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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誠信女大 經}齊學科〉

필자가 1982년 시카고대학 대학원 경제학과에 입학할 때 아놀드 하버거 (Arnold C. 

Harberger) 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람들이 시차고대학은 이데올로기 (ideology)를 가 

르친다고 하는데 우려는 그러한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R고 말했다. 그러면 시카고대학 

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아가서 시키-고학파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본고는 이라한 질문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시카고학파 경제분석악 득정으로 근본적인 분석， 市場淸算 均衝， 最適化， 合

理的 期待 假說， 價格理論 등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를 거 

치면서 시카고학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현재 시카고 

학파의 대표적인 두 학자인 게리 베커 (Gary S. Becker) 와 로버트 루카스(Robert E. Lucas, 

Jr)의 학문세계를 개관함으로써 시카고학파의 진수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얘는 

현재의 주류경제학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샤카고학파의 방법론에 동의하고 있 

으며 따라사 시 카고학파의 독특성 ( uniqueness) 이 많이 감소했음을 지 적 한다. 

2, AI맑고뿔週억 特徵

일반인들에게 시카고학파는 멀튼 프라드만(Milton Friedman)의 독특한 주장들로 딸려져 

있다. 모든 복지프로그램 대선에 負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를 신설하여 사회의 복 

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서키고， 비경쟁적인 공립학교를 운영하는 대선에 교육소비자들에 

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사립학교를 보조하고(substitution of publicly 

subsidized private schools for public schools) , 강제적인 사회보장제도 대신에 국민들이 선택 

* 이 논문은 1995년도 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필자는 
이지순 교수， 장세친 교수의 논평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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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자발적으로 만들고(making participation in social security 

voluntary) , 의사들외 독접적 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사면허제도를 폐지하고(abolishing 

licensure for doctors). 정병제 대신 지원제 (volunteer army in lieu of the draft) 를 실시하는 

것 둥이 대표적인 예들이다(Reder 1982). 이러한 주장들은 가격기구의 최대한 활용과 정부 

역할의 최소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려나， 이러한 주장들은 시카고학파의 경제분석의 결과이지 시카고학파를 구별지우는 

본질적인 특정이라고 볼 수 없다. 사카고학파는 매우 근본적인 경제적 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추구한다. 모형 내에서 가능한 한 모든 변수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즉， 모형 

외부에서 주어져는 외생변수의 수를 최소화한다. 서카고학파왜 겸쩨학자들이 수요와 공급 

이 일척하는 市場淸算 均衝(market clearing equilibrium) 을 가정하는 것을 적절한 근사 가 

정 (good approximation assumption)으로 볼 수도 있으나(Reder 1982) , 근본적인 경제분석을 

워한 가정으로 볼 수 있다. 분석대상에 따라 均衛의 채념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市

場淸算 均衝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현싱을 설명하려고 한다. 不完全麗爭市場(imperfectly

competitive markets) 또는 分廠市場(segmented markets) 의 모형 을 구성 하는 경 우도 不完

全麗爭市場 또는 分斷市場이 처음부터 가정되는 것이 아니라 왜 不完全歸爭市場 또는 分

斷市場이 되는째를 모형 내애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市場淸

算 이외의 均衛이나 不均衝(disequilibrium) 모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시카고학파의 경 

제학자들은 경제주체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변에 걸쳐 最適化(optimization) 를 한다고 

본다. 채화와 용역의 생산， 거래， 소비쁜만 아니라 정보의 취득 및 이용에서도 最適化를 한 

다. 음理的 期待 假說(rational expectations hypothesis) 이란 경제주체들이 주어진 정보를 최 

대한 활용해서 最適化를 한다는 것이다.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은 존 케인즈(John M. Keynes) 의 『고용， 이자 및 통화에 관 

한 일반이론.!I (The General Theory 01 Emp/oyment, lηterest and Money)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가존 

의 경제이론을 무시하고 소벼성향(the propensity to consume) , 명목임금의 경적성 (rigid 

money-wages) 둥을 가정하여 국민소득와 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가존의 경채이론은 價

格理論(the price theory)으로 대표되는데， 경제주체들의 最適化빼 기초한 이론이었다. 이 이 

론과 달리 케인즈와 그를 추종하는 케인지언들(Keynesians)은 총합 변수들(aggregate 

variables) 간의 관계를 가정하여 총합 변수 간의 관계애 대한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이 

들의 경제학을 거시경제학이라고 그러고 價格理論을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이라고 부 

르게 되었다. 그러나 시차고학파의 경제학은 사실상 價格理論이다(Valdes 1995). 이 ↑賣格理

論으로 미시경제현상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한다. 더욱이 사회학적， 

정치학적， 교육학적， 법학적 문제 등 비경제학적 문제라고 간주되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價

格理論을 적용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시카고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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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의 공식 강좌명에는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 없으며 그 태신 화폐금융론과 價

格理論이 있다. 

3, ÁI카멸學派으i 形成1)

제2차세계대전 전의 시카고대학에는 지금의 샤카고학파에 속하는 경제학지들 뿐만 아니 

라 여러 부류의 정저l 학자들이 있었다. 1930낸대 말껑에 있었던 프랭크 나이트(Frank 

Knight) , 제이콩 바이너(Jacob Viner) , 헨리 사이몬스(Henry Simons) 및 로이드 먼츠 

(Lloyd Mints) 는 밀튼 프리드만， 죠지 스티글리 (George Stigler) , 채려 베커， 로버트 루카스 

의 선구자틀로 생각될 수 었다. 두번째 부류로는 그 당시획 다른 t:l1학과 유샤하채 제도학 

파 경제학자인 존 떼프(Jolm U. Nef) , 체스터 랴-이트 (Chester Wright) , 샤띠언 렬란드 

(Simeon Leland) ‘ 밀리스〈표 A. Millis} 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동료 교수들획 이른야냐 

이념에 져의 영향을 주지 못했고 괜심표 없었다. 세번쩨 부류로는 초지 계량경채학자들인 

폴 더글라스(Paul Douglas) , 헨려 슐츠(Henry Schultz) , 오스차 랑에 (Oscar μange) 가 있었 

다. 이들은 그 수가 작았지딴 샤카고겸제학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나이트와 그의 제자인 사이몬스가 부압하기 전까지 시카고대학 출산외 경채학 박사들을 

다른 경제학자들로부터 구별짓는 특쟁은 거의 없었다. 나이트는 매우 깊은 통찰햄을 가전 

경제학자였으나 수려 및 계량경제학얘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헨리 슐츠는 그 당시 

막 발전하기 시작한 수려 및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학생들에제 소개하려고 노력했으나 나 

이트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나이트의 제자들은 나이트를 다양하게 회고하고 있 

다. 레더는 賢A과 神외 使者(a sage and an oracle) 로， 파틴컨는 점잖은 批評者 (a gentle 

cynic) 로， 스티글러는 聖人억 범주에 속하는 學者(an intellectual approaching the category 

of a near saint of scholarship)로 서숱하고 있다(Valdes 1995). 나이트는 학생들에게 재인캡 

자유(individua1 freedom) 를 최고의 가치로 강조했으며 감정에 치우치자 않는 合理性에 대 

한 열정 (an irrational passion for dispassiαlate rationality) 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쟁채학 

에 근거한 정책 처방에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사이몬스는 價格理論과 재정학을 가르쳤다. 스티끌려에 의하면 그는 시카고학파 경채학 

이라는 이론적 왕국의 황태자였다. 그는 1934년에 출잔된 소책자(A Positive Program for 

Laissez F aire) 에서 민간 경쟁시장에 의한 생산과 소비 그리고 매우 제한적인 정부의 역할 

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정책들을 체시했다(Stigler 1988). 나이트와 사이몬스는 밀튼 프리드 

만과 로즈 다렉터 프리드만(Rose Director Friedman), 죠지 스티글러， 알렌 왈리스(Allen 

1) Reder (1982) 를 기초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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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is) , 아론 디렉터 (Aaron Director) 둥의 매우 똑똑한 제자들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개인 

적 애정과 상호 존중 속에서 학문적으로 협력하는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시카고대학 경제학과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1938년 헨리 

슐츠가 죽고 랑에가 조교수가 되었으며， 1939년 더글라스가 정계에 진출하여 학계를 떠났 

고 코울스 위원회 (Cowles Commission)가 들어왔다. 전쟁이 끝나면서 바이너는 프린스톤으 

로 랑에는 폴란드의 정계로 떠났고 사이몬스는 죽었다. 전쟁 중에 티 슐츠(T. W. Sch띠tz) 

가 부임해와서 곧 학과장이 되었고 1946년 프리드만이 경제학과에 그리고 왈리스가 경영 

대학원에 부임해왔다. 

프리드만이 시카고대학에 대학원생으로 온 것은 1932년이었다. 그는 헨리 슐츠에게 통계 

학을 그리고 나이트， 사이몬스， 바이너에게 정치경제학을 들었다. 시차고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33년) , 컬럼비아로 가서 헤롤드 호텔링(Harold Hotelling) 밑에서 수리통계학과 수 

리경제학을， 제임스 엔젤(James Angell) 밑에서 사상사를 웨슬리 미첼 (Wes]ey Mitchell) 

밑에서 경기변동론을 연구했다. 1937년에서 1940년 동안 미첼의 엔비이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에서 경험적 연구(empirica! work) 를 발전시겼다. 시카고에 돌아온 

그는 철학과의 루돌프 카냥(Rudolf Camap) 과 프레드릭 하이예크(Frederick Hayek)를 만났 

고 칼 포퍼 (Karl Popper) 와 가까운 접촉을 가졌다(Frazer and Boland 1983). 프리드만은 나 

이트， 사이몬스로 이어지는 철학과 아이디어들을 정교한 價格理論과 결합하여 독특한 분석 

과 주장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1958년 스타글러가 시카고대학의 경영대학원과 경제학과의 석좌교수로 부임해오면서 시 

카고학파의 중요한 세 인물(프리드만， 스티글러， 왈리스)이 시카고에 모이게 되었다. 스티 

글러도 위에서 서술한 시카고학파의 철학과 방법론에 따라 분석을 하지만 1940년대 중반 

이후 프려드만과 다른 지적 발전을 보인다. 프리드만은 정치적 실행 가능성 (politica! practi

cability) 을 무시하고 경제학적으로 견고한 정책을 제시한다. 경제학자의 의무는 가장 좋은 

충고를 주는 것이고 이 충고를 받아들이는지의 여부는 정치과정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이 

에 반해 스티글러는 산업조직론의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면서 왜 경제학적으로 견고한 충 

고가 정책결정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도 연구영역에 포함하게 된다. 즉， 그는 정책결 

정자를 정치-경제과정 속에서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내생적 참여자로 보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정책결정자의 관심은 오직 정치적 지지를 얻고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 

자가 추천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정도 고려하여 정책적 충고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프리드만이 改車家라면 스티글라는 바로 이러한 변에서 規範的

判斷을 실제적으로 배제한 實證經濟學者이다. 

코울스 위원회가 시카고대학에 들어온 후 나이트 및 그의 제자들과 이 위원회 및 그 지 

지자들 사이에 연구방법론， 정치적 이념， 교수 채용 등을 둘러싸고 꽤 심한 싸움이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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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짜웅은 결국 1953년 이 위원회가 예일로 떠남으로써 끝나게 되었는데 이 두 집단 

사이의 역감정은 그후에도 정도는 줄었지만 지속되었다. 

얘. 거 1 2. 1 버|커 2) 

게리 베커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크나 큰 업적을 가지고 있다. 베커 이전까지 경제학 

의 전통적인 분석 대상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서 소비하는 경제행위 특히 시장행위 

(market behavior) 였다. 베커는 경제행위뿐만 아나라 다방변의 인간행위들 특히 인간 사이 

의 상호작용과 비시장행위 (non-market behavior) 에까지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여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했다(Becker 1976). 교육， 가정* 출산， 결혼과 이혼， 인종차별， 범죄， 압력집단， 

마약중독 둥 다방변의 인간행위들에 비용과 편익이라는 인센티브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학 

적 분석을 적용하여， 과거에는 습관적이거나 非合理的이라고 생각되었던 인간행위들이 잠 

理的인 選擇의 결과라는 것을 명쾌하게 보였다. 

그는 시카고대학 대학원 경제학과 2학년 때인 1952년 미국경제학회지와 이코노마카에 

발표한 논문들을 시작으로 40여년간 10권의 저서와 5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박 

사학위 논문은 『差別의 經濟學JJ (The Economics 01 DiscrÎn띠ation) 으로 1957년 시카고대학에서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 저서에서 그는 미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인종차별을 경제학적으 

로 분석하였다. 백인이 흑인에 대해 가지는 인종차별감을 일종의 기호( taste) 로 개념화하여 

효용함수에 집어넣음으로써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그의 분석에 의하변 

경쟁시장에서는 차별감이 가장 작은 기업이 가장 싸게 제품을 생산하게 되므로 인종차별 

이 최소화되나， 독점시장에서는 경쟁기업이 없기 때문에 독점기업의 인종차별을 제어할 수 

없다. 즉，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인종차별의 정도가 낮아진다. 

이 분석은 한국의 지역감정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 기업가의 타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감 

을 일종의 기호로 개념화할 수 었다. 주관적 지역차별의 정도가 같다 하더라도 산업구조가 

경쟁적이냐 독점적이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실현되는 지역차별의 정도가 다르다. 경쟁 산 

업에서는 어떤 기업가가 지역차별을 많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이윤이 감소하여 산업 

에서 도태되므로 그 산업에서 가장 적게 지역차별을 하는 기업가 만큼만 하게 된다. 그러 

나 독점 산업의 기업가는 지역차별로 인한 손설을 그가 감내할 수 있는 한 하고 싶은 반 

큼 지역차별을 한다. 지역차벌이라는 기호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가는 특정 지역 출신의 생 

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 출신의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고용함으 

로써 야기되는 이윤 감소라는 비용을 지불한다， 경쟁 산업에서는 어떤 기업가가 최소한의 

2) 朴基性 (1992) 을 기초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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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별을 초과하는 경우 제품 생산의 평균비용이 상숭하여 정상 이윤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해야 한다. 독점 산업의 기업가는 독점 이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 

는 만큼 지역차별을 하여 제품 생산의 평균비용이 상승하고 이윤이 갑소하지만 폐업하지 

않는다. 경쟁 산업에서는 어떤 기업가가 최소한을 초과하는 지역차별을 하게 되연 그 뱃가 

로 폐업하게 되므로 최소한외 지역하별만이 실현된다. 그러나 독점 산업에서는 가업가가 

원하는 만큼 지역차별을 해도 그 뱃가로 독점 이윤의 일부만 없어지변 되가 때문에 심한 

지역차별야 실현된다. 필자의 연구예 의하면 이 주장은 우려나라의 노동시장에 부합된다 

(휘‘基性 1990). 얼반적으로 독정 산업의 폐해는 소벼자앙여와 생산차잉여의 합이 경쟁 산 

업의 그것보다 작다는 것이지만， 이획에도 위의 주장에 의하딴 똑접 산업은- 한국의 경우 

쩌앨체형뿔을 심화샤썩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e 이첫은 또한 경쟁을 제한하는 산업정책아 자 

역차별을 심화사컬 수 있음을 사사한다. 

그확 해표적 인 저서는 1964년얘 출판된 『人的資本JI(뼈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Aααb’sis， with Speâαl 뼈짧rence to Education} 이 다‘ 그의 기 본적 인 생 각은 개 인 이 받는 

교육과 훈련도 기업어 새로운 설벼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투자랴는 젓이다. 즉， 개인의 생 

산능력을 人的資本이라고 하변 교육과 훈련은 생산능력 향짱을 얽한 투자가 된다. 이라한 

이론으로 학력간 임금격차 및 연령증자에 따른 압금상승둥 노동시장의 많은 현상틀을 설 

명하였으며 A的箕本에 입각한- 쟁제성장론의 가초를 채공하였다. 부존자원이 빈약환 우리 

나랴에서는 이 이론을 이용하여 유일한 자원인 인력자원의 재발 및 촬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며， 마시전으로는 지엽의 인력개발과 활용 방 

안을 찾을 수 있다. 

1971년 출간된 『經濟理論펴 (Economic Theory)은 미국대학 대학원 미서강좌의 기본교채중의 

하나이다. 이 책 서문애서 그는 며샤경제에 적용되는 이론과 거사경체에 적용되는 이론이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서명을 『經濟理論』야라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려환 견해는 시차고 

대학 경제학과의 전흥적인 견해이다. 통화론자로 잘 알려진 멸튼 프리드만이 채려 베커가 

가르치고 있는 價格理論을 가르쳤으벼， 合理的 期待 假說을 창시한 로버트 투카스가 거사경 

제이론의 미시적 가초를 강조한다는 점 등에서도 이 전통적띤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베커획 가정에 대한 연구는 1981년에 출간되어 1991년에 중보판이 나온 『家底에 관한 

論文.JI (A Treatise on the Family) 에 집 약되 어 있다. 이 저 서 에 서 그는 부모와 자식 , 남편 과 아 

내， 자식과 자식 사이 등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 

는 것을 자식이 누려는 효용이 커질수록 부모의 효용이 증가한다고 개념화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분석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부모는 자식을 낳아 양육 

하는데 드는 비용과 자식으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을 고려하여 자신의 소비와 자식의 수 

및 유산을 결 정 한다. 그리 고 아무리 못된 자식 (rotten kid) 이 라도 부모가 알아 있는 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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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체에 해가 되는 행동을 삼가한다. 

이 이론을 생산현장에 적용하면 다음과 감은 추론이 가능하다. 기업가냐 관리감옥자가 

근로자왜 부하직원을 푸쪼가 자삭을 워하듯이 위한다면? 근로자나 부하직원이 이-우려 이기 

적이라도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으벼 기업이나 부서의 성과를 극대화한다‘ 따라서 지업자나 

관리캅독자에 대해 근로차냐 부하직원이 어떻채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략다。 

베커는 가정을 일종의 작은 지업으로 간주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주부확 요리 및 청소 

그리고 차식양육 등 모든 가사를 家延生庫(household production) 이라고 보딴， 여성의 입끔 

이 상승함에 따라 家處生塵획 가회비용이 상승하여 여생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고 출 

산율이 감소하며 이혼율이 높아진다. 

아 이른은 고임금과 단순인력 부족아라는 아려움을 겪고 있는 쑤리나라 노동사양에 큰 

시사를 준다。 여성 또는 중고령자왜 얀력을 활용하지 와해서는 이들이 사장 밖에얘 하고 

있는 일 즉， 가사노동외 부담을 경 김-샤 쩍 주어 야 향다. 

그는 범죄와 부정에 다}핵서도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댐최와 

부정을 줄이자 위해서는 적절한 적발률과 형벌 그리고 부정을 막는 제도적인 인젠티브가 

었어야 한다. 펼자는 이 이론에 입각해서 부당노동행워 및 지엽가의 부품 등 경제범죄에 대 

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었다고 본다. 그리고 공무원 부정을 막지 위해서는 청 

렴결백하라고 주문해 봐야 탤 효과가 없으며 적절한 인센타브 제도가 훨요하다고 본다. 

최근에 그는 담배나 마약 등에 대한 중독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담베나 마약은 소비하면 할수록 그 한제효용아 증가하는 속쟁을 가지고 있가 때문애 알단 

소비하게 되변 끊을 수 없게 된다(Becker and Murphy 1988). 그의 이론에 억하변 건장에 

해로운 줄 얄변서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먹는 것도 개언의 합려적인 선핵이다. 이 선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얀틀을 정책을 통해 변화샤컴으로써 담배나 마약중독 문제를 õ~결할 

수 있다. 

마약을 한 두 번 복용하면 계속 복용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생긴다. 담애도 몇 변 픽 

우다 보면 자꾸 펴우고 싶어진다. 이랴한 중독(addiction) 현상을 경채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러한 재화에 대한 욕구가 커치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효용 

함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과 어긋나는가? 이러한 재화는 지금까지 소비 

한 양이 현재의 효용함수에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한번도 소비한 적이 없으면 그 재화에 

대한 소비 욕구는 매우 작지만 지금까자 소비한 양이 많을수록 소비 욕구는 커지게 뭔다. 

현재의 효용함수는 과거의 소비에 영향을 받아 변하지만 이 관계를 고려한 총효용함수 

(extended utility function) 는 환하지 않는다(Becker 1996). 마약아나 담배는 지금까지 많이 

소비하면 할수록 현재 그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한계효용이 커져 더 많이 소버 

하고자 하고 이 그과정은 반복되변서 정도가 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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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酒類의 제조， 운송， 판매가 금지된 기간(1920년-1933년)이 있었다. 그러나 술 

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없앨 수는 없었다. 이 욕구를 합법적으로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 

에 범죄 조직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게 되면서 조직 폭력 및 살인 둥 무시무시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주류 제조 및 판매에 의한 독점적 이윤을 탈취하기 위한 처절 

한 싸움이었다. 국민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범죄 조직이 취급하는 주류를 암시장에서 

구입했다. 그후 미국 정부는 금주법 (Prohibi디on)을 폐지했다. 이것은 정부가 과도한 음주나 

알콜 중독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음주를 금지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시인이었다(Becker 

1987). 합법적으로 주류를 제조할 수 있게 되면서 주류회사 간의 경쟁에 의해 양질의 주류 

가 싼 값에 공급되게 되었고 주류 사업을 근간으로 했던 범죄 조직은 위축되었다. 

지금 머국의 최대 문제 종의 하나는 마약 문제이다. 마약의 제조， 운송， 판매는 불법이다. 

그러나 범죄 조직에 의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무시무시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베커 교수는 마약을 합법화하고 적절한 소비세 (excise tax) 를 

부과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 

장한다. 물론 미성년자의 마약복용은 철저히 금지되어야 하고 마약복용 후 운전이나 마약 

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철저히 색출하여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주 

장이다. 그의 주장은 마약중독자도 마약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줄이고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마약 복용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Becker 1987). 즉， “사람들은 짧引에 반응한다"(“People respond to incentives." Landsburg 

1993, p. 1). 

베커는 학문적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사회문제틀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비지니스 

위크 (Business Week) 의 고정 칼럼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1996년 10월 21일자 비지니스 

위크에서 그는 경제가 취약한 아르헨티나에서도 퇴직급여제도를 성공적으로 민영화했으므 

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도 퇴직급여제도를 하루속히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베커는 경제학자가 아닌 다른 사회과학자들이 다루었던 문제들이나 習慣的이거나 非合

理的이라고 생각되었던 사회문제들을 경제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명쾌하게 분석했다. 따 

라서 초기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다. 1992년 10월 16일 시차고대학에서 있었던 노벨상 수상 

축하 리셉션에서 그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초기에는 출판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비판과 어려움을 시카고대학의 전폭적인 지원과 독특한 학문적 풍토로 극 

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한 시카고대학의 독특한 학문적 풍토란 學際鼎究가 가 

능한 개방된 태도이다. 이것은 그가 1983년에 시가고대학 사회학과로부터 교수의 자리를 

제공받아 경제학과와 사회학과의 교수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리셉션에서 시카고대 

학 경제학과장인 셔윈 로젠 (Sherwin Rosen) 은 베커의 연구인생은 기존에 대한 도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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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것이었는데 노벨상을 받음으로써 세계가 인정하게 되어 앞으로 방향감각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농담을 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엄청난 비판을 통과하였다. 

§。 료릎벼트 루카후3) 

로버트 루카스는 合理的 期待 假說을 개발하고 응용하여 기존의 거샤경제분석의 틀을 

대신하는 뉴 클래시컬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이외에도 그는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으며 

지속적 경채성장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g生的 經濟成長理論(endogenous growth 

theory) 을 창시하였다. 

미국 경제가 1960년대와 70년대애 직변했던 문제는 인플레이션(물가의 지속적 상숭)과 

景氣沈體가 동시에 진행되는 소위 스태그플때이션이었다. 이것은 전후 세계 경제학계를 주 

도했던 케인지언 경제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었다. 케인지언 경쩨학의 핵심은 인플 

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힌關係가 었다고 하는 펼립스 곡선 (Phillips curve) 이다. 이 훨랩스 

곡선을 이용해서 정부가 설업률이 높아지는 경기침체시에는 인플레이션적인 정책을 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설업률이 매우 낫아지는 경기과열시에는 디플레이션적 정책으로 

경기를 진정시킬 수 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경기부양책을 써도 인플레이션딴 

가속될 뿐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다. 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처방을 채공한 경제학자가 

바로 로버트 루카스이었다. 

사람들은 항상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쩔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예측을 하면서 경제행 

위를 한다. 그러나 케인지언 경제학에서는 이 챔이 소흘하게 취급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요늘의 불가수준이 내일도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보고 이론 

을 전개하여 필립스 곡선이 존재한다는 갤론에 도달했다. 반면에， 루카스는 사람들이 내일 

의 불가수준을 예측할 때 오늘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잠理的 期待 假說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요늘 통화량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자. 잠理的 期待 假說에 의하면， 사람들은 조만깐 불가가 상숭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고， 내일이 되어 자가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경제 전체의 불가가 상숭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 채품에 대한 실질 수요가 증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생 

산을 늘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과 설업률의 ;효關係， 즉 필립스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은 경제이론이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측한다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혀는 정도만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 

3) 朴基性 (1995)을 기초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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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통화정책은 정부가 경 

기변동에 따라 임의적으로 똥화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사커는 것 

이라는 절론을 얻음으로써 밀튼 프리드만을 위사한 시카고학파외 주장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루차스는 일반적으로 거시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으나 그의 연구영역은 거시경제학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1969년에 발표된 고용에 관한 논문에서 그와 레오나드 래핑 (Leonard 

Rapping)은 설업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을 샤도하였다. 근로자가 오늘의 취직여부를 

결정할 때 오늘왜 입끔 뿐만이 아니라 며래의 예상임금모 중요하다‘ 머례의 임금이 크게 

오를 것으효 여j상되편 오늘의 엄금이 높더라도 노똥공급을 줄이고， 반변에 머례의 임금이 

크게 하락할 첫으로 예싱되면 요늘의 임금야 낮더라도 노똥공급올 늘인다“ 어첫을 異時的

代賽(intertempora1 substitution) 라고 하며 이러한 관점에채 마국 실업률억 변화를 설명하였 

다。 이 논푼은 그후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 

어떤 정책의 효과를 얄아 볼 때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計量模型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 

금짜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計量模型을 추정한 후 정책변수의 특정한 값을 대입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한다. 루카스는 야 방식에 륜 문제가 있다고 자적한다. 정책이 바뀌면 合

理的 期待를 하는 사람들의 지대가 바뀌게 되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경채행위를 할 가능 

성이 있으나， 지금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추정된 計量模型에서는 이 점이 고려될 수 

없다. 루차스획 이려한 지적에 따라 그후 計量經濟짧의 방법론이 크게 바뀌제 핵었다. 

화패금융론의 본질적 질문은 왜 사람들이 이자가 붙지 않는 화펙를 보유하느냐 하는 것 

이다. 루카스는 화폐토만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채화가 존재하거 때문이라고 보고 그의 통 

화이론을 전개하여 최적의 째정 금융 정책을 채시하고 있다. 그는 자유시장정제가 가장 바 

람직한 資源配分을 달성한다는 것을 여러 상황에샤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으며， 정부의 

시장재입이나 정책의 업의적 변경을 반대한다. 

루카스는 1980년대 초반까지 경기변동의 원언을 규명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모색하는 景

氣變動理論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經濟成長理論에도 큰 관심 

을 보이고 있다. 경쩨성장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설물자본 및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 및 그 

효과에 컵중되어 있었다. 루카스는 한국， 태만， 홍콩，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에 

주목하였다. 이 지역은 빈약한 부존자원과 설물자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생산현장에 

서의 人的資;$:홉홍積을 롱하여 경제성장이 가놓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루카스는 생산현장 

에서 일어나는 A的資本寶積이 기술진보 나이-가서 경제성정의 원천임을 어론적으로 밝혔 

다. 기존의 經濟歲長理論에서는 가술친보와 갇은 외부적 요인이 존재해야 지속적 경제성장 

이 가능하나， 그의 經濟成長理論은 외부적 요인이 없더라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經濟成長理論을 自生的 經j齊成長理論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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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A的資本理論이 인간의 생산능력도 투자에 약해 증대될 수 있는 설물자본과 같 

은 자본이라는 점을 장조하였는데 반해， 루카스는 A的資本홈積이 사람들 사이에서 얼어나 

는 社會的 活動임을 강조하며 바로 이 점이 人的資本養購과 실물자본축적을 구별짓는 차 

이임을 지적한다. 생산현장에서 근로자들 간에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相互作用을 통해 

대부분의 人的資本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중요한 샤사점은 경제환쟁에 

비추어 A的資本훌積 또는 學習을 극대화하는 기업조캠 및 관행 그리고 경채 사확채도 및 

정책 둥을 열마만큼 갖추고 있느냐가 쟁쩨성장에 쩔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젓이다. 루켜스 

의 덤生的 經濟成長理論은 經濟成長理，論 뿐만 아니라 노동쩡쩨학， 조직학즙 및 쩡영전략 

풍의 분야에도 유용한 관점을 채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루카스는 개인의 경제행위에 대한 깊은 통찰핵을 바탕으로 하여 매우 엄밀한 분생을 통 

해 쩔론에 도달한다. 그는 항상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과 같은 미시경쩨학적 분석을 지초로 

하여 거시쟁제적 변수들외 관계를 규영환다. 어라한 그의 연구 태도는 시카고학파왜 연구 

학풍을 그애로 반영한다. 시카고학파눈 01시경제이론과 거사경쩨이론이 구별된다고 보째 

않으며 효용극혜화라는 기본 전체 위에 며시경제현상과 거시경제현상을 일관되거l 설명하 

는 이론을 추구한다. 따라서 시카고애학에서는 얘로 다른 분야를 연구하는 경제학 교수들 

간에 相표作用이 매우 활발하다. 1987연 봄핵기에는 루카&와 노동경채학을 전공하는 셔윈 

로젠이 공동으로 경제성장에 관핵 장의했으며 서로 상대방의 강외를 경청했다. 시카고혜학 

에는 경재학을 쟁제학과외 교수들만 연구하는 첫여 아니라 볍과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 

학과， 사회학과， 정치학과 둥회 교수들도 연구하며， 타분야와의 學際的 연구도 활발하다. 이 

들은 수많은 워크양에 참석확여 열띤 토론을 벌인다. 그려고 점심시간에는 쿼드랭끌 률립 

이라는 교수식당얘서 삭사를 장이하며 논챙을 한다. 특히 월요얼 접십시간에는 경쩨학과의 

게리 베커가 예약해 놓은 큰 원탁테이블얘 모여 경제학 토론을 하며 식샤를 한다. 아 모업 

의 고정햄버는 게리 베커， 루카스? 셔윈 로젠， 케뺀 머펴 (Kevin Murphy) , 로버트 토웰 

(Robert TopeI) 등이 다. 

루카스는 1937년 미국 워싱톤주 야키마에서 태어냈으며， 사회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활 

발한 토론을 하는 가정에서 성장했다(Lucas 1981). 1959연 시카고대학 학부 역사학과률 졸 

업한 후 계속 역사학 공부를 위해 캘리포나아 주립대(벼를리) 대학원으로 진학하였다. 그 

는 경제적인 힘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경제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으나 이 

해할 수가 없었다. 1년 후 그는 시카고대학으로 되돌아 와서 대학원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1963년 카아네기-멜론 대학의 조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전공은 화폐금융론과 노동경쩨학 

이었다. 카아네기-멜론 대학에서 그는 알란 벨쳐 (Allan 뼈eltzer) , 레오나드 래핑@ 에드워드 

프레스콧(Edward Prescott) 등 유망한 경제학자들과 사뀐다. 알란 벨쳐와 레오나드 래펑은 

그의 선배였으며 에드워드 프레스콧은 그의 논문지도 학생이었다(Klamer 1983). 이툴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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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통해 그의 연구는 더욱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은 知的 相표作用에 대한 경험이 A 

的資本養積의 社會性을 강조하는 그의 自生的 經濟成長理論의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루카스는 1975년 시카고대학 경제학과의 석좌교수로 부임하여 오늘에 이른다. 그의 부인 

인 낸시 스토키 (Nancy Stokey) 역시 시카고대학 경제학 교수로 그와 공동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며， 1989년 에 는 공동으로 經濟動뺑分析을 집 대성 한 저 서 (Recursive Methods in Economic 

Dynαmics) 를 출간하였다. 

6。 結 論

시차고학파 경채학의 특정은 매우 근본적인 분석을 한다는 것이다. 모형 내에서 가능한 

한 모든 변수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즉， 모형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생변수의 수를 최 

소화한다.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들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市場淸算 均衝을 가정하는 

것도 근본적인 경제분석을 위한 가정으로 볼 수 있다.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주체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변에 걸쳐 最適化를 한 

다고 본다. 재화와 용역의 생산， 거래， 소비뿐만 아니라 정보의 취득 및 이용에서도 最適化

를 한다. 合理的 期待 假說이란 경제주체들이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最適化를 한 

다는 것이다. 

시차고학파의 경제학은 사실상 價格理論이다. 이 價格理論으로 미시경제현상 뿐만 아니 

라 거시경제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한다. 더욱이 사회학적， 정치학적， 교육학적， 법학적 문제 

둥 비경제학적 문제라고 간주되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價格理論을 적용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시차고학파의 특정을 이렇게 정리하면 현재의 주류경제학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시카고학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시카고학파 

의 특정을 모든 주류경제학자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후 수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시 

카고학파의 방법론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었다. 이제 주류경제학자들은 이론을 구성할 때， 

市場淸算 均衝， 最適化， 合理的 期待 假說， 價格理論 둥 시카고학파의 특정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다. 이것들을 이론애 집어넣지 않는다면 집어넣지 않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필자는 본고가 시카고학파의 경제분석을 포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시카고학파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한 그렉 루이스 (H. Gregg Lewis) , 제임스 

뷰캐넌 (James Buchanan) , 로널드 코스 (Ronald Coase) 둥에 대한 언급이 결여되어 있다. 

이들의 기여를 포함한 좀더 포괄적인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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