6%의 마진을 붙여 주는

것인데, 17.6%에는 Fisher Body의 자본조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자본조달비용은

측정하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신뢰’를 전제로 모호하게 남아 있는 조항이다. Fisher

Body는 노동집약적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자본비용을 절약하고, 따라서 그 자신의 이익을 증

가시킬 수 있었다. 더욱이 Fisher Body는 GM이 새로운 생산설비를 GM 근처로 옮겨 달라는

요구도 거절한다. 이후 GM과 Fisher Body는 Fisher Body의 생산방법을 시정하기 위한(즉,

강탈을 시정하기 위한) 재계약협상을 지루하게 벌 다. 당연히 거래비용이 발생하 고, 두

기업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잠식하게 되었다. 결국, GM이 Fisher Body를 수직결합

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강탈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 기업들이 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장

기계약을 사용하지만, 오히려 장기계약 그 자체가‘강탈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

놓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장기계약 자체도‘강탈의 가능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강탈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 수직결합이 가장 효율적인 대

안임을 나타내고 있다.  

불완전계약, 자산의 소유권과 수직결합

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illiamson과 Klein, Crawford 및 Alchian은 불완전계

약하에서‘강탈(hold-up)’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동이 계약비용과 거래비용을 증가

시켜서 수직결합을 정당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는 수직결합이 되었을 때

기업주가 기업 내 거래나 생산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명령을 통해서 조정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기업주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위

(authority)나 고용인을 복종시킬 수 있는 통제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사실 어

떻게 보면 기업주가 고용인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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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부분의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다. 그런데

Grossman과 Hart(1986)는 자산의 사용권과(그 자산을 사용하는) 고용인에 대한

통제권이 바로‘자산의 소유권(ownership of asset)’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특히, ‘자산의 소유권’은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그들이 만든 조어에 따르면 잔여통제권(residual

right of control)이라고 하 다. 따라서 불완전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문제도

‘자산의 소유권’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단순히 거래비용에 의한 설명보다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또 수직결합의 효율성, 즉 거래비용의 절감도 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의 이론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자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권리를 갖는 것인가? 소유권은 자산을 마음대로 사

용하고, 사용을 양도하고(임대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

러면 수직계열에 있는 두 기업이 부품공급에 대한 거래계약을 할 때 거래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이양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자산의 소유권, 즉 자

산의 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자산의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4

절의 Fisher Body와 GM의 사례를 사용해서 설명해 보자. Fisher Body 기업이 한

달에 차체 100개를 GM자동차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해 보자. 그러면 Fisher

Body는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를 한 달 동안 GM자동차 차체 100개를 만

들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 차체 100개를 만들어서 납품한 이후에는 기계

를 사용해서 다른 자동차의 차체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전에는 GM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자동차

차체 100개를 공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Fisher Body는 자동차 차체 100개를 만드

는 범위에서 그 자신의 소유인 기계의 사용권을 GM에게 양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그런데 GM에 대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해서 원래 계약에 명시했던 100개의 차

체를 넘어서서 추가로 50개 차체를 더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계약

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추가 50개의 차체를 더 생산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Fisher Body가 갖게 된다. 즉, Fisher Body는 추가생산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

부할 수도 있으며, 추가생산을 받아들일 경우 공급가격을 더 높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권리를 기계의 소유권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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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Fisher Body가 갖는 것을‘잔여통제권(residual right of control)’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계약에 명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잔여통제권을 갖는 것은 재계

약에서‘협상력’을 강화하게 해 준다. 이것은 계약이 불완전하면 할수록 계약비용

은 절약할 수 있지만‘잔여통제권’의 허용범위가 넓어지므로 재계약에서 불리해짐

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비용 절감과 잔여통제권 때문에 발생하는(재계약에서의)

거래비용 증가 사이에는 상충효과(trade-off)가 있다.

자산의 소유권이 허용하는 잔여통제권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위의 Williamson

과 Klein, Crawford 및 Alchian이 설명했던 자산특이성과 그로 인한 저투자문제를

다시 분석해 보자. Grossman과 Hart가 사용했던 예를 이용해서 설명한다. 펩시콜

라와 같은 탄산음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펩시콜라 회사는

탄산음료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서 원료를 지역의 탄산음료 제조업자에게 공급한

다. 지역의 탄산음료 제조업체는 펩시콜라 회사가 디자인한 펩시콜라 병에 탄산음

료를 넣어서 지역의 소매점에게 펩시콜라를 공급한다. 펩시콜라 회사는 지역 탄산

음료 제조업을 인수해서 직접 그 지역에 펩시콜라를 공급하기도 하고, 독립된 지역

탄산음료 제조업자(이하 지역제조업자라고 한다)와 원료 공급계약을 맺고 독립된

회사가 그 지역에 펩시콜라를 공급하기도 한다. 또 특이한 점은 펩시콜라 회사는

텔레비전 광고와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그 자신이 하고, 지역에서 하

는 판촉활동과 같은 지역 판촉 및 광고활동은 지역 제조업자가 한다. 그런데 펩시

콜라 회사와 독립된 지역 제조업자 계약에서 원료공급에 관한 계약을 했지만, 지역

판촉에 대한 부분은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불완전계약을 했다고 해 보자. 그러면

독립된 지역 제조업자가 펩시콜라 회사가 원하는 만큼의 지역판촉활동을 할 것인

가? 독립된 지역 제조업자가 판촉활동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 판촉활동이 펩시

콜라 회사에게는 가치가 있지만 다른 탄산음료 회사에게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위

에서 설명한 서비스(자산) 관계특화자산에 대한 투자이다. 그런데 이런 판촉투자를

했는데, 펩시콜라 회사가 원료공급을 줄이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강탈의 가능성’

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된 지역 제조업자는 판촉활동에 펩시콜라 회사가 원하는

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는다. 즉, 4절에서 설명했던 자산특이성 때문에 자산관계특

화 자산에 대한 저투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펩시콜라 회사가 바람직한 판촉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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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할 수 있는 계약을 쓰면 되지만, 합리성 제약 때문에 불완전계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위에서 자세히 설명하 다. 불완전계약을 쓰게 되면 독립된 지역

제조업자가‘잔여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활동투

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따라서 서비스 자산특이성 때문에 지역 판촉활동에 대

한 저투자는 계약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런 판촉활동이

수직계열에 있는 펩시콜라 회사뿐만 아니라 지역 제조업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면 수직결합이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즉, 수직결합을 한다는 것은 펩시콜라 회사가 지역에서 콜라 원료를 받아 생산

할 모든 생산설비를 소유하고, 지역에서 생산, 유통과 판매를 담당할 경 자를 골

라 고용계약을 하고 그에게 모든 경 을 일임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

콜라 제조업자는 펩시콜라 회사의 자회사가 된다. 소유구조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경 에 대한 대부분의 일은 자회사의 경 진이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도 경 진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펩시콜라 회사가 전국적인 시장을 포괄하는 경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의 제조업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판촉활동을 계획했다고 해 보자.

독립된 지역 제조업자는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잔여통제권’을 그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촉활동에 참가할지 여부는 그 자

신이 결정하게 된다. 사정에 따라서는 판촉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

나 자회사인 지역 제조업자는 펩시콜라 본부의 판촉활동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

이유는 고용계약에 명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잔여통제권’은 자회사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펩시콜라 회사(본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직결합

은‘잔여통제권’을 통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을 가짐

으로써 계약의 비효율성이나 관계특화자산의 저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잔여통제권’을 통한 분석으로부터, Grossman과 Hart는 수직계

열에 있는 두 기업이 동등하게 관계특화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면 두 기업

모두 강탈의 가능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수직결합이 필요 없지만, 수직계열상에 있

는 한 기업의 관계특화자산에 대한 투자가 수직계열 전체의 이익에 기여한다면 관

계특화자산의 저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수직결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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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험산업에서 일어나는 수직결합 또는 수직분리(vertical separation) 현상

을 Grossman과 Hart의‘잔여통제권’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자. 먼저 보험회

사가 소비자에게 보험을 파는 구조를 설명해 보자.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자기가

직접 고용한 판매원을 통해서 판다. 이 경우는 보험상품을 만든 보험회사와 보험판

매원인 보험소매상과 수직통합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보험

회사가 판매대리인(agent) 또는 브로커라고 불리는 중간보험소매상을 통해서 보험

을 파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상품을 만든 보험회사와 보험판매인인 브로커가 보험

판매계약을 통해 보험판매가 이루어지므로 두 기업이 독립적 주체로서 사업을 수

행하는‘수직분리’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고객명단’이다. 이 고객명단이 다른 보험상품을 팔거나 기존 보험계약이

만료되어 보험계약 갱신을 하는데 일차적인 마케팅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고객명

단은 고객을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주체가 소유하게 된다. 보험판매를 보험회사의

고용원이 하게 되면, 즉 수직결합이 되었을 때는‘고객명단’을 보험회사가 소유하

게 되고, 수직분리가 되었을 때는‘고객명단’을 브로커가 소유하게 된다. 고객명단

을 소유하고 있는 측이‘잔여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고객명단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보험판매인은 고객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전적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종의‘단골관계’는 관계특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특화자산’이 있으면 당연히‘강탈의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어떤 강탈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먼저 보험회사가‘고객명단’

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강탈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브로커

가 고객관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투자, 즉 관계특화자산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비자로 계속 남게 되므

로 이런 투자가 다른 보험회사에는 거의 가치가 없고 기존의 보험회사에게만 가치

가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브로커에게 주는 중개료를 줄이기 위해 브로커를 바꾸

겠다고 위협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것은 브로커 입장에서 보면 그때까지 고객관리

를 위해서 투자했던 것을 몽땅 날려버리므로‘강탈’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탈의 가능성’이 존재하면 브로커는 고객관리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 결

과로 보험회사는 보험 재계약 건수가 떨어져 이익이 줄어든다. 다음으로, 브로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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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단’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강탈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보험회사가 브로커와 재계약할 때 보험중개료를 낮추려고 위협하면 그가 관

리하는 고객을 몽땅 데리고 다른 보험회사로 갈 수가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강탈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런데 반대의 강탈 가능성도 일어날 수 있다. 보험회사가 고

객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다고 생각해 보자. 잔여통제권을 가

진 브로커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높이지 않으면 고객에게 새로운 보

험상품을 알리지 않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가장 높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통로가 막히게 된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해서

보험회사는 보험중개료를 높여 주면 새로운 상품에 대한 투자이익을 브로커에게

빼앗기게 되므로 강탈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강탈의 가능성이 높으면 보험회사

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다. 역시 저투자문제가 일어

나게 된다. 이와 같이, 고객명단을 소유하고 있으면(즉 잔여통제권을 소유하고 있

으면), 강탈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고 따라서 관계특화자산에 대한 투자를 정상

적으로 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관계특화자산의 투자이익에 대한 강탈의 가능성에 직면해서 보험

회사가 보험상품을 자체 판매할 것인가 아니면 브로커를 통해서 판매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즉, 고객명단(잔여통제권)을 누가 가져야 할 것인가를 선택

해야 한다. 선택은 안정적인 고객확보를 위해 브로커가 하는 투자와 고객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하는 투자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투자의 상대적

인 중요성에 달려 있다. 이 선택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보험산

업의 상품판매구조를 살펴보자.

보험상품 중에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재해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

다. 이러한 보험상품 중에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길어서 보험성격상

계약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따라서 브로커의 고객관

리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반면에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재해보

험, 상해보험 등은 계약이 매년 또는 일정기간 이후 갱신이 이루어지는 보험이다.

따라서 브로커가 고객관리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가 재계약 때 다

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바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브로커의 고객관리 투자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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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제외하고는

브로커가 고객관리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고객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강탈의 가능성 때문에 브로커가 고객관리투자를 기대만

큼 하지 않으므로 브로커가 고객명단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보험판매를 해야지 적

정수준의 고객관리투자가 된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고객관리투자가 고객확보에 중

요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고객명단을 가지고 보험상품을 팔아도 된다. 이와 같

은 예측은 보험산업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한다. 종신보험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거의 모두 자신들의 판매원을 확보하여 보험을 팔고 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시적인 보험에서는 브로커와 같은 독립적인 대리인들이 보험

을 팔고 있다.  

실증연구

지금까지 설명한 거래비용, 자산특이성, 자산의 소유권이 수직계열상의 기업들 사

이의 계약관계나 기업조직형태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실증분

석을 소개하기로 한다. 대부분의 실증연구가 다 그렇듯이, 이론에서 제시한 개념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또는 필요한 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이 분

야에서 실증연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 이 분야의 실증연구로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Paul Joskow의 두 편의 실증논문(1985, 1987)을 소개하기로 한다.

Williamson 이론의 핵심은 자산특이성이 있을 때 계약을 어길 수 있는 외부 기

회(outside opportunities)가 존재하면 기회주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계

약이나 수직결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Joskow는 미국의 석탄채굴회사와 화력발전

회사를 대상으로 Williamson 이론의 핵심내용을 실증적으로 검증하 다.

먼저, 석탄채굴회사와 화력발전회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계특화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당시 석탄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곳이

화력발전회사밖에 없으므로, 채굴능력을 확대하는 투자가 석탄채굴회사에게는 관

계특화자산일 수 있다. 화력발전회사는 불을 때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 열효율을

제2장 ● 제도학파의 기업이론 51

6



높이기 위해 석탄의 질에 따라 다른 보일러를 사용한다. 맞춤형 석탄 보일러가 관

계특화자산일 수 있다. 이제 기업들의 외부기회를 생각해 보자. 석탄채굴회사나 화

력발전회사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지역에 거래회사와 비슷한 회사들이 얼마나 많

은가가 외부기회이다. 그런데 석탄이 두 기업 사이의 거래대상이기 때문에 잠재적

거래회사의 수는 석탄을 수송하는 거래수단인 철도나 바지선과 같은 운송수단의

이용 가능성도 외부기회의 범위에 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기존 거래기업을 대체

할 외부기회가 많으면 기업들은 관계특화자산에 투자할 동기가 줄어든다. 

Joskow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 광산에서 채굴환경의 차이가 Williamson의 이론

을 검증할 좋은 대상이라고 파악하 다. 먼저 동부의 광산환경을 설명해 보자. 동

부에는 생산의 60% 정도가 지하광인데 규모의 경제가 거의 없어서 작은 규모의 석

탄채굴회사가 많이 있고, 석탄의 질도 고르고, 다양한 운송수단이 존재한다. 따라서

동부에서는 화력발전회사가 관계특화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거의 없다. 반면에 서부

에는 대부분 노천광인데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소수의 석탄채굴회사가 있고, 석탄

의 질도 다양하며, 운송수단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서부에서는 화력발전회사가

보일러와 같은 관계특화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관계특화자산에 투자했을 때, 강탈

의 가능성 때문에 장기계약이나 수직결합이 일어난다. 따라서 서부에 있는 석탄채

굴회사와 화력발전소와의 계약기간이나 수직결합이 동부에서보다 길거나 많아야

한다. Joskow의 연구는 서부에 있는 기업들의 계약기간이 동부에 있는 기업들보다

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Joskow는 석탄회사와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장소특이성(site specificity)도 실

증적으로 조사하 다. 석탄과 같이 부피가 커서 수송비가 적지 않게 들 경우 수송

비를 절감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전력회사가 석탄채굴지

역 가까이 위치해서 전력생산설비를 투자하게 되는데 이러한 투자는 장소특화자산

투자이다. 전력회사는 이런 투자와 함께 석탄회사의 강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석탄회사와 가격 재협상의 여지를 없애고 장기계약을 맺기를 원한다. Joskow는 장

소특이성이 있는 석탄회사와 전력회사의 계약관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를 보면,

장소특이성이 있는 전력회사와 석탄회사들은 20∼25년간의 장기계약을 맺고, 가격

재협상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동안 공급되는 물량과 석탄의 질, 비용상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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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가격지표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 다. 이런 계약 내용은 장소특이성으로부

터 발생하는 강탈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Monteverde와 Teece(1982)는 자동차회사와 부품공급회사 사이의 자산특이성과

자산소유권 문제를 분석하 다. 자동차회사들은 어떤 부품들은 시장에서 살 수 없

고 부품회사가 그 자동차회사에 맞게 맞춤형으로 부품을 생산해야 한다. 즉, 맞춤

형 부품에 대한 관계특화자산 투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자와 함께 강탈의 가

능성이 있고,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런 맞춤형 부품 생산기계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자동차회사가 그 기계를 소유한다면 강탈의 가능성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강탈의 가능성이 있는 관계특화자산을 수요자가 소유하는 것을 준수직결합

(quasi-vertical integration) 또는 부분수직결합(partial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한다. Monteverde와 Teece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GM과 Chrysler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부품에 대해서 직접 생산하거나 부품회사의 기

계를 소유하면서 부품공급을 받는 부분수직결합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Masten(1984)도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비슷한 연구를 항공산업을 대상으로 실시

하 다. 항공산업에 필요한 부품 중에서 디자인특이성, 장소특이성과 부품의 복잡

성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부품 중에서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과 스스로 부품을

제조하는 것을 조사하 다. 디자인 특이성이 있거나, 부품이 복잡한 것은 내부 제

조를 할 확률이 92%이지만, 장소특이성이 있는 부품은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Williamson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몇몇 경제학자들이 비슷한 실증연구를 하 는데 대부분 자산특이성이 있을

때 장기계약을 하든지 내부 생산을 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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