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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시경제학의 개념

어떤 사람도 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자신이 갖고 싶은 모

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시간, 돈, 에너지 등은 무한정 사용할 수 없으므로 어

느 하나를 사용함으로써 포기해야하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게 부여된 제한된 시간, 돈, 에너지 등을 가지고 어떤 것을 소비하고, 어디에 투자(investment)

할지를 선택함(choice)에 있어 고민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원의 희소성(scarcity)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함에 있어 우선순위(priority)를 정하여 소비하고 투자하게 된다. 

경제학(economics)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자원은 늘 희소하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

러므로 경제학은 한정된 자원을 시장(market)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선택의 과정에서 유형·

무형의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주의하여 살펴보는 학문이다. 아울러 경

제학은 이들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을 연구하여 밝히고, 이들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

회·경제적 문제 등에 대해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그림 1－1	 인간의	욕구와	자원의	희소성

출처：www.shutterstock.com

(a) 방콕 물 축제 (b) 아프리카 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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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은 어떤 학문일까? 흔히 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1929년 미국의 뉴욕 

주식시장의 대폭락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이후 뚜렷하게 

나타난다. 흔히들 미시경제학은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영역(micro)이란 의미로 경제

현상의 작은 영역을 다룬다. 즉, 미시경제학은 개별경제 단위인 소비자, 생산자, 투자자, 근로

자와 같은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선택하는 행위와 이들이 활동하는 시장에 대해 자세히 다루

는 학문이다.

다시 말해, 미시경제학은 경제주체들이 제한된 재화나 자원을 시장에서 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학문이다. 예를 들어, 미시경제학은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을 어떻게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로부터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분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또한 생산

자인 기업(enterprise)은 자신의 제한된 투자액을 가지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새로운 기계를 구매

하여 서로 다른 제품들을 생산함으로써 이윤(profit)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또는 비용을 극소화

할 수 있도록 배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아울러 근로자는 자신의 주어진 시간을 여가 또는 

노동에, 한 직장 또는 다른 직장에 배분하여 어떻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를 설명

한다(Pindyck and Rubinfeld, 2005).

그러므로 미시경제학은 개별시장의 균형과 경제주체의 행위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efficient resource allocation)과 소득의 공정한 분배

(equitable income distribution)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

라서 미시경제학은 시장에서 가격 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배분(allocation)과 분배(distribution)

의 성격을 규명하고, 배분과 분배가 효율적이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성

(efficiency)과 공정성(equity)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율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미시경제학의 분석영역(analysis area of micro－

economics)은 어떻게 구분될까? 일반적으로 미시경제학은 크게 시장이론의 생산물 시장에 해당

하는 소비자이론(consumer theory)과 생산자이론(producer theory) 및 생산요소시장에 해당하는 

노동과 자본 시장을 주로 다루며, 시장구조론(market structure theory)으로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on market), 독점시장(monopoly market), 독점적 경쟁시장(monopolistic competition 

market), 과점시장(oligopoly market)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일반균형이론(general equilibrium 

theory)이나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 시장실패(market failure) 등도 함께 다룬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주로 시장이론의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에 중점을 두고 기존 미시경

제학의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의 미시경제학을 듀얼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우선, 

듀얼이론을 통해 소비자이론과 생산자이론의 핵심인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도출 과정을 자세

히 언급한다. 다음으로, 듀얼이론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리와 항등식 및 잉여 도출에 필요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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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봄으로써 정량적으로 추정 가능한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와 생

산자 잉여(producer surplus)를 도출한다. 그 외에도 완전경쟁시장 및 불완전경쟁시장(imperfect 

competition market)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선택 및 잉여 도출 과정 등도 간략히 제시

한다.  

시장이론

소비자이론 생산자이론

생산요소시장

시장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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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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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 후생경제

미시경제학

시장실패

그림 1－2	 미시경제학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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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시경제학의 접근방법 

2.1 	 상호교환관계

미시경제학은 소비자, 기업, 근로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호교환(trade－off)의 관계를 설명한다. 

즉, 미시경제학은 이런 상호교환 관계에 있어 어떠한 상호교환이 이들에게 있어 최적(optimum)

인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최적의 상호교환을 달성한다는 의미는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서 소비자이론(consumer theory)과 생산자이론(producer theory)을 이끌어가는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Pindyck and Rubinfeld, 2005).

소비자(consumer)   소비자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이나, 미래를 위한 저축에 사

용할 수 있는 소득이 제한되어 있다. 소비자이론은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preference)로부터 어

떻게 하면 한 재화의 더 많은 양과 다른 재화의 더 적은 양을 교환함으로써 자신의 효용(utility)

그림 1－3	 소비자의	상호교환

출처：www.shutterstock.com

가게에서 신선한 과일을 고르고 있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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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기업(enterprise)   기업도 생산 가능한 제품의 종류와 이를 생산함에 있어 필요한 자원의 제한

된 상황에 직면한다. 일례로, 현대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잘 만들지만, 컴퓨터를 만드는 능력

은 다른 기업에 비해 부족하다. 또한 기업은 생산부문에 투자하고픈 자금(funds)이나 공장의 가

동할 만한 생산능력(production capacity)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된 능력 하에서 기

업은 자신의 제품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결정에는 이윤극대화(profit 

maximization)나 비용극소화(cost minimization)를 추구하는 기업의 선택이 요구된다.

근로자(employee)   근로자도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제약 하에서 상호교환을 하게 된다. 

첫째, 사람들은 노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노동을 한다면 언제,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택할 수 있는 일의 종류는 근로자가 받은 교육의 정도와 축적된 기술

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지금 일하는 것과 미래를 위해 계속 교육을 받는 것 

간에 상호교환의 관계를 갖게 된다. 둘째, 근로자는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상호교환의 관

계를 갖게 된다. 즉, 어떤 사람은 이미 성장한 안정적인 대기업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정성

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택한다. 셋째, 근로자는 간혹 한 주

당 몇 시간을 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노동과 여가 사이의 상호교환 관계가 있음

을 의미한다.

그림 1－4	 기업의	상호교환

출처：www.shutterstock.com

자동차 기업이 선택한 로봇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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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격과	시장	

상호교환의 관계만큼 미시경제학에서 중요한 주제는 가격(price)이다. 미시경제학에서 상호교환 

관계는 경제 주체인 소비자, 기업, 근로자 등이 직면하고 있는 가격에 기초한다. 일례로, 소비자

가 상품을 구매 시 어떤 상품을 구매할 것인가는 자신의 선호(preference)에 기초하여 선택한다. 

그러나 그 선택의 중심에는 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이들을 상호교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기

업도 근로자를 몇 명 고용할 것인지, 기계를 몇 대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지불해야 할 

비용, 즉 요소가격에 기초하여 상호교환 한다. 아울러 근로자도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

는 임금, 즉 노동의 가격에 기초해 노동과 여가를 상호교환한다. 

다음으로, 미시경제학에서 중요한 주제는 시장(market)이다. 미시경제학은 어떻게 가격이 시

장에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이 소비자, 기업, 근

로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상호작용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에

서 주로 이루어지며, 시장 내에서의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관련 재화의 가격이 결

정된다. 따라서 미시경제학에서 시장의 역할은 소비자, 기업, 근로자가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장(place)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주체들이 활동하는 시장은 경제주체들의 수와 시장

의 정보수준, 재화의 동질성 유무, 재화의 이동 수준 등에 따라 완전경쟁시장, 불완전경쟁시장

으로 구분되고, 불안전경쟁시장도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복점시장, 독점시장 등으로 나누

어진다. 

그림 1－5	 근로자의	상호교환

출처：www.shutterstock.com

일하면서도 쉬고 싶은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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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론과	모형 

미시경제학을 포함한 일반경제학은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예측에 관심을 

둔다. 예를 들어 원자재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기업은 어느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하

는지를 설명하고 예측한다. 

이처럼 사회과학인 경제학에서도 자연과학에서와 같이 이론에 기초하여 설명이나 예측이 가

능하다. 이에 이론은 경제 행위로부터 목격되는 현상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과 가정을 가지고 설

명하고자 개발된다. 따라서 경제현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이론(theory)에 근거하

여 모형(model)을 간단·명료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모형 설정은 [그림 1－7]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모형 설정은 분석하고자 하는 경제 상황 속에 자신을 두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자신을 비롯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추구하는지를 그 상

황 안에서 살피는 사고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모형의 형성과정에서 설계자는 전문용어(jargon)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일반적인 표현

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구두로 쉽게 표현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설계자는 사

람들의 행동을 살피거나 이를 표현함에 있어 전문적인 경제 용어를 이용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

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 용어로 쉽게 그 현상을 설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동에 대해 자신의 용어로 쉽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되

었다면, 설계자는 그 현상을 단순·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 그림, 수학식 등을 이용하

그림 1－6	 가격과	시장

출처：www.shutterstock.com

유가 하락에 충격을 받은 한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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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형화·공식화·모형화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들의 행동을 단순화할 때 중요한 것

은 핵심 아이디어나 중요 이슈 등을 잘 찾아내는 것이다.

넷째, 설계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formal)이나 모형이 과연 자신이 이해하고 표현한 직관

(intuition)과 일치하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공식이나 모형이 실제 경제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

들을 잘 설명하고 예외 없이 적용 가능한지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들어 검토해보아야 한다. 혹, 

공식이나 모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표현해본 직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단순화시킨 그래프, 그림, 수학식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둘째 또는 셋째 과정으

로 돌아가(feedback)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다섯째, 앞서 언급한 반복적인 수정 작업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경제현상에 대해 단순명료

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이나 모형 등이 하자가 없이 작동한다면, 이것은 추후 이론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단계에서 도출된 공식이나 모형 등이 이론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

경제현상 안에 자신 두기
(Put yourself in the economic situations)

오
류

가
 있

다
면

 돌
아

가
기

(If
 it

 is
 w

ro
ng

, g
o 

ba
ck

 h
er

e)

전문용어 대신 구두로 현상 설명하기
(Explain it verbally without jargon)

현상을 도표, 그래프, 수학적으로 정형화하기
(Formalize it with diagrams / graphs / mathematics)

다루기 쉽도록 단순화시켜 현상 설명하기
(Start simple and manageable)

도출 결과와 직관이 일치하는지 확인
(Does derived result match intuition?)

모형이 중요 이슈와 핵심 아이디어를 잘 설명하는지 점검
(Does model really describe the idea or issues?)

중요 이슈와 핵심 아이디어 찾기
(Find main idea and critical issues)

옳다면 진행하기
(If it is correct, go here)

모형에 현실성을 추가하기
(Add reality in your model) 

결과 점검하기
(Check the results)

그림 1－7	 모형의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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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좀 더 현실에 부합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싶다면 단계적으로 여러 경제적 요인들을 추가해보

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일례로 [그림 1－8]은 농업부문의 전망모형인 KREI－KASMO 

모형을 도식화해본 것이다.

2.4 	 실증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

경제학에서는 실증적 문제와 규범적 문제를 모두 다룬다. 실증적 문제는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

이나 예측에 관한 것이며, 규범적 문제는 경제현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실증적 분석(positive analysis)은 인과관계(cause and effect)를 다루는 것으로 미시경제

학의 주된 영역이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과 관련된 이론은 현상 설명을 위해 개발되고, 그 현상

에 대해 검증하며, 향후 예측이 가능하도록 모형을 만드는 데 주로 이용된다. 아울러 예측을 위

해 경제이론을 사용한다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의 경영자, 그리고 공공정책의 입안자들뿐만 아

니라 정부정책의 결정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어떤 현상에 대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질

문을 던질 수 있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적합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규범적 분석(normative 

analysis)이 요구된다. 즉, 규범적 분석은 경제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다룸에 있어 개인

그림 1－8	 이론과	모형

출처：서홍석 외,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7 운용·개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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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회적 가치판단의 요소가 추가적으로 가미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경제학은 경제현상의 객관적 실태를 밝히는 것이고, 규범적 

분석에 기초한 경제학은 경제현상에 대해 주관적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5 	 미시경제학을	배우는	이유

미시경제학을 배우는 이유는 본 학문의 유용성과 폭넓

은 적용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미시경제학의 원칙들

이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을 하는 주체들의 실제 의

사결정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즉,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이론과 생산자이

론을 통해 이들의 경제 행동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경

제활동의 원리들을 찾아내보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림 1－9	 폴	앤서니	새뮤얼슨

미국 경제학자 새뮤얼슨의 고민(Paul Anthony 

Samuelson, 1915~2009)

그림 1－10	 Maple	수학	프로그램을	이용한	마셜	및	힉스	수요함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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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사결정이 이들의 잉여(효용 또는 이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학적(Microsoft mathematics, Maple, Geogebra), 계량통계적(Excel, 

SAS, SPSS, Stata, Eviews, TSP, R)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추정해낼 수 있다면 이

것이야 말로 이론을 화석화시키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미시경제학이라는 이론적 학문

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즉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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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생산자의 듀얼이론

3.1 	 소비자의	듀얼이론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여러 상품들의 조합 중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

는 것을 선택한다. 이때 선택한 재화나 서비스의 조합은 각기 다른 만족을 가지는데 이를 효용

(utility)이라고 한다. 즉, 효용이란 선택한 재화나 서비스의 조합으로부터 자신이 얻는 만족도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효용함수(utility function)는 소비하는 상품 조합의 양과 이로부터 얻게 

되는 만족 정도를 함수관계로 나타낸 식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거나 지출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우선적으로 전제

되어야 한다. 첫째는 자신이 가진 예산을 모두 소비해야 한다. 둘째는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과 예산선(budget line)의 기울기가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효용을 극대화시키든 지출을 극소화시키든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본인의 만족도의 크기를 가장 크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이론(consumer 

theory)은 이를 위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원본문제(primal problem)와 지출을 극소화하는 쌍대문

제(dual problem) 중 어느 하나의 접근을 선택하게 된다.

우선, 소비자가 특정 재화에 대한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효용을 극대화시킨다고 가정하자. 이

때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에서 효용을 움직이는 마셜수요곡선(Marshallian demand curve)을 도

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동일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지출을 

극소화시킨다고 가정하자. 이때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에서 효용을 고정시키는 힉스수요곡선

(Hicksian demand curve)을 도출할 수도 있다. 

영국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 1842~1924)에 의해 소개된 마셜수요곡선은 

한 재화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면 예산선이 이동하며, 이에 따라 효용

극대화 지점도 이동해 효용의 크기가 줄어든다. 이때 마셜수요곡선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총효과인 가격효과(price effect)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와 소득효

과(income effect)의 합해진 결과로부터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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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소비자	듀얼이론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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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 경제학자 존 힉스(John Hicks, 1904~1989)에 의해 소개된 힉스수요곡선은 지출

을 극소화하는 가운데 가격 변화 이전이나 이후 모두 이전의 효용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하며, 소득효과는 제외하고 대체효과만을 고려한 수요관계를 설정한다. 여기서 힉스수요곡선의 

주요 함의는 가격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소득 변화를 제거함으로써 소득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듀얼이론적 접근으로 우선, 힉스수요함수의 효용을 간접효용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

에 대입하면 마셜수요함수가 도출되며, 마셜수요함수의 소득을 지출함수(expenditure function)

에 대입하면 힉스수요함수가 도출된다. 다음으로, 힉스수요함수를 지출방정식(expenditure 

equation)에 대입하면 지출함수가 도출되며, ‘셰퍼드의 보조정리(Shephard’s lemma)’를 이용

하여 지출함수를 가격(P)으로 미분하면 힉스수요함수가 도출된다. 여기서 ‘셰퍼드의 보조정리’

는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가 힉스수요함수와 동일함을 의미한다. 마셜수요

함수를 효용방정식(utility equation)에 대입하면 간접효용함수를 얻을 수 있고, ‘로이의 항등식

(Roy’s identity)’을 이용하여 간접효용함수를 가격(P)과 소득(I )으로 미분하여 나누면 마셜수

요함수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로이의 항등식’은 소득의 변화에 따른 간접효용의 변화를 가

격 변화에 따른 간접효용 변화로 나누어준 값이 마셜수요함수와 같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지출함수를 효용에 대해서 풀게 되면 간접효용함수가 도출되며, 간접효용함수를 소득에 대해

서 풀면 지출함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듯 지출함수와 간접효용함수는 상호 역의 관계(inverse 

relationship)를 맺고 있다. 

영국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 1842~1924) 영국 경제학자 존 힉스(John Hicks, 1904~1989)

그림 1－12	 앨프리드	마셜과	존	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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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산자의	듀얼이론

생산자이론(producer theory)에서는 기업이 일정 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해 어떻게 비용을 극소화 

시킬 것인지를 설명하며, 또한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본다. 생산

과 비용에 관한 이해는 시장 공급곡선(supply curve)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도 도움이 된다. 기업의 생산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제

약(constraints)과 같이 생산의 결정함에 있어서도 제약이 존재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비용 제약이다. 기업은 노동(labor), 자본(capital), 그리고 기타 생산요소(other factors 

of production) 등의 가격을 고려하여 생산을 하게 된다. 여기서 기업은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총생산비용을 극소화하면서 생산량을 결정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부분적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생산요소(factors of production)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둘째는 생산요소의 선택 제약이다. 생산기술(production technology)이 주어지고, 노동, 자본, 

기타 생산요소 등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기업은 개별 생산요소들을 얼마만큼 사용하여 최종 생

산물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어떤 재화를 생산할 때 노동 풍부국

인지 아니면 자본 풍부국인지 여부에 따라 생산요소의 가격을 고려하여 노동과 자본 중 어떤 생

산요소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생산기술을 통해 기업은 투입요

소(inputs)로부터 생산물(outputs)을 산출하는데, 여기서 생산요소라고도 하는 투입요소는 기업

이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아울러 기업은 생산요소들의 서로 다른 조합을 

사용하여 동일한 수준의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생산요소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생산자이론에서는 생산요소의 선택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은 가격이 정

해진 상태에서 생산요소를 가지고 상품 생산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생산요소의 최

적해(optimal solution)를 찾는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생산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생산요소의 투

입으로부터 생산비용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생산요소의 최적해를 찾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선택경로는 원본문제의 접근으로, 이윤극대화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부터 기업의 파생수요(derived demand for inputs)가 도출되며, 도출된 파생수요를 생산방정

식(production equation)에 대입하면 기업의 공급함수(supply function)가 도출된다. 또한 기

업의 파생수요를 이윤방정식(profit equation)에 대입하면 기업의 간접이윤함수(indirect profit 

function)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간접이윤함수를 ‘호텔링의 보조정리(Hotelling’s lemma)’

를 이용하여 풀게 되면 기업의 공급함수(firm’s supply function)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리 

고 기업의 간접이윤함수를 ‘호텔링의 보조정리’로 풀면 파생수요함수를 다시 도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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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생산자	듀얼이론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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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두 번째 선택경로는 쌍대문제의 접근으로, 비용극소화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부터 기업의 조건부 요소수요(output conditional input demand)가 도출되며, 도출된 조건부 요

소수요를 비용방정식(cost equation)에 대입하면 (간접)비용함수[(indirect) cost function]가 도출

된다. 그리고 (간접)비용함수를 ‘셰퍼드의 보조정리’를 이용하여 풀게 되면 조건부 요소수요함

수를 다시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가정하에 (간접)비용함수로부터 한계

비용(marginal cost)을 찾고, 찾은 한계비용과 생산량의 역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업의 공급함수

를 다시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파생수요함수와 조건부 요소수요함수도 ‘호텔링의 보조정리’와 ‘셰퍼드의 보조정

리’, 그리고 두 수요함수의 관계 등을 이용하여 상호 도출도 가능하다. 

3.3  듀얼이론의	종합

쌍대성(duality)으로 불리는 듀얼원리는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최적 의사결정이 두 가지 관점, 

즉 원본문제와 쌍대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이때 원본문제의 상한(a upper bound)은 쌍대문제

의 하한(a lower bound)이 되고 반대로 원본문제의 하한이 쌍대문제의 상한이 되기도 한다(Boyd 

and Vandenberghe, 2004). 즉, 원본문제의 극댓값을 찾는 것은 쌍대문제의 극솟값을 찾는 것과 

동일하며, 원본문제의 극솟값을 찾는 것은 쌍대문제의 극댓값을 찾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본문제를 효용 또는 이윤극대화로 쌍대문제

를 지출 또는 비용극소화로 두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듀얼원리에 있어 원본문제와 쌍대문제의 최적해(optimum solution)가 서로 같

은 값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이때의 차이를 쌍대성 갭(duality gap)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원점

에서 볼록한(convex) 도형의 극대화 문제에 있어, 한 제한된 제약조건(a constraint qualification 

condition)이 주어진 경우에는 서로의 최적해가 일치하여 쌍대성 갭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주어진 예산선과 만나는 가장 높은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을 선택하는 

원본문제는 가장 높은 무차별곡선을 주어진 것으로 두고 가장 낮은 지출선(expenditure line)을 

선택하는 쌍대문제에 있어 쌍대성 갭이 0으로 서로 일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시경제학에서 소비자이론의 듀얼 개념은 일반적으로 원본문제 접근방법인 소비자의 효용극

대화와 쌍대문제의 접근방법인 지출극소화를 목표로 지출함수와 간접효용함수의 관계, 그리고 

마셜수요함수와 힉스수요함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지출함수는 지출극소화 함수이다. 반면 간접효용함수는 효용극대화 함수이다. 일

반적으로 지출함수의 변수는 가격과 효용이고, 간접효용함수의 변수는 가격과 소득이다. 이 두 

함수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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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생산자이론의 듀얼 개념도 원본문제인 생산자의 이윤극대화와 쌍대문제인 비

용극소화를 목표로 요소수요함수와 파생수요함수의 관계, 그리고 간접이윤함수와 비용함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생산자이론에서는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한 요소수요

함수와 비용함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파생수요함수와 간접이윤함수로부터 공급함수까지

의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

이렇듯 듀얼이란 우선 소비자이론에서 소비자의 최적 의사결정이 양면성, 즉 두 가지 측면에

서 분석 가능한데, 주어진 예산선과 만나는 가장 높은 무차별곡선을 선택하는 것이나, 주어진 

무차별곡선과 만나는 가장 낮은 지출선을 선택하는 것이나 이들 모두 최적해를 도출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된 힉스수요함수와 마셜수요함수나 힉스수요함수와 지출함수, 

그리고 마셜수요함수와 간접효용함수도 쌍방향적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마셜수요함수와 

힉스수요함수는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함수도 다르지만 이들 수요함수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와 지출극소화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두 최적해 간에 

쌍대성 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강 쌍대성(strong duality)이 성립하는 것이며, 쌍대성 갭이 존재

한다면 약 쌍대성(weak duality)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Borwein and Zhu, 2005). 여기서 강 쌍

대성이란 쌍대문제에서의 최소 상한값이 원본문제에서의 최적(optimum)값 또는 극대값과 같다

는 것이며, 약 쌍대성은 만약 극대화 문제일 때, 쌍대문제를 통해 최소 상한값을 도출하였다면 

이 값은 원본문제의 최적해의 상한이 됨을 의미한다. 즉, 원본문제의 최적값 또는 극댓값은 쌍

대문제의 극솟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앞서 소비자이론의 듀얼과 같이 생산자이론에서는 개별기업의 생산요소 투입량에 

대한 의사결정도 듀얼 성격을 갖는데, 최적의 노동과 자본의 양을 선택하는 문제는 등량곡선

(iso－quant curve)에 접하는 가장 낮은 등비용선(iso－cost line)을 구하는 것과 주어진 등비용선에 

접하는 가장 높은 등량곡선을 구하는 것이나 이들 모두 최적해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리고 이로부터 도출된 파생수요와 조건부 요소수요나 조건부 요소수요와 비용함수, 그리고 파

생수요와 간접이윤함수도 쌍방향적 관계의 상호작용(interactive relationship)을 보인다는 것이

다. 일례로, 요소수요함수와 파생수요함수는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함수도 다르지만 이들 

수요함수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생산자의 이윤극대화와 비용극소화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개별기업의 요소수요함수와 파생수요함수로부터 생산자가 목표로 하는 이윤극대화

와 비용극소화의 공급곡선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생산자이론도 소비자이론과 마

찬가지로 두 최적해 간에 쌍대성 갭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소비자이론과 생산자이론에서의 듀얼이란 마치 동전의 양면이 하나의 동전을 이루고 

있듯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서로 양면성은 있으나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로 결정되

어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2구 콘센트의 어떤 쪽에 플러그를 꼽아도 전기가 오듯 듀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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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채찍을	맞으며	달리는	마차

출처：www.shutterstock.com

이론도 원본문제로 접근하든 쌍대문제로 접근하든 찾고자 하는 최적해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아울러 듀얼이론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최적화(optimization) 문제로 

해결하는 대신 특정 함수를 가격 등으로 미분하여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듀얼 공식을 이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미시경제학에서 외생변수로 간주되는 가격

에 기초하여 공급함수의 도출 과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듀얼이론의 경험적 또는 실제적 적용은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듀얼이론을 적

용한 실험적 논문이 20세기 후반 들어 많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사례로 Appelbaum and 

Harris(1974), Burgess(1973), Berndt and Christensen(1974), Christensen, Jorgenson and 

Lau(1973, Chambers(1988)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듀얼이론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비교 

정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례로 순수무역이론의 유명한 정리(theorems)

를 제시한 Diewert(1974), Woodland(1973, 1977) 등의 논문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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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용과 효용함수

1.1  효용

소비자는 선택을 내리기 전에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여러분이 자전거라는 재화와 요가학원이라는 서비스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두고 고민을 하

고 있다고 가정하자. 우선,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여러분이 가진 돈, 즉 예산일 것이다. 두 번

째로, 예산을 모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가장 큰 만족감을 가져다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할 것이다. 자전거 3대를 구입하거나, 요가학원을 1년 등록하거나, 자전거

를 1대 구입하고 남은 예산으로 요가학원을 6개월 등록하거나, 각각의 경우가 여러분에게 가져

다주는 만족감은 같거나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의 조합들이 가져다주는 만

족도의 크기를 우리는 효용(utility)이라고 부른다. 

그림 2－1	 파머스	마켓을	선호하는	한	여자	고객

출처：www.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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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개개인은 모두 소비자이며, 소비자의 선택은 자신의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조

합 가운데 가장 큰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개별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선호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즉, 선호(preference)의 차이가 존재하듯 선택의 조합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개개인들의 서로 다른 선택(choice)의 조합에 따라 이들의 효용도 다

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루어질 소비자의 선택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

품의 조합이 다른 상품의 조합보다 상대적으로 효용이 큰지 아니면 작은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 행위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

이 효용함수(utility function)이다. 효용함수란 소비하는 상품 조합의 양과 이를 통해 소비자가 

얻게 될 효용 수준을 함수관계로 나타낸 식을 의미한다(문근식, 2016). 예를 들어, 재화 x 와 재

화 y의 효용함수를 식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x 재와 y재를 소비할 때 소비자가 받

는 만족도의 크기로 해석된다. 

 U=u(x, y) (2.1)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품 조합을 더 선호하는지만 고려하고 얼마만큼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구체적인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각 상품 조합의 선호되는 순서만으로도 어떤 선택이 소비자에게 더 나은 만족

도를 주는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는 상품 조합에 대해 어느 것이 더 좋

은지 나름대로 순서를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소비자의 선호체계(preference system)라고 한다. 그

리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다섯 가지 공리(axioms)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선호체계가 완비성(completeness)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어떤 상품 조합들도 서로 비교

되어 선호 순위가 정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품 조합 A와 B의 선호 순위를 정한다

고 하면, 소비자는 상품 조합 A를 상품 조합 B보다 더 선호하거나(A＞B), 상품 조합 B를 상품 

조합 A보다 더 선호하거나(B＞A), 상품 조합 A와 상품 조합 B를 똑같이 선호하거나(A~B) 중

의 하나로 그 선호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선호체계는 반사성(reflectivity)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2개의 동일한 상품 

조합이 주어진다면, 상품 조합 A와 B는 같으며, 서로 무차별하다(A~B)는 것이다. 즉, 상품 조

합인 A와 B가 서로 같다면, 소비자의 선호도 동일한 선호순위(rank)를 가진다는 것이다.

셋째, 선호체계는 이행성(transitivity)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호순위를 정하는 행

위에 있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만일 소비자가 상품 조합 A를 상품 조합 B보다 

더 선호하고(A＞B), 상품 조합 B를 상품 조합 C보다 더 선호한다면(B＞C), 소비자는 상품 조합 

A를 상품 조합 C보다 당연히 더 선호해야 한다(A＞C)는 것이다.

넷째, 선호체계는 연속성(continuity)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상품 조합 A가 상품 조합 B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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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고, 상품 조합 C가 상품 조합 B와 충분히 근접해 있다면, 이때 상품 조합 A가 상품 조합  

C보다 선호된다(A＞C)는 것이다.

다섯째, 효용이 존재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양이 많은 쪽이 양이 적은 쪽보다 항상 선호하게 

된다(more is better than less)는 것이다. 즉, 상품 조합 A의 양이 많다면, 양이 적은 상품 조합  

B보다 더 선호하게 된다(A＞B)는 것이다. 이는 두 재화 모두 A상품 조합이 B상품 조합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이상의 소비자 선호체계는 증명이 필요 없이 당연히 충족되어야 하는 공리로 이 중 어느 하나

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이론은 성립되지 못하게 됨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2 	 예산선과	무차별곡선

예산선

소비자의 선택행위에는 현실적인 제약요소가 존재한다. 현실에서 상품 조합을 구입하는데 소비

자들이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는 주어진 것으로, 이를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효용극대화는 주어진 소득(income) 내에서 합리적으로 구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실 생활에서는 대출 신청 또는 신용카드 이용 등을 

통해 주어진 소득을 벗어난 상품 구매도 이루어지지만 여기서는 주어진 소득 내에서 상품을 구

매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그림 2－2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세고	있는	한	고객

출처：www.shutterstoc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