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부에서는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몇 가지 기본개

념과 분석도구를 설명한다. 제1장에서는 미시경제학이 관심을 갖는 문제와 이에

대한 가능한 답들을 설명한다. 또한 시장이 무엇이고, 시장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

하며, 시장가격은어떻게측정하는지를알아본다. 

제2장에서는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도구 중 하나인 수요와 공급에

대해 설명하며 또한 경쟁시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재화의 가

격과 수량을 결정하는지를 알아본다. 정부의 개입과 같은 시장 여건의 변화가 가져

오는효과를분석하는데수요‐공급분석이어떻게사용되는지도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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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두 분야로 나뉜다.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은 개별 경제단위들의 행위를 다룬다. 경제가 작동하는 데 나

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경제단위로는 소비자, 근로자, 투자자, 토지소유자,

기업 등이 있다.1 미시경제학은 이러한 단위들이 어떻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가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어떻게 구매결정을 하며 그러한 선택은 가격

변화와 소득변화에 의해 어떤 향을 받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를

얼마나, 어떻게 고용할지를 결정하고, 근로자가 어디서, 얼마나 일하게 할 것인지

에대해어떻게결정하는지를설명한다. 

미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또 다른 사항은 경제단위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하면서더큰단위(시장, 산업)를구성하는가이다. 예를들어, 미시경제학은

미국 자동차 산업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다. 자동차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며,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새로운 공장에 투자

하는지, 얼마나 많은 차들이 매년 생산되는지를 설명한다. 개별 기업과 소비자의

행위,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미시경제학은 얼마나 많은 산

업과 시장이 생겨나는가를 알려주고 이들이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하며, 또한 이

들이정부정책이나세계적경제상황에어떻게 향을받는지를알려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은 국민총생산의 크기와

성장률, 이자율, 실업률,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의 총량들을 다룬다. 그러나 최근에

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거시경

제학도 시장에 대한 분석, 예를 들어 재화와 서비스시장, 노동시장, 회사채시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기 위

해서는 먼저 이러한 시장을 구성하는 기업, 소비자, 투자자의 행위를 이해해야 한

다. 따라서 거시경제학자들은 총량적 경제현상을 가져오는 미시적 기초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됐으며, 사실상 거시경제학의 상당부분이 미시경제학적 분석을 연장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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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시(micro)’라는접두어는‘작음(small)’을의미하는그리스말에서유래했다. 그러나우리가살펴볼많
은 개별 경제단위들은 미국 경제 전체와 비교하여 작은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아이비엠(IBM),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의연간매출액은다른많은국가의국민총생산
(GNP)보다더크다.

27



록그룹인롤링스톤(Rolling Stones)의노래가사에는“당신이원하는것을항상가질수있

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진실이다. 자신이 가질 수 있거나 할 수

있는것에는한계가있음을어린시절부터일찍이터득하게되는것이삶의진실이다. 

미시경제학이다루는대부분의문제가한정된 것들(소비자가재화나서비스에지출할수있

는 한정된 소득,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예산이나 기술, 근로자가 여가와 근

로에 배분할 수 있는 한정된 시간 등)에 관한 것이다. 미시경제학은 이러한 한정된 것들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해, 미시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배분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시경제학은 소비자가 한정된 소득을 어떻게 여러 재화나

서비스의구매에가장잘배분할수있는지를설명한다. 또한근로자가자신의한정된시간

을여가대신근로에, 한직장대신다른직장에어떻게가장잘배분할수있는지를설명한

다. 또한 기업이 한정된 투자액을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새로운 기계를 구매하는 데, 서로

다른제품들을생산하는데어떻게잘배분할수있는지를설명한다.

쿠바, 북한, 구소련 등의 계획경제에서는 이러한 배분에 대한 결정이 대부분 정부에 의

해 이루어진다. 기업은 무엇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명령받으며, 근로자

는 직장이나 근로시간, 심지어 어디에 살 것인지조차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소비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재화의 종류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미시경제학에서 사용하

는많은개념과분석도구가이러한국가에서적용되는데는한계가있다.

상호교환관계

현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 근로자, 기업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선택한다. 미시경제학은 소비자, 근로자,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상호교환

관계(trade-off )를 설명하며, 이러한 상호교환관계에서 어떠한 상호교환이 가장 좋은 것인

가를 보여준다. 

최적의 상호교환을 달성한다는 개념은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며,

이책에서계속언급될개념이다. 이에대해좀더자세히살펴보자. 

소비자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하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이 한정되어 있다. 소비자 이론(consumer theory, 제3장~제5장)은 소비

자가 자신의 선호에 바탕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한 재화의 더 많은 양과 다른 재화의 더 적은

양을 상호교환함으로써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우리는 소비자가

자신의소득중얼마를저축할것인가를어떻게결정하는지, 즉미래의소비와현재의소비

를어떻게상호교환하는지도살펴볼것이다. 

근로자 근로자도 제약이 주어진 상황에서 상호교환을 한다. 첫째, 사람들은 일을 할 것인

가, 일을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의 종류(그에

28 제1부 서론: 시장과 가격

1.1 미시경제학의주제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개별
경제단위인 소비자, 기업, 근로
자, 투자자의행위와이들이구성
하는시장을다루는경제학분야.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국민
총생산의 크기와 성장률, 이자
율, 실업률, 인플레이션 같은 총
량적인 경제변수를 다루는 경제
학 분야.



따른보수의차이)는부분적으로는근로자가받은교육정도와자신이축적한기술에 향을

받기때문에근로자는지금일하는것(바로소득을얻는것)과계속교육을받는것(미래에더

높은 소득을 얻는 것)의 상호교환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근로자는 직장의 선택에 있어

서도상호교환관계에 직면하게된다. 예를들어, 발전할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더안

정적인 대기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발전할 기회가 더 많은 중소

기업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때때로 한 주에 몇 시간을 일할 것인

가를결정해야한다. 이는근로와여가사이의상호교환을의미한다. 

기업 기업도 자신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와 이들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포드 자동차 회사는 승용차와 트럭은

잘 만들지만 비행기, 컴퓨터, 약품을 만드는 능력은 없다. 또한 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이나 현재의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도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포드

사는각모델의자동차를얼마나생산할것인가를결정해야한다. 만약앞으로승용차와트

럭을더많이만들기를원한다면포드사는더많은근로자를고용할것인지, 새로운공장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둘 다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이론(theory of the firm, 제6장~

제7장)은이러한상호교환이어떻게이루어지는가를설명한다. 

가격과 시장

미시경제학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가격(price)의 역할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상

호교환관계는 소비자, 근로자,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격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는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선호에 기초하여 쇠고기와 닭고기의 소비를 상호교환하지

만, 부분적으로는 이들의 가격에 기초하여 이들을 상호교환한다.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부

분적으로노동의대가로받을수있는 가격(임금)에기초하여자신의근로와여가를상호교

환한다. 기업도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지, 아니면 더 많은 기계를 구매할지를 결정할 때

부분적으로는임금과기계의가격에기초하여판단한다. 

미시경제학은 또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설명한다. 중앙계획경제에서는 정부가

가격을결정한다. 반면, 시장경제에서는소비자, 근로자, 기업의상호작용에의해가격이결

정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집합체인 시장(market)에서 이루어지며 이

러한상호작용에 의하여해당재화의 가격이결정된다. 예를들어, 자동차 시장에서자동차

가격은 포드, 제너럴모터스, 도요타, 그리고 기타 자동차 제조회사들 간의 경쟁과 소비자의

수요에 향을 받으면서 결정된다. 시장이 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미시경제학에서 세 번째

로중요한주제이다. 시장의성격과작동에대해서는뒤에다시살펴보기로한다. 

이론과 모형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은 목격되는 현상에 대한 설명(explanation)과 이에 대한

예측(prediction)에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왜 기업은 사용하는 원료의 가격이 변할 때

근로자를 더 고용하거나 해고하는가? 만약 원료 가격이 10% 상승한다면 기업이나 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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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많은근로자를고용하거나해고할것인가?

경제학에서의 설명이나 예측은 다른 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론(theory)은 목격되는 현상을 기본적인 원칙과 가정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하여 개발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론은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간단한 가정에서 출발

한다. 기업이론은 이러한 가정을 이용하여, 기업이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노동, 자본, 원료

의 양을 어떻게 선택하여 재화의 생산량을 선택하는가를 설명한다. 또한 노동, 자본, 원료

의 양에 대한 기업의 선택이 이러한 생산요소들의 가격과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에

어떻게 향을미치는가를설명한다. 

경제이론은예측을하는데있어서도기초가된다. 따라서기업이론은, 기업의생산량이

임금의 상승이나 원료 가격의 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인지, 아니면 감소할 것인지를 말해준

다. 이론은모형을만드는데사용될수있으며이러한모형에통계학과계량경제분석을적

용하여 수량적 예측을 할 수 있다. 기업, 시장, 기타 경제단위의 모형(model)은 그들에 대

한 이론에 기초한 수학적 표현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특정한 기업에 대해 하나의 모형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원료의 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그 기업의 생산량은 얼

마나변할것인가를예측할수있다. 

통계학과계량경제분석은우리가하는이러한예측의정확성(accuracy)도측정할수있

게해준다. 예를들어, 원료가격이 10% 하락하면생산량이 5% 증가할것이라고예측한다

고 해보자. 이 경우 생산량이 정확히 5%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생산

량 증가가 3% 내지 7% 사이에 있는 것은 아닌가? 예측의 정확성을 수치로 표시하는 것은

예측그자체와마찬가지로중요할수있다. 

어떠한 이론도 (경제학에서든, 물리학에서든, 아니면 기타 과학에서든) 완전히 맞는 것은 아

니다. 어떤 이론의 유용성과 유효성은 그 이론이 설명하고 예측하는 현상들을 얼마나 제대

로 설명하고 예측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론은 실제로 목격되는 현상에 비추어 지속

적으로 검증된다. 이러한 검증의 결과로 이론은 자주 수정되거나 보완되며 때로는 폐기되

기도 한다. 이론의 검증과 보완은 경제학을 하나의 과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으

로요구되는사항이다. 

어떤 이론을 평가할 때, 이론이란 기본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

다. 이는 모든 과학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 온도, 압력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2 이 법칙은 기체의 각 분자가 아주 작고 탄력

적인당구공처럼움직인다는가정에기초하고있다. 현대물리학자들은실제로기체분자들

이 항상 당구공처럼 움직이지는 않으며 따라서 보일의 법칙은 매우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는성립하지않는다는사실을안다. 그러나대부분의상황에서이법칙은압력과부피가변

할때기체의온도가어떻게변할것인지를예측하는데아주유용하게사용되며, 기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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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일(Robert Boyle, 1627~1691)은 국의화학자이자물리학자 다. 그는압력(P), 부피(V), 온도(T) 간의관계식이
PV � RT임을 실험적으로 발견했다. 여기서 R은 상수이다. 후대의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기체분자의 움직임을
통계적으로설명하는이론인동역학이론으로도출했다. 



과학자가사용하는핵심적인도구의하나가되어있다. 

경제학에있어서도상황은마찬가지이다. 예를들어, 기업이항상자신의이윤을극대화

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론은 투자결정과 같은 기업행위의 어떤 측면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하는 데 그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론은 기업의 행위,

성장, 기업과 산업의 생성에 관련된 많은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 자나 정

책입안자에게아주중요한도구가되고있다. 

실증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

미시경제학은실증적문제와규범적문제모두와관련이있다. 실증적문제는어떤현상에대

한 설명과 예측에 관한 것이고, 규범적 문제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미국 정

부가수입차에쿼터를부여한다고해보자. 자동차의가격, 생산, 판매에는어떤상황이발생

할것인가? 미국소비자에게이정책은어떤 향을주는가? 이정책은자동차산업에종사

하는근로자에게는어떠한 향을미치는가? 이러한질문들은원인과결과의관계(인과관계)

에대한설명들로실증적분석(positive analysis)이다루는 역에속한다. 

실증적 분석은 미시경제학의 주된 역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론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고, 현상에 비추어 검증되며, 예측을 위한 모형을 만드는 데 사용된

다. 예측을 위해 경제이론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업의 경 자나 공공정책의 입안자 모두에

게 중요하다. 정부가 휘발유세를 올린다고 해보자. 이러한 변화는 휘발유가격, 소형차와 대

형차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정도 등에 향을 미친다. 정유

회사, 자동차 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 관광산업에 있는 회사들은 적절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의 향을 추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정책을 세우는 사람들도 이러한 정책

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한 수량적 예측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들은 소비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비용의크기와원유, 자동차, 관광산업에 있는기업들의 이윤과고용에 미치

는 향의크기, 그리고매년추정되는세금수입의크기도알고싶어할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설명과 예측을 넘어,“무엇이 최선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이러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규범적 분석(normative analysis)이 요구되며, 규범적

분석도 기업의 경 자나 공공정책의 입안자에게 중요한 것이다. 새로운 휘발유세 부과의

예를 다시 살펴보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자동차 회사들은 소형차와 대형차 생산량의 최

적 배합(이윤을 극대화하는)을 알아내려 할 것이다. 특히, 연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할 것이다. 공공정책 입안자일 경

우에는 아마도 그러한 세금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지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수입원

유에 대한 관세 등 다른 종류의 세금으로 좀 더 적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도 동일한

정책목표(세금수입의증가및수입원유에대한의존도감소)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 

규범적 분석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책을 어떻

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휘발유세가 바람직한 것으로 결정됐다고

하자. 그런 다음에 비용과 혜택을 비교해가면서 어느 정도의 세금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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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 분석 positive analysis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분석.

규범적 분석 normative analysis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분석.



규범적분석은가치판단에의해보완된다. 예를들어, 휘발유세와수입원유에대한관세

를 비교할 때 휘발유세의 부과가 관리상 더 적은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저소득층 소비자에

게 미치는 향은 더 크다는 결론을 얻을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 이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

해서 그 사회는 평등과 경제적 효율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 가치판단이 포함되는 경우에 미시경제학은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없

다. 그러나 상호교환관계를 분명히 알려줌으로써 문제가 되는 점을 부각시켜 토론의 초점

을정확하게하는데도움을준다. 

우리는 개별 경제단위를 그 기능에 따라 크게 구매자(수요자)와 판매자(공급자)라는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생

산하려고 노동, 자본, 원료를 구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판매자는 자신의 재화나 서비스를

파는 기업, 기업에 근로서비스를 파는 근로자, 토지를 임대해주거나 천연광물을 기업에게

파는 자원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과 기업이 구매자이면서 동시

에판매자이기도하다는것이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시장을 구성한다. 시장(market)은 구매

자와 판매자의 집합체이며, 이들 간의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한 재화 또

는 여러 재화의 묶음에 대한 가격을 결정한다. 개인컴퓨터 시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구매

자는 기업, 가정, 학생이며, 판매자는 컴팩, 아이비엠, 델, 게이트웨이 등의 기업이다. 엄

히말해, 하나의시장은하나의산업(industry)보다더큰개념이다. 산업은 같거나 매우

접하게 관련된 재화들을 파는 기업들의 집합체이다. 산업은 시장의 공급 측면을 말하는 표

현이다. 

경제학자들은 어떠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정한 시장에 포함돼야 하는가 하는 시장에

대한 정의(market definition)에 자주 관심을 갖는다. 한 시장을 정의할 때, 구매자와 판매

자 간의 잠재적(potential) 상호작용도 실제적(actual) 상호작용과 마찬가지로 중요할 수

있다. 한 예로, 금시장을 살펴보자. 금을 사고 싶어하는 뉴욕거주자가 취리히까지 가서 금

을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뉴욕에 있는 대부분의 금 구매자는 뉴욕에 있는 금 판매자와 상

호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금 수송비용이 금 자체의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만약 취리히의 금값이 훨씬 싼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 금 구매자가 취리히까지 가서 금을

살 수도 있다. 

한 재화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한 장소에서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다른

곳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차익거래(arbitrage)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바로 이러한

차익거래의 가능성이 뉴욕의 금값과 취리히의 금값이 매우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

며, 금에대한하나의세계적시장이형성되도록해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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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장이란무엇인가?

시장 market 구매자와 판매자의
집합체이며, 이들 간의 실제적이
거나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한 재화 또는 여러 재화의 묶음
에대한가격을결정한다.

시장에 대한 정의 market defini-

tion 특정한시장에포함돼야하
는 구매자, 판매자, 제품의 종류
를 결정하는 것.

차익거래 arbitrage 한 곳에서 낮
은 가격에 사서 다른 곳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것.



시장은 경제활동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경제학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과 현

안들이 시장의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왜 어떤 시장에서는 매우 많은 수의 기업

들이 서로 경쟁하는 반면에 어떤 시장에서는 소수의 기업들만이 서로 경쟁하는가? 기업의

수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일인가? 만일 그렇다면 기업의 수가 적을 때

는 정부가 개입해야만 하는가? 왜 어떤 시장에서는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데 어떤 시장

에서는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는가? 어떤 시장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가에

게가장좋은기회를제공하는가?

경쟁시장과 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perfectly competitive market)은많은구매자와판매자로구성되어있으므

로 어떤 한 구매자나 판매자가 가격에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없는 시장이다. 대부분의 농

업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 예를들어, 수천명의농부들이 을생산하며 이를수천

명의 구매자들이 가루나 기타 관련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구매한다. 따라서 어떤 한 농

부나어떤한구매자도 의가격에중대한 향을미칠수없다. 

다른 많은 시장도 완전경쟁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경쟁적이다. 예를 들어,

구리의 세계시장은 수십 개의 주요 생산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한 기업이 생산을 그

만두더라도구리가격이큰 향을받지않을정도로생산자의수는많은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은석탄, 철, 주석, 원목등기타천연자원시장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생산자 수가 적은 그 밖의 시장들도 경쟁시장처럼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운송산업은 수십 개의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노선은 몇 개의

회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

열하기 때문에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는 이러한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어떤 시장은 생산자의 수는 많지만 비경쟁적이다. 다시 말해, 개별 기업들이 서로 담합하여

가격에 향을 줄 수 있다. 세계원유시장이 하나의 예이다. 1970년대 초반 이후로, 이 시장

은 OPEC 카르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카르텔(cartel)은 공개적으로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생

산자그룹을말한다). 

시장가격

시장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재화가 어떤 특정한 가격에 팔린

다.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하나의 시장가격(market price)이 형성된다. 이런 가

격들은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신문에서 매일의 옥수수 가격, 가격, 금 가격을

쉽게알수있다. 

완전경쟁적이지 않은 시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 회사가 다른 경쟁회사들로부터 소비자를 빼앗아 오려고

한다거나, 소비자가 어떤 회사의 제품에 대해 제품충성심(brand loyalty)을 갖고 있으므로

이회사가다른회사들보다더높은가격을소비자에게책정하는경우에나타난다. 예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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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떤 한 구매
자나 판매자가 가격에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없는 시장.

시장가격 market price 경쟁시장에
서 나타나는 가격.



어, 상표가다른두가지세탁세제가같은매장에서서로다른가격으로판매될수있다. 또

는 같은 지역에 있는 서로 다른 매장들은 동일한 세탁세제를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시장가격이라고 말할 때 그 가격은 상표나 매장에 따라 서로

다른가격들의평균가격을의미한다.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또한 어떤 재화의 가격변화는

매우급격하게 나타날수도있다. 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경우, 이러한 현상은더욱

눈에띄게나타난다. 예를들어, 주식시장은 어떤주식에대해서든 많은구매자와판매자가

있기때문에매우경쟁적이다. 주식에투자하고있는사람이라면다알고있듯이어떤주식

의가격이든매분마다가격이변하며하루에도여러번가격이오르거나내린다. 마찬가지

로 , 콩, 커피, 원유, 금, 은, 원목 같은 재화의 가격도 하루나 한 주 동안에 크게 오르거나

내릴수있다. 

시장에 대한 정의－시장의 범위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장에 대한 정의는 특정 시장에 어떤 구매자와 판매자가 포함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어떤 구매자와 판매자가 포함돼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시장의 범위(extent of a market)는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제품의 종류라는측면에서구별되는시장을말한다.

예를들어휘발유시장이라고말할때는, 로스앤젤레스시를의미하는것인가, 캘리포니아

남부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 전체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지역성을 명확히

해야한다. 또한제품의종류도 명확히해야한다. 저옥탄가의 휘발유와 고옥탄가의 고급휘

발유가같은시장에포함되는것인가? 무연휘발유와유연휘발유는? 휘발유와디젤유는?

어떤 재화의 경우에는 지역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주택시

장이한예이다. 시카고시내에서근무하는사람들은출퇴근거리에있는집들을원할것이

다. 200~3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집들의 값이 더 싸더라도 그런 곳에서 집을 구하지는

않을것이다. 또한 200마일떨어진집을시카고로이동시킬수도없다. 따라서시카고주택

시장은 클리블랜드, 휴스턴, 애틀랜타, 필라델피아의 주택시장들과는 떨어져 구분되는 하

나의 다른 시장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휘발유 소매시장은 지역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

라도 휘발유를 먼 곳까지 운반하는 데 따르는 비용 때문에 여전히 지역성을 갖고 있다. 따

라서남부캘리포니아휘발유시장은북부일리노이의휘발유시장과는구별된다. 그러나금

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의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며 이는 차익거래의 가능

성이한지역의금가격과다른지역의금가격이크게차이나는것을막기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한 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에 대해서도 유의해

야 한다. 예를 들어일안(一眼) 반사형(single-lens reflex: SLR) 디지털 카메라시장이 있고

많은 제품이 서로 경쟁하고 있을 때, 전자동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는 이 시장에 속하는 것

으로 봐야 하는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통상적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

되므로 SLR 카메라와는 경쟁하지 않기 때문이다. 휘발유시장은 또 다른 예이다. 옥탄가가

서로 다른 일반휘발유와 고급휘발유는 같은 시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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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범위 extent of a market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제
품의 종류라는 측면에서 구별되
는 시장.



소비자가이중어느것이나선택하여사용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디젤유의경우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디젤유를 사용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므로 같은 시

장에있다고할수없다.3

시장에대한정의는두가지측면에서중요하다. 

● 기업은 자신이 현재 생산하고 있거나, 앞으로 생산할 여러 제품에 대해서 현재 자신과

경쟁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이며, 앞으로 자신과 경쟁하게 될 잠재적 경쟁기업은 어느

기업인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을 설정하고, 광고 예산의

적절한 규모를 결정하고, 투자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품의 특성과 지역성에 따라 자신

이속하는시장을구분해야한다.

● 시장에 대한 정의는 공공정책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정부는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답은 인수합병이 미래의 경쟁상황과 가격수준에 미치는 향에 따라 달라지지만 종

종이러한판단은시장을어떻게정의하느냐에따라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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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떤 한 시장이란 한 재화의 가격이 형성되는곳이기 때문에 시장의 범위
를판단하는한가지방법은시장가격을살펴보는것이다. 우리는지역에따라(또는제품의종류에따라) 제품들의가격
이 서로 비슷한가, 아니면 같이 움직이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중 하나가 나타난다면 제품들이 서로 동일
한시장에있다고볼수있다. 시장의범위에대한좀더자세한논의는다음을참조하라. George J. Stigler and Robert
A. Sherwin,“The Extent of the Market,”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7(October 1985): 555–85.

- 사례1.1 의사처방약시장

제약회사가새로운약을개발한다는것은매우큰비용을발생시키는모험적인행

위이다. 우선많은돈이연구개발에투자돼야하며개발된후에도여러단계의실

험실 시험과 임상실험을 거쳐야 한다. 신약으로서 인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

케팅에, 생산에, 그리고실제판매에도많은돈이들어간다. 실제판매단계에가까

이와서는신약의가격을정해야하는중요한문제에직면하게된다. 책정되는가

격은그약을사려는소비자의기호와그들의의료적필요성에따라달라지며, 그

약의특징, 그리고경쟁하는약들의종류와특징에따라달라진다. 따라서신약의

가격을적절히결정하기위해서는그약이팔리는시장에대해충분히알아야한다. 

제약산업에서의 시장 구분은 때로는 매우 쉽고, 때로는 매우 어렵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치료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들어, 위궤양 치료약시장은매우분명히정의된다. 몇년전까지만하더라도이시장에는네개의경쟁회사가있었다.

이회사들의약은위산분비를억제한다는점에서비슷한작용을했다. 다만부작용이서로다르게나타나고환자가다른약

을먹고있을때그약들과의반응이다르다는점을제외하고는이약들은서로쉽게대체될수있는것이었다.

또 다른 예로, 항콜레스테롤 약 시장이 있다. 이 시장에는 네 개의 대표적인 약이 있는데 머크라는 회사가 생산하는 약

인 메바코는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회사가 생산하는 약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 그리고 나머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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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약이 1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이 약들은 매우 비슷한 작용을 한다. 부작용이라든가 다른 약들과의 반응이 약

간다르지만이약들은서로간에큰차이가없는가까운대체재들이다. 따라서머크사가메바코의가격을설정할때, 환자

나 그 환자의 보험회사가 이 약을 사기 위해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나머지 세 경쟁회사들의 약 가격과 특징을 고려해

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항콜레스테롤 약의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어떤 회사는 투자한 결과가 성공적이기 위해

서는 현재 있는 다른 회사들의 약과 경쟁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안다. 따라서 이 회사는 그러한 경쟁상황하에서 기대되는

수입을예측하여신약개발을위한투자여부를결정해야할것이다. 

그러나 제약시장의 경계선은 때로는 매우 불확실하기도 하다. 진통제의 경우 아스피린을 비롯해 많은 종류의 진통제가

있다. 이들은 각각 특정한 종류의 통증(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에 대해 그 효과가 다르다. 부작용도 각기 다르다. 특정 진

통제가 특정 증세에 대해 다른 진통제들보다 더 많이 사용되지만 어느 정도는 모든 통증에 작용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예

를 들어, 치통의 경우 통증의 정도나 환자의 인내력에 따라 어떤 진통제든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서로 간의 대체성 때문

에진통제시장을구분하기가힘들다. 

4 이사례는 F. M. Scherer,“Archer-Daniels-Midland and Clinton Corn Processing,”Case C16-92-1126,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1992에서발췌한것이다.

- 사례1.2 감미료시장

1990년, ADM(Archer-Daniels-Midland) 회사는 CCP(Clinton Corn Processing) 회사를 인수했다.4 ADM은 여러 종

류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대규모 기업이며, 이 중 한 제품이 옥수수시럽(high-fructose corn syrup: HFCS)이다. CCP는

미국에서 옥수수시럽을 생산하는 주요 생산자 중 하나 다. 미국 법무성은 ADM이 CCP를인수하면 옥수수시럽의 가격

을 경쟁시장의 가격수준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시장지배자적 기업이 탄생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인수를

승인하지않았다. 실제로, ADM과 CCP는서로합하면미국옥수수시럽생산의 70% 이상을차지하게된다. 

ADM은미국법무성의결정에불복하고이사건을법원에가져갔다. 이사건의핵심사항은옥수수시럽이여러감미료

시장에서 구별되는 별도의 시장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만약 구별되는 시장이라면 ADM과 CCP의 시장점

유율을합한전체시장점유율은약 40%가되어미국법무성의우려는합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ADM은옥수수시럽과설

탕을 함께 묶은 전체 감미료 시장으로 시장을 좀 더 넓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M의 주장처럼 시장을 넓게 정의

하면 ADM-CCP가 감미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매우 미미해 ADM의 CCP 인수가 시장가격을 인상할 수 있

는 힘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우려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ADM과 CCP의 생산량을 합하면 미국 옥수수시럽 생산의

70% 이상을점유하고있다.

ADM의 주장은 설탕과 옥수수시럽이 청량음료, 스파게티 소스, 팬케이크 시럽 등의 다양한 식품에 들어가는 감미료로

서로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설탕과 옥수수시럽은 동일한 시장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ADM은 과거 옥수수시럽과 설탕의 가격변화에 따라 식품생산자들이 자신의 식품에 사용하는 옥수수시럽과 설탕의 사용

비중을 변화시켜온 자료를 보임으로써 결국 이 두 감미료가 하나의 시장에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1990년 10월 연방

법원의판사는 ADM의주장을받아들여옥수수시럽과설탕은모두감미료시장이라는하나의시장에속한다고인정했다.

이에따라이인수는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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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가격을 과거의 가격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가격과 비교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러한

비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의 가격을 전체적 가격수준과 비교한 상대적 가격으

로 측정해야 한다. 절대적 값으로 계란 한 줄의 가격을 50년 전의 가격과 비교할 때는 현재

의 가격이 과거 가격의 몇 배가 된다. 그러나 전체적 가격수준과 비교해서 본 현재의 계란

가격은 과거 가격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따라서 시간상으로 떨어진 가격들을 서로 비교할

때는인플레이션의효과를수정해주도록유의해야한다. 

한 재화의 명목가격(nominal price)은 절대적 가격이다. 예를 들어, 버터 1파운드의 명

목가격은 미국의 경우 1970년에 약 0.87$, 1980년에 약 1.88$, 1990년에 약 1.99$, 2007

년에 약 3.4$ 다. 이 가격들은 해당 연도에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나타난 가격들이다. 한

재화의 실질가격(real price)은 전체적 가격수준과 비교해서 본 상대적 가격이다. 다시 말

해, 인플레이션효과가제거된가격이다. 

소비재(consumer goods)의 경우, 그 전체적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는 일반적으

로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가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 CPI는 미국

노동통계청이 소매물가를 조사해 매달 발표한다. 이 척도는 어떤 기준연도에 대표적인 소

비자가 구매하는 주요 재화들의 평균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

준다. CPI의변화를 %로나타낸것이인플레이션율이된다.

우리는 도매점이나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완재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기업이 구입하는

원재료나 중간재의 가격에도 관심을 갖는데 이러한 것들의 가격에 대한 총체적 척도로는

생산자 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가 사용된다. PPI도 미국의 노동통계청이 매

달 발표하며, 이는 원재료나 중간재들의 평균 도매가격이 시간이 감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

지를 알려준다. PPI가 변한 %는 비용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려주며 또한 CPI가 앞으로

어떻게변할것인지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그렇다면 명목가격을 실질가격으로 변환하려면 어떤 가격지수를 사용해야 할까? 그 답

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살펴보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

를 주로 최종 소비자가 구매한다면 CPI를 사용해야 하고, 주로 기업이 구매한다면 PPI를

사용해야한다. 

우리가살펴보고있는것은슈퍼마켓의버터가격이므로사용해야하는가격지수는 CPI

이다. 인플레이션효과를제거하고볼때 2007년의버터값이 1970년의버터값보다더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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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과 옥수수시럽은 달콤한 식품을 선호하는 미국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로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4년에

미국에서 1인당 감미료 소비량은 약 140파운드 으며, 이 중에서 설탕이 62파운드를 차지했고 옥수수시럽이 78파운드를

차지했다. 

1.3 실질가격과명목가격

생산자 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ex(PPI) 중간재나 도매제품의
전체적가격수준을나타내는척도.

명목가격 nominal price 인플레이
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절대적
가격.

실질가격 real price 전체적 가격수
준과 비교해서 본 한 재화의 상대
적 가격. 인플레이션 효과가 제거
된후의가격.

소비자 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CPI) 전체적 가격수준을 나
타내는 척도.



졌는가? 이를위해 2007년의버터값을 1970년의달러가치로계산해보자. 1970년의 CPI는

38.8이었다. 2007년에는약 205.8로올랐다(1970년대와 1980년대초미국에서는상당한인플레

이션이발생했다). 1970년의달러가치로볼때버터의가격은아래와같이계산된다. 

따라서 실질가치로는 2007년의 버터값은 1970년의 버터값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5 다시

말해, 버터의 명목가격은 약 290% 상승했지만 CPI는 430% 상승했다. 따라서 전체적 가

격수준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버터값은하락한것이다.

이책에서는명목가격보다실질가격을중요하게생각할것이다. 왜냐하면소비자는재화

들의 가격을 서로 비교하여 선택하기 때문이다. 비교를 위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상대적가격을쉽게알수있다. 따라서모든가격을실질가격으로표시하면재화의상대적

가격을 알게되는것이다. 우리는가격을단순히 몇달러라는 식으로표현하겠지만, 우리가

의미하는것은그러한달러의실질구매력이라는사실을잊지않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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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3 계란가격과대학교육가격

1970년에, A등급의 계란을 한 줄 사는 데는 약 61센트의 비용이 들었다. 같은 연도에 기숙사비와 식대를 포함한 4년제 사

립대학의 연간 교육비용은 평균적으로 약 2,530$ 다. 2007년에 와서는 계란가격이 한 줄에 1.64$가 됐고 평균 대학교육

비용은 27,560$가됐다. 실질수치로볼때, 계란값은 1970년에비해 2007년에더비싸진것인가? 대학교육비용은더비싸

진것인가? 

표 1.1은 계란의 명목가격과 대학교육의 명목비용, 그리고 1970∼2007년의 CPI를 나타내고 있다(CPI는 기준연도인

1983의 값을 100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계란의 실질가격과 대학교육의 실질비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1970

년의달러가격으로환산해보여주고있다. 

1980년계란의실질가격 � � 1980년의명목가격

1990년계란의실질가격 � � 1990년의명목가격

이와같이계산하여다른연도의실질가격들도보여주고있다. 

표 1.1은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실질 대학교육비용이 105% 상승했으며, 계란의 실질가격은 49% 하락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있다. 소비자의선택에있어서중요한것은계란가격과대학교육비용이현재의달러로표시할때 1970년보다올

랐다는사실이아니라바로이러한상대적가격의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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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경제에대한자료를구할수있는두가지중요자료원은「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와「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이다. 이들은매년발간되고있으며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구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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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에서는 1970년의 달러가치로 실질가격들을 계산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연도의

달러가치로 실질가격들을 마찬가지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의 달러가치로 계란의 실질가격을 계산하면

아래와같다. 

1970년계란의실질가격 � � 1970년의명목가격

�

2007년계란의실질가격 � � 2007년의명목가격

�

실질가격의 % 변화 �

�

실질가격의하락률(%)은 1970년을기준연도로하든 1990년을기준연도로하든 49%임을확인해보기바란다.

2007년의실질가격 � 1970년의실질가격

1970년의실질가격

1970 1980 1990 2000 2007

소비자 물가지수(CPI) 38.8 82.4 130.7 172.2 205.8 

명목가격

A등급 계란 0.61$ 0.84$ 1.01$ 0.91$ 1.64$

대학교육 2,530$ 4,912$ 12,018$ 20,186$ 27,560$

실질가격(1970년 달러 기준)

A등급 계란 0.61$ 0.40$ 0.30$ 0.21$ 0.31$

대학교육 2,530$ 2,313$ 3,568$ 4,548$ 5,196$

표 1.1 계란과 대학교육의 가격6

6 http://nces.ed.gov에접속하면미국대학의비용에대한자료를얻을수있다. 또한미국에서의평균소매계란가격
에대한자료는 http://www.bls.gov에접속하여 CPI—Average Price Data를선택하면얻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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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4 최저임금

미국 정부가 정하는 미국의 최저임금(1938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그 당시에는 시간당 25센트 다)은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왔다. 1991~1995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25$ 으며, 많은 토론과 심의를 거친 후에 1996

년에 미국 의회는 최저임금을 4.75$로 인상시켰고, 1997년에는 5.15$로 인상시켰다. 또한 2007년의 입법으로 2008년에

는 6.55$로 2009년에는 7.25$로인상됐다.7

그림 1.1은 1938년에서 2010년까지의 명목수치로 표시된 최저임금과 2000년의 달러가치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을

보여주고 있다. 입법화된 최저임금 수준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오늘날의 실질 최저임금은 1950년대의 실질 최저임금과

크게다르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한 결정은 매우 힘든 것이었다. 더 높아진 최저임금은 그보다 낮은

임금을받아오던근로자에게더나은삶을가져다주겠지만, 일부분석가는최저임금을올릴경우에젊은층과별다른기술

이 없는 비숙련근로자의 실업이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결정은 규범적인 문제와 실증적인

문제를동시에발생시켰다. 규범적인문제는청소년층과비숙련근로자가입게되는손실이다음의두가지혜택보다더큰

것인가이다. (1)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로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된 현재의 근로자가 받는 직접적인 혜택과 (2) 최저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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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의일부주에서는연방정부가정한최저임금보다높은수준의최저임금을설정하고있다. 최저임금에대한더자세
한정보는 http://www.dol.gov에서얻을수있다.

그림 1.1 최저임금

명목수치로는 미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70년간 꾸준히 상향조정되어 왔다. 그러나 실질수치로 볼 때, 2010년에 예상되는 최저
임금은 1970년대의최저임금보다낮은수준이다. 

2000년의달러가치로
표시한실질임금

명목임금

시간당
임금(달러)



이 책을 읽고 나면 미시경제학의 유용성과 폭넓은 적용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목

표 중 하나는 미시경제적 원칙을 실제 의사결정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실제적으로 미시경제학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아래의 두 예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이 책에서 다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또한 미시경제학에 대한 흥미를 유

발하고자한다. 

기업의 의사결정: 포드사의 레저용 자동차

1991년에 포드 자동차 회사는 익스플로러(Explorer)를 시장에 내놓았으며 이 차는 미국에

서 가장 잘 팔린 레저용 차량(SUV)이 됐다. 또한 1997년에 포드사는 더 크고 새롭게 디자

인된 엑스피디션(Expedition)을 시장에 내놓았다. 이 차도 크게 성공해 포드사의 이윤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2002년에 포드사는 6종류의 SUV와 6개 이상의 기타 차량을 여러 자

회사를 통해 시장에 내놓고 있었다. 2005∼2007년에 더 상승한 기름값과 세계적 온난화에

대한 우려는 SUV 판매를 위축시켜서 포드사는 손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포드사는소형차를개발했고기존의 SUV를좀더경량화해연료효율성을높 다.

이러한 차들을 디자인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매우 앞선 공학기술이 기여했지

만 경제학적 접근방법도 크게 기여했다. 먼저, 포드사는 사람들이 자사 자동차의 디자인이

나 성능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했다. 초기 수요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리

고 그 후에 얼마나 빠르게 수요가 증가할 것인가? 자신이 책정하는 가격에 따라 수요는 얼

마나 향을 받을 것인가? 소비자의 선호, 수요예측, 가격에 따른 수요의 크기 등은 포드사

에게는 핵심적인 사항들이며, 이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게도 마찬가지이다(소비자 선호와 수

요에대해서는제3장~제5장에서살펴본다). 

다음으로, 포드사는 이 자동차들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유의하여 살펴봐야 했다. 생

산비용은얼마나들것인가? 매년생산되는자동차의양에따라생산비용은어떻게 향을

받을 것인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철강제품의 가격, 기타 원료들의 가격은 생산비용에

제1장 서론 41

1.4 미시경제학을배우는이유는무엇인가?

오름에따라자신의임금도그 향을받아상승한근로자가얻는간접적인혜택.

중요한 실증적 문제 중 하나는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직장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이다. 제14장에서 살펴

보겠지만이문제는여전히큰논쟁거리가되고있다. 통계적연구는최저임금이약 10% 올라간다면 10대들의실업률은 1

∼2%가증가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5.15$에서 7.25$로의인상은 41%의인상률이다). 그러나여러가지증거를살펴

본최근의결론은실업이크게증가하지않는다는쪽을지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어떤 향을 미칠 것인가? 경 자와 근로자가 생산에 익숙해짐에 따라 생산비용은 얼마나

빨리 낮아질 것인가?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매년 이 자동차들을 몇 대씩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을세워야하는가? (생산과생산비용에대해서는제6장과제7장에서, 이윤을극대화하는생산

량의선택에대해서는제8장에서살펴본다.)

또한포드사는가격전략도세워야했으며, 경쟁회사들이자신의가격전략에어떻게대응

할것인가에대해서도 생각해야 했다. 예를들어, 익스플로러의 기본모델에는 낮은가격을

책정하고가죽시트같은개별옵션에는높은가격을책정하는정책을택할것인가? 아니면

옵션들을 기본으로 장착시키고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줄 것인

가? 포드사가 어떤 전략을 취할 때 경쟁회사들은 어떠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가? 다임

러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사는 자신의 지프차인 체로키(Cherokee)의 가격을 낮춤

으로써 포드사에 대응할 것인가? 포드사는 다임러크라이슬러나 제너럴모터스가 가격을 낮

추는경우에는자신도이에대응하여가격을낮추겠다고위협함으로써이들의가격인하행

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가? (가격책정에 대해서는 제10장과 제11장에서, 경쟁전략에 대해서는

제12장과제13장에서살펴본다.)

레저용 자동차의 생산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계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므로 포드사는 자신의 의사결정이 갖는 위험성과 그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했

다. 이러한 위험의 일부는 미래 휘발유가격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한다(휘발유가격이 올

라가면 무게가 무거운 차량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또 다른 위험은 포드사가 근로자에게 지

불해야 하는 임금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원유가격이 두세 배 오르거나, 정부가 휘

발유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노동조합의 협상력은 어느 정도이며

노동조합의 요구가 임금에 어느 정도의 향을 미칠 것인가? 포드사는 투자결정을 할 때

이러한불확실성들을어떻게고려해야하는가? (시장과세금의효과에대해서는제2장과제9장

이 설명하고 있다. 노동시장과 노동조합의 협상력에 대해서는 제14장에서, 투자결정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제5장과제15장에서살펴본다.)

포드사는 조직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포드사는 서로 분리된 하부조직들이 엔진과

부품을 생산하고 이들을 조립하여 완성차를 만드는 하나의 통합된 기업이다. 서로 다른 부

서의경 자들에대한보상은어떻게해야하는가? 조립부서가다른부서로부터받는엔진

에대해서얼마를지불하도록해야하는가? 모든부품을회사내에서생산해야하는가, 아니

면다른회사로부터일부부품을구매해야하는가? (기업내부서간의거래에적용되는내부가

격의결정문제와조직에대한인센티브문제는제11장과제17장에서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포드사는정부의규제정책이미치는효과도살펴봐야한다. 예를들어, 포드

사의모든자동차는미국정부의매연배출량기준에맞추어야하며생산현장은건강과안전

에대해정부가설정한기준에맞추어야한다. 이러한규제와기준은시간이지남에따라어

떻게 변할 것인가? 이들은 포드사의 생산비용과 이윤에 어떤 향을 줄 것인가? (공해를 방

지하고건강과안전을증진시키려는정부의역할에대해서는제18장에서살펴본다.) 

42 제1부 서론: 시장과 가격



공공정책의 설계: 21세기의 자동차 매연발생기준

1970년에, 미국 연방정부의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은 새로운 자동차의 매연발생 기준

을 설정했다. 이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1970년에 허용되던 이산화질소, 탄화수

소, 일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0%가 1999년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은 차가 도

로에나타날것이므로미국정부는더엄격한매연발생기준을설정할것을고려하고있다. 

청정공기법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자동차 배기가스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세심하게 분석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의 상당부분에서 경제학적 접

근방법이 사용된다. 첫째,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소비자에게 주는 금전적 향을 평가해야

한다. 매연발생기준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의 비용(매연을 줄이기 위한 촉매장치의 부착은 자동

차 생산비용을 증가시킨다)과 자동차를 사용할 때의 비용(연료효율이 낮아지고, 촉매장치도 수리

하거나교환해야한다) 모두에 향을미친다. 이러한추가비용은결과적으로소비자가부담

하게 되므로 이러한 비용이 소비자의 생활수준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 소비자의선호와 수요를분석해야 한다. 예를들어, 이러한 비용발생으로 소

비자는 자신의 소득을 자동차에는 적게 사용하고 다른 재화에 더 많이 사용할 것인가? 만

약 그렇다면, 그들은 전과 같은 복지수준에 있을 수 있는가? (소비자 선호와 수요에 대해서는

제3장과제4장에서다룬다.)

이러한 질문들에답하기위해서 정부는새로운기준이자동차생산비용을 어느정도상

승시킬것인가를알아야한다. 자동차생산업자들은새로운경량소재를사용함으로써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할 것인가? (생산과 생산비용은 제6장과 제7장에서 다룬다.) 정부

는 생산비용의 변화가 새로운 자동차의 생산량과 가격에 미치는 향도 알아야 한다. 추가

비용은생산자가부담하는가, 아니면소비자에게더높은자동차가격으로전가되는가? (생

산량의결정은제8장에서, 가격결정은제10장∼제13장에서다룬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해 문제가 왜 시장경제에 의해 스스로 해결되지 못하는가도 살펴

봐야 한다. 그 이유는 공해발생의 상당부분이 기업에게는 외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

이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다루는 일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 기업에

게 인센티브를 주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가, 아니면 공해배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가? 깨끗한 공기에 대한 시장

이 없는 경우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최종적

인 질문은 자동차 매연통제 프로그램이 비용‐혜택이라는 측면에서 합당한가이다. 맑은 공

기가가져다주는상쾌감, 건강증진등의혜택이더비싼자동차를사용해야할정도로가치

가있는가? (이러한문제들은제18장에서살펴본다.)

위의 예들은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의사결정 문제에 미시경제학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미시경제학이 적용되는 더 많은 실제 예를

보게될것이다. 

제1장 서론 43



44 제1부 서론: 시장과 가격

*11. 미시경제학에서는 각 경제단위(소비자, 근로자, 투자자, 자원

의 소유자, 기업)의 의사결정을 살펴보고, 시장과 산업을 구

성하고있는소비자와기업의상호작용을알아본다. 

*12. 미시경제학은 이론을 많이 사용한다. 현실을 단순화한 이론

은 경제단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설명하고, 미래에는

어떤행동이나타날것인가를예측하는데도움을준다. 모형

은설명과예측을돕는이론을수학적으로표현한것이다. 

*13. 미시경제학은현상을설명하고예측하는실증적분석을다룬

다. 그러나 미시경제학은 규범적 분석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규범적 분석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이 기업이나 사회 전체에

최선인가 하는 질문을 한다. 규범적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가

치판단이 포함된다. 그 이유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평등성(공정성)의 문제가 어쩔 수 없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

이다. 

*14. 시장은 서로 상호작용하는구매자와판매자의 집합체를말한

다. 미시경제학은 어떤 한 구매자나 판매자도 가격에 향을

줄수없는완전경쟁시장과개별주체가가격에 향을줄수

있는비경쟁시장에대해서살펴본다.

*15. 시장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가격이 결정된다. 완

전경쟁이 아닌 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판매자들은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시장가격이란 시장에 나

타나는여러가격들의평균가격을의미한다. 

*16. 어떤 한 시장을 언급할 때, 우리는 그 시장의 지역적 구별뿐

만아니라그시장에포함되는제품의종류를분명히해야한

다. 어떤 시장(예：주택시장)은 매우 지역적으로 구분되고, 어

떤시장(예：금시장)은성격상지역성이없이전세계적이다. 

*17. 실질가격은 명목가격에서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제거한 가격

이다.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 실질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는 CPI처럼전체적가격수준을나타내는지수를이용한다.

복습문제 Q U E S T I O N S  F O R  R E V I E W

연습문제 E X E R C I S E S

요약 S U M M A R Y

*11. 좋은 이론이란 기본적으로 실제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 의해

부정될 수도 있는 이론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적으로 검증될

수없는이론이좋은이론이되지못하는이유를설명하라.

*12. 다음 두 문장 중 어떤 것이 실증적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며,

어떤 것이 규범적 분석과 관련된 내용인가? 실증적 분석과

규범적분석은어떻게다른가?

a. 휘발유 배급은 경쟁시장이 작동하는 데 간섭하는 것이므

로좋지않은정책이다. 

b. 휘발유배급은많은사람들이전보다더나아지게하는것

이아니라더나빠지게하는정책이다. 

*13. 뉴저지의 휘발유가격이 오클라호마의 휘발유가격보다 갤런

당 20센트가 더 비싸다고 하자. 당신은 차익거래(기업들이

오클라호마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뉴저지에서 이윤을 남기고

파는것)의기회가있다고생각하는가? 

*14. 사례 1.3에서 계란의 실질가격이 떨어지고 대학교육의 실질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변화

는소비자의선택에 향을미치는가? 

*15. 일본의 엔화가 미국 달러에 대해 가치가 올랐다고 하자. 즉,

일정한 금액의 일본 엔화를 사는 데 전보다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한다. 왜이러한변화가미국소비자에게일본자동

차의 실질가격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일본 소비자에게 미국

자동차의실질가격을하락시키는가를설명하라. 

*16. 1996년에 1분당 40센트 던 장거리 전화요금이 1999년에는

1분당 22센트로 하락했다. 이는 18�40 � 45%의 가격하락

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 기간 동안 10% 상승했다. 실질

전화요금에는어떤상황이발생했는가?

*11. 아래의각설명이맞는가틀리는가를설명하라. 

a.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등의패스트푸드체인점은미국전

역에서운 된다. 따라서패스트푸드시장은미국전역이다. 

b.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사는 도시에서 옷을 사 입는

다. 따라서 애틀랜타의 옷시장은 로스앤젤레스의 옷시장

과는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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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펩시콜라를 대단히 좋아하는 소비자도 있고, 코카콜라를

대단히 좋아하는 소비자도 있다. 따라서 콜라시장은 하나

의시장이아니다. 

*12. 아래의 표는 1980년에서 2000년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버터의 평균 소매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CPI는

1980년을 100으로한것이다. 

1980 1985 1990 1995 2000

CPI 100 130.58 158.56 184.95 208.98

버터의 소매가격

(AA등급, 파운드당) 1.88$ 2.12$ 1.99$ 1.61$ 2.52$

a. 1980년의 달러가치로 버터의 실질가격들을 계산하라.

1980년에서 2000년까지 실질가격은 상승했는가, 하락했

는가, 아니면변하지않았는가?

b. 1980년과 2000년 사이의 실질가격(1980년의 달러가치

로)의변화는몇퍼센트인가?

c. CPI를 1990년이 100이 되도록 변환하고, 1990년의 달러

가치로버터의실질가격을구해보라.

d. 1980년과 2000년 사이의 실질가격(1990년의 달러가치

로)의 변화는 몇 퍼센트인가? 이를 (b)의 답과 비교할 때

무엇을알수있는지설명하라. 

*13. 이책이인쇄에들어갔을때미국의최저임금은 5.85$ 다. 현재

의 CPI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http://www.bls.gov/cpi/

home.htm에 들어가서, Consumer Price Index-All Urban

Consumers(Current Series)를클릭하고U.S. All items를선택

하라. 여기서1913년부터현재까지의CPI 수치를구할수있다. 

a. 이 수치들을 가지고, 1990년의 달러가치로 표시된 현재의

실질최저임금을계산하라. 

b. 1985년과 비교해서 현재 미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1990년

의 실질 달러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몇 퍼센트 변화한 것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