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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방 〈인하대학교 경제통상희부〉 

I 。 序 츄 

2차대전 이후 미국은 經濟學 昭究의 중심지가 되어 왔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 

중 다수가 연구하는 經濟學理論이 세계 전체 경제학 연구를 선도하여 왔다. 古典派 經濟學

의 발상지가 영국이었고， 限界행〔命의 추진자들도 주로 영국파 유럽대륙에서 배출되었다는 

爾史的 휩實에 비추어 볼 때.2차대전 이후의 미국경제학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환채 세 

계 전체 경제학계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Mark Blaug 등(1983) 이 편집한 經濟

學者 A名錄에서 보면 잘 나타난다. 1980년을 기준으로 하여 생존하고 있는 경제학자 중 

200여개의 경제학전문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 674명을 Blaug가 뽑은 가운데， 미국 

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는 396명에 이르고 있다. 1969년부터 수여된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를 보면 1997면까지 42명의 수상자 중에서 마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은 3분의 2가 넘는 28명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 이후의 수상자 14명중에서는 12명이나 

된다. 

미국의 경우 양적인 우세도 괄목하지만， 경제학의 성격 변에서도 시장기구를 주로 탐구 

하는 주류경제학 또는 선고전학파 경제학이 주도적으로 개발되고 었음도 주목할 만하다. 

물론 신고전학파의 득세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구태여 이를 미국만의 특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유럽이나 얼본에 비해서 주류경제학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 그 

리고 주류경제학을 수출하는 나라로서 많은 나라의 경제학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배우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식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을 동일사하는 태도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미국만의 독자적 풍토에서 생긴 제도학파 경제학이 상대적으로 외국 

에 준 영향이 적은데 비해서 주류경제학은 국경을 넘어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주류경체학 또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현재 미국의 대학과 대학원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연 
구비신청 당시의 전체주제는 ‘현대 미국의 경제사상의 제조류’ 였으며， 이 논문은 첫째 소주제에 해 

당됨.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해서 논평을 해준 서울대학교의 검완진 교수， 인하대학교의 장세진 교수 

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책임은 공저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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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다수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표준적인 교과내용과 그 교과내용을 나오게 한 연구업적 

의 집합이라는 광범위한 의미로 썼다. 물론 이 내용에는 마셜과 왈라스의 균형이론을 중심 

으로 개발된 미시경제학， 케인즈 이후에 변화되면서 발전된 꺼시경제학 및 양이론을 기반 

으로 개발된 응용경제학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이 어떤 이유로 인해 경제학의 彈大國이 되었는가， 

그리고 미국의 주류경제학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n 절에서 

는 美國經濟學의 歷史와 경제학의 연구환경을 살펴보아서 미국 경제학의 성장요인과 특성 

을 규정하는 환경적 요인을 다루어 보겠다. 다음으로 m節에서는 미국 주류경제학의 이론적 

발전내용을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그리고 계량경제학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마지막 

절에서는 미국 주류경제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 。 層史的 • 사회적 배경 

1. 美國經濟學界의 成長

1870년대 이전의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학계 또는 과학자집단을 형성 

하지 못하였다. 經濟學은 하나의 독립된 학과에서 제공되는 교파목이 아니라， 神學， 倫理學，

哲學， 政治學 교과과정의 하나로서 가르쳐질 뿐이었다. 본격적으로 경제학이 전문화된 것 

은 188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졸고(1995) 에서 소개하였듯이 전문화의 징표로서는 독립적 

인 학과나 교과과정의 개설， 미국경제학회와 같은 학회의 창설，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와 같은 전문지의 발간이 있다. 이 당시의 經濟學의 內容을 살펴보면， 1870년대 

까지는 고전파적 영향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T. Veblen 둥으로 대표되는 制

度主義者와 J. B. Clark, L Fisher 동으로 대표되는 한계주의자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었다. 

특히 독일어1 유학을 갔다 온 후 독일 歷史學派의 영향을 받은 일단의 경제학자들은 1885 

년에 미국경제학회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를 창립하였다. 미국경제학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초기에 학회를 주도하였던， Richard T. Ely는 자유주의적 經濟學을 비판하 

고 경제학의 현실적인 기여를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한계주의자들은 보다 정밀한 寶證經

濟學을 추구하였는데， 학회의 운영방향을 놓고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Coats(1960) 도 지적하듯이，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점차 신고전파적 한계주의자가 득세하게 되는데. 이는 학계에서 전문가적 

보수주의 (professional conservatism) 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전문가적 보수주의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초연하면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문제에 한정하여 연구하려는 풍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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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풍토 아래서 1930년대 이후， 특히 이차대전이후 미국의 경제학계는 괄목한 만한 

성장을 보이는데， 주목할 만한 성장의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고 싶다. 

첫째는 미국의 대학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미국은 유럽 

에 비해서 신분상 제약이 적었으며， 대학교육을 통해 고급인력이 충원되는 메커니즘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율은 미국의 경우 50%에 가까우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대학은 고급인력의 양성기관으로서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하여 교 

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금을 받는다는 원리로 운영되었다. 현재까지도 미국의 대학교육 

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둘째는 미국의 연구환경이 유리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대학에 대해서 기업과 정 

부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 특히 대기업이나 자산가들이 직접 대학을 설립하여， 

시카고대학， 스탠포드대학 동은 막대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학 외에도 1920년대 이 

후 활발히 설립된 연구소의 역할도 지적될 수 있다. Mitchell에 의해서 설립된 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라든지， 시카고대학에 있었다가 예일대학으로 옮겨 

간 Cowles Commission과 갇은 기구는 경제학 연구의 환경을 풍요롭재 하였다. 

재정 변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대학의 경쟁풍토도 연구실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경쟁의 원리는 학생모집， 장학금지원， 교수충원， 교수충원， 연구비확보 둥 학사행정의 모든 

대목에서 나타난다. 경쟁적 풍토는 우선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직업를 구하는 데서부터 나 

타난다. Carson and Navaro(l 988) 에 따르면，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들이 직업을 구하는 경로 

를 보면 3%를 제외한 대부분이 소위 직업시장(job market) 에서 연구능력에 따라 경쟁을 

뚫고 직장을 구하고 있다. 일단 직장을 구하더라도 경쟁은 계속 되는데， 특히 대학교의 종 

신직을 구하는데 있어서 경쟁률을 상당히 높다. 미국경제학회지의 자료에 따르면 대학원이 

있는 연구대학의 경우 종선직 교수로 승진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3대 l 이상이 되고 있 

다. 미국의 경우 직업획득이나 숭진의 제1차적 기준으로서 논문의 양과 질로 측정되는 연 

구실적이 기준이 된다. 흔히 말하는 대로 “논문발표를 하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publish 

or perish)" 라는 기준이 통용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적 연구를 요하는 주제나， 광 

범위한 주제를 포함하는 연구보다는 단지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연구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Bell and Seater(1978) 에 따르면， 종신직 취득 이전에 교수들의 논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선직을 받고 난 이후에도 지명도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므 

로 어느 정도 경쟁분위기가 계속되는데， Diamond(1986) 에 따르면 논문이 한 번 다른 사람 

에 의해 인용되는 회수의 경제적 가치가 50달러에서 1.300달러가 된다고 한다. 연봉과 논문 

피인용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Hamermesh 등(1982) 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다. 

셋째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여건 외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도 미국 경제 



270 美 國 學 第=十輯(1997)

학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사레로서 많은 유럽 경제학자들이 兩次大戰

間의 시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일이 있다. Craver(1986) 와 Craver and Leijonhufvud (1987) 에 

서도 밝혔듯이， 1930년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의 전체주의정권의 성립과 정치적 불안정 

으로 인해 많은 저명한 유럽의 경제학자들이 속속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의 대학과 연구 

소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유럽의 첨단 鼎究成果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당시 유럽각국으 

로부터 이주해 온 경제학자는 열거하자변， J. A. Schumpeter, G. Haberler, F. Machlup, W. 

Leontief, Tialling Koopmans 둥이 있다. 이 밖에도 John von Neumann과 Oskar 

Morgensten과 같은 수리경제학자로부터 Alexander Gerschenkron과 갇은 경제사가에 이르 

기까지 미국경제학계에 편입된 사람은 수 없이 많다. 

이와 아울러 미국의 경우 기존의 經濟學的 傳統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이론과 

기법이 개별되고 흡수되거에 더 유리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케인즈경제 

학도 A. Hansen의 재빠른 변신과 P. Samuelson과 같은 유능한 경제학도의 지지에 의해 

1940년대에 미국에서 새로운 경채학으로서 각광받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경제학은 성장을 위한 유려한 요엔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2. 경제학자의 사회적 위상과 추류경제학 

미국에서 경제학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의 경제학 

의 위치와 대학과 외부의 관계라는 두 가지 변에서 살펴보는 것이 편리하리라 생각된다. 우 

선， 미국에서 경제학 분야의 천반적인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경제학과의 숫자를 보면. 1985 

연도 미국경제학회의 조사를 기준으로 경제학과가 설치된 4년제 대학의 수는 992개에 이르 

고 있다. 이는 1，900여개에 이르는 미국의 4년제대학의 과반수 이상이 경제학과를 가진 것으 

로， 사실상 미국내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대학은 거의 모두 경제학과를 가진 셈이 된다. 

또한 1993년을 기준으로 미국경제 학회에서 발간되는 American Economic Review를 구독하 

는 회원의 수는 22，893명에 이르고 있다. 경제학이 대학에서 차쩌하는 비중， 특히 인문사회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이것은 경제학의 실용성에도 기인하겠지만， 미국의 경우 

법학과 경영학과 같은 분야가 주로 전문대학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실정에도 기인한다. 법 

과대학원(Iaw school)이나 경영대학원 (business schooI)에 진학하려는 사람의 대부분은 경채학 

을 학부에서 전공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규모와 함께 이러한 대학내 학문분업구조로 인 

해서 경제학은 비교적 이론적이고 순수학문적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경제학자가 어느 정도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경 

제학박사의 진출분야를 미국경제학회에서 발간되는 구인잡지 (J 0 b Openings for 

Economists) 를 통해 살펴보면， 대체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3분의 2 이상은 敎育機關에 취직 

이 되고， 나머지 3분의 1온 정부， 연구소， 회사 등에 취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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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대체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전체 경제학자의 분포와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생각된 

다. 말하자변 경제학자가 학교로 가는 것이 다수이지만 학교가 아닌 부문에도 경제학자의 

고용기회가 꽤 있는 셈이다. 증권회사와 강은 금융기관에는 대부분 경제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그 직책은 economist라고 불리고 있다. 이 경우 그 외머는 학자라기보다는 경제분 

석가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여하튼 이러한 경제학자의 역할은 경제학자의 대부분 

이 경제학교수인 일본의 경우 상당히 다르다고 하겠다. 아울러 경제학자 중에서 대통령경 

제자문기구(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에 참여하거나 정당 또는 주정부의 경제정책 자 

문에 응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경제학자가 비학교부문에 고용되고 정제정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학 

교부문과 비학교부문의 교류가 활발하다고 말하기는 어협다고 생각된마. 그 이유는 유럽이 

나 개발도상국에서와 같이 경제학자들이 정치권력의 핵심부에 근접하거나 권력펠리트 

(power elite)로서 영향력을 잦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Barber(1981)의 연구에 따 

르면 다원화된 미국사회에서 경제학자들의 정책적 참여는 간접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한 경우에도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최종결정에 영향을 주기에는 많은 장 

애가 있음이 알려져 있는태， 특히 대단허 엄밀한 논리를 가진 경제학적 사고와 경제학적 

전문용어들이 정치인이나 일반인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편 경제학자들이 의사나 법률가， 경영자에 비교해 볼 때 이익집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 

도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개별적인 이익을 떠나 공공의 이익을 기준 

으로 판단을 하는 것을 직업적 윤리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학자의 사회적 위상은 앞서 언급한 전문가적 보수주의라는 풍토를 

강화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사회의 어떤 

요인이 주류경제학의 입지를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하였는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우선 무엇보다도 미국은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장경제의 벼증이 훨씬 크고 시장메커 

니즘이 작동하는 영역이 크다는 것 자체가 경제학의 성격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국민소득 중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유럽의 각국들이 대부분 30%선 이상이며 스칸다나비아 국가처럼 50%에 육박하는 경우애 

비교할 때， 미국은 과히 기업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미국회사의 노사관계는 일시적 실업 

과 단기계약이라는 특정을 갖고 있으며， 경영자들도 실적에 따라 이동이 많다. 미국의 문 

화는 지나치게 상업주의적이라 비판받을 정도로 수익성과 결부되어 있으며， 애국섬도 상업 

적 문화와 결부되어 있다고 흔히 말한다.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로서 전통이나 

집단의식이 약하므로 시장메커나즘이 가장 강력한 사회통합의 운영원려였다고 말할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윤리적 기준도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미국의 실용주의적 전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은 광대한 자연자원을 가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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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로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이민들의 개척으로 형성된 국가이다. 이로 인해 사변적인 철학 

이나 종교보다는 문제해결에 즉각 도움이 되는 실용주의적 전통이 강했다， 이러한 실용주 

의적 전통으로 인해 자연과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쉽게 수용되었다. 영국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마셜과 거시경제학의 개발자인 케인즈가 수학에 능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 

식과 도표의 사용에 대해 극히 꺼렸던데 비해， 미국의 한게주의자인 클라크와 피셔는 수학 

의 사용에 우호적이었다. 물론 실용주의적 전통은 미국 제도학파가 주장하는 공공정책 수 

립과정에서의 참여와 적극적인 문제해결에도 영향을 주므로 주류경제학에만 유리한 조건 

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주류경제학 내에서 미국적 특정을 찾는데는 하나의 

설명변수가 된다고 하겠다. 

셋째로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학의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화의 속도가 대단히 빨 

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한 대로 전문화를 통해 경채학의 생산성이 증대되 

는 한편， 전문가적 보수주의를 강화하는 영향을 주었다. 경제학과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역사학 풍과의 교류는 줄어들었고， 경제학 내에서도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연구활동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제학 내부에서도 경제사나 경제사상사， 

〈표 1) 分野별 博土學位輪文의 構成 (1904-1974) 

분야 1904-28 1929-40 1970-74 1940-74 

經濟理論 5.9 5.6 6.0 6.0 

經濟史 및 經濟學史 13.2 6.9 3.0 4.0 

農業 9.1 12.9 10.0 13.0 

塵業組微論 8.9 8.8 9.0 10.0 

國際經濟學 4.3 5.6 9.0 8.0 

經營管理 8.1 10.9 9.0 14.0 

經i齊體밟Ij論 3.3 3.9 1.0 1.0 

勞動 12.9 8.9 9.0 10.0 

貨뺨쏟理論 6.4 12.5 8.0 7.0 

財政學 8.4 9.0 4.0 6.0 

A 口 및 都市·地域理論 3.8 2.4 8.0 3.0 

I힐生 消費者 經濟學 13.8 10.4 5.0 3.0 

統計學 및 計量經濟學 1.9 2.2 5.0 3.0 

經濟成長 및 發展 13.0 11.0 

合計 99.8 100.0 99.0 99.0 

資料 Spellman and Gabriel 0978.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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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론과 같은 광범위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사도 줄게 되었다. 이러 

한 경향은 분야별 박사학위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잘 나타난다. 

분야별 구성의 변화경향은 미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수한 5개의 전문지 

American Economic Review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Economic Journal, Economica의 분야별 구성을 조사한 Coats(1971)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아울러 교과과목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졸고(1989)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의 경 

우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교과교육 내용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상태이 

다. Siegfried and Wilkinson(1982) 은 1950년과 1980년의 미국대학의 교과과정을 비교하고 

있는데， 30년 사이에 재정학， 경제변동론， 경제사상사의 개설과목은 줄어들고 미시， 거시 국 

제경제학의 개설과목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경제학의 학교 내외의 위치 하에서 시장경제에 따른 개인윤리 

의 강조， 실용주의적 성향， 그리고 전문화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주류경제학의 보급에 유리 

한 환경적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론의 생성과 보급에는 환경적 영향 만이 있 

는 것이 아니고 과학 자체의 논리적인 발달과 이론의 단순명료성과 갇은 학문 내적인 영 

향도 있음을 첨언한다. 

llI. .2훔류경제학와 발전 

1 。 주류경제학의 범위와 특정 

미국의 경우 교육과정상 학교간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워낙 많은 경제학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므로 일률적으로 학파를 구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학파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해도 어떤 학자가 어떤 학파에 속한다고 한 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포를 계산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M. Blaug (I985) 가 뽑은 케인즈 이후의 저명경제학자 100A의 國別， 學派別 構歲을 필자 나 

름대로 분류한 것이 〈표 2>이다. 미국의 저명경제학자의 분포는 소위 신고전파종합에 해당 

되는 학자가 44명， 사카고학파가 9명이며， 광의의 주류경제학에는 이 두 학파가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단 여기에서 경제개발론과 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는 제도적 여건을 중시 

하는 사람도 일부 있으므로， 잘못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표 2>를 보면 경제학자의 구성 변에서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주류경제학에 속하 

는 학자의 벼율이 높다는 사실을 드러나고 있다. 미국 경제학계에서 주류경제학이 차지하 

는 비중이 높은 사실은 1977년에 무작위로 추출된 211명의 미국경제학자에게 행한 Kearl 

등(1979) 의 의견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이 연구에 따프면 미국의 경제학자간에는 상당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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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저명 경제학자 100A으| 구성 

분야， 학과 미국 기타국가 계 

미시경제학 20 12 32 

개발론 · 경제사 12 12 

계량·수려 2 3 5 

케인지언 10 5 15 

시카고학파 9 1 10 

공공선택론 3 3 

거시블균형이론 3 3 

오스E리안 2 2 4 

제도주의·기타 6 3 9 

포스E케인지언 0 5 5 

마르크λ주의 l 1 2 

계 68 32 100 

資料 : B1aug (1985) 에서 작성 

도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最低貨金옮Ij가 미숙 

련노동자에게 붙려하다는 실증적 미시경제학 명제 (micro 'can’ )에 대해서는 68%가 동의하 

고 있다. 물론 규범적이고 거시적인 문제 (macro ‘should’)에 대해서는 동의가 적게 일어나 

고 있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完全題備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26%만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규범적인 문제는 경제학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고 있으며， 케인지언적인 거시경제학을 중시하는 좁은 의미의 주류경제학을 고려 

하면 경제학자간에 의견의 일치정도는 다른 사회과학분야에 비해서는 상당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의 상당한 일치를 보이는 미국 주류경제학의 집뮤究方法論의 공통적 특성은 

대체로 방법론적 개인주의， 합리주의， 실증주의로 나타난다. 첫째， 방법론적 개인주의란 개 

별 경제주체의 행동을 분석하여 경제의 움직임을 관찰한다는 것이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서는 대체로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을 합하면 전체경제의 움직임과 일치한다고 상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시경제학의 경우 각 개인의 수요의 합이 시장수요와 같다고 상정되 

는데， 이는 물론 소비의 외부성이 없을 때 성립되는 것이다. 

둘째， 미국 주류경제학에서는 합리적 개인이 상정되고 있다. 경제주체란 주어진 제약하 

에서 자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제주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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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가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에게 가장 이역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므로， 설혹 

어떤 집단행동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집단을 결집하여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개인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경향은 방법론적 개인주의 하애서도 지식의 

불완전성과 미래의 근본적 불확실성을 상정하고 있는 오스트려아 학파와 대비되는 것이다. 

셋째， 실증주의적 경향이 방볍론적 특정이다. 실증주의란 이론의 타당성 유무를 가설검 

증절차를 거쳐서 사실과의 부합성 유무에 둔다는 것이다. 계량경제학적 기법의 발달로 설 

증주의적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새로 개발된 가설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좋은 이론으로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간주된다. 이론의 타당성이 가정의 현설성에 있지 않고 분석결과 나타 

난 예측외 유용성에 었다는 Friedman의 논문은 실증주의적 주장의 강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제 미국 주류경제학자들획 연구애 있어서 위와 같은 세 가지 방법론적 원리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특허 빙볍론적 개언주의에 입각한 추상적 이론틀은 겁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발된 경우보다 소위 검증이 가능하지 않은 중핵의 정화(the hardening of 

hard core) 현상애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며， 검증을 통해 기각되는 가설은 핵심가설이 아니 

라 보조적 가설이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편의상 미국의 주류경제학을 라카토스의 과학적 연구계획외 

분석틀로서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Weintraub(1988) 에 따르면， 현대 미시경제학의 

기반이 되는 왈라스류의 과학적 연구계획은 검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중핵을 바탕으로 적 

극적 연구지침 (positive heuristics) 과 소극적 연구지침 (negative heuristics)으로 되어 있다. 

중핵에 해당되는 명채들은 다음과 같다. 

HCl 경제주체가 존재한다. 

HC2 경제주체는 결과에 대해서 선호를 가지고 있다. 

HC3 독립적 경제주체는 제약하에서 최적화를 한다. 

HC4 상호연관된 시장에서 선택이 행해진다. 

HC5 경제주체는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HC6 관찰가능한 결과는 조정되며 균형양태를 기준으로 논의된다. 

적극적 연구지침 (PH)과 소극적 연구지침 (NH)는 다음과 같다. 

PHl 경제주체카 최적화를 하는 이론을 만틀어라. 

PH2 균형 상태의 변화를 예측하는 이론을 만들어 라. 

NHl 버합리적 행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 이론을 만틀째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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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2 균형상태가 의미를 갖지 않는 이론을 만들지 말라. 

NH3 중핵에 들어가는 명제를 검증하지 말라. 

이러한 연구계획은 주류경제학의 공통된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며， 미시경제학 뿐 

만 아니라 거시경제학， 그리고 기타 분야에도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1970년대 거 

시경제학애서 관심사가 되었던 거시불균형이론의 경우 한 변수에서의 제약이 다른 변수에 

범위를 결정하여 시장이 청산되지 않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지침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를 탐구하면서 시장이 청산되지 않는 상 

황을 개인의 합려적 행동의 결과로서 해석하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전되었다. 그 결과 정 

보의 비대칭성에 근거한 균형이론에 바탕을 둔 거시경제이론이 나오게 되고 거시불균형이 

론이 거시경제학에서 독자적인 조류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경제제도의 특수성이나 문화적 특성과 같은 주제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연 

구방법론이 적용된다g 어떤 경제의 특성을 제도나 문화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전제하고 출 

발하는 이론은 특수한 가정 (ad hoc assumptions) 에 의존한다고 하여 기피되고 있다. 따라 

서 어떤 제도나 문화도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우선시되고 

있다. 

물론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과 같은 분야에서 중핵에 해당되는 가설이 심 

리학적 실험방법에 의해서 검증이 시도되고 있지만， 합리적 행동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 

는 한 받아틀여지고 었으며， 균형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어떤 균형이 도달하기 쉬운가를 

아는 정도에서 제한적으로 그 성과가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고찰을 염두에 두고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그리고 계량경제학의 발 

전을 살펴보겠다. 그런데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연구의 대상이지만 

계량경제학은 특정한 연구방법에 대한 이론 및 그것의 적용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세 부 

문은 미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박사학위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2. 미시경제한의 발전 

미시경제학은 시장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가계와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들의 선택과 

그러한 선택의 사회적 결과를 분석한다. 미시경제학의 발달과정의 특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다. 

첫째， 19쩨기 초반경까지 득세하던 마셜의 부분균형분석으로부터 왈라스의 일반균형분석 

으로 분석기법이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상 부분균형분석에서 적용되는 명제틀이 일반 

균형분석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우므로i 이러한 이론의 일반화과정은 자연스려운 추세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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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930년대에 개발된 게임이론이 발전하여 일반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독과점 상태에 

대해서도 분석이 세밀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1980년대 이후 두드러지는데， 

정보의 차이나 선택의 순서 등을 고려한 경우 꾸르노-내쉬균형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한 균 

형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 미시경제학적 분석기볍이 전통적인 시장기구가 아닌 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적 

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카고학파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신제도주의와 같이 

제도의 발생과 보급을 섣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경제학계에서만의 발전은 아니며 경제학의 국제화에 따른 현상이었 

지만‘ 미국에서의 기여를 좀더 부각하여 고찰해 보겠다. 다만 여기서는 개략적인 소개논문 

이므로 주로 첫 번째 일반균형이론의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왈라스적인 일 

반균형이론의 개발에 있어서 미국의 거여를 살펴볼 때， 미국 경제학자 피셔 (Irving Fisher) 

의 가여를 생각해볼 수 있다. 

피셔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왈라스의 이론을 미분법에 의거하여 수리화하는데 기여 

하였으며， 이자론(The Theory of Interest, 1930) 에서는 시간선호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서 무차별곡선을 시간에 따른 소비량배분에 처음으로 적용허-였다. 이에 따라 이자를 시간 

선호율로 설명하였는데， Samuelson(1967) 의 평가와 같이 이러한 이론구조는 현대의 시점간 

일반균형(intertemporal general equilibrium)모형과 동형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1930 

년대까지 마설의 부분균형적 미시이론이 득세하였던 경제학계에서 왈라스적인 일반균형이 

론이 미시경제학의 중심으로 자리캅게 된 것은 물론 하이에크에 의한 일반균형이론의 제 

시， 희스의 일시적 일반균형개념 개발， 그리고 수학적 기법의 발전 동의 영향이 있었지만， 

피셔의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Samuelson의 자신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출간 

한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1947) 에서는 당시까지 개발된 균형개념과 정학적， 동 

학적 분석기법을 총정리하여 그 이후 대학원 수준에서의 경제학 분석지법을 표준화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일반균형이론의 경우 우선 균형의 존재에 관해서는 1930년대에 왈드에 의해서 제시된 

바 있으나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미국 경제학자 애로우와 드브루에 의한 정점 

정리를 이용한 일반균형의 존재증명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이 완화된 가정하에서 일반균형 

의 존재증명을 시도하게 된다. 그 결과 선호가 합리적이고 기술변에서 규모의 경제가 없는 

경우 다수재화 시장에서 각 재화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사키는 상대가격체계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나아가 각 재화가 다른 재화의 가격 이 증가할 때 그 수요량이 증가하 

는 조대체재라는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이 균형이 안정적엄도 밝혀졌다. 아울러 선호가 합 

리적이고 외부성이 없는 경우 시장기구에 의한 일반균형상태에서의 자원배분은 파레토최 

적이라는 사실도 증명되었다. 이에 따라 왈라스적인 일반균형의 존재， 유일성， 안정성，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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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한 전체적인 골격이 완성되게 된다. 이 이론적 골격하에서는 선호， 기술， 부존자원 

이 여건으로서 주어진 경우 상대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게 된다. 물론 여건으로 상정된 선 

호， 기술， 부존자원이 가격과 수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여건 상호간에 의존관계 

가 없어야 이 이론적 골격이 성립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사실상 재화의 속성을 종류 뿐만 아니라 시간， 상태， 장소에 따라 

확대함으로써 시점간 일반균형모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애로우-드브루의 

완전경쟁， 완비시장， 완전정보， 시점간 일반균형이론이 하나의 기준적인 이론으로 자리룹 

잡게 된다. 그 이후의 일반균형에 관한 연구는 가정을 완화하여 미래사장이 부분적으로 결 

여된 경우， 완전경쟁이 아닌 경우， 불완전 정보의 경우로 확대되게 된다. 

그런데， 불완전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공공재가 있는 경우， 외부성이 있는 경우， 불확실 

성이 있는 경우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성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 

적으로 시장의 실패라고 부른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특히 정책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학의 마시적 깨초가 되기도 한다. Stiglitz의 정보비대칭성과 신용할당 

에 관한 이론이 그 예이다. 만약 파산의 위험에 직연한 기업가가 은행측이 자신의 경영상 

태를 잘모르고 있음을 틈타서 급한대로 높은 이자를 가져다 쓴다변 이자율은 상당히 높아 

지고 우량기업은 자금을 얻지 못하재 될 것이다. 은행은 이자율을 시장을 청산하는 수준보 

다 싸게 함으로써 신용할당을 하게 되고 이 경우 이자율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도를 조 

사하게 된다. Stiglitz는 이러한 금융시장에서의 역선택현상으로 인해 금리가 덜 민감하게 

웅직인다고 생각했다. 

시장의 실패가 있다고 하여 모든 경제운영에 대해서 조세정책， 규제정책 등을 통해 정부 

가 개입해야 한다는 t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류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적절한 뱃가지급방식， 경매방식의 고안， 재산권의 창설 등의 유인설계 

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연구하고 있다. 물 

론 이러한 연구의 결과 시장청산균형의 존재， 균형의 안정성， 균형의 효율성이 다 보장되 

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시장적 환경이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가장 부합 

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보전달면 동에서 가장 거래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체제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주류경제학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주류경제학에 포함되지는 않 

지만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에 경제재입도 예기치 못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아무튼 시장기구의 효율성을 이론의 기반으로 하는 미시경채학에서는 애로우-드브루모 

형의 가정완화과정에서 나타난 균형의 특성을 연구하면서 경제학의 연구범위를 넓히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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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시경제학의 발전 

거시경제학은 실업률이나 국민소득 흑은 불가와 같은 거사적 현상을 연구한다. 이러한 

거시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는 다른 발전의 과정을 거쳤다. 즉 미시정제학이 왈라스적인 일 

반균형이론의 확립 이후에 누적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비해 거시경제학은 1930 

년대 이후 여러 논쟁을 거치면서 발전해오고 있다. 

18-9세기에 널리 받아들여졌던 화폐수량설과 셰이의 법칙을 제외하면 거시경제학은 

Keynes(1936) 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의 이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Hicks (1 937) 의 IS-LM 모형으로 재구성되어 확산되었다. 

이렇게 재구성된 케인즈 껍제학의 확산에 있어서 미국의 상대적인 기여는 머샤경제학 분 

야보다 컸다. 케인즈 경제혁이 미국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확하채 된 것은 학계 핵부의 환 

경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과 갇은 경기부양책이 케인즈적인 사고와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뉴달정책의 각종 공공사업과 복지지출은 마국의 개혁적 사확운동가 

나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기인한 바가 컸지만， 이차대전 이후 왜속된 거샤경제정 

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컴하는 데는 케인즈 경제혁의 기여도 컸다고 평가된다. 1946년획 고 

용법 (the Employment Act) 은 이 를 상정 적 으로 보여 준다. 이 법 은 높고 안정 된 수준의 고 

용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선언함으로써 여태까지 고수되었던 정부의 무간섭주의와 균 

형예산주의로부터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법애 의거하여 설립된 경제자문화의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EA)에는 주로 케인즈주의자들이 임명되었다. 특히 

1960년에 케네디정부가 틀어서면서 임명된 Walter Heller (l915-1987)는 케인즈주의 경제정 

책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달성하도록 케네다를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케네디 정부와 존슨 

정부는 조세를 줄이면서 공공투자를 늘였으며 통화공급을 완화하였는데， 이 시기에 경제는 

낮은 실업률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자율파 불가상숭율도 낮았다. 이러한 생 

과는 케인즈 경제학의 확산을 크제 도왔으리라고 생각된다， 

대학 내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미국의 젊은 학자들이 커}인즈 

의 새로운 경제학(New economics) 을 받아들이는데 더 적극적이었다. 1937년에 머네소타대 

학에서 하버드대학으로 옮겨온 Alvin Hansen (l887-1975) 은 세미나와 져서를 통하여 케인 

즈 경제학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전파하였다. 그의 영향을 받은 대학원생들 중애는 Paul 

Samue!son(1915- )도 었었는데， 그의 Economics는 1948년에 초판이 발행되어 1985년의 12 

판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셰계적으로 널리 케인즈 경제학의 대표적인 교과서 

로 사용되애 왔다. 45。직선과 지출을 나타내는 직선을 포함하는 그립도 이 교과서를 통하 

여 보급되었다. Hansen(195l)은 또한 Hicks( 1937) 의 IS-LM 모형에 노동공급함수와 노동수 

요함수 및 생산함수를 포함하는 연립방정식체계를 제시하였다. 즉 케인즈의 경쩌학을 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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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시장과 화폐 및 증권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의 일반균형이론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재 

구성된 케인즈의 경제학， 혹은 g선케인지안" (neo-KeynesÎan) 경제학은 Samuelson의 

Economics을 통하여 널리 보급되었다. 그리고 거시경제학의 논의는 종종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전개과정은 “신고전파종합. (neoclassical 

synthesis) 이라고도 불리웠지만 “통속적" (vulgar) 혹은 “사생아. (bastard)라는 수식어가 붙 

여지기도 하였다. 

1950-60년대의 “신고전파종합”은 거시적 현상을 개별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서 설명하려는 노력과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IS-LM 모형의 각 요소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문에서도 미국 경제학자들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Friedman(1957)과 ModÎgliani(1954) 의 소비 이론， Baumo! (1952) 과 Tobin(1956) 의 화폐수요 

이론이 그 대표적 예이다 1) 그리고 LSE외 P뻐lips(1959) 에 의해 제시되어 케인즈 경제학 

의 일부로 포함된 임금양숭률과 설업률의 역관계도 미시경제학적 설명의 대상으로 포함되 

었다. 특히 Alchian(1970) , Holt(1970) , Phelps(1970) 등은 필립스 곡션을 불확실성 하의 합 

리적 선택이 가져온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거시경제학은 점차 

IS-LM 모형으로부터 멀어지채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케인즈 경제학은 미국에서 이론적 비판과 부정의 대상이 된다. 

Robert Lucas를 벼롯한 “새 고전파”는 케인즈 경제학이 개인의 합리성과 시장의 청산을 

부인하는 이론을 전개하여 왔다고 벼판하였다. 예를 들어 케인즈 경제학은 비자발적 실엽 

의 존재를 주장하는데， 고용증대를 수반한 임금하락이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므 

로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새고전파의 영향력은 비판보다 

는 대안에서 기인한다. Lucas와 Rapping (1969) 의 모형은 α합려적” 기대를 가정하면서 필립 

스 곡션을 균형적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Lucas{ 1972, 1976) 는 이 모형에서 도출된 

총공급함수를 사용하면서 정책의 무효성을 보여주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모형에 의하 

면， 개인들이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때할 경우 어떠한 정책도 국민소득이 

나 이자율 풍의 실불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새 고전파의 가정과 결론은 그 자체로서 그다지 새로운 것아 아니다. 합리성은 경제학의 

전통적 가정이며， “합리적” 기대는 Muth(1961)에 의해 주장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합리 

적” 기대를 가정하는 거시경제모형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실증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성 

공한 것은 Lucas와 Rapping ( 1969 )이었다. 경제정책의 무효성은 Friedman의 오래된 주장이 

지만 그것을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하는 데 성공한 것은 Lucas(1972) 였다. 

다시 말하면， 새고전파의 혁신은 가정이나 결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포 

1) Tobin도 Samuelson과 함께 Havard에서 Hansen의 대학원생이었다 



미국 주류경제학의 발전에 대한 방법른적 평가 2XI 

함하는 모형에 있다. 이러한 새 고전파의 모형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면서 Hicks-Hansen의 IS-LM 모형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반 전통적인 케인지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아무리 기 

대가 합려적으로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주체간의 정보비대칭성이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장이 청산된다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정부정책이 효과를 미칠 여지가 있 

다. 이미 언급한대로 Stiglitz의 신용할당에 관한 연구， 고용된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 

도록 하기 위해 시장청산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다는 효율성 

임금이론， 기업과 고객의 장기적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그만 생산벼 변화에는 

가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메뉴비용이론 등이 거사경제학의 미시적 지초로 제시됩으로써 거 

시경제학분야에서는 새 고전파와 새 케인지언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시경제학에 비하여 짧은 역사를 가진 거시경채학의 발전은 미국의 쟁제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들은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IS-LM 모형으로 도식화하여 확산시켰으며， 

IS-LM 모형의 각 요소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이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필 

립스곡선을 케인즈 경제학에 포함시키고 그것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이론을 개발하였다. 

1970년대에 등장한 α새고전파R 혹은 g합리적 기대학파”는 거시적 현상에 대한 미시적 분석 

이 한 걸음 더 진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고전학파에 맞서서 케인즈 경제학을 

용호하는 경제학자들도 미시적 분석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시경제학의 논의는 고도외 수혁을 사용하게 되었고， 새로운 수학을 사용하면서 거시경제 

학의 논의는 난해하계 되었다. 이제 거사경제학의 논의는 IS-LM 모형이나 필립스 곡선으 

로부터 멸어졌으며，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비전문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아직 재발하깨 못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학계에서는 새고전학파의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 

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케인즈 경제학의 영향은 그다지 쇠퇴하지 않은 듯하다. 

4。 겨i 량경제학의 발전 

경제이론은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가정하거나 도출한다， 미시경제학에서 예를 들 

변， 소비이론은 소비의 증가에 따른 한계대체율의 체감을 가정하며 가격의 상숭에 따른 수 

요의 감소를 도출한다. 거시경제학에서 예를 들변， IS-LM 모형은 소비와 투자 그리고 화 

폐수요에 대한 이자율의 영향을 가정하면서 통화량의 유효수요에 대한 영향을 도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이론에서 변수들 사이의 관계는 수량적이지 않다. 즉 M가격이 11원일 

때 수요는 15개이며 가격이 5% 상승할 때 수요는 7% 감소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으 

며이자율 10%에서 11%로 상승하변 투자는 128조원에서 107조원으로 감소한다η는 가정 

을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량적 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이론과 통계의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것은 계량경제학의 영역이다 계량경제학은 또한 이론을 검증한다. 즉 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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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나 결론을 통계와 비교하여 이론의 진실성을 확인함으로써 경제학의 실증주의를 실 

현한다. 

이론의 수량화와 검증을 와한 계량경제학은 현대의 주류경제학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량경제학의 역사는 길지 않다. 계량경제학은 20세기 초반에 동장하 

여 1920-40년대를 거치면서 확산되고 체계화되었다. 그리고 대학에서 계량경제학에 관한 

강의가 개설되고 교과서가 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이다. 19601날대에 들어서면서 컴 

퓨터 발전과 함께 계량경제학적 분석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일반화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발전의 중십자였다. 계량경제학의 중요한 요소인 확률이론과 통계학이 유럽과 영국에서 발 

전되었지만 그것을 경제분석에 적용하고 계량경제학으로 발전사컨 것은 주로 미국의 경채 

학자들이다. 특히 1920-40 1견대애 수요함수의 측정과 경기변동모형 및 거사경제모형의 개발 

에서 미국의 경제학은 선도척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970댄대에는 합리적기대가설을 내 

세운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기존의 계량경제학을 비판하연서 변화를 주도하였다. 

최초의 계량경제학자로 불리우는 Henry L. Moore( 1869-1958)는 Johns Hopkins 대학의 

박사이며 1902년부터 은퇴할 때까지 Columbia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수학과 통 

계학을 스스로 습득하였으며 1909년과 1913년에는 영국에 머물면서 통계학자 Karl Pearson 

의 강의를 듣기도 하였다. Moore는 1914년에 Economic Cycles: Their Laws and Cause를 출판하 

였는데， 여켜서 그는 여러 가지 농산물의 생산량과 가격에 관한 통계에 회귀분석기법을 적 

용하여 “동태적 n 수요함수를 측정하였다 2) 

Moore는 그 이후에도 세 권의 저서에서 여러 형태의 수요함수를 측정하였는데， 그의 이 

러한 시도는 일부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로부터 냉담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미국 농업 

경제국(the Bureau of Agricultural Economics: BAE)의 연구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 

되었다 3) 예를 들변， Wallace(1920) 는 가축에 대한 수요함수를 측정하였으며， Ezekiel 

(1924) 은 비선형함수를 측정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였다 4)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이론보다 

는 실용적이면서 실증적인 분석을 중시하던 BAE의 경제학자들에게 Moore의 “통계적 경 

제학”은 훌륭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수요함수의 측정은 Moore의 제자 Henry 

Sch띠tz(1893-1938)를 통하여 더욱 확산되었다. Schultz는 BAE의 연구원이 아니면서도 농 

업경제학의 권위자였으며 그의 Theory and Measurement ofDemand(1938)은 널리 인용되었다. 

2) ~oore (1914) 는 1866-91년의 통계로부터 수요함수를 도출하였는데， 밀에 대해서는 (Pt - PH)/Pt-
1 = 7.79 - 0.8896(Qt - Qt-1 )/QH 이보다 앞서서 1907년에 이탈리아의 Rodolfo Benini가 최소자숭 
법을 이용하여 커피의 수요함수를 측정하긴 하였으나 시범적 시도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널리 알려 

지지도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김진방(1997) 을 참고하라. 

3) BAE는 1922년에 농무성 산하의 여러 연구소들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농업경제학의 독립적 발 
전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4) BAE 경제학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Fox(1986. 1989) 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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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의 분석은 NBER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에서도 활발하채 

이루어졌다. 1920 1년에 설립된 이 민간연구기관은 경기변동과 관련된 다양한 통제를 상세하 

검토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Wesely Mitchell(1874-1948) 애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 성과는 

1913년과 1927년 그리고 1946년의 저서에 집대성되었다. NBER은 국민쟁산 및 소득억 측 

정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연구는 대공황의 현황파악과 젠사경채의 운용을 위 

해 요구되었는데， 소련의 통계관이었으며 Columbia 대학의 경제학박사인 Simon Kμznets 

(1901-1985) 에 의해 주도되었다. NBER에서는 Milton Friedman을 중심으로 화폐수요약 소 

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실용챔 연구와 실증책 분석에 

대한 NBER의 강조는 종종 뜩일 역사학파의 영향 및 미국 제도주의의 전통와 연결져워진 

다. 특히 Mitchell은 미 국 채 도주의 의 창시 자로 불리 우며 Friedman은 그의 제 자입 을 차처 

한다. 

1932년에 미국의 계량경제학은 또 하나의 터전을 마련한다. 한 사업가로부터 재정쩍 지 

원을 받는 Cowles εommlSSlon이 설립된 것이다 5) 이 위원회는 수학과 통제학억 지삭을 갖 

춘 유럽의 학자들을 받아들이면서 경기변동외 설명과 예측에 사용될 수 있는 체량모형역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6) 특히 네텔란드의 정제학자 Jan Tinbergen(1903-1994) 의 연 

구를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적 과제로 선정하였다. Tinbergen(1939) 은 여러 가쩌 쟁가변동 

이론을 통계적 기볍이 적용될 수 었는 모형으로 바꾸었으며. 1919-32년의 미국 뚱제를 사 

용하여 각 모형을 측정하고 검증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48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 거시경 

제모형에 도달하였다. Cowles Commission은 Tinbergen의 이러한 연구를 진전시키는 과정 

에서 측정과 검증에 관련된 여려 가지 이론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결하여 나갔다. 그리코 

경제이론의 체계적 검증을 중사하는 Cowles Commission는 NBER의 연구를 g이론이 결여 

된 측정”이라고 비판하여 두 진영 사이의 논쟁이 벌어지가도 하였다. 

1940 1년때를 지나면서 다양한 경기변동이론이 퇴장하고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 등장한 

다. 이러한 변화는 계량경제학에도 더욱 확연하게 반영펀다. 많은 경제학자들에계 체얀즈 

의 유효수요이론은 계량화를 소리높여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MIT빼서 Paul 

Samuelson의 지도를 받은 경재학박사이며 Cowles Commission의 연구위원이었던 ￡‘awrence 

R. Klein(1920- )도 그려한 경제학자들 중의 한 명이었다. Klein(1950) 은 16개의 방정식으 

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을 제시하는데 이첫은 IS-LM 모형을 변형사켜 측정핸 것이다. 

5) Cow\es Commission은 1939년에 Colorad Springs에서 Chicago로 옮겼다가 1955년에 Yale로 다시 옮기 
면서 Cowles Foundation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6) 예를 들어 1943년부터 10여년간 Cowles Commission을 이끌었던 Jacob Marschak(1898-1977) 은 러시 
아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였으며 독일에서 통제학을 공부하였다. 1944년에 Cowles Commission에 합 
류한 Tjalling C. Koopmans (l91O-1985) 은 네텔란드의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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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형의 개발은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산되었으며 모형은 더욱 대형화되었 

다. 예를 들면 1975년에 개발된 Brookings Institution의 모형은 200여개의 방정식을 포함히 

며， 1976년에 개발된 Data Resources Inc.의 모형은 700여개의 방정식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은 공동작업을 통해 만틀어지며 지속적으로 수정된다. 물론 이러한 거시경제모 

형은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개발되어 왔다. 

케인즈의 이론에 기초를 둔 대부분의 거시경제모형은 경제정책에 사용되기 위하여 개발 

되었다. 이러한 거시경제모형의 개발과 사용은 Lucas( 1972) 로부터 이론적 비판을 받는다. 

통계로부터 경제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도출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정책이 경제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가져올 변화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 

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Lucas(l973) 와 Sargent(1973, 1976) 는 계 량경제학적 거법을 이론의 

계량화보다는 이론의 검증예 사용하려고 하였다 7) 이러한 비판과 시도는 미국에서뿐만 아 

니라 쇄계적으로 쩌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계량경제학의 전개과정을 변화와 굴곡으로 특정지을 수 있다변， 미 

시경제학과 관련된 계량경제학은 확산과 심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할 수 있다. Moore에 

의해 시작된 수요함수의 측정은 농업경제학자들에 의해 확산되었다. 그리고 Moore의 기법 

은 공급함수， 비용함수， 생산함수 동의 측정에도 응용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노동공 

급에 대한 계 량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에는 “제2세대 연구R 가 이루 

어졌다. 그러나 이 영역의 연구는 미국이 주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계량경제학이 미국에서 빠르게 생장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가운데서도 경제핵자들의 연구를 후원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Cow1es Commission 

은 유럽에서 건너온 경제학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Cow1es Commission의 

연구가 초기에는 계량경제학의 이론에 치우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Cowles Commission 

의 연구과제는 네텔란드의 경제학자 Jan Tinbergen의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으며， 그 

지침은 노르웨이 Oslo 대화의 박사이며 1947년에 모교로 되돌아간 Trygve Haavelmo 

(1911- )의 “확률적 접근”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러시아와 독일에서 학위를 받은 Jacob 

Marschak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1944년부터는 네텔란드 Leiden 대학의 경제학박사 Tjalling 

Koopmans( 1910-1985) 가 참여 하 였 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학이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연구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량 

경제학이 확산될 수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Moore의 시도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미국의 농업경제학자들은 그것이 가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7) 자세한 내용은 Kim et a l. (1995)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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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농업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대한 수요가 BAE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었다. 대학의 교 

수들로 구성된 NBER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분석을 중 

시하였으며 통계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두 기관의 연구방법은 Cowles 

Commission과 많이 달랐다. BAE와 NBER은 의 확률적 접근법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경제 

이론의 통계적 검증보다는 경제이론과 통계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우리는 

독일 역사학파와 미국 실용주의의 영향， 혹은 그러한 요소를 내포하는 미국 제도주의의 영 

향을 발견할 수 있다. 

계량경제학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급격히 발전하였다. 그리고 다른 부문의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계량경제학도 세계의 미국화 혹은 미국의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나라 

에서는 거시경제모형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으며， Lucas의 벼판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 

다. 영국의 경제학자에 의해 시도된 노동공급분석은 미국의 경제학자에 의해 논의되고 응 

용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BAE와 NBER도 1920-40년대와는 많이 달라졌다. “이론이 결여 

된 측정 n 이라고 불리울만한 것을 그들의 연구에서 찾기는 어렵다. 

W 。 평가와 전망 

전반적으로 보아 주류경제학의 이론의 엄밀성， 적합성， 범위， 연구성과의 풍부성， 장래성 

둥 Kuhn이 지적하는 과학선택의 여러 기준에서 보더라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 

각된다. 특히 이론의 엄멀성， 연구성과의 풍부성 변에서는 다른 학파에 비해 월둥한 수준 

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연구의 범위나 현실적 합성변에서는 다른 학파에 비해서 못하지 

는 않겠지만 완전한 우세를 보인다고 평가되기는 힘들다. 

주류경제학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몇 가지 문채에 대해서 주류경제학자틀 

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다. 가장 먼저 급진파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으 

로서 경제관계에 있어서 권력 (power) 의 문쩨이다. 경제적 관계는 시장애서의 거래관계뿐만 

아니라 생산조직 내에서 지배-복종관계도 존재한다. 특히 정보의 불확실성에 따라 상대적으 

로 경제적인 약자가 모든 조건을 계약에 명시하지 못했을 때는 착취의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로서 소비， 생산， 분배등 모든 경제활동에 있 

어서 외부성이 있는 경우 정부나 제도에 의해서 경제적 거래의 조건이 결정될 것이며， 이 

경우 시장과 정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시장이냐 정부냐 하는 이원적 선택의 문제가 아 

니라 정부나 제도가 누구의 이익을 중시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심과제가 된다. 이 경우 사 

회적 선택은 결국 Hirschman이 말하는 목소리 (voice)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오스트리아 학파경제학자나 미국 포스트케인지언들이 지적하는 것으로서 미래는 

실현되어야 알 수 있는 극단적인 불확실성이 있으며， 이 경우 사람들의 행동은 불가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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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분포에 의존하게 되므로 균형이론 자체를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Schackle이 말하는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충격이 와야 반응하는 놀람(surprise) 의 경우， 오 

스트리아 학파에서 말하듯이 임계치를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포스트 케인지언이 말하듯이 군중심리니 대세에 의해 행동하는 경우 그 메커니즘은 비누 

적적이고 비연속적이 된다. 

넷째， 슐페터의 영향을 받은 진화론적 경제학에서는 기술변화와 생산조직의 변화가 동시 

에 일어난다고 보고， 기술변화가 선호변화릎 가쳐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균형을 파괴하는 

기술변화가 계속 일어난다면 균형으로서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무익미해지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개인이 합리적 선택올 한다는 것도 그 의의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진다. 

물론 비주류경제학자를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래연구의 가능성야 주류경제학자틀 

에게 없다는 것은 아니다. 왈라스적 일반균형이론에서 여건으로 주어졌던， 기술， 선호， 부존 

자원에 대해서 탐구영역을 넓히면서 보다 설득력있는 이론을 어느 정도 제시하는가가 이 

론의 우월성 유지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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