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갯궁速理論.91 再整備약 욕끓뿔밥생 複數 價續빽 뿔뿔 

---美國 現代經濟學의 現況---

李 承 動*
(서윷대 사회대 경제학과) 

醫

經濟學이 一般的안 社會科學오로부터 分1t되 어 하나의 獨立된 專門왔 

野로 發足한 時期블 스미드(A. Smith)의 國富論(τhe ￦ealth of Na
tions) 이 짧刊된 1776年무로 把握하면 벨 문제 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宗

敎改童과 르네쌍스 이후 人關의 能力에 대한 樂觀的 믿음이 그 組頂을 

이루던 18世紀 뽑豪主義의 염향을 받은 스미드의 理論體系는 결국 自由

放任으로 훨約되는 그 時代的 特姓을 점게 풍기고 있다@ 그 후 오늘에 

。1 료기까지 리스트와 그 후기의 歷史學派s 마료크스의 共廣主義 및 케; 

인즈의 巨視理論 等 각각 相異한 視角에서 出發하여 서로 다른 分析

對象과 分析方法을 提示하는 諸理論들이 서 로 對立하여 오는 가운태 經

濟學은 보다 풍부한 內容을 l쳐包하면서 짧展하여 왔오며 그 결과 째때 

로 經濟學은 과연 무엇을 짧究하는 學間인가라는 의문도 提起되어 왔 

다。 

브라운과 엘리오트(A. Brown & J. Elliott) [23J의 調훌에 따르면 傳

統的오로는 經濟學을 많存의 特定한 社會的 變數， 예 컨대 國富(스미 도)， 

物質的 福jfdl:(마얄)， 自 쭈IJ의 追求(밀)， 貨整의 購賣對象(피 구)， 價格과 

*筆者는 걸지 않은 期間 동안이나마 講義中 學生플의 質問으로부터， 그리고 여? 

려 선배 敎授들과의 對話로부터 이 論文의 作成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하 
서 울大學校 經濟學科의 T炳魚敎授g 安秉直敎授9 鄭基俊敎授， 哲學科의 李明
賢敎授 및 經濟學科 大學院의 田炳憲君과의 對話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 

분들께 紙面을 통하여 感謝도련다. 그러나 이 論文에 만약 잘못 記述된 事펄 
이 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筆者의 責任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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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換(컷셀) 等을 昭究하는 學問이 리-고 定義하여 왔다고 한다. 즉 經濟

學의 特性을 貝‘體的인 船究對象이 우엇인가에 입각하여 把握하려 하였 

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時間이 흐픔에 따라 그 社會의 關心이 모 

여지는 구체적인 變數가 달략지는 대혹 經濟學을 새로이 定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려， 結果的오로 얻어진 수많은 定義의 홉L立은 經濟學은 經濟

學者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바이너 (Viner)的인 定義로의 歸結을 握흉륙하 

게 된 것이다. 

現代에 이 르러 케 인ξ(Keynes) [62J도 지 적 하였듯이 傳統的인 經濟學

이 現錄說明에서 失敗하는 理由는 그 分析의 뜰이 論理的 o 로 오휴블 

犯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現象의 핵심이 되는 主몇 變數의 選-定과 그 

特性의 @합與에서 잘뭇을 저짚렀기 해문이라는 접이 점차 認識됨에 따라 

그동안의 여러가지 經濟學이 그 貝‘體的언 分析對짧어} 있어서는 현저하 

게 差異블 보여둔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對象을 分析하는 論理에 있어 

서는 대단히 類似하다는 접을 짧見하게 되었고， 아울러 그동안 짧究對 

象이 되어온 여러 變數들이 헐體的인 次元에서는 제각기 서로 다르지만 

그 내용은 經濟學만이 갖고 있는 特定한 측면에서 抽象하었을 때 共通

的안 特f生을 內包하고 있음이 理解펴자， “經濟學이란 주어진 一定量의 

線少한 資源을 서로 鏡爭的인 여러 目的 사이에 어떻게 적절히 配分할 

갖인가를 昭究하는 學問”이라고 定義하는 로먼스(L. Robins)와 “經消學

이란 合理的언 人間行動의 論理를 陽究하는 學問”이라고 定義하는 미제 

스(L. von Mises)와 같이 보다 포괄적이고 抽象的인 定義를 提示하는 

學者들이 나타나게 되 었다。 

以上에서 擺觀한 經濟學의 定義에 대한 立場은 어느 地域 어느 時代

에 局限된 經濟學의 特珠性的 측면과 모든 地域과 모든 時代에 결처 共

通된 經濟學의 ~般性的 측면을 뚜렷하게 부각시켜준다고 하겠다. 어느 

特定한 經濟理論의 特練性的 측면은 그 昭究對象이 무엇이며 또한 이 

對象을 어 떻게 設定하고 있는가에서 나타나며 y 따라서 傳統的인 經濟學

의 定義는 한 經灣理論의 特練f生的 측면을 規定한 것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y 그 貝體的인 짧究對象이 무엇이며 어떻게 設定되어 있든 간에 

“瑞少資펴、의 적절한 配分” 흑은 “合理的인 人間行動”의 論理를 이 特定

한 경우에 적용시킨 것이라고 把握하는 로빈스-미제스적 定義는 주어 

잔 꽉i쩍理論의 一般↑生的 측면을 規定한 것이 라고 블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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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現代의 美國 經濟學은 두가지 점에서 두드러진 特徵을 보인다. 로먼 

스-미제스的 立場에 서서 어떠한 貝體的인 鼎究對象에 대하여서도 적 

용하여 理論을 構成할 수 있는 經濟學의 一般的 方法論의 存在를 믿고 

꾸준히 뺨發하여 오고 있는 것이 그 하나요y 古典的 理念論爭으로부태 

經濟學을 解放시 키 고 貝體化된 價f直體系블 現實에 貝現시 키 기 위 한 體

制， 制度 및 政策의 設計를 論理的으로 追求하고 있는 것이 그 둡이다。 

前者의 態度는 數理經濟學(Mathema tical Economics) 과 計量經濟學(Eco

nometrics)의 發達에서 두드러지며， 後者의 態度는 l享生經濟學(Welfare

Economics) 을 펄 두로 財政學(Public Finance) , 貨網金휩뽀論(Monetary 

Economics) , 塵業組織論(Industrial Organzation) 및 勞動經濟學(Labor

Economics) 等의 應用分野에서 두도려지게 나타나고 있다@ 

本調에 서 는 美國의 現代經濟學의 本質과 現況을 整理하여 보기 위 하 

여 다음과 같은 順序를 따르기로 하였다. 다음 第 2 節에서는 現代 經濟

學에서 假說을 어떻게 導出하며 響出된 假說의 員땅判定問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測面과 價f直의 追求가 어 떤 形態로 이 루어 지 고 있는 

가타는 測面을 각각 實證經濟學과 規範經濟學 理論의 典型的인 構造블 

明示的으로 부각시키면서 貝‘體的으로 把握하고자 하였다. 第 3 節에서는 

實證 및 規範經濟學의 主훨分析道貝‘안 數理 및 計量經濟學이 貝‘體的으 

로 어떼한 것이며 現，f\;經濟學의 主流로서 現象의 認識과 價f直判斷의 測

面에서 그 機能을 어떻게 짧揮하고 있는가라는 問題를 整理하여 보았다. 

第 4 節에서는 現存하는 學派別 差異點과 그 現況을 훨約하였으며 우리 

가 취하고 버려야 할 現代經濟學의 特性을 논하면서 筆者의 結論的 所

感윤 펴력하였다。 

앓。 寶體뺨題옐 훌準웰 鷹隨빽 뿔몇뿔 

자) 實릎훌繹濟學 

社會科學의 어느 分野에서나 現象을 올바로 說明하는 假說을 樹立하 

1) 흔히 王題에 따라 쫓當한 論理도 다르므로 社會科學理論에는 一般뾰的 測
面이 存면E하지 않는다고 主張하는 見解도 었으나 이에 대하여서는 本文第
3節 가) 數理經濟學에서 그 批判을 論議한 대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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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 가장 重훨하다。{밟說을 어떻게 導出 휴은 樹立하여야 올바른 

假、說이 얻어질 수 있는가라는 問題와 주어진 假說이 果然 올바른 假說

인 것인가라는 問題는 모든 科學의 基本的인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이 

러한 問題는 員碼블 判定하는 基準을 設定하는 問題로 견국 歸結되며 2)' 

同-→한 現象을 놓고 서 로 相反되 는 理論을 提示하며 對立하는 두 學派

의 差異는 完全히 그 員歸判定 基準의 差異와 -‘致한다고 하여 도 지 나 

친 딸얘 아니다。 

다}체로 科學의 모든 分野에서 주어진 理論에 대한 헐經判定의 基準은 

짧極的으로 그 理論이 說明하고자 하는 現象이 다‘ 理論이 提示하는 바 

現象에 대한 說明이 얼마만큼이나 賞|察의 現象과 -致하는가 하는 것 

여 그 理論의 置碼를 가늠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러냐 實際에 있 

어서 어떼한 假說이 現象을 얼마만큼이나 옳게 說明하고 있는가를 가-늠( 

하는 作業은 意外에도 대단히 어려운 作業이며 때로는 不可能할 경우도 

허 다하기 때 문에 主購的 直騙的 判斷으로부터 客觀的 統計學的 判斷에 

이르기까지 學派와 學者에 따라 그 實證技法이 너무나도 多樣한 것이 

現贊情이라 하겠다。 

現代 經濟學의 f밟說 導出의 方法과 그 實證技法은 實證經濟學(Positive‘

Economics)이라고 하는 名稱으로 훨約되고 있다。 實證經濟學의 特徵은 

일단 理論의 前提가 주어진 以後 前提의 特性을 究明하기 위한 推論過

程에서나 假說을 세운 後 얻어진 假說의 實證過程에서나 微底하게 論理α

的이고 客親的일 것을 훨求하는 데 있다。 흔히들 實證經濟學의 特徵은 

前提의 設定에 서 부터 假說의 導出 및 檢定에 이 르기 까지 가 모든 主觀을 

排除한 狀態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나 이것은 

잘못이다@ 어떠한 理論에서도 主顆이 必然的으로 介在되지 않을 수 없 

는 章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前提를 設定하는 段階이 다. 오랜 시 

일에 걸쳐 現象을 관찰하여 온 결과 歸納的 經驗律에 의하여 세워진 前

提이건 卓越한 直觀力에 의하여 세워진 前提이건 일단 前提를 決定하는 

H흉間은 바로 論理的 飛鍵이 일어나는 購間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前提

의 設定은 짧편的오로는 主觀的인 判斷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주어진 前提의 特性을 論理的으로 究明한 후에 이로부터 現象을 說明

2) 趙誠煥[5J數授에 의 하면 매 콜렵 (Machlup, F.)도 1975年度 프린스튼大學행 
서 행한 講義에서 이같이 指網하였다고 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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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假說을 혈出하는 段階에서 또 다시 主觀이 介入하게 된다. 뽑、說은 

결국 昭究對象언 現象을 주어진 前提 아래 究明된 現實의 (假)特性 中의 

어느 部分과 결부시키는 命題이묘로g 假說의 導出은 本質的으로 主觀的

언 作業이요 결코 論理的안 作業이 아니다。 

마지막오로 얻어진 假說의 現象說明力을 客觀的￡로 算i릎한 후에 이 

1탱說을 援擇 흑은 기각하는 意思決定의 段階에 主觀이 介入하게 된다。 

이저] 實證經濟學的 理論외 構造블 前提의 設定 및 그 特性의 究明〔즉 

模型의 構fR)， 1탱說의 導出9 그리 고 假說의 檢定이 라고 하는 세 段階로 

나누어 훨約함우로써 置땀判定에 主觀과 客觀이 어떻게 어울리어 作用

하고 있는가를 살펴 고 그 特徵을 부각시 켜 보기 료 한다o 

1) 構 휠 

누구도 明確한 論據블 바탕￡로 하여 主張할 수는 없겠으나 現象을 現

寶외 觀測可能한 측면이라고 理解하는 태도에 대하여 별다른 異議블 提

起하는 시-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現象과 現實과의 관계를 위와 

같이 設定하게 되면 現象을 組織的으로 理解하고자 하는 일체의 試圖는 

重大한 制約을 받게 된다。 즉 完全한 體系 속에서 動態的 法則에 따라 

運行되고 있는 것은 現實이며 現象은 그 運行過程의 觀測되는 -面에 

不過하기 때문에 3) 現象은 現實의 運行法則에 대하여 일반척오로 不完총 

한 情報만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두개의 다른 現實이 

現象이라고 하는 測面에서는 -‘됐할 수 있가 때문에 주어진 現象에 대 

하여 그 現象을 나타낸 實際의 現實을 한 개로 옳게 選別하여 내는 作業

은 일반적으로 不可能한 것이다。 

이 러 한 힘I約的 特性에 도 不펴하고 모든 理論은 昭究對象이 되 는 現象

의 背後 現實의 基本的 運行法則을 設定하고 그에 따라 現象의 決定

및 變化過程을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設定된 背後的 現實의 

基本特性은 바로 理論 展開의 前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昭究者가 이 처 럼 그 나름대 로 設定한 肯後的 現寶의 모습이 , 아우 

리 이것오로부터 導出된 假說이 現象을 잘 說明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實際의 참모습과 -敎한다는 保障은 없으며 g 또 週오로 不-→致한다는 

保障도 없다。 따라서 實證經濟學에서는 이러한 限界를 分明히 認識하고 

3) 째뮤엘슨(Samuelson) [91]은 現象과 그 背後 現實을 同-하게 取銀하고 있 
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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背後的 現實의 基本特↑生을 設定한 일체의 理論的 前提를 現實에 대한 

f링定(Assump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假定들로부터 演繹的

으로 導出띈 特뾰을 定理(Theorem) 라고 부르며， 주어진 假定들과 이로 

부터 導出된 定理들의 集合을 한데 묶어 現實에 대한 模型(Model)이라 
1:3 '2 ~l 4,) 

_lC. Tτrνr.' 

模型을 設定하는 作業은 ~般的우로 3 段階에 결쳐 이루어진다. 첫번 

째 단계에서는 現象과 關聯이 있다고 믿어지는 主훨變因---現象에서直 

接 觀察되거나 흑은 假想的이거나---을 選定하고 이들의 特性을 貝‘體

的으로 願與한다. 다시 말하여 理論 展開에 登場하는 變因 및 用語를 

定義하는 것이다 두번째 段階에서는 定義된 變因間의 基本的 關係를設 

定한다. 이 基本的 關係블 設定하는 일과 앞서 定義된 變因에 대하여 

特↑生을 觸與하는 일을 實設經濟學에서는 假定이략고 부른다 5) 세먼째 

단계에서는 주어진 假定들의 特性을 演繹的으로 究明한다. 이 段階블 

推論이 랴고 부르며 推論의 結果로 導出된 特性을 定理라고 부른다@ 그 

라하여 模型(Model) 一般의 外形的 構造는 몇 개의 定義(Definition) ，

몇 개의 假定(Assumption) , 그리고 몇 개의 定理(Theorem)의 集合으로 

나다나며， 결국 模型이 란 現象의 背後 現實을 認識體系 속에 論理的으 

~ ，1탱構밟한 것이라고 定義펼 수 있을 것이다@ 

기) 前提의 設定(假定)

宇많內의 표든 現象의 背後現實이 宇固라고 하는 一元的 實體임을 認

定한다면 理想的언 模型은 宇富 그 自體에 대한것이라야 할것이다。 그 

펙나 制限된 人間의 認識能力에 버추어 너무 방대한 模型은 다루어지기 

가 不可能하며， 따라서 現象의 特定한 部分에 대한 將究에서는 그 特定

많分과 가장 긴말한 關係가 있다고 믿어지는 몇개의 變因만을 選別하고 

그 變因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믿어지는 基本的인 屬性과 基本

的 關係만을 設定하여 模型의 前提를 構成하는 것이 週例이다. 따라서 

위에 지적한대로 同一한 現象이라고 할지라도 船究者의 視角에 따라 전 

4) 模型에 대한 이같은 定義는 루드너 (Rudner) [89J의 見解를 따른 것이다.그 

러나 문헌에서 使用될 때의 模型의 擺念은 r 가끔 科學哲學의 形式的 構造

(Forrnal Structure)에 대 응시 켜 定理블 除外시 키 기 도 한다， 
5) 보통 模型內에 明示的으로 言及되 지 않는 技法 一般에 대 한 假定은 특히 
公理(Axiorn) 라고 불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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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다른 模型이 設定되는 것도 許容되며 模型의 前提設定이 第極的오로 

는 主觀的 決定에 依存된다는 것이 寶證經濟學의 基本的 態度이다. 

그렇다고 해서 實듬풀經i齊學이 無分別하게 아무 模型이라도 設定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첫째로 模型을 構成하는 假定들이 論理上

서로 予眉이어서는 안된다. 辯證法的 “存在의 內的 予}좁”은 論理上의 

予眉과는 다르며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 推論의 대목에서 論할 것이다。 

플째로 模型은 어떠한 形態로든지 하나의 假說을 提示할 수 있어야 한 

다. 假說을 提示하지 뭇하는 模型은 現象윤 說明하지 못하는 模型이 묘 

로 意味가 없는 模型이다。 셋째로 模型에 設定된 假定들어 그대로 現象

에 適用 解說될 수 있을 경우 醒測된 만큼의 現l象에 비추어 反證되자 

말아야 한다 6) 模型이 設定한 假定은 現象에 直接 나타나는 事寶에 대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3 現象에 直接 나다나는 事實에 

대한 假定은 그 렇寶과 -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셰기-지 條件윤 모두 充足시키는 模型이라고 할지라도 그 

模型이 쫓꿇한 것이 라고 말할 수는 없다。 模型의 最終的 쭉當性을 그 模

型으로부터 훨出펀 假說의 現象 說明力에 의거하여 間接的으로 判定하 

는 것이 贊證經i齊學의 態度인 것이다。 

L) 推 論

設定된 模型의 前提료부터 定理를 導出하여 내 는 f'p業을 雅;論이 라고 

부른다. 實證經濟學은 用語블 염멜하게 定義하고 서로 모순이 되지 않 

논 假定을 分明히 設定하여 理論展開의 前提로 잠는 것과 關聯하여 推

論의 과정에서도 염멜한 論理裡을 쩔求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論理性은 

用語를 定義띈대로만 使用할 것과 理論의 展開가 이미 設定된 假定에 

위배되지 않을 것을 意味한다。 

推論이 論理的으로 展開되 고 도중에 서 別途의 잠재 적 假定이 숨어 들 

지 않는 이 상 어 느 누가 推論을 담당한다고 할지 라도 同-한 模型의 前

提로부터는 항상 同-‘한 定理가 導出되게 되며 9 이 전이 바로 實證經濟

擊의 첫벤쩨 客觀f生언 內的 整合健(Internal ε。nsistency)을 이푼다。 7) 

6) 이 條件은 네 이 겔 (Nagel) [75J 과 째 뮤엘 슨 (Samuelson) [91]의 見解를 따른 
것이다. 프리이드만(Friedman) [4밍은 假定의 쫓當性은 오직 그로부터 얻 

어진 假說의 現寶性에만 依存해야 하며 假定 그 自體의 現寶뾰은 問題7f
되지 않는다고 主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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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統的오로 西洋과 다른 文化i핀 背景과 固有의 生活 및 思、考 樣式」을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는y 實證經펄學의 이러한 論理性이 어느 면에서 

客顆性을 보여줍에도 불구하고 우히려 美國的 問題에만 적용이 될 수 

있는 일종의 特練性을 反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우려도 있다. 

득히 佛敎的 認識論理나 李명~S-l l;生f뭘學에 서 나타나는 理論많聞의 양상 

은 첼諾經濟學的 接近과는 判二꿇하거1 다르며 y 나아가서는 實證經濟學的

언 方法으로는 도저히 다룹 수 없을 것으로까지 브여지기도 한다. 보통 

첼짧經濟學의 論理블 形式論理략고 부르고 우리에재는 特有한 령洋的 論

3里가 있다→고 생각하는 態度가 바-로 이터한 見解플 代辯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見 特異한 論理體系플 지니고 形式論탤的으로는 묘순이면서 

도 끓한 員理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色며星空， 空ÞtPJ블色” 

과 같은 佛敎의 命題나 “理와 氣는 二맨-이요 →텅n二”와 같은 {生理學

의 理氣說의 命鼠는 사싶상 “形式論理的”으로 모순이 아니면서 Jff벼秘的 

흑은 詩文學的 表現을 넬리고 있윤 뿐임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命題에 

대한 어떠한 解說을 보더라도 色과 별이 다르다고 할 때와 色은 空이며 

空은 色야략고 할 때의 色의 廳念괴- 空의 擺念이 各各 달리 適用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二없一맨二”의 命題도 理와 氣가 特뻗이 

다르다는 면에서 二요 항상 함께 存在한다는 면에서 -이지 결코 同

→한 측면에서 2=1의 等式關係를 초張하는 命題가 아닌 것을 볼 수 있 

다 8) 따라서 이 러 한 命題들이 記述하는 本質的 內容을 哈味하면 하나하 

나 用語의 定義를 分明히 하였윤 경우 그 論理性은 바로 形;式論理 그 

휩體이며 9 東洋哲學을 昭究하는 일은 결국 하나하나의 用語의 定義블 

貝‘體化하여 그 命題가 지 난 바 참된 意味를 形式論理的 體系 속에 再構

g용하려는 努力이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寶證經濟學이 用語

의 定義와 變因問의 關係에 대 한 {렁定을 分明하게 하고 論理的으로 推

論할 것을 훨求하는 態度는 결국 옛부터 우리 社會의 問題를 해결하려 

7) 누티 (Nuti)[81]는 內的 整合性의 한 條件으로 外的 適合뾰까지 흉§求하고 

있으나 이것은 쭉當하지 않다-

8) 이 러 한 誤露는 -됐律(A→B)을 同一律(A=B)로 觸大하는 誤露로서 어 린 

이플의 말장난에서도 나타난다. “원숭이 믿은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았어 ... …”와 찰은 말의 고려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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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모든 試圖의 바닥에 잠재하여 있는 態度와 -→致하는 젓이지 켈쿄- 우 

리에게는 不適當한 美國的인 態度가 아난 것이다@ “二J3!P-‘， -J3!P二”의 

命題는 韓國的언 論理가 아냐고 우리의 詩文學的 表現일 따름야다e 

實證經濟學은 英美文化園의 特練한 方法일 뽑 보펀척 ;뺨銀이 되지 풋 

한다고 생 각하는 사람들은 또한 마르크스的 史的唯物論의 바탕여 되 는 

辯證法的 論理블 플어 形式論理와 폼철 비교를 시도한다。 야들은 史的

P佳物論-辯짧法的 論理9 그리고 寶本主義的 經濟理論-形式論理확 철 

。1 特定찬 理論이 特定한 論理와 關係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철r 알 

려진 바약 갇이 形式論理는 同-律， 予l좁律9 排中律 맺 充足理E힘律획 

原理-이11 Bl-탕을 두고 그 體系블 갖추고 있으벼 y 모든 事觸의 置113은 自

E크予휩 속에 있다고 把握하는 辯證法的 論理는---“A는 j잎이면서 !행時 

에 非A이다”의 命題에서 7t明하듯이---同-ι律 및 켠@眉律을 否定한다→@ 

이러한 見解를 연장하면 同一律 빚 ￥I좁律에 依據하는 形式꿇理는 靜態

의 論理이며， 自己￥置에 의하여 必然的으로 變%할 수 밖에 없는 事物

의 買相에 엽 각하는 辯證法的 論理는 動態의 論理이 라고 하는 結輪까지 

養場하게 된다 9) 

s‘存:tE의 內的 予居”이나 "A는 A이며 同時에 非A이다”와 같은 表現

이 ;설과적으로 提示하는 참뜻은 存在의 內部에는 스스로를 變化λ1 카는 

훨因여 있다는 것이다。 이 훨因에 의하여 모든 存뾰는 變化하며 變1t흰 

存在에는 또한 새로운 變化흉흉困이 內在하여 끊임없이 變化하고 있다는 

것이다- “A는 A이며 同時에 非A이다”의 命題에셔 첫먼채 A는 存혼E 

를 뜻함이오， 두번째 A는 存혼EA에 內在하는 變化 훨因을 除外한 屬健

을 指稱하거나 흑은 存在 自體를 意味하며 세먼째의 非요는 存在 A에 

I챔在하는 變化 훨因을 가리킨다. 따라서 解證法的 論理왜 本質的 內容

에 엽각하여 이 命題블 顆察하면 셰재의 A-特히 첫번째 A와 마자 

막 非A의 A-는 同一하지 않은 것을 同-한 表現으로 記述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A에 內在하는 變化훨因은 A의 屬性이지 결코 뿜A얼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었을 뿐이다。 따라서 야 命題는 辦證法

的 論理의 本質을 論理的오료 記述하는 命題가 되 지 못한다e 

또한 “모든 存훈에는 스스로를 變化시키는 變化훨因이 內:tE한다”는 

9) 朴鍾鴻[1J 참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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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題를 “內的 自己予居”이라고 把握할 때 이 때의 予l좁은 서로 祖否하( 

는 두개의 훨因이 同-→ 存在內에 共存하고 있음을 풋한 뿐 결코 論理上

의 予l좁을 뜻하지 않는다. 

헤젤(묘egel) (54J 이 옳게 지적한 바와 같이 同一律은 抽象的인 펌性의 

法則일 뿐이다. 헤겔은 貝體的이고 참된 思땀의 法則으로서 同-律 대 

산 辯證法的 論理를 提示하고 있오나3 오히 려 同-律이 抽象的인 f휩↑生 

ε} 法則이기 때문에 모든 貝體的이고 참된 思、堆의 法則은 同-‘律의 支配

판 받고 있는 것이다. 휩￥證法的 論理에서 前提되는 “內的인 自己予眉”‘

은 同一律과는 無關하며 辦證法的 論理에 서 의 同-律은 그 理論體系의 

I져的 整合性에 대한 훨求에서 나타난다. 모든 存在는 自己予眉에 있다 

고 前提하는 辯證論理가 理論展開의 過釋에서 어느 特定한 存在는 自己

予l휩에 있지 않다-고 다루어서는 論理的 整合性을 喪失하게 되며 또한 

形式論理的 同-‘律에 違背되는 것이다。 

形式論理는 抽象的 思J低의 法則이 다. 결코 貝體的 存在외 本質을 究

HJ3하는 理論이 아닌 것이다. 形式論理를 靜態、的 論理로 把握하는 態度

는 同一律을 存在의 特性에 대한 記述로 把握하며 또한 “A는 A이다” 

의 命題를 “A는 A이었고 A이며 A 일 것이다”로 理解한다。 이것은 形

파論理의 同-律이 아니며 辯證論理의 前提인 “內的 自己~J좁”과 마찬 

가지로 存在에 대한 假定인 것이다. 

形式論理는 假定의 內容에 웹많됨이 없이 모든 理論의 위에 君臨하변 

서 貝‘體的오로 理論의 內的 整合性을 훨求한다. 

2) 假說의 導t업 

模型이 現象을 바탕￡로 背後 現實의 特性을 抽象하여 體系化시 킨 것 

입 에 비 하여 假說(Hypothesis)은 模型의 抽象的 體系블 貝體的인 現l象

에 適用시켜 現象 說明을 試圖하는 命題이다。 즉 模型은 {밟說의 論理的

規範이 퍼 며 假說은 模型의 解說(Interpretation) 이 되 는 것 이 다. 

假說을 模型의 解說이 라고 보는 경 우 假說은 原則的오로 解說者의 王

觀을 內包하게 된다。 그러 나 解說에 介入하는 主觀괴- 模型의 前提를 設

定하는 데 介入하는 主觀은 事實上 同-하다a 왜 냐하면 構成上 模型이 

얻어진 후어1 假說이 얻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實際로는 直:

觀에 의하여 먼저 假說을 設定하여 놓고 이 假說이 論理的으로 쭉當하 

거1 되는 規範으로서 얻어진 것이 模型이기 때문이다。 즉 寶際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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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昭究는 先模型 後假說의 JI頂序로 이루어지가보다는 오히려 先假說 後

模型의 ]l휩序로 이루어지벼 9 쫓當한 模型이 얻어져서 假說의 合理性이 

定立펀 然後에 先模型 後假說의 論理的 形式으로 報告하는 變格法(Re

duction)을 採擇하고 있는 것 이 다。 10) 

~般的으로는 假說의 貝體的 現寒 說明이라고 하는 實用的 測面과 模

型의 論理性이 라고 하는- 抽象的 測面이 別途로 다루어 지 기 보다 同時에 

다루애진다. 財貨의 特性윤 유클리드(Euclid) 實空間의 한 輔으로 抽銀하 

고 몇가지 財貨를 각각 얼마만큼씩 모아 놓은 것을 해당하는 輔이 해당 

하는 값을 가지는 벡터로 抽象하여 놓고서도9 이것을 벡터라고 부르지 

않고 “財貨모음 “소비 ” 혹은 “生塵” 等으로 定義하는 態度가 그 例야 

다。 즉 ι‘消費” 흑은 s‘生塵”이라고 불리우는 抽象的인 벡터들의 論理的

關係블 推論하여가면셔 同時에 이것을 現實의 消費 흑은 生塵의 相互

關係로 適用하여 現象을 說明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對하 

고 實證經濟學이 假說의 論理的 骨格이 되 는 模型과 模型의 現實的 適

用이 되는 假說을 구태여 區別하여 다루고 있는 理由는 論理的 推論과 

쫓當한 現寶 適用이 그 領域을 염격히 區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M消、

費”라고 하는 權念은 現實的 測面에서 여러가지 多樣한 屬性을 內包하 

고 있는 어띤 類의 人間行薦블 指稱하는 말어지만 일단 模型內에서 "'消

費”라고 하는 用語로 定義될 경우에는 몇가지 主훨 屬性만으로 定義되 

고 나머지 屬性은 熺象되고 만다。 만약 推論의 途中에서 “消費”의 屬性

을 定義되지 않고 握象된 現實的 屬性으로 다루어 理論을 展開하게 되 

면 그 推論의 論理性은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假說內에 定義되 

는 “消費”가 現實的 人間行寫로서의 消、費와 完全히 同一한 것이 아닌데 

도 假說은 模型의 “消費”를 現實의 消費에 適用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實證經濟學에서는 模型內의 推論과 模型의 解說은 서로 別個의 問

題임윤 彈調하고 있는 것이다。 11) 

이렇게 模型이라고 하는 論理的 틀을 바탕오로 現象을 說明하는 假說

은 最終的으로 實證을 통하여 그 買理性을 檢定받게 된다@ 

3) 實 훌훌 

10) 첼너 (Zellner) [113J 참조。 
11) 드브루(Debreu) [29J 참조。 季享純[3J敎授에 의 하면 맹 거 (Menger)와 쿠프 

만스(Koopmans)도 이러한 청을 갱-조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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模型을 바당 o 록 假說이 얻어진 후이면 일단 이 假說은 現象에 비추 

어 그 쉴뒀{生을 檢定받아야 한다. 現l象의 背後 現寶을 챔‘寫하고 있는 模

型과는 달리 假說의 內容은 現象이 어떻게 나다나는가에 대한 說明이 

묘로 그 員원性에 대 한 直接的 實뚫의 間題가 靈論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빨型의 特性을 論할 때 지적된 바와 같이 模型은 分析의 

頭효上 複雜한 背後 現贊보다 렐씬 單純하게 設定되기 째문에 y 이로부 

터 導出된 假認은 주어진 變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變因틀 중에서 

그 特性까지 單純化된 몇개의 選擇된 變因들의 영향만-을 說明할 뿐이 

다@ 따라서 누락된 變因블의 영향과 選擇된 變因。1 략고 할지라도 그 누 

락된 屬性에 의 한 영 향까지 도 망라한 채 나타나는 現象은 假說야 說明

하지 못하는 測面을 크든 작든 지니게 되며 y 견국 j原평的으로 f탱說은 

聽測다 는 現象에 대 한 不完全한 說펌으로 그치 고 만다@ 

이 러 한 까닭에 f탱說의 實證은 그 假說이 現象을 完全無缺하게 說明하 

는가 與否보다 現象을 얼마나 갈 說明하고 있는가의 評價에 그 바탕을 

둔다. 貝體的인 實證技法에서 差異를 나타내는 모든 學問 흑은 學派에 

갤처 두루 共通的인 寶週의 종勢는 바로 이 점인 것이다. 그리고 觀測

된 現象에 대한 假說의 說明 限界를 算定하는 方法과 어떻게든 算定된 

結果를 놓고 假說을 “참”이 라고 採擇할 수 있는 基準의 設定 I펌題에 대 

하여 각 學問 흑은 學派는 서로 意見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대채로 假說의 說明力을 算定하고 이륜 토대로 假說을 기각 내지 採

擇하는 古典的인 技法은 다분히 非組織的이며 主觀的이었다. 따라서 행￥ 

究마다 그 實證技、法이 달랐￡며 實證의 -般理論을 세울 수 없었으나， 

統計學의 짧達과 더불어 假說의 說明力을 客觀的으로 算定하는 方法이 

점차 體系化되면서 y 實證經濟學은 號計學을 토대료 하여 計뚫經濟學을 

發展시키고 이것을 論理的 實證의 技法으로 삼고 있다. 統計學的 方法

이 計量經濟學的 方法과 반드시 一致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計量經

濟學的 方法에 대하여서는 다읍 節의 計量經濟學의 대목에서 살피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計量經濟學의 바탕이 되는 統計學的 方法에 대하여 

논하가로 한다。 

f탱說은 現寶에 대한 模型으로부터 結論格으로 얻어진 것이지만 實證

의 段階에서는 現象에 대한 模型으로 取폈받는다. 그리고 模型의 경우 

화 걷이 두 개의 다른 假說이 同時에 하나의 現象에 대하여 同-한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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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力을 發揮할 수 있다고 하는 制約을 밤고 있다. 따라서 統計學은 주 

어진 現象을 說明하는 여러 假說中에서 가장 說맺力이 강한 하나만의 

假說을 選別하여 내가보다는 어느 水準 以、下의 說明力을 보이는 不良한 

{탱說들을 기각한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換言하면 어느 假說이 現象

說明力의 不良오로 안하여 기각될 경우y 기각의 客觀的인 根據블 論理

的오로 提示할 수 있오나9 어느 假說을 [l佳-한 “참”의 {텅說이략고 採擇

할 경우 이것을 뒷받침할 客騙的인 恨據는 論理的즈L로 不可能하다는 것 

이 다. 이 러 한 立場에 서 統計學的 實證技法은 f탱說의 必댈條件에 대 한 

反證의 組織的 試圖라고 볼 수 있다。 1밟說의 한 必평條件을 自{듭‘있재 

反證할 수 있오면 대 우(Contraposition)의 論理에 의 하여 그 假說을 自

信있게 反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떼한 假說이라도 現象과 크든 작는 差異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特{生으로 인하여 統計學에서는 

일체의 假說을 蓋然的 命題로 取設하여 特定한 確率變數들의 確率分布

에 대 한 記述로서 f巴握한다。 

統計學的 實證은 주어진 假說을 蓋然的 命題로서 다루고 이로부터 해 

당하는 確率分布에 대한 記述을 導出하는 것오로부터 비롯한다。 이렇게 

導出된 確率分布에 대한 記述은 假說의 必펄條件이 되며 여치에다 假說

의 基本 屬{生을 조E曲하지 않는 範圍l치에서 약간의 技術的(Technical) 假

定을 첨가하여 관련 확률변수의 확률분포를 하나로 결정짓도록 統計學

的 假說(Statistical Hypothesis)을 設定한다e 

다음에 檢定統計量(τest Sta tistic)을 決定하고3 現象오로부터 任意抽

出된 標本의 資料블 代入할 때 檢定統計꿇의 값이 얼마로 나타나면 設

定된 統計學的 假說을 기각할 것얀가플 決定한다。 假說의 기각이 決定

되 는 檢定統計量의 값의 領域을 기 각역 (Critcal Region) 이 라고 부른다。 

檢定統計量과 기 각역 을 設定하는 行寫는 두기-지 誤錫、의 可能性을 수반 

한다. 첫먼째의 誤醫는 假說이 “참”일 경우 標本으후부터 算出된 檢定

統計量의 값이 기각역에 포함되어 假說을 기각하게 될 誤露이다。 이 誤

錫의 可能性을 第i種 誤錫(τype 1 Error) 흑은 有意7K準(Significance

Level)이라고 부르며 이것은假說이 “참”일 경우 檢定 統計量의 값이 기 

각역에 包含될 確率로서 나타난다. 또하나의 誤複는 假說이 “거짓”일 경 

우 檢定統計量의 값이 기각역에 폭함되지 않고 따라서 假說을 가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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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자] 펠 誤등젖이 다. 이 誤醫의 可能性을 第二種 誤듭찢(Type II Error) 라고 

부르며 이것은 假說이 “거짓”일 경우 檢定統計量외 값이 기각역에 包含

되지 않윤 確率로서 나다난다. 이와 갚은 第-→， 二種 誤쩔블 감안하여 

주어진 統計學的 圖說에 폐히여 적철한 檢定統計量;과 기각역을 設定하 

는 論理的 方흡야 너} 이 만-펴 어 슨(Neγman-Pearson)의 最善檢定， 一樣最

검뭘檢定 ::tJ3~比;險定 즉팎의 形눴오루 각 경우마다 定式化되어 있다. 

檢定얘 따흔 第一3 二種릅l'늪젖는 곧 f텅說의 짧‘象 說明力에 대 한 첩:觀的 

指標가 띈다 보다 낫든 第-種 認5젖에서 {탱說을 기각하면 그 기각행위 

는 보다 큰 信펀펀을 지니치l 되려 보다 낮은 第二種 誤該에서 {렁說을 

採擇하게 되펠 그 採擇行寫는 역시 보다 큰 信穩{生을 지니게 펼 것이다a 

統計學的 假說이 關聯된 確率變數뜰의 確率分布를 하나로 決定짓는 

경우， 檢定統듬j-量의 確率分布는 -般的오로 筆出이 可能하며 y 따라서 

이 假說이 “참”일 경우에 檢定統計풀의 값이 기각역에 包含될 確率， 즉 

第一鐘 誤홉의 算出 01 -i펴能하다. 그러나 假說이 “거짓”일 경우에 檢定

統託활의 진정한 確率分布는 알 수 없으며 따라서 第二種 誤짧의 塵出

은 _0般的우톡 不可能하다. 換言하띤 統i릎f學的 技法이 {탱說의 現象說明

力을 客觀的즈L로 算定할 수 있는 정우는 대단헤 制約되어 있오며 그것 

도 一部分的 때固에 대히-여서만 可能한 것이다。 이러한 統計學的 實證

의 基本 特性은 앞서 論한대록反잖에는 客觀的 根據룹 提示할 수 있으 

되 立詩에는 그평지 뭇한 實證 -般의 屬{生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오며 

贊誌經濟學의 두먼째 客騙性， 즉 쩌-的 適合性(External a pplicabili ty)의 

基準을 形成한다. 

理論的 j따設로부터 導出된 어퍼한 統計學的 {탱說도 自信있게 æ諾되 

지 못하면 일단 이 뿔論1돼 {닭펴갚은 時間이 끊過하여 새로운 反證(예컨대 

폈폐의 失敗)이 염어질 때까지 참정깎인 定說로 認定되며 이렇게 定說

s:.. 認定된 ↑뭔說괴- 그 j쉰型‘을 득허 理論i(τheory) 이 라고 부르기 도 한다 12) 

이떻게 한 理論이 갇정적 定說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樣型內의 直接

Ée0 J쫓認이 不可能한 {당定둘윤 힘씁하여 %주究者의 “現贊을 보는 視角”은 

第三춰의 포觀的인 意兒이 야떻든y 잠정적으로 “現實을 올바로 보는 視

;角”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12) 드브루(Debreu) [29J는 模펴 그 自隨플 寶證與否와 無關하게 理論이 라고 부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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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證經濟學의 員碼判定에 대한 이러한 態度는 써뮤엘슨(Samuelson) 

:[90J 의 操作主義(Operationalism)와 一致한다. 써 뮤옐슨은 한 理論이 多

面的으로 現象의 여러 경우에 비추어 檢定이 가능할 경우 그 理論을 操

作可能(Operational)하다고 判定하며 s 모든 理論은 構造上 操作可能하여 

야 한마고 王張하고 있다。 操作可能하지 않은 理論은 實證經濟學的 質

廳判!Ë 基準오로는 그 률짧를 가늠할 수 없기 째문에， 實證經濟學的 員

￠좋및U!Ë의 方法이 唯-‘하게 쭉當한 方法이라고 믿는 立場이면 써뮤엘슨 

의 操作主義를 뱉아들이 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다 Æ퍼 (Popper) (83J의 

“理論은 現象에 의하여 反護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論理的

實證王義의 見解는 이 와같이 寶證經濟學的 方法理論에 그대 로 反映되 

고 있는 것이다。 

L!-) 規範鍵濟뿔 

現‘象을 올바로 說덴덤하는 假說이 얻어진 다음에는 당연히 現l實의 評價와 

改휩의 I펌題가 대두된다e 이 問題들을 組織的오로 다루는 經i齊學의 分

野블 規範윗~jJ확學(Normative 표conomics) 이 라고 부른다。 보풍 國民福祐

에 대 하여 연구하는 }훔生經濟學(Welfare Economics) , 獨算F닙 規制블 망￥ 

究하는 률품業組織論(Industrial Organization) , 일체 의 經溶政策(Econom

ic Policy)과 財政學(Public Finance) , lt較經i齊體制論(Compara ti ve 

Economic System) 및 開發즙f劃論(Deγelopment Planning) 等이 規範經

j齊學어11 !휩한다。 

흔히 들 規範經濟學은 價f直의 問짧블 다루묘로 實證經濟學에 비 하여 

다분히 主麗的안 것이라고 말하여지고 있오나 이 역시 잘못이다. 모든 

規範經濟學的 昭究에도 두루 通用되는 -般的인 論理가 存tE하며 寶證

經濟學에서와 마찬가지로 主騙과 客觀이 적철하게 어윷리고 있는 것이 

現代 規範經濟學의 特色이 다。 

傳統的오로는 주어진 體制 맞 制度的 與f牛 아래에서 經濟의 움직임을 

어떤 價f直基準 아래 評價하는 것이 規範經濟學의 주된 課業이었으나 現

代에 이르러서는 어떤 價f直基準 아래 設定된 經濟의 目標를 貝現시킬 

수 있는 體制， 制度 및 政策율 設計 考察하는 水準에까지 發展하였다@ 

이 제 現代 規範經濟學的 方法을 價f直體系의 貝體化의 問題와 價f直뭘現 

을 위 한 手段을 發見 혹은 앓計하는 問題의 두 段階로 나누어 考察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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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그 特徵을 휠約하여 보기 로 한다， 

1) 뿔陣에 貝體化

價f直는 다분히 主觀的인 擺念이 다。 어 띤 대 상을 두고 價↑直判斷을 대? 

갚 해 주어진 價植基準에 의하여 判斷을 내리는 과정은 論理的일 수 았 

지만 價倍基準 自體플 設定하는 과정은 本質的으로 非論理的이요 主觀

따이다。 따략서 一般的으로 價f直基準은 個人에 따라 다르며 “A 의 價f直

쫓:準이 E의 價O直基準보다 優越하다”라는 식의 命題에 돼한 客觀的 員

{섣判定은 그 貝‘體化된 判定基f뿔이 別途로 存在하지 않는 이 상 不可能하 

다 13) 그럼 에 도 不웹하고 모든 經灣가 “보다 나은” 狀態룹 追求하석 나 

아가고 있는 만큼 價備는 갤싣하고 흩를용흉한 經j齊學的 問題7} 띈다. 

規範f정j齊學 01 價f直의 問題를 다불 째에 피할 수 없는 것은 도든 물現 

꾀能한 狀態에 대하여 해당하는 價備判斷을 내려는 일이다. 이 問월가 

解決되 자 않오면 價個 貝現l을 위 한 가장 좋은 現l實的 方案야 定立될 수 

없기 때문이다. 追求하는 바의 價個가 될現되는 狀態가 어떤 狀態연지 

도 모르면서 그 狀態、의 具現l올 試圖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國

民 모두가 보다 찰 사는 내일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석떠한 體

制9 制度 및 jfJ:策윤 採擇하여야 할 것인가 9" 라는 贊問은 아무리 그 問1

월침가 電몇한 問題라고 할지 라도 國民 모두가 보다 찰 사는 내 일을 “年

↑띔人所得 1 ， 200萬원， 年 最高所得者와 最低所得者의 所得fli힘쫓 100萬원 

낀1 만. , 物價上乘率 年 3%이하의 形式으로 貝‘體化시키기 t)，前에는 

論理的인 解答윤 發見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規範經消學的 昭究에서 

는 追求하는 바의 價備를 그 價f直가 貝現될 狀態로 틸體化시 킨다. 

追求하는 바의 價f直가 具現되 는 狀態블 월體的으로 鋼寫하는 作業은 

橫造上 먼저 {賢%直基準에 의거? 狀態의 바람직한 特性을 選別히-여 ↑賢f直的

特性(예컨돼 “모두기- 보다 찰 사는")을 事寶的 特性(여1 컨대 “年 個人所

得 1 ， 200萬‘원 .. 。。。·”)오로 變換시킨 다음에， 이러한 事寶的 特性을 지냐 

는 狀態의 構造를- 論理的오로 究明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過程은 바 

로 狀態의 構造를 假定으로 設定하고 論理的 推論을 통하여 事實的 特

↑生을 導出하고 導出된 필‘寶的 特性에 대하여 적켈한 價隨的 解說(Inter

pretation)을 가하는 JI頂序의 찮I1頂이 되고 있으며， 實證經濟學的 理論構

13) 예 컨대 칸트(Kant)의 本源命令(Categorical Imperative) 인 道德、命令 (Moral
Imperative)은 이 에 대 한 判定基準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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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의 方法과 그 I1頂序만 편)1頂일 뿐 대 단히 類似하다。 따라셔 理想的 應

件下에 서 魔爭均衝의 特↑生을 論理的으로 究明하고 그 特性01 效率的야 

라고 價f直判斷을 내리는 것과 같은 規範經팩學의 용주究는 주여진 價f直基

準에 따라 追求하는 狀態를 貝‘體的으로 把握하는 데 바탕을 이푼다。 

야 와같은 構造에 서 分明한 바와 같이 規範經濟學的 理論애 샤 主顧야 

介入빼는 章은 價f直基準의 設定과 價f直的 特{生을 事實的 特性요로 變換

시카는 過程에 한한다。 이외의 段階에서는 規範經濟學에서도 언제나 論

理性과 客顆性이 훨求되는 것이다。 

보통 規範經濟學은 個人 아난 國民經濟的 狀態의 評價와 改善을 服究

課題로 삼가 째 문에 規範經濟學과 直接 關聯、된 價f直는 個人的 價f直가 아 

냐 고 社會的 價f直이 다。 經濟學者 ~般이 個人的 價f直基準에 대 하얘 는 

그저 設定된 것으로 把握하는 데 별다른 異議릎 提起하지 않지만y 社會

的 價f直옳準에 대 하여 는 크게 는 理急論爭으로부터 작게 는 政策論爭에 

이르기까지 百家爭q흡하여 온 것이 그간의 寶情이다。 社會的 價f直體系를 

貝體化시키고 그 쭉當性을 成立시키는 일은 주어진 價{直體系를 하나의 

狀態로 貝‘麗化시키는 일만큼 規範經濟學의 重훨한 課題가 된다。 

美國의 規範經濟學은 모슨 바람직 한 社會的 價f直基準은 우선 效率
(Effi.ciency)을 最適狀態(Optimum)의 必須훨件으로 삼아야 한다고 主張

한다。 效率性의 搬念은 貝體的으로 파레토原則(Pareto Princi ple) 에 준 

한다. 파레 토原則은 두 개 의 社會的 狀態 a와 b에 대 하여 社會構成員의 

個A的 價f直基準이 -‘律的으로 b가 a보다 좋은 狀態가 아녀 라고 判定

하고 몇 몇 個人的 價f直基準이 a블 b보다 좋은 狀態라고 判定할 때 社會

的 價f直基準은 a를 b보다 좋은 狀態로 判定하여 야 한다는 原則이 다- 社、

會的 與件 및 行寫能力의 限界에 비 추어 貝現可能한 어 느 한 狀態에 대 

하여 파레토原則에 의거， 보다 좋으면서 貝現可能한 第三의 狀態가 存

在하지 않을 경우 前者의 狀態를 파-레토最適狀態、라고 부른다. 일단 파 

레 토最適狀態에 이 르면 그 社會의 力量이 限界에 도달하여 한 個入의 

福íítrl:블 增大시 키 기 위 해 서 는 반도시 다른 個人의 福채止블 廳姓하여 야 한 

다。 따라서 파레토最適狀態는 그 社會의 力量을 가장 效率的오로 按配;

한 狀態이며 9 어떠한 價f直基準에 의한 最適狀態도 그 價f直基準이 個人

的 價f直基準과 쭉當한 關聯을 맺고 있다면 반도시 파레토最適狀態 中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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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特性을 갖는 파레토原則은 그러나 그 덤體만오로는 바람직한 

社會的 價f直基準으토 採擇되 기 에 는 不充分하다. 왜 냐하면 두개 의 社會

的 狀態에 돼 하여 個人的 價f直基準이 〕律的으로 滿場-致的 f寶f直判斷

윤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 파레토原則은 社會的오로 보다 좋은 狀態블 

選別하여 내지 못하기 때둔이다. 

벤션-(Bentham)은 個人的 價평基準을 數의 大小關係로 表示하는 效用

〈묘tility)의 基數f生(Cardinality)과 同-한 效댐의 數f直를 누리는 서로 다 

른 두 사람의 福社水準은 客歸的으로 보아 同一하다고 王張하는 個A間

쳤用의 比較可能性(Interpersonal Comparison of U tility)을 前提로 펌擇 

하여 功利主義的(Utili tarian) 價f直基準윤 提띔하였다@ 월體的으로 벤삼은 

個人的 效用의 合을 社會淳生펙數(Social vVelfare Function)로 設定하 

고y 보다 높은 社會淳生합歡의 값을 가지는 狀態가 보다 좋은 狀態라고 

判定하는 社會的 價f直基準을 提용흡하였다. 

反面 버 그슨(Bergson) [17]은 個人的 效댐의 E쉴調t협꺼口쉽數를 社曾淳

E는j펴數로 採擇함으로써 벤삼과는 달리 個/-\問 줬用의 比較可能괜에 직 

접 ↑펑存하지는 앓고 있다。 

펜샅-버그슨的 價f直基準은 歡f直의 太小협정係에 依存하는 까닭에 貝現

-뭔能한 모든 狀態에 대하여 -律的안 慣f直ji평f立찰 策定할 수 있오려 y 또 

한 )fû:웰l享生렐I歡블 最大化시키는 最適狀態、를 選別하여 낼 수 있다. 물 

론 이 最適狀態는 벤삼-버그슨的 基準A로 가장 좋은 狀態이며 I힘時‘에 

JfJ:쉴}享生패웰가 個A效用팩數의 單調J첼加꽉數인 까닭에 파리} 토最適狀態 

이기도 하다。 

그려나 여러개의 파페토最適狀態 다그에서 하나를 社會的 最適狀態로 

選녔U하여 니} 는 일은 결국 效率性어1 追加하여 福社分配의 公平性(Equity)

을 決定하는 일이 된다. 벤삼-벼그슨的 價f直基準의 公zp:性은 完全히 社

웹l훤生댄歡의 構造에 의하여 決定되며 3 득히 벤삼的 社會淳生패數의 構

造는 그 쭉當「f生의 根據룹 줬댐의 휠歡性‘괴- 1固A的 比較可能性에 두고 

았다. “個人間 쳤려의 比較TIJ能↑生”의 {텅定은 짧贊的으로 어째서 甲의 

줬用 1이 ζ의 效用 1괴- 客歸的으로 同一하게 取뒀되 어 야 하는가에 대 

한 說뭔이 례우 어려운 바와 같이 그 根據가 대단히 희박하며 오랫동안 

비관을 받아온 假定이다。 또한 버그슨的 社웰停生힘數는 個人效用의 單

훼f휩iJD i:낀歡려고 하는 特f生만으로는 하나의 形態로 決定되지 못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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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벤삼-버그슨的 價{直基準은 바람직한 價f直基準으로 採擇되기가 어 

렵다. 現l實的오로는 效用을 所得이나 富로 代置할 수도 있오나 이 경우 

에도 벤삼的 社會l享生國數의 最大化는 國民所得의 最大化로 나타나며 

公平한 分配에 대 한 考慮를 缺如한다. 

社會主義 經濟學者 돕(Dobb) (34J은 廣告와 같은 선전행위에 의하여 

너 무냐 쉽 사리 變化하는 個人的 價f直基準은 變化無雙하기 때 문에 社會

的 價f直基準은 결코 個人的 價f直基準에 어 떠 한 形態로든 依存하지 말아 

야 한다고 主張하여 파레토原則과 벤삼-버그슨的 原則을 基本的으로 反

對한다。 또한 그는 마르크스主義的 合理性의 傳統을 이 어 받아 칸트의 

先!驗的 本源命令(Categorical Imperative)을 社會的 價f直基準으로 設定하 

는데 대해서도反對한다e 다만 그는 社會總意에 의하여 얻어진 社會主

-훌훌的 計劃經濟制度의 計劃機能 속에 바람직 한 社會的 價f直基準이 內包

되 어 있다고 說明한다。 돕의 社會的 價f直基準의 合理性은 變化無雙한 

個人的 價f直基準이 아난 論理的인 計劃機能으로 保障되 며 9 그러 나 그 

客觀的 쭉當性은 社會總意에 의하여 立證된다。 그러면 돕의 社會總意는 

貝體的으로 個人的 價f直基準과는 어떼한 關聯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個人的 價f直基準과 無關하다면 그러한 “社會總意”란 과연 어떠 

한 것인가? 돕은 이러한 問題에 대하여 明示的으로 解答하지 못함으로 

써 y 여 러 가지 社會的 意思決定機能 가운데 社會主義的 計劃機能이 가장 

바람직한 이유블 說明하지 못하였다. 社會的 意思決定機能이 어떠한 것 

이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與否는 個人的 價f直基準과 貝體的 關聯

을 갖는 社會總、意에 의하여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파레토原則과 벤삼

버그슨的 原則은 이와같은 貝體的 關聯에 대한 陽究의 所塵인 데에 反

하여 돕의 船究는 변덕스럽지 않고 合理的인 計劃機能에 대한 船究임에 

그치고 있다。 

애로우(Arrow) (l QJ는 이들의 昭究結果블 經合하여 보다 根本的인 問

題블 追求하였다‘ 그는 바람직한 社會的 價f直基準이려면 반드시 지녀 

야 할 몇가지 特性을 選別하고 그 特性을 모두 充足시키는 社會的 價f直

基準이 存在하는가를 昭究하였다。 

애 로우는 바람직 한 社會的 價f直基準이 지 녀 야 할 제 l 조건으로 任意

의 두 狀態는 항상 서 로 優컸의 比較가 可能하여 야 하며 (휴 完全性) 또 

한 狀態 a가 狀態 b보다 좋고 狀態 b가 狀態 C보다 좋오면 狀態 a도 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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態 C보다 좋을 것 (즉 移行性)을 훨求하였다. 제 1 :::ξ건은 集團合理뾰‘ 

(Group Rationality)의 條件이 라고도 불리 우는데 이 條件이 充足되 지 않 

오띤 最善의 社會的 狀態가 選別되지 뭇한다. 파레토原則만으로 이루어 

진 價f直基準은 完全性을 充‘足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1 조건에 違팝된다s 

過半數議決에 의 한 價f直判斷은 移行性을 充足하지 뭇하으로 또한 제 l 

11양件에 違背된다@ 즉 甲 @ ζ e 西 3人이 모인 社會에서 세개의 狀態 a ,b,c 

에 대하여 甲 。 ζ g 려의 價f直判斷야 각각 abc, bca, cab의 順序로 나타 

날 경 우y 過半數議決에 의 하띤 각각 2대 1로 a가 b보다， b가 C보다? 그리 

고 C가 a보다 社쩔的오로 좋은 狀態로 나다나게 되 어 非移行的이 다. 이 

例블 過半數議決의 週說(Paradox of Majority Voting) 이 라고 부른다。 

제 2 조건은 파돼 토原則이 다. 이 條件은 社曾的 價植가 個人的 價f直플 

最小限 어떻게 反폈하여야 할 것인가블 分明히 밝혀두는 條件이다. 貝

體的으로 個人 요두가 滿場一致的으료 同意하는 價f直判斷과 正反對되 는 

社會的 價1i훌判斷은 제 2 조건에 의하여 排ff:→된다. 

제 3 조건은 個人的 價植가 特定하게 變化할 때 이 에 따른 社혈的 價

f直의 變化에 대한 規則을 提示한다a 이제 狀態 a가 狀態 b브다 社會的

價f直基準에 의하여 보다 좋은 狀態로 判定되고 있는 가운데 個人的 價

f直基準이 變化하였다고 하자。 만약 우연히도 舊價f直體系에서 a를 b보다 

좋다고 判定한 사람들이 모두 新價f直體系에서도 여전히 a를 b보다 좋다 

고 判定한다면， 제 3 조건은 a와 b를 除外한 다른 狀態에 대한 價f直判斷

의 變化形態에 f셈R블됨이 없이 새로운 社會的 價f直基準오로도 a가 b보 

다 좋은 狀態로 判定될 것을 짧求한다。 이 條件을 통상 第르狀態、로부터 

의 獨立性(Independence of lrrelevant Alternatives)의 條件야 략고 부른 

다。 

벤산的 功주!J主義 價f直基準은 제 3 조건에 違背된다. 예컨대 甲과 ζ 

두 사람으로 構成된 社會에서 a， b， c의 세 狀態에 대하여 甲과 ζ은 각각 

(50 , 20 , 30) 및 (0 ， 10 ， 20)의 效用윤 누린다고 하자。 a와 b의 벤잠的 社

會델生핑數의 값은 50과 30이 므로 a가 b보다 社會的으로 보다 좋게 評

價된다. 이제 個人的 價f直基準이 변화하여 甲과 ζ의 效用이 각각(20 ， 

10, 30) 및 (20 ， 40 ， 5)로 바뀌 었다면 벤삼的 價f直基準에 의하면 b가 a보 

다 社會的으로 더 좋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 나 舊價f直基準으로 a를 b보 

다 더 좋게 評價한 甲이 個人的 價f直基準이 變化한 뒤에도 여전히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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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다 좋은 狀態로 判定하고 있기 때문에 제 3 조건을 充足하는 社會的

價f直基準에 의 하면 a가 b보다 社會的으로 더 좋은 狀態가 되 어 야 하는 

것이다。 

애로우는 事實上 벤삼-버그슨的 價植基準을 排除하기 위하여 제 3 조 

건을 導入하였다。 그러나 제 3 조건은 벤삼-버그슨的 價植基準을 排除하 

기에는 必훨 以上으로 강한 條件이며 y 社會的 價植基準의 쫓當한 變化

블 評價하는 視角에서 웬만하면 過去의 社會的 價f直基準을 그대로 保存

하고자 하는 保守的인 趣I며을 풍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가까지 

많은 論難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오고있다。 그러나팽說的으로돕(됩。bb) 

의 計劃機能은 個人的 價植基準의 變化와는 無關하묘로 제 3 조건을 充

足서키고 있다. 

마지 막 제 4 조건은 非獨載(Non-Dictatorship)의 條件이 며 이 條f牛의 

쭉當性은 自明하다。 

이렇게 네가지의 基本的 條件을 充足하는 社會的 價f直基準은 可能한 

것언가? 애로우는 위의 네 條件이 서로 論理的으로 予眉임을 보임으로 

써 이 네 條件을 同時에 充足하는 바람직 한 社會的 價f直基準이 存在할 수 

없음을 證明하였다。 이 것을 t애 로우의 不能定理(Impossibility τheorem) 
라고 부른다。 

애 로우의 不能定理의 네 條件들은 그동안 바람직 한 社會的 價煩基準을 

%究하먼 學者들 간에 반도시 充足되 어 야 하는 條件들인 것오로 받아들 

여 져 왔기 때 문에 不能定理의 發表는 1950年代 規範經濟學界의 크나큰 

충격이었다。 그뒤 수많은論評과비판이 계속되면서 제 3 조건의 쭉當뽑 

에 대한 댐주究가 요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나14) 가장 重훨한 영향은 規

範經濟學의 價{直問題에 대한 쩔勢의 定立이다。 첫째는 播在的A로 애 

로우의 네 條件을 만족하는 社會的 價h直基準에 의 한 至善의 社會的 狀

態를 追求하는 모든 理;옳的 努力---寶本主義이 건 社會主義이 건---의 

虛構性에 대한 自覺이다。 이렇게 理옳에 대한組對的인 信庫오로부터 離

脫하여 가는 1950年代 以後의 經濟學界를 갈브례이드(Galbraith) (44)는 

“不確實性의 時~(τhe Age of Uncertainty)" 라고 鋼寫하고 있다。 두먼 

째는 理想的인 社會的 價植基準 그 업體의 追求보다는 理想的언 社會的

價{直基準이 라면 반도시 지 녀 야 할 部分的인 屬뾰을 選別하고 그 屬뾰을 

14) 여『컨대 힐드레 드(Hildreth) [56J , 털록(따1llock) [108J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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貝‘體化하여 핍究하는 作業이 활발하여졌다. 그 結果 거의 모든 規範經

灣學的 陽究는 明示的오로든 播在的으로든 파레 토原則에 입 각하여 다루 

어지고 있는 實情이다. 

1960年代 末 로올스(Rawls) [88J는 제 3 조건을 除外하고는 애로우의 前
提條件을 모두 充足시키면서 功利主義的 傳統에 바탕을 둔 社會的 價f直

基準을 提示하였다. 로올스는 社會生活을 共同行寫플 통하여 모두의 利

益을 增進시키는， 즉 서로의 個人的 價f直基準이 一致하는 測面과 共同

行寫블 통하여 얻어진 利得을 서로 많이 分配받으려고 다투는， 즉 서로 

의 個人的 價備基準이 相反하는 測面으로 把握하면서， 所謂 “最小效用

의 最大化(Maximini-U tili ty)"의 原則을 提띔하였다. 

貝‘體的으로 로올스는 社會生活의 利害關係가 -致하는 測面으로부터 

으든 個人의 福社블 一律的으로 增大시 키 는 狀態는 社會的 價f直基準 ò

루도 보다 歷越한 狀態라고 認定하여 파러1 토原則을 採擇하였다. 그 다음 

에 個A的 價f直基準이 相衝하는 社會生活의 떼面으로부터， 두 개의 다른 

파레 토最適狀態는 各 狀態、에 서 의 最弱者의 福社水準을 비 교하여 보다 

높은 쪽의 파례토最適狀態가 社會的으로 보다 좋은 狀態라고 判定하는 

줬配倫理블 採擇하였다。 

로을스의 分配倫理는 個人間 福社水準의 比較可能性의 바탕을 져!利主 

줍的 個A間 效用의 lt較可能性의 假定에 두고 있기 때문에 現寶的으로 

젊點을 지난다。 

원래 로올스的 原則은 每 狀態의 最小 個A效用오로써 社會}享生힘數 

블 삼는 것이다. 그리고 社會}享生휩數블 하나로 決定하는 行寫는 個A

펴 利害關係가 相反하는 社會生活的 測面에 비추어 보면 결국 어떤 個

人블을 社會的으로 보다 優待하여야 한다고 決定하는 行寫이며 y 애로우 

의 제 3 즈건은 個人的 效用의 lt較가 不可能하기 때문에 한個人을 냐흔 
쩔A에 비하여 優待한다는 말 자체가 意味없다는 主張이다e 

그러나 벤삼-버그슨的 價碩基準에서는 그 社會淳生때數에 의하여 l社

會的으로 優待받게 되는 個人들에 대해서 그 優待의 理由가 說得力을 

發揮하지 못하는 데 바하여， 로올스的 原則은 觀念的으로나바 無條件의 

一律的 zp:等이 아니고 그 個人이 누구언가에 關係없이 항상 最弱者를 最

大로 保護하는 效率的 公zp:分配의 原則을 提示하고 있다. 그리고 現實

的으로는 個人的 效用을 個人의 所得으로 代置하여 使用활 수 있기 n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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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功利王義的 바탕의 弱點에 도 不웹하고 1970年代 美國 社會科學界

의 至大한 關心을 끌고 있다。 

그러 나 規範經濟學에 서 價f直問題를 다루는 주된 趙勢는 單一的 價{直

體系를 나타내 는 社會淳生힘數블 採擇하는 方向보다는 亦是 서 로 鏡爭的

언 複數個의 價f直를 設定하고 이 들을 한 價f直의 增大를 위 해 서 는 반드 

시 다른 價f直블 權姓하여 야 하는 代替(Trade-off)의 問題가 發生하는 水

準까지 -律的으로 뼈張시 키 는 데 에 서 그치 는 式의 보다 조섬 스런 方向

으로 쏠리고 있는 寶情이다。 물론 開發計劃理論에서와 같이 明示的으로 

든 濟在的으로든 하나의 社會}享生힘數블 想、定하고 適正代替(Optimal‘

τrade-off)의 問題까지 다루는 경우도 있다。 

짧) 홈f直 具現 手段멈 뚫활에 

社會의 目標로 設定한 狀態가 어째서 바람직한 狀態언가라는 質問은 

規範的언 質l펌이요 價f直에 대한 質間이기 때문에 主觀的언 問題이다. 

그러나 주어진 現狀態로부터 어떻게 하면 目標狀態에 도달할 수 있는 

가 혹은 과연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質問은 결국 現實의 構造에 

대한 機能的인 質問이기 때문에 現實의 構造에 대한 理解가 일단 얻어 

진 둬이면 客觀的인 問題가 된다. 

規範經濟學에서는 主觀的으로 휠體的연 價f直와 그 價f直를 지니는 事

實的 特性을 選定하고 選定된 事實的 特性을 保有하는 狀態를 論理的으 

로 究明하여 追求하는 바의 目標狀態블 貝‘體的으로 確定한다@ 그 다음 

에 實證經濟學的 方法으로 그 構造 빚 機能이 把握흰 現在의 狀態로부 

터 目標狀態로 移行하여 갈 수 있는가 與否와 移行하여 칼 추 엉는 쟁 

우 그 貝體的인 移行過釋과 移行方法을 論理的으로 探求한다。 

하나의 社會的 狀態는 模型을 構成하는 여 러 變因들이 각각 特定한 

構造로 、決定되어 있는 것으로 몇約된다。 이들 變因들은 그 構造가 模型

內的 機能에 의 하여 決定될 경 우 內生變因(표ndogenous V ariable) 이 라고 

불리우며 外的으로 주어지는 경우 外生變因(Exogenous V aria ble)이라고 

불려운다. 實證經濟學的 理論은 결국 外生變因들의 構造가 特定하게 주 

어져 있을 경우 內生變因들의 構造가 實際로 어떻게 없定되는가를 說明

하려는 試圖언 것이다。 

外生變因 中에 는 그 特性上 變因의 構造흘 社會全體가 決定할 수 있는 

첫이 있으며 이 러 한 外生變因을 특히 政策變因(Policy Variabl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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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이 라고 부른다。 15) 政策變因오로는 그 社會의 體制로부터 各

種 制度， 財政支出， 脫收 및 銀行의 支據準備率 等 여 러 가지 가 {列횡혈될 

수 있다e 

目標狀態를 貝現시키려는- 努力은 결국 政策變困의 쭉當한 構造블 設

定하려는 努力오로 니-타난다。 政策變因들의 構造플 어떻게 設定하더라 

도 이에 따라 決定되는 內生變因둡의 構造가 目標狀態가 흉흉求하는 構造

에 마지지 옷하면 이 目標狀態는 實現不能이며 目標價f直는 휩現l不能 

으로 判定된다. 반면에 政策變因듭의 어느 特定한 構造에 대하여 이에 

따라 決定되는 內生變因들의 構造가 目標狀態에 많定된 諸變因듣의 構

造와 一줬하게 되면， 덤標狀態와 그에 따른 價f直는 평實的 政策變因들 

을 이 4쉰定 穩造에 맞추어 策定함우료써 貝現可能하게 된다. 

이와 갚이 目標狀態블 實現하려는 現활의 設計는 非政策的 外生變因

의 構造가 주어진 狀態에서 政策變因과 內生變因의 關係가 올바로 알려 

져 있지 않으면 不可能하다。 따라서 寶證經濟學은 變因間의 關係에 대 

한 올바른 說明을 提供한다는 면에서 規範經濟學과 組織的인 關係를 맺 

고 있는 것이다. 

實際로는 實證經濟學的 模型이 모든 外生變因의 構造를 特定하게 固

定시킨다고 할지라도 모든 內生變因에 대하여 그 構造의 -一部分的 測面

만윤 特定하게 決定할 뿐 결코 각 內生變因의 構造를 하나로 完全하게 

견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寶證經濟學的 理論은 規範經濟

學의 政策設計를 위하여서는 不充分하며 y 틴베르겐 (Tinbergen) [1 06J 이 

이 외- 같은 技術的 問題를 상세 하게 다루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親範經濟學的 理論의 ~般的인 構造는 특히 實證經

j齊學과의 關係에서， I學과 自然科·學의 關係와 대단히 類似하다. 工學

어 主觀的이기만 한 수 없는 것과 같이 規範經濟學도 主觀的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짧. 數理繹濟學펙 촬量繹濟댈 

經濟學的 理論의 構造가 究明되 고 뀔룹 및 規範經濟學的 理論의 形式

으로 定立됨 에 따라， 王觀的인 測面에 대 한 技法의 -般論은 不可하다 

15) 딘베 르겐 (Tinbergen) [106J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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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判定되었오나 推論과 實證의 客觀↑生에 대한 흉흉求는 그 -‘般的 技法

‘에 대한 昭究흐 發展하였다。 그 結果로 나타난 것이 推論에 대한 數理

經濟學(Mathematical 묘conomics)과 實證얘 대 한 計量經濟學(Economet

Tics) 이 다c 

양)數뿔總濟學 

解說(Interpretation)을 통하여 假說化되 가 以前의 模型은 科學哲學의 

用語로 “形式的 構造"(Formal Structure)와 그로부터 훨出된 定理들에 

해당한다。 模型 內의 變因이 제 아무리 “價格” 푹은 “所得’@이라고 불리워 

진다고 해도 解說을 통하여 現實의 價格 흑은 所得에 適用되기 야전에는 

그저 이 름만 “價格’9 혹은 6‘所得” 야 라고 풀리 우는 “形式的 構造” 內의 變

困에 그친다。 따라서 일단 “形式的 構造”가 주어지고 나면 이로부터 定

理블 演繹的으로 얻어내는 推論과 이들을 特定한 現象에 適用하여 假說

을 얻 어 내 는 解說은 전혀 別個의 {'F業이 다。 다시 말하여 推論은 解說로 

부터 獨立的으로 進行되는 것이다。 

數學은 여러가지의 “形式的 構造”에 대하여 각각 演繹的으로 論理的

定理들을 導出하고 이들을 “形式的 構造”別로 體系化시킨 學問이다。 fè 

數學(Algebra) , 幾何學(Geometry) 및 位相數學(τopology) 等은 각각 

特定한 基本的인 “形式的 構造”에 대한 理論體系로서 다른 “形式的 構

造”들에 대한 母腦를 形成하고 있다。 따라서 어떼한 學問에서든지 模型

의 前提를 設定하고 이 로부터 定理를 導出하여 내 는 作業온 本質的으로 

數學언 것이다. 

現象의 物理學的 測面을 抽象하여 얻어진 “形式的 構造”로부터 推論

하여 定理를 얻어내고 이것을 다시 現象의 物理學的 測面에 適用 9 解說

을 통하여 {탱說을 얻어내는 學問야 理論物理學(없leoretical Physics) 흑 

은 數理物理學(Mathematical Physics) 이 며 , 現象의 經濟學的 f則面을 抽

象하여 얻어진 “形式的 構造."로부터 推論하여 定理블 얻어내고 야젓을 

다시 現象의 經濟學的 測面에 適用， 解說을 통하여 假說을 樹立하는 學

問이 數理經濟學(Mathematical Economics) 이 다。 

科學的 理論은 分野別 昭究別로 그 “形式的 構造”가 다료다。 그러 나 

4‘形式的 構造”가 아무리 多樣하더 라도 일단 하나의 “形式的 構造”로 確

定되어 -그 모습을 드러내면 이 構造들은 대부분 代數學， 幾何學 및 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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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數學 體系 內의 한 特定構造이거나 이들 三大 基本體系들의 複合體系

內의 한 高次元的 構造로 나타나며， 그렇지 않으면서 現象說明力이 강 

한 假說을 提示하는 明示的언 “形式的 構造”는 體系化되어 펄경에는 數

學의 한 分野로 吸收되 기 때 문에 , “形式的 構造”로부터 定理블 推論하 

여 내는 技法은 本質的으로 數學的 技法이다 15) 

美國에 서 數理經濟學이 本格的오로 定立된 時期는 대 체 로 써 뮤엘슨 

(Samuelson) (90J 과 폰 노이 만과 모르겐슈테 른 (von N eumann & Morgen-

stern) (79J의 著述이 發刊된 1940年代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째뮤엘슨 

은 傳統的인 微視繹濟理論을 微分學과 行列代數學의 技法으로 體系化하 

였으며， 微分方程式과 變分方釋式 理論의 技法으로 動態經濟學理論을 

定立하였 다. 폰 노이 만과 모르겐슈테 른은 魔技理論(Game τheory)의 技

法오로 市場 -‘般均衝理論의 基鍵블 닦았다. 이들의 船究가 그동안 傳

統的 經濟理論의 모호함과 옳LIDR相을 整理하고 보다 條理整然하고 說明

力이 강한 假說들을 提示하고 있음이 점차 認識되면서부터 微分學(Dif‘

ferential Calculus)과 行列代數學(Matrix Algebra)은 經濟理論의 모든

分野에 걸쳐 主훨 分析道貝로서 使用되게 되었ξ며 數理經濟學은 삼시 

간에 1950年代 經濟學界의 罷兒로 훌場하게 되었다. 레온티에프(Leon

tieff) (67J는 投入塵出行列(Input-Output Matrix)의 擺念을 考案하여 塵

찾찾聯關分析理論의 기 플을 提供하고 단치 히 (Dantzig) (28J의 線型計劃理

論과 더불어 現代의 數理的 開짧計劃理論의 탬:發에 크게 寄與하였다g 

내 쉬 (Nash) (76J는 魔技理論과 位相數學의 定點定理(Fixed Point τheo

rem)를 使用하여 n-名 有限 鏡技의 경우 내쉬的 均衝(Nash 묘quilibrium) 

의 擺念을 確立함으로써 各種 市場均衝의 存在 證明에 대한 거틀을 提

示하였고y 애 로우(11]와 써 비 지 (Savage) (92J는 確率R度理論(Probabili

ty Measure τheory)의 技法으로 不確實姓下의 意思決定 問題블 다루는 

期待效用定理(Expected Uti1ity τheorem)를 證明하였으며 애로우의 不

能定理 역 시 數理經濟學的 핍究의 所塵이 다。 문과 턱 커 (Kuhn & Tucker) 

(66J는 微分學의 技法으로 最大化 및 最小化의 問題의 基本이 되는 문 턱 

커定理(Kuhn-τucker τheorem)를 훨出하였고 애로우와 드브루(Arrow 

16) 모리시마(Morishima) [74J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理論에 濟在하여 있는 推

論의 技法도 線型計劃(Linear Programming)과 마르코프 確率過程(MarkoVi

(Stochastic) Process)의 數學的 技法이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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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reu) [9J , 드브루 (Debreu) [29J , 맥 켄 지 (Mckenzie) [71J 및 냐 카01 

도(Nikaido) [8。그는 빼數論의 技法으로 一般鏡爭均衝의 存在 證明에 밟 

功하였다. 그 밖에도 폰 노이만(von Neumann) [78J과 모리시마(Mori

shima) [73J의 成長理論에 대한 適正制細理論(Optimal Control Theory) 

의 導入과 1970年代에 이르러 스메일 (Smale) [96J과 디어커 (Dierker) [33J 

의 微分f立相數學的 技法의 導入은 리 야푸노프定理(Liapounov τheorem) 

와 함께 一般均衝的 動態理論의 發展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 最近에 는 社會的 選好의 問題블 다루는 데 代數的 位相數學의 技

f용을 導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며 17) 또한 破局理論(Catastrophe Theory) 

까지도 導入되어 現象의 斷層的 變化의 경우에 대한 田究도 進行中인 

것으로 보인다。 18) 

이처렴 數理繹濟學은 傳統的 經濟理論의 모든 分野에 걸쳐 홉透하면 

서 그 理論內에 濟在하여 있던 “形式的 構造”를 明示的으로 밝힘으로써 

理論의 構造블 體系化하고 새로운 理論을 樹立하면서 쯤뽕展하여 오고 었 

다。 드브루 [29J의 -般均衝理論은 스미드的 “보이지 않는 손9’의 假說에 

대 한 部分的 論理規範으로서 의 ”形式的 構造”를 明示的으로 밝힘 으로째 

“보이지 않는 손”의 能力과 p 限界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오며， 모리지마 
(Morishima) [74J 의 마르크스的 經濟理論은， 剩餘價f直說에 입 각한 寶本

家의 行寫와3 착취 와 資本主義經濟의 없長에 대 한 마르크스의 假說에 

播iE하여 있는 %形式的 構造”를 明示的으로 밝힘으로써 마르크스理論 

이 論理的으로 쫓當한 根據와 그 限界를 明確허 提示하였다。 또한 애로 

우는 過去 모든 理;念追求的 規範經濟學理論들에 共通的오로 、播在하여 

있다고 보여진 理想的언 社會的 價f直基準의 屬性들을 明示的으로 밝힌 

후에 이들이 서로 予眉임을 論證하는 不能定理를 發表하여 p 廳存의 理

;念的 理論들이 그 동안 追求하여 오던 理想的얀 社會的 價f直基準에 대 

하여 根本的으로 再考하는 莫機를 이루었다。 

이 와같은 昭究는 앞서 規範經濟學의 節에 서 논한 바와 갇이 어 떠 한 

理念도 그 推求하는 바의 價f直가 完뿔하게 設定되지 못하고 있다는 事

寶의 認識에 크게 寄與하였으며 y 그 결과 觀存體制의 機能이 그 長顆을 

17) 셰 이 퍼 (Shafer) [93J , 버 그스트롬3 파크스와 레 이 더 (Bergstrom, Parks &. 
묘ader) [18J 및 레 이 더 (Rader) [85J 참조。 

18) 발라스코(Balasko) [13J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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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살리면서 어떻게 補完되어야 하는가라는 댐]震에 대한 昭究가 점 

차 일어나게 되었다。 

貝體的오로 自 由市場經濟의 價格機能은 모든 經濟王體가 價橋受容者

로서 行動하고， 外部性(Externa1i ties) 이 存在하지 않는 경 우에 한하여 

制限된 意味의 效率條件을 充足시 킬 수 있음이 論理的으로 證明되 었오 

나， 現寶的오로는 獨白企業과 같은 價格設定者와 公共財와 같은 外部f生

이 엄연히 存깐E하고 있는 것야다。 따라서 價格의 現實的 機能을 補完하 

기 위 하여 서 는 價格設定者들로 히-여 금 항상 價橫受容者로서 行動하게 

하는 制度的 짧置와 外部性에 대하여 適正한 報健이 이루어자도록 하는 

方펀이 講究되 어 야 한다. 傳統的으로는 이 러 한 問題들이 塵業組織論과 

財政學의 정￥究課題이었으나 위의 두 問鼠가 모두 經濟王體의 選好가 

거짓 示顯된다는 點에서 一폈한다는 事讓이 알려지면서 허르윈추(Hur

wicz) (59J , 그런과 라풍(Green & Laffont) (51] 및 그로브스와 레 다 어드 

(Groves & Ledyard) [53J 에 의 한 數理經濟學的 “動機一致的體制"(In

centive Compatible Mechanism)에 대 한 昭究가 나타났다， 이 %究의 

罷極的 目標는 自由放任에 追加히-여 政府가 貝體的오로 어떻게 市場에 

介入함으로써 價格機能이 效率的으로 作用하도록 할 것인가려-는 問題

야다. 

물론 드브무와 스카프(Debreu & Scarf) [30J와 힐먼브단투(Hilden

brand) [55J처럼 “自由市場經濟體制만이 資源을 效率的으로 配分하는 機

範을 保有한다”라는 命題를 成立시키려고 하는 數理經濟學的 努力도 있 

으나， 이들의 찜究도 富의 分配가 어느 程度 고르고 어떠한 個別 經濟

王體도 價格設定者로서 行動할 수 없는 大規模經濟(Large 묘conomy)에 

서나 이 命題가 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에서 그치고 만다. 

애로우(l2J 와 같은 一般均衝論者도 現實的 市場失敗의 測面에서 y 프 

리 드만(Friedman)과 같은 自 由主義者도 通貨調節의 測E됨에 서 각각 政府

의 짧害U을 認定하고 있는 가운데 9 “動機一致的體制”에 대한 冊究는 無

條件의 自 由放任오로부터 後退하여 政府의 쫓當한 沒劃을 貝體的오로 

밝히 려 하는 美國經溶學界의 避勢 一般을 先導하는 數理經濟學의 모습 

을 갈 나타낸다。 

이러한 現況은 微低한 中央集權的 經濟計劃을 推進하던 소련을 비롯 

한 東歐諸國이 역시 數理的인 計劃方法에 依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접 



現代 美國學 : 經濟學 1θ1 

차 部分的인 팀由市場制度의 導入을 模索하고 있는 것과 재미있는 對照、

를 이루고 있다. 現在에 이르기까지 世界 人類의 意識 속에 뿌리를 깊야 

박고 總對的인 信塵을 몇求하면서 때로는 流血劇까지도 벚만 理;웅;들이 

정작 그 塵地에서는 조용히 退色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어려한 變化의 

原因이 9 적어도 經濟學界에서는， 數理經濟學의 發達과 關聯을 맺고 있 

음을 否認할 수 없다。 

~般均衛理論과 變分解析學(εalculus of Variation)의 數理經濟學은 美

國 現代經濟學의 內部에 또하나의 構造的 變化를 調짧시켰다。 그것은 

바로 巨視理論의 微視化이 다。 

원래 古典的 微視理論은 다른 條件이 一定하다고 하는 前提 아래 항상 

實現可能하다고 看做된 個別 需평와 供給에 대하여 比較靜學的 分析을 

試圖한 理論이다。 주어진 條件이 어떠한 것이든 個別 行寫가 항상 實現

可能하다는 假定은 經灣 全體의 總量的 規模에 비 하여 個別 行馬는 ~ 

極히 微小하다는 점 에 그 찾當↑生을 依存한다。 그러 나 個別 行寫의 總和

로서의 總量的 總需훨와 總供給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그 寶現이 保

障되 지 않￡며 , 따라서 現寶의 總需몇와 總供給은 古典的 微視理論이 

究明한 個別 需훨와 供給의 特{生만으로는 說明되 지 못한다， 

巨視理論은 國民所得y 휩‘↑庸9 物價水準y 總投資， 通貨供給 및 財政支

出과도 같은 릎視的 變因들의 特性 및 關係를 直接 다룸으로싸 y 個別 行

寫를 總和하여 總量的 變因의 特性을 導出하는 微視理論的 過程에서 §윷 

生하는 어려움을 회피하였다e 이와같은 接近을 통하여 트il!텀理論은 現l

象 說明에서 古典的 微視理論보다 훨씬 成功的이었오나， 構造』二으로 相

對價格이 나 人的分配와 감은 問題를 다둘 수 없고， 또한 個別 行寫가 

總量的 變困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따라서 同一한 總、量이라고 하더라도 

그 人的分配가 달라짐에 따략 經濟的 效果가 어떻게 닫라자는가라는 閔

題를 다룰 수 없다는 源果的 制限을 받는다。 

數理經濟學的 -→般均衝理論의 發達에 따라 個別 行寫와 總量間의 關

係가 論理的으로 究明되 고 變分解析學的 技法에 의 하여 個別 行寫의 動

態的 理論이 定立되 자 한동안 退웹를 보이 던 微視理論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그 결과 現代的 微視理論은 現象說明에서 I:Ull몽理論을 

능가하며 그 以上이 期待되고 있는 것이다@ 배로와 그로스만(Barro & 
Grossman) (1 4J 의 -→般不‘均衝理論(General Disequilibrium τheory)과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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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 어 (Clower) (25J , 新微視經濟學(New Microeconomics)의 펠프스 

(Phelps) (82J 및 資塵選擇理論(Portfolio Choice Theory)의 토빈(Tobin) 

(107J 等이 이러한 흐름의 예가 된다. 
그러나 길지 않는 期問 동안에 이루어놓은 業積이 큰 만큼 數理經濟

學을 겨냥한 批判도 대단한 것이었오며 어떻게 보면 現代 美國經濟學애 

매한 批判의 거의 전부가 數理經濟學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도 

지나친 땀이 아널 청도이다. 

數理뜸需學에 돼한 批判은 그 內容으로 브아서 첫째， 數學的 技法이 

社會科學의 理論에 서 쫓當한 推論의 道貝가 될 수 있는가의 問題와 關

聯하여 數學의 本質에 대 한 批判과， 둘째 , 數學的 技法을 推論의 道貝‘로 

짧擇함오로 인하여 數理經濟學이 成功的으로 다룰 수 있는 現寶的 問題

의 範圍가 大福 制限되고 있는 現況에 대한 批判으로 大別할 수 있다. 

數學의 本質에 입 각한 批判은 먼저 “量의 觀;念을 다루고 있는 數學”

이 어 떻게 質을 包含한 如他의 現實的 特性을 分析할 수 있겠는가라는 

懷疑로 나타난다。 이 러 한 批判은 質의 量化는 不可能하다는 생 각과 數

學은 量의 擺念만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認織에서 비롯한다。 

數學의 指標I휩數(Characteristic Function)는 가장 初步的으로 質을 

끓化시키는 擺念으로서 貝體的￡로 어떤 變因이 特定한 性質을 保有하 

떤 1, 그렇지 않오면 0_으로 각각 그 값을 策定하는 方法이다. 質의 種

類가 複數個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質을 指標때數블 各輔의 成分오로 가 

지는 빽터를 사용할 수 있오며， 同-한 質의 彈弱을 표시하고자 할 경 

우에는 보다 彈한 質을 보다 큰 實數로 나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웰의 量化 方法에서는 물론 그 序數性(Ordinality)에만 意味가 있즈L며 

줬用과 選好關係는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過去 經濟學界에 서 는 選好關係를 量化시 킨 效用의 觀念을 두고 그 可

測性에 대하여 熱氣띤 論爭이 展開된 적이 있으며 그 당시 폰노이만과 

모르겐슈테른 (79J은 初期의 熱力學界에서 있었던 溫度의 可測性에 대한 

論爭에 비유하여 겠用의 可뼈Ij性을 擁護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質的

表現인 個人의 選好가 어떤 경우에 量的 表現언 效用으로 나타날 수 있 

는가도 證明펴 었으며 19) 效用의 基數性(Cardinality )이 특별히 문제되는 

19) 드브루 CDebreu) [29J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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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不確實性의 模型에 부분적으로 局限되고 있음도 밝혀졌다 20) 

事件짧生에 대 한 主題的 可能性의 質的 擺;옳이 確率과 같은 量的 擺;옳 

으로 쭉當하게 表現i될 수 있는가라는 問題도 1930年代 經濟學界의 主훨 

爭點의 하나이었다。 그러나 이 問題에 대하여도 主觀的 可能性이 確率

로 量化될 수 있는 경우가 論理的으로 究明되었으며 21) 오늘날 不確實性

을 다루는 經濟理論의 擺;念的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 나 무엇보다도 重훨한 점은 現代數學이 量의 擺念만을 다루고 있는 

學間이 아니 라는 접 이 다。 抽象代數學에 서 의 兩者關係(Bínary Relation) 

과 힘數(Function)는 質의 權念이다. 距離空間에서의 開集合은 量에 基

隨하지만 立相空間에서의 開集合은 質에 基鍵하는 것이며 點列의 收軟

擺念도 마찬가지이다. 數學은 결코 量의 擺念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 

니며 모든 옳게 設定된 形式的 構造의 分析에 두루 通用될 수 있는 道

具이자 推論의 論理性에 대한 規範인 것이다。 

數學의 本質에 입 각한 또하다의 批判은 6‘經濟學的 論理”와 “數學的

論理”는 서로 같을 수가 없다는 主張오로부터 비롯한다. 이러한 王張은 

數學에 대한 誤解와 論理의 本質을 잘못 把握하는 誤醫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通貨量이 增加하면 物價는 上乘한다” 흑은 “資本家의 

착취가 없어지면 資本王義 經濟는 成長을 中斷한다”와 같은 經濟學的

命題가 論理的우로 “참”이라면 그 理論의 內部에는 이같은 命題들이 

“참”이 되도록 뒷맘침하는 基本的 構造가 주어져 있다. 이 基本的 構造

는 變因의 名稱이나 用語를 달리하였다고 해서 그 內容이 變하지 않는 

다는 特性을 가진다. 어느 理論에서나 存표하는 이러한 基本的 構造가 

바로- 科學哲學에서 學論되는 그 理論의 形式的 構造인 것이다@ 그리고 

이 形式的 構造블 構成하고 있는 論理가 라로 “數學的”인 論理엎 것이 

다α 따라서 “數學的 論理”는 “經濟學的 論理”블 비롯한 모든 科學의 論

理를 構成하고 있는 基本的 規範이지 결코 어느 特定한 分野의 論理와 

對等한 位置에 놓여 있는 個別의 論理가 아니 다。 

이저~原鼠的으로 非論理的인 人間行寫가 昭究對象이 되는 社會科學에 

서 어떻게 澈低히 論理的인 數學的 技法이 分析道貝‘로 使用될 수 있을 

까라고 회의하는 態度를 살펴고 數學의 本質에 입각한 批判에 대한 論

20) 써 비 지 (Savage) [92] 참조， 
21) 째페 지 (Savage) [92]와 드그루트(Degroot) [31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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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를 마치고자 한다. 사싣 人間行寫는 論理的이라기보다는 휠씬 非論理}

的이며， 그에 따라 나타나는 社會現象에 대하여서도 엄밀한 論理性을 

發見하기란 거의 不可能하다. 그러나 現象이 어떤 意味로든 規則性을 

보이지 앓고 不規則하게 마구 나타나는 것이라면 現象에 대한 體系的

認織은 不可能하며 모든 社會科學은 存在 그 自體의 理由륜 喪失한다. 

多幸히도 모든 社會的 現象은 不規則한 가운데에서도 어느 程度 蓋然的

規則性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蓋然的 規則性은 完뿔한 規則性을 지 

니는 어떤 形式(Pattern)이나 碩向(Trend)을 中心으로 하여 어느 程度

離B兌하는 形態로 나타난다. 科學의 理論은 바로 이 規則的 碩I회에 대 하 

여 論理的언 說明을 試圖하는 것이다@ 따라서 人間行흉를 說맺하는 理

論은 人間行寫의 非論理많에 도 不뼈하고 論理的으로 展開되 어 야 하며 , 

이렇깨 얻어진 理論은 人間行寫의 規則的 碩向을 說明한다. 그리고 이 

렇게 얻어진 說明은 앞서 實證經濟學의 節에서 實證을 논할 때 지적한 

것처 랩 寶|聚의 現象으로 나타난 不規則的 人間行寫와는 항상 픽E離블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 제 數理經濟學이 數學的 技法을 推論의 道貝‘로서 採擇한 까닭에 發

生하는 그 模型의 特性에 關聯된 批判쉴- 考慮하여 보기 로 한다。 

고오든(Gordon) [46J은 數理經濟學이 염밀한 論理性만을 追求하는 데 

굽-급한 나머지 現實로부터는 乖離되어가고 있다고 批判하면서 정작 重

大하고 時急、한 現實的인 問題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現況을 우려 하였 

다。 쿠프만스(Koopmans) [64J는 數理經濟學이 技法上의 制約때문에 陽

究對象의 範圍가 制限되 고 따라서 現實的오로 重훨한 問題블 다루지 못 

하띤서 대부분 技葉的인 技術的 問題만을 다루고 있는 實情이라고 지적 

하였다. 레온티에프[68J ， 칼브레이드[43J 等의 批判도 켈국은 數理經濟

學의 力量이 現實의 重要問題들을 定式化하여 다루고 있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批判은 쫓當한 批判이며 數理經濟學의 現時點

的 限界플 찰 부각시7'1 고 있다. 現實의 時急한 問題들이 그 分析方法의 

不完뿔{生때문에 放置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완벽한 論理性을 生

命으로 하는 數理經濟學은 이 러 한 時急한 問題의 解決에 별 寄與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 現寶情이다. 따라서 數理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現實

問題블 解決할 수만 있다면 直觀的 認織에 라도 依存하여 그 問題블 解

決하도록 努力하여 야 하는 것은 當然하다。 위 의 批判들은 高度로 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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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된 方法理論의 定立을 原則的오로 反對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g 直

接的으로는 非定式化된 方法을 排g‘하는 나머 지 現實의 時急략고 重大

한 問題들을 外面하고 오로지 數理的 技法의 !첩發에 만 짧頭하고 있는 

現數理經濟學界의 實情을 겨냥한 것이다. 

數理經濟學이 몇 벚 時急하고 重大한 現l實問題를 成功的오로 다루고 

있지 못한 理由는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現實

問題로부터 抽象하여 얻 어 진 形式的 構造를 많存의 數理的 떻法야 그대 

로 적응되어 推論하여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엄어진 形式

的 構造를 分析하는 새 로운 數學理論을 追求하여 야 하거 나f 흑‘은 現l實

問題의 基本特{生을 너무 조를曲하지 않는 範圍I치에서 얻어진 形式的 構造

가 짧存의 技法에 맞도록 調整 變容되 어 야 한다。 前者의 方I며은 보통

대 단히 어 렵 기 때 문에 많은 數理經濟學者들이 後者의 方向을 擇하고 있 

는 것이 現實情이다。 그러나 대부분 그들의 著述이 現實問題의 基本特

性을 너무나 줌曲하는 形式的 構造를 採擇함으로써 手段야 目的을 너무 

制約하는 豪彈附會的 졸작들로 끝나고 말기 때 문에 위 와 같은 批判을 면 

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벤째의 理由는 觀存의 數理的 技法오로 分析할 수 있으면서 對象現‘

實의 基本特性을 그대 로 保有하는 形式的 構造블 現實問題로부터 抽象

하여 내 지 뭇하는 直觀力의 缺如에 基因한다。 쭉當한 形式的 構造블 鍵

見하지 못한 狀態에서 數理的 分析道貝가 無力하게 될 것은 너무도 分

明하다。 數理經i齊學이 올바로 짧展하기 위하여서는 經濟史와 經濟人類

學 같은 分野가 같이 發展하여 쭉當한 形式的 構造의 抽象을 위 한 터 전 

아 닦여져야 하는 것이다。 

코료나이 (Kornai)는 特히 애로우-드브루的 一般均衝理論을 겨냥하여 

그 模型이 非現實的임을 비판한다e 그는 애로우-도브루的 模型의 假a릎 

을 解說하여 CD靜態性과 定常性，@組織集合의 不變性，@生塵者와 消;

費者만의 存在，@財貨集合의 不變f生，@園時的 機能，@生塵集合의 블 

록성， 0利潤極大化，@效用極大化，@生塵集合? 消費集合， 그리고 選好

의 不變뾰，@價格情報의 흐름의 單獨性，@市場關係의 無名性 1:)]1不確}

實性의 缺如 等 12個項目오로 列學하고22) 그 非現實性을 들어 批判한다"0 

22) 李·享純[3J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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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운데 @，@，@，@의 項目은 크르나이가 解說을 잘못하고 있는 項

目 이 다 23) 그리 고 Q),@ 및 @는 그랑몽(Grandmont) [47J , 그린 (Green) 

(50J 等에 의 하여 애 로우-드브루 橫型을 母뻐로 하는 一時均徵理論

(Temporary Equibi1rium) 에 서 解決되 며 ，@과 公共財에 의 한 外部性

의 問題는 亦是 애 로우-드브루 模型을 母船로 하는 포울려 (Foley) [41] 

의 公共經i철 (Pub1ic Economy)의 均衝理論에 서 解決하고 있다.@은 힐 

덴 브란트(Hildenbrand) [55J의 大規模經濟의 近似均衝理論(Approximate

Equilibrium)에서 解決되며 이 理論도 애로우-드브푼 模型을 母B쉽로 삼 

고 있다.@은 直接 現象에 버추어 檢定할 수 없는 假定이며 @은 스틱 

금(Stigum) (98J 에 외하여 一時均衝論的 文服에서 經營效用힘數(Mana

gerial Utility Function)의 擬念으로 代置되 었다. 그리고 @과 @은 傳

統的으로 그 現實性에 대 히-여 論難이 많은 假定이 다. 

이 와갚이 코르나이 의 批判은 다른 批判과는 달리 數理的 推論에 대 한 

批判이 아니라 模型을 現實에 비추어 解說하는 測面에서의 批判이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결국 그의 批判이 쭉當한 面은 그가 列學한 12개 項

뭔中에서 @과 n의 2個 項目에 不過한 것이다. 

以上과 같이 數理經濟學에 대한 批判은 數理經濟學의 年1請이 짧은 탓 

인지 大部分 쭉當하지 않은 批判들이 었다. 그러 나 同時에 卓越한 直觀

力에 의하여 올바븐 形式的 構造플 抽象하는 일과 얻어진 模型을 제대 

후 解說하는 機能이 뒤따르지 못할 경우에， 數週經濟學的 理論이 얼마 

나 無用한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좋은 敎힘Jj이기도 하다. 

나) 計훌훌經濟學 

數理經濟學이 模型을 分析하고 假說을 提示하는 實證經濟學的 技法임 

여] 비 하여 計뚫-經溶學온 寶證統濟學의 實證技法이 다. 計量經濟學은 經

濟理論이 說明하는 바 變因의 理論的 特性과 關聯된 確率分布의 特性을 

〈部分的으로나마) 究明하고 이 에 따라 쭉當한 統計學的 抱定(Estimation)

꾀- 때쿄-는 1원說磁定(Testing Hypothesis)의 方法을 昭究하는 學間이 

다 

傳統的 o 로 經濟學의 1뭔說은 大部分 量的 變因의 相互關係에 대 한 記

23) 李承熱[2J 참조. 특히 @에 대 하여 는 드브루[29J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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述로 나타나고 있기 때 문에 24) 統計學의 回歸分析(Regression Analysis) 

理論은 곧 計量經濟學의 當然한 始짧點이 된다. 回歸分析의 基本模型은 

다음과 같은 確率的 線形關係로부터 비롯한다。 

Yi=껴0+껴lXil+ 껴2Xi2+ ... +마Xik+ êη i=1 , 2, , •. η • (n>k) 

η은 觀測횟수 x는 t먼째의 騙測f直임을 나타낸다。 Y와 &個의 ￡들은 각 

각 變因들을y 그리고 k+1個의 껴들은 常數들을 表示하며 ê은 誤差項

(Error Term) 이 라고 불리 우는 確率變數이 다. 이 關係는 從屬變數(De

pendent Variable) y가 k個의 說明變數(Elplanatory Variables) X들과 어 

떠한 相互關係를 지니는가를 나타내는 式으로서 ßo+영lXli 十껴eX2i+" 。 

十껴kXki는 Y와 z들 사이의 完뿔하게 規則的인 關係블， 그리고 誤差項 ε 

은 實際의 現象이 規則的 相互關係로부터 離脫하는 程度를 각각 意、味

한다。 

回歸分析의 基本模型은 이 確率的 線形關係에 追加하여 다음의 諸假

定들을 設定함으로써 完結된다。 

假定 1) 

f탱定 2) 

假定 3) 

假定 4) 

E(ε;)=0， E(êiêj)=σ2 (i=j) 

=0 (i추j) 

i, j=l , 2, "', n。

z들은 確率變數가 아니 다。 

하나의 $는 다른 x들의 線形國數로 表示될 수 없다。 

êi는 모두 正規分布를 가진다c 

假定 1)中 E(εg2)=σ2오로 모든 ￡에 대해 -定하다는 假定은 等分散性

(묘omoscedasticity)의 {밟定이라고 불리우며 y 위의 假定 1), 2) , 3) 및 

4)를 充足하는 確率的 線形關係블 回歸分析의 標準線形模型(Standard

Linear Model)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標準線形模型을 設定하는 것처럼 

從屬變數와 說明變數를 選別하여 確率的 힘數關係로 設定하고 e과 x들 

어l 대한 特性을 願與하는 일을 模型規定(Model Specification)이라고 부 

른다. 

24) 널려브와 도레스스 (Nerlove & Press) [77J , 맥파든(McFadden) [72J 等은 最
近 質的 變因의 困數關係를 다루면서 그 寶證에 관한 理論을 展開하여 關
心: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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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計學的 回歸分析理論은 $들과 y어1 대 하여 η회 觀測한 結果로부탁; 

위 確率的 線形關係의 R들에 대 한 定量的 情報블 論理的오로 抽出하는 

方法에 대 한 理論이 다. 回歸分析理論은 貝體的A로 標準線形模型에 대 

하여 (假定 4)는 不必훨) 最서、 담 乘法(Least Squares Method) 에 의 한 a들 

의 推定휠이 最良線形不個推定量:(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BLUE) 임을 밝혔오며 25) 厭定 4)를 追加하었을 경우에 이 推定縮果를 

놓고 그 號計學的 有意{生에 대 하여 t- 및 F-檢定 等을 수챙 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 나 이 러 한 標準線形模型은 다른 變因들을 -→定 水準에 固定시 켜 

놓고 聽測者가 完金허 統制하는 說明變數 $들의 값을 多樣하게 策定함 

오로써 그에 따른 從屬變數의 量;的 變化만을 觀測할 수 있는 自然科學

의 實驗室에서나 윷當할 뿐이며 3 說明變數들의 값을 顆測者가 마음대로 

統制할 수 없고 또한 從屬變數의 變化가 說明變數로 選擇되 지 않은 第

三의 變因들의 變化에 따른 영 향으로부터 無關할 수 없는 社會科學的 餐

料들에 대하여서는 그 解說的 갖當性이 매우 휘딱하여진다。 이와같이 

模型의 解說的 特性과 資料的 特性間의 乖離를 一般的인 規定上의 誤즙젖 

(Error of Specification) 라고 부른다。 

標準線形模型을 經濟學的 資料에 適用할 때 問題되 는 規定上의 誤醫

는 다읍과 같우며， 計量經濟學의 理論體系는 이 問題點들을 合理的오로 

克服하는 過程오로써 構成된다。 

첫째는 經濟學的 變因들의 相互關係가 果然 確率的 線形關係로 鋼寫1

될 수 있겠는가라는 間題이 다， 變數들 間의 確率的 相互關係블 

y=f(Xb X2’‘。 'Xk ， 얘1> 껴2 ， .. oßp , ε) 

후 놓을 때 標準線形模型의 線形關係는 f의 한 特珠한 경 우에 불과하다. 

經濟學的 假說이 變因들 間의 線形關係을 想定하는 경 우는 매 우 휘 귀 하 

기 때 문에 그 實證過程에 서 반드시 線形模型에 依存하여 야 할 理由는 없 

오며 따라서 非線形의 模캘IJ에 대 한 論理的인 推定과 檢定은 計量經濟學

25) 이 結果를 가우쓰-마르코프定理(Gauss-Markoff Theorem) 이 라고 부르며 
1821年의 가우쓰 (Gauss) 와 1912年의 마르코프 (Markoff) 에 걸쳐 그 證明이 
完結되었고， 그 후 애트켄 (Aitken) [6J에 의하여 보다 一般化 되었다. 最小

自乘推定法은 말랭보(Malinvaud) [69J에 따르면 1806年에 르장드르(Legen
dre)가 처음 考案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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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主훨課題中의 하나이 다。 

非線形關係를 

y=f(Xl’ X2 ,000Xk; ßl , ß2 , oooßp)+e 

으로 놓으면 最小自乘法의 原理에 입각하여 

낄(Yi- f(Xil' Xi2 ,000Xik, 더1? oooßp))2 

을 最시、化하도록 영1 ， ß2 ， 00 。영p플 취하여 a들의 推定量으로 삼을 수 있오 

며， 사싣 標準線形模型의 最小딩乘推定量은 f가 線形펴數일 경우 이와 

같은 方法으로 얻어낸 結果이디。 

야와같이 얻어진 推定量의 確率왔布는 ε의 確率分布에는 물론 f외 

構造애 따라 달라지며， 다만 ￡가 線形困數일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推

定量의 適合性y 측 最良線形不偏推定量임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비록 

몇가지 접근적 適合性에 대하여서는 알려진 바가 있오나 小數標本의 경 

우가 大部分언 現實問題에 그대로 適用하기에는 그 根據가 充分하지 

못하다@ 또한 事前的오로 힘數 ‘f를 特定한 形態로 規定한 다음이 라야 

實際의 推定이 可能하게 되며 y 이 경우 線形模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왜 假說이 提示하는 變因間의 關係가 이 特定한 힘數形態로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說明이 어려워지는 難點을 지냐게 된다Q 實際획 寶料로부탁 

推定f直를 計算하는 過程도 線形模型에 비하여 훨씬 複雜하며， 電子計算

機를 使用하는 경우에도 훨씬 큰 醫用이 소모되는 반면， 非線形模型의 

推定이 假說의 實證에 서 누리 는 쫓當性의 限界는 너 무 制約되 어 있는 

것야다。 

大部分의 經濟學的 假說들은 (다른 條件이 一定한 狀態에 서 ) 한 說明

變數 Xi가 增加할 해 從屬變數 3’7} -律的으로 增加 흑은 減小한다는 形

式의 內容을 記述한다e 이 러 한 關係는 

엇=f(Xl> X2 ,000Xk , ßb oOO껴p， ε) 

을 Xi들에 대하여 테일러級數展開하었을 경우 一階項의 係數의 부호와 

크기 에 가장 緊密하게 聯關되 어 있다。 또한 흉 더 글라스(Cobb Douglas) 
生塵때數에 서 와 같이 f가 說明變數들의 (指數國數의 ) 積오로 나타나는경 

우에는’로그變換을 롱하여 線形模型으로 變換시킬 수도 있다e 채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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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里論的으로도 線形模型에 대하여서는 小數標本의 경우에도 그 推定量아 

바람직한 特性을 따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으묘로 大多數의 計量經濟學

的 船究는 線形模型에 依存하고 있다. 

非總形模型의 推定f直를 計算하는 方法은 다} 체 로 반복적 近似化의 方

똘이며 代쫓的인 船究로는 와일드(Wilde) [1 10J블 꼼을 수 있다‘ 最近에 

는 골드펠드와 권트(Goldfeld & Quandt) [45)가 非線形模型의 推定에 대 

한 전 반적 인 問짧를 다룬 데 이 어 램 지 (Ramsey) [87J等은 -‘般的 非線

形推定量을 테일러級數展開함으로써 그 近似的 確率分布를 調훌하는 方

닫j으로 장f9C를 進行시키고 있다. 

두번째의 周題는 經溶學的 {넓說이 주어진 從屬變數 y와 한 說明變數

‘선만의 關係블 記述하는 形式오로 주어졌을 경우 이 假說의 計量經濟學

的 寶讀過程에 서 發生한다. 이 問題는 貝體的으로 y에 대 한 實際의 도 

든 說딘fì變數 z들을 包含시 킨 模型을 推定할 것 인가 흑은 셨만을 說明變

歡로 하는 標型을 推定할 것인가의 選擇問題로서 나타난다. 타일 (Theil) 

[1 02J은 後者의 성우 x*의 係數 밤에 대한 推定量이， 만약 x*가 다른 

說맨變數들과 어느 정도의 線形關係플 가지면， 그 期待f直가 합의 참값 

으로부터 組織的오로 乖離된다는 事實을 보임으로써 推定하려는 模型이 

핏當한 說랜變數들을 모두 包含시 켜 야 함을 밝혔다. 그러 나 模型이 包

含하는 說明變數의 數를 增加시키면 同時에 係數에 대한 推定量의 分散

야 增加하고 推定f直의 精密度가 減少하기 때문에， 說明變數블 適切하게 

選擇하는 方法이 問題가 된다. 이 問題플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연구는 

이 직 나오지 않고 있으나 죠르겐슨(Jorgenson) [61]은 說明變數를 달리 

하였을 경우에 從屬變數에 대한 據測量의 分散이 最小가 되는 模型이 가 

장 쫓當한 模型이 라고 主張하고 이 基準에 따라 그의 投資決定理論이 

{파理論에 비하여 보다 쭉當함을 보였다. 한펀 램지 (Ramsey) [86J는 說

EJ딩變數의 갖當한 選擇에 대 한 檢定方法을 提示하고 있다. 

세 번째 의 問題는 說明變數와 從屬變數間의 因果關係가 옳게 設定되 고 

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變數 x와 y에 대한 觀測寶料가 特定하게 規則

的인 셉歡關係룹 示浚한다고 해서 Z와 y間에 因果關係가 存在한다는 意

味는 아니 며 또한 因果關係가 存在한다고 하더 라드 그 方向까지 도 明示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通貨量(M)과 國民所得(Y)에 대하여서 

는 通貨量(M) 이 國民所得(Y)을 決定한다고 하는 通貨主義的 主張과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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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所得(Y)이 通貨量(M)을 決定한다고 하는 寶物主義的 主張이 共存하 

고 있으며， Y를 從屬變數， M을 說明變數로 設定한 模型과 M을 從屬

變數， Y를 說明變數로 設定한 模型에서 모두 說明變數의 係數에 대한 

計量經濟學的 推定의 結果가 각각 해 당하는 假說의 쫓當性을 同時에 뒷 

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레인저 (Granger) [ 48J는 이러한 경우에 鷹還

(feedback)의 可能性윤 考慮하더 라도 據測量의 分散이 작은 模型에 서 設

定된 因果關係가 보다 쫓當한 因果關係라고 主張하였으며 짐즈(Sims) 

[95J는 그레인저的 基準으로는 위의 예에서 通貨主義的 主張(M→Y)이 

보다 쫓當한 因果關係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였다. 最近에 박스와 호오 

(Box & Haugh) [21그는 두 確率變數에 대 하여 각각 同-分布를 갖고 서 

로 獨立언 時系列的 確立變數로 分解하고 이 分解된 두개의 時系列 寶

料間의 交잣相關係數의 構造를 考察함으로써 本來의 確率變數間의 因果

關係를 究明하고자 試圖하고 있다. 最近의 船究가 結計學的 特뾰을 因

果關係와 결부시키려 하는 데 비하여 윌드(Wold)[lll]와싸이먼 (Simon) 

[94J 等은 因果關係 自體의 觀念的인 問題를 分析하였다。 

네번째로 說明變數들의 觀測f直가 誤差를 包含하고 있을 경우의 問題

이 다. 이 誤差는 觀測誤差일 수도 있으나 보다 根本的으로 定義된 變因

의 權;융:과 實際資料를 收集하는 慣1JlJ와의 差異에 서 發生하는 誤差(예 컨 

대 國民所得의 定義와 實際에 서 國民所得을 合算하는 方式에 서 의 差異)>

도 있으며 또한 감가상각이나 됩常所得과 같이 아예 直接 觀測할 수 없 

으며 類推된 數f直로 代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發生하는 誤差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最小自乘推定量이 一致性을 保有하지 못하기 때 

문에 別途의 推定方法이 훨求된다。 왈드(￦ald) [1 09J는 說明變數가 하 

나이고 誤差를 包含하는 경우에 9 우선 說明變數의 觀測f直들을 中位數

(Median) 以上과 以下의 두 集團으로 兩分하고 各集團에 해 하여 從屬

및 說明變數의 標本ZF均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라프 上에서 두 集團의 

中心을 連結하는 直線으로써 回歸直線을 推定하고자 하였다。 이 方法에 

의 한 說明變數의 係數에 대 한 推定量은 觀測f直에 의 한 分類가 참값에 의 

한分類와 一敎하는 경우에 一敎推定量이 됨이 알려졌다. 말랭보(때alin

vaud) [69그는 說明變數가 複數이 고 짧差를 包含할 경 우에 特定한(ad hoc) 

꺼口重植를 使用하여 -‘致性을 保有하는 最小팀乘推定量윤 導出하는 方I닮 

으로 船究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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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먼째 는 誤差項의 分散이 每觀測 境遇마다 달라지 는 웰分散性(He

teroscedastici ty)의 問題이 다. 異分散性은 從屬變數의 觀測f直가 커 지 면 

誤差도 커 질 수 있다는 寶料의 特性과 또한 觀測된 資料를 分類 合算하 

는 過理에 의하여 提起될 수 있는 問題이다@ 異分散性 下에서는 最小自

乘推定훌은 最良線形不댐推定훌이 되지 못하며 대신 에트겐 (Aitken) [6J 

의 一般化 最小딩 乘推定量 (Generalized Least Squares Estimator) 이 最

良線形不댐推定뚫임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에트겐의 -‘般化 最小自乘

、품은 서로 다튼 分散關의 tt에 대한 뿜報가 말려진 경우에 한하여 實用

可能한 方法이므로， 어떻게든 分散間의 tt블 推定하는 作業이 先行되어 

야 使用된 수 있다- 다일(멜leil) [1 01]과 포레스와 허우덕커(망rais & 

묘outhakker) [84J는 各各 特珠한 경 우에 分散間의 比를 推定하여 ~般

化最小自乘演을 使用함으로써 껴口重最4、 自乘法(Weighted Least Squares 

Method)을 중쫓展시켰다. 

여 젓 번째 는 거 의 모든 社會科學的 時系列 結計寶料에 서 發生하는 誤

差의 系列챔關(Serial Correlation 혹은 Au tocorrela tïon)의 問題이 다 26) 

誤姜의 系列相關이 存在하면 標準線形模型의 假定 1)이 充足되지 않으 

며 最小自乘推定量은 最良線形不f댐推定量이 되지 못한다g 야 경우에도 

系列相關의 構造블 얄고 있으면 에트겐의 ~般化最小自乘法에 의하여 

最良線形不텀推定量이 얻어질 수 있으으로 系列相關의 構造를 推定하는 

f연業이 問題자 된다。 系列相關의 構造블 推定하는 方法은 誤差項의 時

系列이 一階마르코프過程(원irst Order Marko표 Process) 일 경 우에 대 하 

여만 얄려져 있는 형편이며 대표적으로 코크례인과 오르컷트(ε。chrane 

& Orcutt) [26J의 方똘이 가장 닐리 使用되고 있다. 誤差問의 系列相關

σ1 存在하는가의 與否는 더빈과 핫슨(Durbin & Watson) [37J의 d-檢定

어1 의하여 部分的으로나마 判別할 수 있다。 

일공벤째 는 時系列賢料에 서 從屬變數에 대 한 過去의 觀測f直가 現在의 

觀測個의 說딩딩變數로서 登場할 경 우의 問題이 다。 이 때 에 說明變數가 되 

는 過去의 觀測f直블 時差從屬變數(Lagged Endogenous Variables) 라고 

부른다. 時差從屬變歡가 說明變數로 나타날 경 우에 說明變數들이 確率

26) 에 임즈와 라이 터 (Arnes & Reiter)[8J는 1929'"""1953에 걸친 美國의 經濟學
的 時系列 贊料 100個에 대 하여 調효한 컬 과 最高 0.84, 最低 0.45의 높은 

系젠相關係數틀을 가지고 있음블 發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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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數가 아니 라는 假定은 쭉當性을 잃게 되 며 또한 時差從屬變數는 반드 

시 그 前期의 꿇差項들과 零이 아닌 相關係數를 지니기 때문에 역시 標

準線形模型에 입각한 最小自乘法의 適合性이 問題로 提起된다. 그러나 

만과 왈드(Mann & Wald) (70J , 쿠프만스等(Kooprnans et al.) (63J 및 

그러l 난더 와 로젠블닷트(Grenander & Rosenblatt) (52J는 誤差項들이 모 

두 正規分布를 가지며 從屬變數의 時系列餐料가 安定的일 경우에 最4、

自乘推定量이 一致推定量임을 밝혔고 잇달아 더빈(Durbin) (38J은 이것 

。1 漸近的 有效推定量임도 證明하였다. 그러나 小標本의 경우 이 推定量

의 統計學的 特↑生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g 다만 時差 I의 時差從屬

變數만을 說딩텀變數로 갖는 模型에 대하여 허료윈츠‘(뾰urwicz)(5없는 觀ι

測횟수가 20일 경우에 最小自乘推定量의 V닮倚7} 거의 10%에 이르고 있 

음을 보암으로써 最d、 g 乘、옳이 時差從屬變數블 갖는 模型의 4、標/$:확 

경우에 대하여서는 適合하지 옷함을 示짧하고 있을 뽑야다。 

時差從屬變數가 說明變數로 나타날 경 우에 는 이 變數를 從屬變數로 

가지 는 式을 代入함유로써 從屬變數를 多樣하게 時差를 가지 는 外E효용양 

時差變數(Lagged Exogenous V ariable)들의 國數로 表示할 수 있다。 또 

한 經濟學的 {탱說自體가 從屬變數를 直接 多樣하게 時差를 가지는 外生

的 時差變數들의 線形힘數로 想定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바로 

最小自乘法을 適用하여도 무망하지만 時差블 많야 許容하맴 할수록 推

定量의 分散이 커지고 따라서 精密度가減小하기 때문에 보다 正確한 推

L定方、없이 問題로 提起된다。 이와같이 說明變數가 多樣한 時差를 갖는 

外生的 時-差 變數들로 나타나는 模型을 分布時差模型(Distributed Lag 

뼈odel)이라고 부르며 s 分布時差模型을 正確히 推定하기 위한 體系的엎 

試圖는 코익 (Koyck) [65J의 投資理論에 대 한 陽究로부터 솔로우(S뼈ow) 

(97J , 갤은(Alrnon) (7], 죠르겐슨(Jorgenson) (61] 및 도략임즈(묘hry~ 

mes) [32J 에 걸쳐 進行되어 왔￡나3 대부분 特定한(ad hoc) 時差왔布외 

形態를 王觀的으로 想定하고 이 에 따라 各時差變數의 係數외 比를 算짧 

한 뒤 에 이 比블 加重f直로 가지 는 時差變數들의 加重平均植를 算出함 ò 

로써 說明變數를 單一1t한 다음에 最小自乘銀에 의하여 져g重쭈均의 係

數를 推定하는 方法을 考察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餐料외- 選擇된 時

差分布의 關係를 合理뾰시키는 過程에서 그 융當性이 問題7} 띈다。 또 

한펀으로는 說明變數와 從屬變數間의 쫓又相關않數를 推定하여 그 總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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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큰 時差의 時差變數를 說明變數로 採擇하도록 提案하는 교엔， 곰 

묘와 켄달(Coen， Gomme & Kendall) (27]의 船究도 있으나 박스와 뉴 

볼트(Box & Newbold) (20J의 指適과 같이 交又相關係數를 正確히 推定

할 수 없다는 弱點이 問題로 남아 있다. 

이 와같이 系列相關과 時差變數에 關聯된 諸問題는 本質的오로 모든 

時系列資料의 理論的 根據가 되 는 確率過程(Stochastic Process)의 特f生

에서 버롯한다. 廳用面에서 볼 때 確率過程에 대한 船究는 確率過程을 

自己回歸的 過程 (Autoregressive Process) , 移動平均過程(Moving A ver

age Process) 및 그 混合過쩔(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ι 

Process; ARIMA Process)으로 把握하고 그 特뾰을 陽究하는 박스와 젠 

킨스(Box & Jenkins) (l9J , 그리고 確率過程을 여 러 週期를 갖는 規則

的 成分 o 로 分離함 o 로써 그 特性윤 船究하고자 하는 그레인저와 하다 

나까(Granger & 묘atanaka) (49J , 젠킨스와 핫츠CJenkins & Watts) (60} 

및 브릴런저 (Bri1linger) (22J의 兩大 흐름으로 分類할 수 있다. 前者는 

設定된 各 確率過程의 母數를 最尤法으로 推定하는 方法을 昭究하며 , 後

者는 相關係數의 푸리에變換(Fourier Transformation)을 考察하는 스펙 

트럽的 ;分析(Spectral Analysis)을 試圖하고 있다 27) 

여 닮 벤째 는 模型이 複數個의 線形關係로 構成되 며 理論의 特性上 線形

關係間에 特定한 關係가 濟在하여 있、을 경우의 問題이며， 이 問뚫블 聯‘

立方程式 模型(Simultaneous Equation System)의 問題라고 부른다。 이 

러한 경우에는 우선 聯立方程式體系의 形態가 그 構造的 母數(Structural

Parameters)의 推定이 可能하도록 되 어 있는가라고 하는 識別의 問題

(Identifìcation Problem)가 提起된다. 識別問題는 그 特性이 聯立方程式

의 可解{生의 問題와 類似하며 피 셔 (Fisher) (40J 에 의 하여 體系化되 었 다. 

그러나 일단 識別꽉能한 模型으로 判明되었다고 하더라도 線形式間의 

關係로 인하여 最小自乘推定量이 --致性을 喪失하기 때문에 推定上의 

問짧가 尙存한다. 聯立方꿇式의 模型에 다1 하여 一줬推定훌을 구하는 方

합으로는 T段階最小自乘法(τ Stage Least Squares; TSLS) , 制限情報

環尤法(Limited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LIML) 및 完全情報~

最尤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 等이 開發되 얘 

27) 最近에는 스펙트럼的 分析에 대한 懷疑가 彈하게 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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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般的으로 聯立方程式의 模型에 서 는 한 式의 從屬變數가 다른 式의 

說明變數로서 나다난다@ 이렇게 되면 說明變數로 나타나는 從屬變數와 

그 式의 誤差項은 必、然的으로 相關關係를 지니게 되며 따라서 最小自乘

推定量은 바람직한 統計學的 特性을 喪失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各式을 

最小自乘法에 의하여 推定하고y 이 推定된 結果로부터 各從屬變數들의 

값을 推定한 다음3 從屬變數의 觀測f直 대신에 이 推定f直를 說明變敵의↑ 

位置에 대입하고 다시 最小自乘홉에 의하여 거듭 推定하는 方式을 생각 

할 수 있다。 이 方法을 二段階最小自乘法이 라고 부르며 타일 (Theil) (100) 

과 베 이 스만(Basmann) [l5J 에 의 하여 그 推定量이 -폈性을 保有하고있 

음이 밝혀졌다. 이 方法을 한번 더 반복하는 推定法을 三段階最小自乘速

이라고 부르며 젤너와 다일 (Zellner & Theil)에 의하여 亦星 그 結果가 

-‘致推定量임이 밝혀졌으며， τ회 반복하는 끼『段階最小自乘法도 亦是

-致推定量을 提示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小標本의 特뾰어B 

대하여는 方法間에 長短點이 있으며 써뮤레 이션 (Simulation)의 결과 二段

階最小自乘法이 가장 優秀한 것오로 나타나 있을 뿐이다。 

아흡번째는 說明變數들의 係數(ß)에 대하여 어느 繹度나마 把握하고 

있는 경우에 이 情報를 살려서 推定하는 問題이다e 다일과 골드버자 
(멤leil & Goldberger) [1 04J 의 混合推定法(Mixed Estimation)은 不完全

한 情報을 利用하여 推定하는 方法이다。 그러나 確率母數에 대한 不完;

全한 情報의 分析은 本質的으로 베 이즈的 統計學(Bayesian Statistics) 의「 
課題이며 混合推定法도 베야즈的 推定法과 -→致한다。 28) 베이즈的 統즙f 

學에서는 確率을 事象 發生의 客顆的 蓋然性의 R度로서뿐만이 아나라 
確定된 未知의 事實에 대 하여 觀測者·가 가지 는 主觀的 蓋然性의 f긍度로 
서 把握한다 29) 따라서 未知의 母數를 確率變數로 다루면서 그 確率왔 

布로써 母數에 대한 不完全한 情報블 나타내게 된다. 이 確率分布는 事
前的 分布(Prior Distribution) 라고 불리우며 過去의 經驗에 의거? 영 향 

을 받는다. 새로운 觀測에 의하여 事前的 分布가 事後的 分布뼈osterior 
Distribution)로 移行하여 가는 過程을 베이즈의 定理(Bayes Rule) 라고 

28) 타일 (Theil) [105J 참조。 

29) 이 問題에 대 하여 는 앞서 數理經濟學의 대 목에 서 質의 量化 問題를 說明하 
면셔 學論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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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료며 베이ξ의 定理는 버}이죠的 統計學 體系의 基本을 이룬다， 베이 

즈的 推定의 原理는 주어진 顧測結果를 놓고 母數에 대한 事後的 分布

를 먼저 도출한다. 다음에 母數 껴에 대하여 推定量을 P오로 잡았을 경 

우에 鎭失때數(Loss Function) (예컨대 얘-껴)2等)를 設定하고 이미 훨出 

된 事後的 分布에 의거 여를 確率度數로 취급하면서) 握失힘數의 期待

f直블 구한다. 버1 이즈的 推定量은 最終的으로 이 握失힘數의 期待f直를 

最小化시키는 推Z릎量 엉%로 결정된다@ 

計量經j齊學에 버l 어죠的 統計學의 技、찮이 導入되기 시작한 것온 드러1 

주(Drèze) [35J 부터 라고 할 수 있 다。 그후 체 티 (εhetty) [24J , 드례 즈 
[36J , 젤 낙 (Zellner) [1 13J 를 가 치 면 서 많存의 計量經濟學的 집}究結果블 

버l 이드的으로 반복하여 서로 비교하는 形式으로 發展해오고 있으녀- 이

직까지는 現實問題에 直接 應用되는 水準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호얼과 켄나드(묘oerl & Kennard) [57J팩 능선回歸法(Ridge 

Regression)에 의 한 多重共線形性(Multico11inearity)의 克服y 베 이 스만 

(Basman) [l 6J 의 4、標本理論9 맥파든(McFadden) [72J 및 널려브와 프 

레쓰(Nerlove & Press) [77J 에 의한 質的 變因의 回歸分析理論(프로빗 

(Probit) , 로짓 (Logit) 分析)， 자렘카(Zarernbka) [112J에 의한 變數變換

에 관한 昭究y 스와미 (Swarny) [99J 에 의 한 可變母數블 가지 는 線形模型

에 관한 昭究 等이 展開되고 있다。 30) 

이 와같이 計量經濟學은 經濟學的 資料의 特↑生과 經濟理論이 提示하는 

假說의 特性에 입 각하여 그에 合當한 推定의 方法을 開짧하면서 짧展하 

여 왔다。 그 결과 計量經濟學的 模型이 標準線形模型으로부터 離脫하면 

할수록 보다 經濟學的 뚱當性을 누리 는 反面， 그 推定量이 保有하는 바 

람직한 統計學的 特性의 가짓수는 줄어들며 檢定의 問題는 制限된 경우 

의 漸近的 檢定만이 可能할 뿐 거의 不可能하게 되었다a 따라서 推定量

의 特性을 分析的￡로만야 아니 라 싸뮤레 이션 (Sirnulation)을 통하여 갱￥ 

究하계 되었￡며 이러한 碩向은 小標本일 째 推定量의 特姓을 昭究하는 

경우에 특히 두드러진다i 또한 推定量의 -됐性이 알려진 경우에도 標

本크기의 增加에 따라 보다 신속히 母數의 참값에 收數하는 推定量의 

開짧에 대한 隔究도 일어나고 있오며 페어 (Fair) [39J의 웹究가 좋은 例

30) 이 대 목은 鄭基俊[4J敎授의 冊究를 直按 참조한 것 이 며 , 그밖에 計量經濟
學 돼:究에 대 한 現況조사도 그의 論文에 서 참조한 바가 至大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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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결국 오늘의 計量經濟學은 經濟學的 特性에 알맞는 模型을 두 

고 統計學的 假說檢定이 不可能한 弱點을 보다 正確한 推定으로 補完하 

면서 發展하고 있는 것이다。 

짧。 멸 는울 맡 

數理 및 統計學的 技法의 開發에 沒頭하는 經濟學者들을 특히 公理學

派(Axiomatic School) 라고 부르기 도 하지 만， 美國의 現代經濟學은 學旅

別로 差異를 보임에도 不뼈하고 그 方法論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앞서 

第 2 節 및 第 3 節에서 論한 바의 바탕에서 大同小異하다9 學派別 見解의 

差異는 現‘實을 보는 視角y 즉 模型의 差異 및 바람직 한 社會的 價f直基

準의 設定에서의 差異에 局限된다。 現代 美國經濟學界를 學派別로 分

類하면 主짧類는 써 뮤엘슨을 中心으로 하는 後期케 인즈學派(Post-Keynes

ian)과 프리이드만을 中心오로 하는 시카고學뼈로 大別할 수 있우며 

이들에 대한 代表的인 批判家로서 갤브레이드와 보울딩 (Boulding)을 들 

수 있다@ 그리고 主流에 屬하지 뭇하면서 進步的 理;옳을 표방하는 學者

들로는 스위 지 (Sweezy)와 같은 마르크스主義者들과 보울즈(Bowles) ， 맥 

큐엔 (MacEwan) , 젠티 스(Gentis) ， 바이 스코표(때T eisskopf), 마글린 ‘Mar

g1in) , 허 드슨(묘udson) ， 걸 리 (Gurley) 및 쪼바이 크(Zweig) 등￡로 代表

되고 버1 블렌 (Veblen)에서 그 淵源、을 찾는 新左졸중(New Left)系 學者들 

이 있오며 이 들을 制度學派(Institu tionalist) 라고 부른다。 

이둘의 現實을 보는 視角은 우선 價格機能에 대한 態度에서 달라진 

다。 시카고學派에서는 價格機能이 가장 우수한 資源配分의 機能이라 

고 王張하면서 完全自 E힘放11을 王張하는 데 반하여， 後期케인즈學派 

는 價格機能을 部分的우로 不信하고 이 의 補完을 위 한 政府의 쭉當한 

介入을 王張한다。 반면에 制度學派는 價格技能은 必然的 o 로 獨훌훌F단化 

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의존하는 것은 不當하며 適切한 計劃

技能에 의 하여 資源을 配分하여 야 한다고 主張한다e 財塵權에 대 하여 서 

도 시카고 學旅는 組對不可홉을? 後期케잎￡學派는 部分的인 制限을? 

그리 고 制度學旅에 서 는 全面 廢止를 호張한다。 經濟行德에 대 한 意J멍、決 

定權에 있어서도 시카고學派는 熾低한 分散을， 後期케인즈學派는 部

分的안 集中을y 그리 고 制度學派에 서 는 澈低한 集中을 王張한다。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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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몇가지 考察에서 示찢되는 바와 갚。1 시카고學派의 社會正議는 自

f다} 後期케인즈學派는‘ 自由와 平等의 適切한 配合， 그리고 制度學派

는 平等오로 나타나려 , 따라서 각각 右寶， 中道 및 左靈으로 分類되 는 

것 이 다. 美國의 新左寶은 計뿔U機能을 쭉當한 資源、配分헬能이 라고 主

뢰풋하면서도 EcR1의 碼i힐된 官燈體웹에 이 計웰機能을 맡같 수 없다고 

王張하는 面에 서 평1歡的 社曾主義와 그 見解를 달리 한다. 그러 나 서 카 

고學派와 後斯케 인즈學派가 휠體的인 經i쩔상뿔制플 明示的오로 提示하 

는 펴1 만하여 y 制텀친學派는 그둡이 그2] 는 經濟體制7} 황體的오로 어 떠 한 

것안지를 提示하지 뭇하기 때문에 폈勢릅 면치 뭇하고 있는 것이다@ 

後期케인즈學派와 시카고學派의 對立은 또한 60年代 以後해 活避하 

여진 합↑庸과 物價上乘의 댐題에 대힌- 땀{究에서 부각띈다。 後했케인즈 

學派는 所得分配의 平뿔이라는 測面‘에서 텔1庸;增大 및 失業率의 減少를 

조張하는 더} 반하여 시 카고學派는 價格機能의 줬率性을 저 해 하는 物價

上乘을 柳制하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갓이다。 또한 f쏘期케인즈學:派 

는 누잔세， 失菜者救濟基金， 의료 및 敎育기관의 公共化 等의 問題블 

댐-짧하는 財政學어] 크게 뽀力하는 데 반하여 시카-고學派의 本山이 되는 

시카고大學(University of Chicago)에서는 이예 財政學의 科目조차 開設

펴지 않고 있는 寶情。]며， 시카고學派의 理論體系에서는 다만 適正通貨

뚫융 供給하여 物價上乘을 最適水準무로 유지 하는 面에 서 만이 政府의 

投害U이 認定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現代 美國經濟學界의 學派別 現況을 擺훨하였지만， 學派別

월」解의 差異는 다만 模型과 價f直의 選定에 서 나다날 뿐이 며 方法理論에 

서는 對立하지 않는다는 것이 美國經濟學의 特徵이다. 制度學派의 보 

울즈도 數理經濟學者인 事實은 이와갚은 現況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우리는 그동안 금 20여년에 걸쳐 쫓國의 現代經濟學을 導入하여 왔 

다。 以上의 論議에서 分明한 것은 그들의 擾型이나 價f直블 혈入할 것야 

아녀고 方法論中에 쭉當한 것이 있다면 그 方法論을 훨入하여야 한다는 

것 이 다. 그리 하여 우리 의 #쫓型과 1賣f直블 옳게 選定하고 이 方法論에 힘 

입어 우리의 經濟學플 樹立하는 젓이 現代 素國經{휩學을 導入하는 우리 

의 자서1 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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