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얘 꽤폭의 경채사장왜 채쪼류: 

채도주빽 경채사왕* 

1. 머리말 

김 진 방 〈인하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홍 기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9세기말 미국에서는 영국의 정통적 경제학이 지배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독일의 역사학 

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특히 사회제도에 관한 귀납적 분석과 개혁적 처방을 

특정으로 하는 경제학이 베블렌과 커먼스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1920년대와 1930년대 

에는 대학과 공공부문에 넓게 퍼졌다. 제도주의(Insti tutionalism) 혹은 제도학파(the 

Institutional schooJ)는 미국 경제학외 이러한 조류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렇지만 제도주의 

는 사회제도의 분석을 경제학의 중심과채로 삼으려는 흐름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기도 한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제도주의에는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갤브레이드(J. K. Galbraith) , 뷔 

르달(G. MyrdaI), 보울딩(K. Boulding) 똥이 포함된다. 여기에다가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 

조한 숨페터(1. A. Schumpeter)와 그의 이론적 업적을 따르는 新슐페터주의자(neo

Schumpeterian)도 포함된다. 그리고 근래에는 신고전파의 방법론에 따라 경제주체의 개별 

적 행동이 어떻게 제도의 형성에 기여하는가를 분석하는 新제도주의 (neo-Institutionalism) 

도 등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좁은 의미의 제도주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것을 

주류경제학과 버교하려고 한다. 그리고 비교는 미국 제도주의의 특정을 드러내는 정도에서 

시도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제도주의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가졌던 위상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수리 

경제학과 계량경제학을 앞세운 신고전파가 대학과 연구소를 차지하게 되었다. 더우기 1960 

년대 이후 新제도주의 (neo-Institutionalism) 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전통적 제도주 

의는 더욱 빛을 잃게 되었다. 제도주의의 이러한 浮沈은 비록 그것이 실패자의 역사이긴 

* 이 연구는 1995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연 

구비 신청시 전체 주제는 ω현대 미국의 경제사상의 제조류”이었으며， 이 논문은 그 중 세 번째 소주 

제인 제도주의 및 급진파 경제사상에 해당된다. 미국학 세미나에서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해서 논평해 

준 외국어대 박명호 교수3 서울대 김수행 교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전자우편을 통한 문의에 답해 

준 위스콘신 대학， 텍사스 대학， 메릴랜드 대학의 여러 교수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두 공저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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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점에서 경제학계에서 주류가 되기 어려웠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익미있는 일 

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신고전파 경제학에 비판적인 제도주의가 오늘날 경제학의 나아갈 

방향을 시사할 수도 있다. 

제도주의의 현황을 파악하고 특정을 드러내는 한 가지 방법으로 과학철학적 분석을 시 

도해 볼 수 었다. 라카토스(Imre Lakatos) 는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이 중핵 (hard core) 과 그 

를 둘러싼 보호대 (protective belt)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그의 중핵은 선념체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권장사항파 금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라고 문(Thomas Kuhn)은 과학 

적 발전에 있어서 과학자 공동체가 공유하는 기본쩍 연구방향인 ‘패러다임’ 의 역할과 이 

에 바탕을 두고 과학적 과제륨 해명하는 ‘본보지’를 중사하였다. 한펀 지식사회학적 접근 

을 통해 핵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연결망’ (network)을 강조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방법들을 혼용한다. 

체2철에서는 제도주의의 현황을 역사적， 제도적으로 분석한다. 즉， 제도주의의 역사와 학 

함 현황 및 학교별 현황을 소재한다. 쩨3절얘서는 채도주의의 중심인물인 베블헨， 커변스， 

에이어스， 미첼의 경력과 사상-을 소깨한다. 이러한 소개를 바탕으로 쩨4절과 제5절에서는 

제도주의의 이론적 특징을 소개하고 이를 주류경제학과 비교평가한다. 마지막 절은 이상외 

논의를 요약하고， 제도주의의 기여와 전망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처l도주의의 제도쩍 상황 

(1) 성장과 침체 

홍기현(1995) 에서도 밝혔듯이 19세기의 미국경제학은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었으며， 영국 고전학파의 자유방임사상이 일방적으로 전파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점차 

독일 역사학파의 국가개입주의에 영향을 받은 젊은 개혁적 학자들이 학계에 진출하자 사 

작하였다. 특히 1876년에 개교한 혼스홉컨스 대학에서는 대학원 중심의 교육을 하여 연구 

의 전문화에 크제 영향을 주었다. 독일에서 공부한 경제학자들과 존스홉킨스 대학 출신의 

경제학자들은 한편으로 경제학연구의 전문화를 추진하변서 한편으로는 개혁적인 정책수랩 

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1885년에는 이러한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미국경제학회 (The American 

Economics Association. AEA)가 창설되는데， 중심인물로는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던 엘리 

(Richard T. Ely. 1854-1943) 이다. 엘리는 하이텔베르그 대학에서 크니스(Karl Knies) 의 영 

향을 받으며 경제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으로 돌아온 엘리는 리카아도와 

밀의 경제학을 배격하고 6새로운’ 정치경제학을 주창하면서 AEA를 출범사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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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의 헌장 초고에는 a차유방임주의는 정치적으로 불안하며 도덕적으로 불건전하다” 

는 구절이 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인류진보의 불가피한 조건”이며노동과 자본왜 갈 

등이 사회문제 중 가장 두드려진 것으로서， 그 해갤을 위해 교회， 정부， 과학약 합동노력이 

펼요하다”라는 구절이 있다. 벼룩 이러한 구절들은 헌장의 결정과정에서 삭제되었으냐 청 

제학 탐구에 있어서 제도적， 진화론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여전히 남게 되었다. 

이렇게 출발한 미국경채학회는 1892년에 갈등을 겪계 된다. 특하 엘리가 학회를 지나치 

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1:l]편여 생겨 학회는 보다 중립적언 인물이 맡겨} 되였으며， 학회 

는 개별 경쩨학자의 정치적 견핵를 피력하거나 학교당국에서 교수들이 해직당하는 일에 

견해를· 밝허는 일을 하지 않는 관행이 수립되었다. 

이랙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위스콘산 대학 등을 중심으로 제도학파 경제학차약 진출은 

활발하였다. 1892년에 개교한 샤카고 대학은 샘유재별인 록펠리핵 채정적 지완으로 설립되 

었는더11. 이 대학의 초태 경제학과장은 로그런(James L. Laughlin) 이라는 학자는 보수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교수 전체외 구성은 당시 학체의 평균적 정향과 맞추어졌으며， 자유주 

의적 경제학지-와 사회개혁적 경채학자가 벼슷한 수로 임용되었다. 물론 재혁적 체도주의자 

들은 노동조합을 옹호하거나 독점적 기업을 공격하는 글을 써서 대학 당국과 마찰을 빚었 

다. 1894년에는 베며스(Bemis) 란 경제학자가 지역의 철도회사를 공격하고 노동운동을 용호 

하자 강의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해직샤컴으로써 파문이 생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둥속에서도 제도주의 경쩨학자들은 특화된 주제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여 학계 

와 정부 둥에서 자리를 잡게되었고， 1930 1건대에 이르러서는 채도주의의 전성기라고 불힐 

정도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쩨 되었다. 세계공황거에는 루즈벨트의 각종 재혁적 정책을 

추진하는에 어느 정도 사상적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제도학파는 연구프로그램 

이 다양하여 학문적 축적이 채대로 이루애져지 않았으며 학계애서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 

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산고전학파외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현재 제도학파는 비주류 

경제학의 하나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 학문적 네트워크 

AEA외 정기학술회의가 열리는 곳에서 채도주의자들이 ‘감시인단’ (Wardman Group)으 

로 자칭하면서 별도의 모임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58년이다. 1965년에는 이 모임여 학회 

로 성 장하여 진화주의 경 제 학회 (The Assoication for Evolutionary Economics, AFEE) 라는 

이름을 갖는다. 제도주의 쟁채학(Institutional Economics) 이라는 용어가 ι유난히 부적당하 

다”는 초대 회장의 의견을 따i작샤 이 이름이 채랙되었지만， 그것이 회원들의 관심을 부분 

적으로만 반영한다고 지적되곤 하였다. 어쨌던 AFEE외 이름으로 1966년부터 지금까지 매 

년 12월에 정기학술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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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EE는 1969년부터 베블렌-커먼스賞을 수여하고 있다. 이 賞은 그동안 4개년을 제외하 

고는 매년 수여되어 왔는데， 진화론적 제도주의 경제학(evolutionary institutional economics) 

혹은 사회학적 제도주의 경제학(soci려 institutional economics) 에 기여한 탁월한 학자가 선 

정된다. AFEE는 1967년에 학회지의 발간을 시작하는데， 그 이름은 ]EI(The ]ournal of 

Economic Issues) 이다. 이 학술지를 알리고 학회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보낸 펀지에는 다 

음의 구절이 있다. “이 학술지는 관심의 폭을 넓혀 공공정책， 경제학 방법론， 그리고 경제 

변화의 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자 한다.…. 이 주제들은 그 성격이 전형적으로 

學際的이다 그리고 이 면지에 대한 반응 중에는 u경제발전과 제도변화에 있어서 정부 

의 역할과 비경제적 요인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을 편집인이 밝혔다. ]EI는 

그후부터 계간지로 발행되고 있으며， 1991년에는 제4대 편집인을 맞이하였다. 1988년에 세 

권으로 출판된 『제도주의 경제학.! (Institutional Economics) 은 그동안 ]EI에 발표된 논문들을 

많이 표함하고 있다. ]EI의 구독자이기도 한 AFEE의 회원은 1991년에 750명에 이르는데， 

같은 해에 진보정치경제학자연맹 (The Union for Radical Political Economist, URPE)의 회 

원은 1041명이었으며 AEA의 회원은 19，401명이었다. 

1980년에는 제도주의학회 (The Association for Institutional Thought, AFIT)가 생겨나서 

1981년부터 RIT(The Review of Institutional Thought) 를 발간하였다. 주로 西部에 거 주하 

는 AFEE의 회원들이 만든 이 학회와 학술지는 3년을 넘기지 못하였다. AFEE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학회로서는 사회경제학회 (The Association for Social Economics) 를 들 

수 있다. 그리고 AFEE는 유럽친화정치경제학회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Evolutionary Politìcal Economy) 와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제도주의의 중심지 

1) 본거지 : 위스콘신 대학 

메디슨에 위치한 위스콘신 대학이 제도주의 경제학의 본거지가 된 사연은 엘리에 의한 

커먼스의 임용으로부터 시작된다. 1892년에 위스콘신에 부임한 엘리가 혼스홉킨스 시절 자 

신의 학생이었던 커먼스를 정치경제학교수로 임용한 것은 1904년이다. 커먼스는 그후부터 

은퇴할 때까지 30년 동안 그의 동료들과 함께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사회입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위스콘신 제도주의 경제학의 토양이 되었다. 

엘리와 커먼스는 60여 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41명이 커먼스의 학생이었 

다. 커먼스가 은퇴한 뒤에는 그의 학생이었던 위트(Edwin E. Witte, 1887-1960) 가 펄만 

(Selig Perlman, 1888-1959) , 글래서 (Martin Glaeser), 그로브스(Harold Groves, 1897-1969) 

등과 함께 경제학과를 이끌어간다. 1955년에 AEA의 회장으로 추대되는 위트는 논문과 연 

설을 통해 제도주의 경제학을 규정하고 옹호하기도 한다. 1933년부터 1957년 사이에 1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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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박사가 배출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위트와 그로브스의 학생이었다. 그들 중 미 

시간 주립대학의 트레빙(Harry M. Trebing) 과 사무엘스(Warren J. Samuels)는 각각 1983 

년과 1995년에 베블렌-커먼스賞을 받는다. 그리고 사무엘스는 1971년부터 10년 동안 ]EI의 

편집인이었다(현재 미시간 주립대학의 부교수인 우드베리 (Stephen A. Woodbury)도 위스 

콘신대학의 박사로서 노동문제에 대한 커먼스式의 접근을 옹호한다) . 

위트가 은퇴할 무렵부터 수리경제학자와 계량경제학자가 다수 임용되면서 제도주의자들 

은 노동경제학으로 그 영역이 제한된다. 그리고 제도주의 경제학의 강의는 농업경제학과의 

파선스(Kenneth H. Parsons) 에게 맡겨지며， 1969년부터는 그의 학생이었던 캐널 (Don 

KaneJ)이 맡았다. 파선스는 1985년에 버l 블렌-커먼스 상을 받으며， 시상식에서는 캐널이 그 

를 소개한다. 파선스와 캐널 이외에도 커먼스의 학생이었던 테일러 (Henry Taylor) 와 히바 

드(Benjamin Hibbard) 을 비롯하여 펜(Raymond Penn) 와 도너 (Peter Domer) 에 의해 농업 

경제학과에서 제도주의의 전통이 이어진다. 그리고 ‘제도주의 경제학’은 현재 학과장인 브 

로멀리 (Daniel W. BromeJy) 가 강의하고 있다. 

2) 고향: 텍사스 대학 

베블렌과 듀이(John Dewey) 의 영향을 받은 에이어스가 오스턴에 위치한 텍사스 대학에 

부임한 1930년을 전후하여 그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네 명의 교수가 더 부입하였다. 이들 

의 연구영역은 달랐으나 - 몽고메리 (Robert H. Montgomery)는 독점에 대한 규제， 앨런 

(Ruth Alice Allen) 은 노동의 역사와 이론， 윌리 (Alton Wiley) 는 농업경제학， 헤일(Edwar 

E. HaIe) 은 경제학사를 연구하였다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공유하였다. 그 

중에서 헤일의 마르크스에 대한 견해가 제도주의에 배치되지는 하지만 이들 네 명이 모두 

에이어스와 함께 6텍사스학파’로 포함되기도 한다. 

텍사스 대학에서 이들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서부와 남서부의 여러 대학으로 진출하 

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덴버 대학(Fagg Foster, 1946-1976) 과 뉴멕시코 대학(David 

Hamilton, 1949-1988) 을 들 수 있다. 텍사스학파는 그 지역에 자유주의와 인민주의를 퍼뜨 

리는 역할도 하였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견채로서 1930년대 말에 몽고메리를 몰아내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1942년에는 서l 명의 소장교수 - 고던(Wendell Gordon) , 포스터 (Fagg 

Foster), 피취 (Nelson Peach) - 가 해직되었다. (고던은 그후 재임용되며 1984년에 뻐블 

렌-커먼스賞을 받는다. 멘버 대학에 부임한 포스터는 1981연에 같은 賞을 받는다J 1951년 

에는 에이어스의 해임을 州의회가 130대 1로 쩔의하였으나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그후부터 

1960년까지 경제학과 교수들의 급여는 동결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부터 1960년까지 

25년 동안 경제학과 교수진의 규모도 동결되었다. 

에이어스가 78세의 나이로 은퇴한 1969년에는 다음 세대의 교수들에 의해 제도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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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교수들로는 국제무역과 경제발전의 고던， 정부와 기업의 

립 하프스키 (H. H. Liebhafsky) , 財政의 톰슨(Carey ε. Thompson) 과 모건 (Daniel C. 

Morgan). 경제사의 힐 (F orest Hill) , 南美 경제의 플레이드(William P. Flade) , 노동의 마살 

(Ray Marshall) 과 브릭스(Vernon Brigs). 지역경제의 한센 (Niles Hansen) , 동남아시아 경제 

의 야누찌 (F. Thomasson Jannuzi), 자원경제의 멕도널드(Stephen L. McDonald)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을 둘러싸고 교수틀 사이의 갈등이 커졌으며 연구도 부진하였다. 

그리고 에이어스의 베트남전 지지 및 학내 질서의 강조는 급진파의 등을 돌리게 하였다. 

이런 속에셔 쩡채학과의 중심은 이마 주류 경제학으로 념어가고 었었다. 현재 텍사-스대학 

의 경채학과에는- 채도주의자로 자처하거나 불라우는 정쩨학자는 극소수이고 또 은퇴를 앞 

두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수들은 주류 경쩨학의 편입을 다행스렵계 여건다. 텍사스학 

파의 전통은 이채 콜로라도 주립대학(Ronnie 1. Phillips, James Ronald Stanfield). 네브라스 

카대학(Wallace C. Peterson, F. Gregory Hayden. Jerry L. Petr) , 유타 대학， 터!내시 대학 

(Anne Mayhew, Walter C. Ne허e) 등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3) 이웃: 메릴랜드 대학 

킬리지확에 위치한 메릴랜드 대학을 제도주의 경제학과 연결하는 고리는 딜라드(Dudley 

Dillard, 1913-1991)와 그루치 (Allan G. Gruchy, 1906-1990) 이다.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 

출신인 딜라드는 1942년에 메릴랜드 대학에 부임하였으며， 버지니아 돼학 출신의 그루치는 

1937년에 부임하였다. 제도주의 경채학자로서는 1973년에 제3회 베블랜 -- 커먼스賞을 받 

은 그루치가 1986년의 수상자인 딜라드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루치의 ‘비주 

류경제학’과 6경제체제론’ 강의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렸으며， 대학원의 &제도주의 경제학’ 

강의도 그에 의해 개설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부분의 개혁론자와는 달리 중앙정부 차원 

의 경제계획을 옹호하는 그는 동료교수들의 호응을 받깨 못했다. 경제학과를 이끈 것은 

1951년부터 1975년까지 학과장을 역임한 딜라드의 지도력이었다. 

그렇지만 때릴랜드 대학을 제도주의 경제학외 본거지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딜라 

드가 이끈 경제학과에 제도주의가 부분적으로 스며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과 연구 

에서 제도주의의 영향이 전반적이지도 압도적야지도 않았으며， 교수의 충원은 주로 하바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 출신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딜라드에 이어서 그루치가 은퇴한 

1980년대 이후로 제도주의적 색채는 더욱 열어졌다. 다른 대학의 경제학과에 비해 체제 및 

제도에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으나， 그러한 부문에서도 올선 (Mancur Olson) 과 뮤렐 (Peter 

Murrell) 등 주류경제학자가 주도한다. 벼탠코트(Roger R. Betancourt) 와 윌리스(John 1. 

Wallis) 등의 제도에 대한 연구도 거래비용을 중시하는 신고전파의 첩근을 따르고 있다. 전 

통적 제도주의의 흔적은 1963년에 텍사스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부임하여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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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교수인 베네트(Robert L. BenneU) 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g。 쩨.s:.주의으i 중심인물 

(1 ) 뻐l블렌(τhorstein Vebleη ， 1851-1929) 

노르웨이에서 이민온 농부의 열두 남매 중 여섯 번째로 태어난 베블랜은 미네소타州의 

칼턴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학업을 채속하기 위하여 혼스홉킨스 대학에 진학한 그는 장 

학금을 받지 못하여 예일 대학으로 옮겼으며， 여기서 1884 '옆에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러나 숱한 일화를 냥간 그의 과딱한 앤동은 어디애서나 따올함을 받지애 충분하였으며， 그 

러한 그를 영용할 대학은 없었다. 1891년까지확 7년을 광1협맑한 독서로 보낸 후 쐐로운 분 

야의 학위를 잦지로 한 그는 코넬 대학에 둥록하면서 경채학으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그 

에께 호감을 가진 교수가 선설환 샤카고 대학에 부-임하자 뒤를 따랐다. 이 대학해샤 그는 

1896년에 강사로 임명확고 The Joumal of Political Economy의 편집을 맡았으나 박사학휩 

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그획 사생활과 관련하여 1906년에 해염될 때까지 그의 칙 

위는 조교수에 머물렸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그는 비슷한 문채로 3년을 넘지지 못하였으 

며， 1911년에 미주려 대학의 장사로 임용되었으나 매년 재임용을 영려하여야 했다. 1918낸 

에 뉴욕으로 온 그는 1919년에 개교한 뉴스쿨(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에서 

강의하기도 하였으나 그의 지워는 안정되져 못하였다. 그려고 어떤 다른 대학도 그를 원하 

지 않았다. 1927변에 은퇴하여 캘리포냐아에서 72세의 나이로 사망활 때짜지 그의 야러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베블렌의 저술은 1898년부탁 본격화되는때 그 중 일련의 논문틀에서 그는 주류경채학이 

산업사회에 대한 이해와는 거혀가 딴 문제에 매달려 왔다고 벼판한다. 그가 생각하거에 경 

제를 이해하거 위해서는 오랜 세월에 결쳐 문명을 규제해 온 인간왜 본원적 특성쓸 파악 

하여야 하며， 현재를 진화의 한 단계로 바라보아야 한다. 즉 그는 경쩨학이 채도의 생성과 

변화를 탐구하는 진화론적 과학이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쩨도를 ‘생각의 습관’ 으로 정의하 

였다. 그리고 그는 그랴한 사회적 진화의 결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람들의 생각이 

현실의 변화를 따르지 봇하기 때문에 과거의 反생산적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사대착오 

적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1899년에 출판되어 그에게 전국적 명성을 가져다 준 그의 

저서는 이러한 그의 견해를 잘 드러내는데， 그 책의 제목은 『유한계급론』이며 부제는 6제 

도의 진화에 관한 경제적 연구’ 이다. 

베블렌은 『유한계급론』 이외에도 1904년의 『기업론』과 1914년의 『장인정신의 본능』을 포 

함하여 모두 아흡 권의 책을 썼으며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글들에는 공통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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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는 주장이 있다. 그것은 돈 버는 일과 불건 만드는 일이 근대산업사회에서는 서로 대 

립한다는 주장이다. 그의 말을 빌리변， ‘금전적 고용’과 ‘산업적 고용’， ‘기업 활동’과 ‘기 

계 과정’， ‘시장성’과 ‘유용성’ 사이에 갈둥이 있으며 이 갈등이 사람들의 삶을 규정한다. 

그리고 금전적 사고방식을 가진 은행가와 중개인과 경영자는 연대하여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며， 노동자와 기능인과 기술자들은 기계의 규율을 따르며 연대한다. 

베블렌이 주류경제학을 배격하며 내놓은 것은 근대 문명에 대한 사회학적， 심리학적， 인 

류학적 비평이다. 그의 글은 항상 풍자적이고 역설적이며， 그러한 글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모호하며 단편적이다. 그가 미국의 제도주의경제학을 일으켰다는 의견을 반박하기는 어려 

우나 그의 영향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의 학생이었던 며첼을 비롯하여 열성 

적인 팬이 적지 않았으나 그들이 베블렌의 주장을 발전시켰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r유한계 

급론』을 제외한 그의 어떤 저서보다 도프만(Joshep Dorfman) 이 쓴 그의 傳記가 더 많이 

팔렸다는 사실은 시사적 이다. 1934년에 출판된 이 傳記는 1966년에 7판이 나오고 1972년에 

재인쇄되었다. 그렇지만 그가 쓴 아흡 권의 책과 그의 논문을 모은 두 권의 책도 1964년에 

모두 재인쇄되었다. AFEE의 발족과 함께 제정된 상은 베블렌의 이름을 왔으며. ]EI에는 

그에 관한 논문이나 그를 인용한 논문이 끊임없이 실린다 r경제학의 선구자』로 명명된 47 

권의 책들 중 하나는 베블랜에 관하여 씌여진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논문들로 채워져 있 

다. 대부분의 경제학사 교과서가 그에게 지면을 할당하며， 블로그(Mark Blaug)는 『케인즈 

이전의 위대한 경제학자JI 100A 가운데 베블렌을 포함시키고 있다. 

(2) 커먼스(John R. Commons, 1862-1945) 

커먼스는 오하이오1+1와 인다아나州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1882년 오벌린 대학에 입 

학하였다. 인쇄소에서 일하띤서 6년만에 졸업한 그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 그는 1888년에 

혼스홉킨스 대학에 진학하여 거기서 엘리를 만난다. 장학금을 받지 못한 커먼스는 2년만에 

흔스홉킨스 대학을 영영 떠나지만 엘리의 영향은 지속된다‘ 박사학위가 없는 커먼스는 여 

러 대학을 옮기면서 경제학과 시-회학을 강의하였다. 그동안에 『富의 분배』를 발표하였으나 

주목받지 못하고， 1899년부터는 대학 밖에서 일거리를 찾아야 하였다. 그가 1904년에 대학 

으로 돌아오} 정착한 것은 위스콘신 대학으로 옮겨와 있던 엘리의 주선에 의해서였다. 이때 

그에게 맡겨진 연구과제는 미국산업사회의 역사를 기록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었으며， 이 

는 1918년부터 17년에 걸쳐 4권으로 출판된 『미국 노동의 역사』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책 

의 출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AEA의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대학에 돌아온 후에도 커먼스의 활동은 대학 밖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당시 위스콘신州 

는 다양한 사회입법을 사도하였는데， 그는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법안의 작성을 

주도하였다. 노동입법， 산업재해보상， 실업보험， 공익사업규제 등이 그가 참여한 영역이며， 



현대 미국의 경제사상의 제조류 297 

1913년에는 윌슨대통령에 의해 산업관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이론적 연구와 병행되어 1924년의 망자본주의의 법적 기초』와 1934년의 『제도주의경제학』으 

로 나타난다. 그러나 ‘불명료한 논의’ 와 ‘뒤얽힌 설명’ 으로 특정지워지는 이 책들에 대한 반 

응은 냉담하였다. 경제이론가로서의 커먼스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커먼스의 경제이론은 제도의 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제도가 개인의 행동을 규 

제한다는 사실과 함께 제도는 개인 행동의 확장이며 문제 해결의 도구라는 사실을 강조한 

다. 그에 의하변 제도의 생성은 利똑의 갈동을 경감시키고 해소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제도의 필요조건은 ‘작동가능성’ 이며 문제해결의 능력을 상실한 제도는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리고 제도의 생성과 변화는 개인들의 행동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윤리와 관습 그리고 정 

치와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집합적 행동’ 의 구체화로 정의된 제도 중 

에서 그가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정부이다. 특히 법원의 판결은 집단적 행동에 적용되 

는 규칙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어 그의 연구가 집중되었다. 그러한 규칙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분석은 ‘거래’ 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거래는 ‘계약’ 뿐만 아니라 

‘배급’ 과 ‘관려’ 를 포함하여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계약이란 자유로운 당사자간의 

시장에 의한 거래이므로， 통상의 경제학적 분석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조직내부의 경영과 

관련된 관리와 조직간에 직접적 의견조정으로 달성되는 배급은 경제학적 분석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래는 기본적으로 비시장적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교환에 치중하는 주류 경제학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제도는 문제해결의 도구로 이해되어야 하며 주류 경채학은 보완되어야 한다는 커먼스의 

견해는 베블렌의 견해와 대조를 이루변서도 제도주의의 전통에 함께 포함된다. 여기에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커먼스의 뒤률 이어 경제학과를 이끈 위트의 역할이 컸으며， 농업경제 

학과의 파선스의 기여가 있었다. 그리고 Samuels( 1971) 를 포함하여 법과 경제를 잇는 연구 

는 ]EI의 일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그렇지만 커먼스가 주류 경제학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 

다. 최근에 활발해진 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도 그의 이론과는 무관하게 시작되고 발전되 

었다. 그의 이름은 경제학사 교과서에서도 제외되곤 하며， 그의 책이나 논문을 참고문헌으 

로 포함하는 경제학사 장의계획서는 더욱 발견하기 어렵다. 

(3) 에이어스(Clarence E. Ayres, 1891-1912) 

미국 매서츄세츠州에서 태어난 에이어스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경 

제학에 관심을 가졌다. 브라운 대학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고 시카고 대학에서 박 

사학위를 받았는데， 1917년에 제출된 그의 박사학위논문의 제목은 「윤리학과 경제학의 관 

계의 본질」이었다. 

당시 미국의 대학에서는 듀이의 실용주의가 그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으며， 특히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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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그가 1914년까지 있었던 곳이다. ‘제도주의’ 라는 용어를 미국경제학계에 둥장사킨 

해밀턴 (Walton H. Hamilton, 1881-1958) 의 강의를 도우면서 맴허스트 대학에서 교수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에이어스는 그후 위스콘신 대학을 거쳐 1930 1년애는 오스틴에 위치한 텍사 

스 대학의 경제학과에 부임하였다. 1969년에 은퇴할 때까지 이곳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 

한 에이어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경제학자들이 남서부 및 납부의 대학들에 진출하변 

서 텍사스 대학은 제도학파의 본산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에이어스는 40여 편의 논문과 함께 여넓 권의 책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1944년에 출판 

된『경쩨진보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1962면과 1972년에 재정판이 출판되었으며， 사 

회철희에 관한 그의 두 저서는 1973년에 재인쇄되어 보급되고 있다. 그의 견해와 주장은 

그후에 점차 판심을 끌었는혜， 그에 대한 후학들의 이해와 평가는 1976년에 출판원 『科學

과 樓式』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여려 경제학사 교과서와 권위있는 경채학사전들도 그를 

소개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그에 관한 논문들이 미첼과 커먼스에 관한 것들과 함께 책으 

로 엮어져 g경제학의 선구자』의 얼부로 출판되었다. 

에이어스는 1965년에 출범한 AFEE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1969년에 처음 수여 

된 베블렌-커먼스贊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는 AEA외 회장으로 선출되지도 않았고 r케인 

즈 이후의 워대한 경제학자』에 열거된 lOOA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그의 논문이 미국 

의 비중있는 학술지에서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베블랜처럼 가술과 제도를 대비시키며 부각시켜는 에이야스의 경제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숭의 진보이며 그라한 진보는 인간의 의 

도에 의해셔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이루어진다. 제도는 기술에 의해 결정되면서 동시에 거 

술의 진보와 사회의 변화를 저지한다. 달리 말하면1 인간의 행위에는 생산을 위한 기술적 

인 것과 신분의 유지를 워한 제도적인 것이 있으며， 후자는 전자를 제한하고 규제한다. 

에이어스는 스스로를 경제학도이기 이전에 철학도라고 규정하였으며， 쟁체학도이변서도 

철학도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경제학의 핵심은 가격이론이 아닌 가치이론이라고 주 

장하면서 듀이의 도구주의 가치이론을 경제학에 도입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삼았다. 그 

리하여 그는 가치를 과학 및 기술에 연결하였다. 과학과 기술은 모든 진위와 선악에 대한 

판단의 집약이며， 과학과 기술을 알고 행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삶이라고 그는 주장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가치를 미신과 관습에 의해 지탱되는 제도적 가치와 구분하였다. 

사회의 진보와 가치에 관한 에이어스의 이려한 논의를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의 영 

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주장이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렇지만 그의 견해는 많은 후학들에 의해 수용되고 수정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주의 경제학의 동향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사상사 교과서는 툴(Marc R. 

TooJ)을 비롯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제학자 13A을 거명하기도 한다. 또한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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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후에 이루어진 제도주의 경제학의 주요 성과를 모은 책에서도 많은 치면을 “기술과 

산업화 그리고 가치”라는 주채에 할당하고 있다. 

(4) 미첼(Wesley Clair 뼈itchell ， 1874- 뼈뼈) 

미첼은 미국경제에 대한 통계자료수집이란 점에서 경제학에 71 여하였는데， 아론적 입장 

으로서는 제도주의적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첼은 1874년 일리노야州에샤 태어나 

1892년 시카고 대학에 들어갔으며， 이 대학에서 강의하던 빼블렌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칙 

만 사카고 대학의 로그린빽 영향도 받아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관한 연구를 하제 되었다. 

미첼은 1903년부터 10년 동얀 버클리에서 강팩하였으며， 1913댄에서 콜럼비야- 대학으로 옮 

겨왔다. 이 해에 미첼은 경거순환에 대 한 통계적인 연구연 『쟁기순환Jj (BIαmess ε'ycles) 을 발 

표히-였으며， 1920 1갱 통체 적 연구를 하는 연구소인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ìc 

Research) 을 설립하였다. 그외 연구쩔과는 17재국의 경기순환에 관핸 맹-때한 연구언 1927 

년 의 『경 기 순환론J(Business ε'ycles: The Problem ({ηd its S，εttiηg) 과 1946년 에 번 스(Arthu Framk 

Burns, 1904-1987) 와 공저 인 『정 기 순환-측정 J (Measuring BusÎness ε'ycles) 으로 출판되 었 다。 

미첼은 뉴스쿨에 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콜럼비아에샤 계속 강의 하였으며， 그 당시 강 

의록은 死後에 『경제이론의 유형Jl (τypes ofE(‘011αnic Theory}으로 출판되어 경채학설사 교채 

로도 쓰인다. 

미첼은 베블헨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사고와 제도의 발전을 진화른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재화생산과 화혜획득을 구별하였다. 즉 화혜경채에서는 경제적 富가 채화생산능력에 있지 

않고 화폐소득의 -^]uR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말하자연 화혜경져1 에서는 채화생산 

에 공헌하는 기술자보다도 화펙l 획득에 숙달된 가업가어I 채 권위가 돌아간다는 젓이다. 따라 

서， 그는 화폐쟁제에서는 한 개인이 화폐획득을 워해 독점을 행하채 혀묘로 전체 국민의 

복지달생은 저해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화폐갱제에서 빚어치는 누쩍적 변화과정이 경기순 

환인때， 각 경기순환국변에서 기업가들이 다양한 경제조적변화로 대응해온 제도적 전화과 

정을 연구하고 있다. 

마첼의 경기순환에 관한 연구는 방대한 홍계작업으로서 의외자 있으나， 1930년대 이후 

계량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이론없는 측정’ 이란 비판을 받았다. 

때。 체 I s=.주엌댐의 특징 

(1) 쩨도주의외 뚜 가지 전통 

제도주의라고 불려우면서 모임과 발표의 장을 공유하는 두 개의 전통이 있다. 하나는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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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에서 비롯되어 에이어스를 통하여 이어지는 전통이며， 다른 하나는 커먼스와 함께 시 

작된 전통이다. 전자는 기술의 진보적 기능을 방해하는 제도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후자는 

제도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집단적 행동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양자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립하기도 한다. 이 대럽은 제도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견해 

에서도 나타난다. 신고전파 경제학을 배격하고 제도주의 경제학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베 

블렌-에이어스의 전통에 속한다변， 커먼스의 전통은 신고전파 경제학을 제도주의 경제학으 

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에이어스에 의해 중시된 가치의 문제는 커먼스의 전통에서 

소홀히 다루어진다. 1967년에 AFEE가 설립되어 ]EI를 발간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 AFIT가 결성되어 잠시나마 RIT를 발간한 것도 이러한 대립과 무관하지 않다. 

AFIT는 단순히 서부에 거주하는 제도주의자들의 모임이었다기보다는 베블렌-에이어스의 

전통을 앞세우는 제도주의자들의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주의자들 사이의 이러한 대립과 차이가 제도주의 경제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제도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더라도 제도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경제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모두 제도주의라고 부를 수 있으며， 구 

태여 ‘동부의 제도주의자’와 ‘서부의 제도주의자’를 구분핵여 이론적 특정과 그 장단점을 

평가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2) 제도주의자의 비판과 선택 

Samuels( 1995) 에 의하면，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와 비교하여 제도학파의 중심적인 비 

판은 네 가지이다. 첫째， 개인을 독립적인 경채주체로 보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비판하면 

서 방법론적 전체주의를 취한다. 즉， 개인은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내에 위치하여야 의미가 

있으므로 사회구조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툴째， 경제분석에 있어서 정학적 모 

형을 비판하고 동학적， 진화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치적， 법적 제도가 경 

제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정치적， 법적 변화의 역사적 과정은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상호의존적 상태라고 본다. 따라서 정학적 모형에서는 이러한 변수의 상호의 

존성이 잘못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고 믿는다. 셋째， 주류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 중심의 시 

장분석은 범위가 너무 좁다고 비판하고， 기업， 노조， 정부 등의 제도적 조직을 분석한다. 넷 

째 신고전학파의 자유방임적 결론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정부를 둘러싼 권 

력관계를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 법원의 판결 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변 공해문제와 같은 외부성은 모든 경제행동에 수반되므 

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이익을 중시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시장이 

냐 정부냐라는 신고전학파적 문제 제기는 문제를 오도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제도학파는 다음과 같은 여닮 가지 과제를 해명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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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한다. 첫째， 경제사회의 진화과정과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어떤 제 

도가 계속되는 것은 관습이나 법등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결과이지 반드사 그 제 

도가 최적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변 Mitchell(191O)은 화폐의 보급이 지주계급 

의 지대수납편리를 위한 것이었으나， 신대륙의 금발견이후 가격혁명의 결과 지대의 실질가 

치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를 소개하면서， 화폐의 도입은 지득권층이 자신들이 이 

익을 옹호하기 위해 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한 판단임이 드러난 사례라고 말한다. 

둘째， 사회의 집합적 행동과 지배구조를 분석한다. 예를 들면 커먼스는 제도를 μ지배와 

확장의 집합적 행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집합적 행동에는 시장적 원려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개인행동의 單純잠이 전체적 결과와 같지 않으며，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된다. 

이러한 정치적 해결과정의 최종적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이다. 이러한 의미에셔 Samuels 

(1971)는 제도학파의 중심과제를 법적-경제적 관련성 Oegal-economic nexus)을 해명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셋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불론 앞서 언급한 대로 기술과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베블렌의 견해와 커먼스의 견해가 다르다. 그러나 어떠했든 기술과 제도의 동시적 진화 

(co-evolution of technology and institution)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 점은 후일에 新슐페터주 

의자에게 계숭되어 현재 진화론적 사각에서 기술과 조직의 상호연관성을 연구하는 업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넷째， 자원배분은 시장기구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도에 의해서 달성된다 

고 본다. 특히 시장기구가 어떤 정치적， 푼화적 여건하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작동방 

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많은 경제행동에는 외부성이 있고 그 경우 외부성 

을 해결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누구의 이익이 중시되는가가 구체적 시장거래에 영향을 준 

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류 경제학에서와 같이 시장과 정부를 대립적 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과정에 관련된 시장제도하에서 “누구의 이익이 중시되는가" (whose 

interests count) 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섯째， 시장기구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상품의 상대적 가치보다는 제도에 의한 사회적 

선호， 사회적 가치의 형성에 더 관심을 갖는다. 이 주제는 특히 에이어스의 경우 두드러지 

는데， 그의 가치론이란 가격설병이 아나라 경제주체의 선호가 형성되는 사회화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여섯째， 문화의 이중적 역할로서 개인이 사화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개인이 사회의 영향 

을 받는 원인과 결과의 계속적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특히 개인이 사회화과정에서 다른 사 

람을 모방하는 행동을 통해 제도가 영속화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일곱째， 권력구조의 역할 특히 위계질서와 불평둥이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접에 

서 제도주의가 기득권층과 마찰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도주의가 모두 급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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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경제전체를 대상으로 전체주의적 종합적 분석을 사도한다. 이러한 전체주의 

적 분석은 경제학의 범위를 넓힌 반면， 분석의 치밀함을 띨어뜨린 요인이 되었다. 

5. 제도주.2.1 에 CH한 펌가 

제도학파 경제학자가 단순히 수학을 덜 쓴다든지 논의가 서술적이라든지 제도를 대상으 

로 탐구한다든지 하는 외양적 특정이 아니라 본질쩍으로 주류 경제학자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점을 깥펴보기 위해서는 몇가지 과학철학적 논빽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에 

서 열져된 쩨도주외외 특정에 대한 과학철학적 논의는 메 가지 측면해서 정려될 수 있다. 

(1) 쩨도분석 

경제향은 사회과학이며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ll}환가지로 설명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설명은 어떤 현상을 전채조건과 법칙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경제학 

에 대한 이혀한 규정을 받아틀인다면 제도주외 경채학에 대한 이해는 제도주혀자들이 선 

택한 설명의 대상을 확인하는 껏에서 출발할 수 있다. 설명의 또 하나의 요소인 전제조건 

과 관련된 그들의 事前的 선택도 중요한 단서이다. 채도주외 경제학에서 전채조건의 후보 

로서 비중있제 검토되는 사항이 있는 반면 설영의 제시와 검증 이전에 배채되어 버리는 

사항도 있을 것어다. 

제도주의차들에게 옮Ij度는 경제학이 설명해야 할 대상이며， 동시에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자신들의 경제학을 선고전파를 비롯한 주류 경제학과 구 

분짓는다고 강조한다. 즉 제도주의자들은 주류 경제학이 제도를 설명의 대상으로 삼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쩨도의 변화가능성이나 경제적 역할을 무사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 

한 비판의 타당성은 이제 많이 줄었다. 방법론에서 신고전학파에 가까운 경채학자들이 제 

도를 설명의 대상이나 설명의 요인으로 선택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며， 선제도주 

의 혹은 신고전파적 제도주의라고 불리우는 이들의 경제학은 이미 주류 경채학에서 커다 

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류 경제학외 방법론이 변화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주류 경제학이 그 이전에도 제도를 경제학의 영역에서 배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도 해석될 수 있다. 즉 주류 경제학이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제도주의자들이 제도를 경제학 

에 끌여들이는 방식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선제도주의의 동장이 어떻게 해석되던 그것이 

전통적 제도주의자의 조건과 관련하여 의미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현재의 시점에서 미국 

의 전통적 제도주의를 규정하려면 그들이 제도를 경제학의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사실보다 

는 그 방식에 주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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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행동가점· 합라성에 대한 벼판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확는 젓은 제도를 정의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직관을 넘어서 명료 

하고도 유용한 정의를 제도에 부여하는 일에 쩨도주의자들이 3다지 성공적이자 못한 것 

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쩌만 그들이 대체로 제도를 습관과 관숨에 연결샤커고 있음을 

알 수 었다. 그리고 그틀은 슐관과 관습에 지배되는 사람들을 상정함으로써 채도를 설병의 

요인으로 삽으며， 습관과 관습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올 설명함으로써 제도를 설명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채도주의자틀이 합리성의 가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고전파를 비룻한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된다. 소비이론을 예로 들면， 사람들은 더욱 많이 더욱 다양하게 소벼하려 혀며 그들 

의 선택에는 일관성여 있다고 가정원다. 그려고 수요외 볍칙은 이 합리성외 가정으로부터 

도출된다. 베블렌이 말한 6과샤적 소비’는 이러한 소벼이론과 다}바원다. 앞에서 언급한 설 

명의 세 요소와 관련지어 그 치-이를 다시 말하변， 째도주왜자들은 신고전파와는 다른 내용 

의 법칙을 받아들인다. 

신고전파의 합리성 가정얘 대한 이의는 제도주의의 전유불은 아니다。 사이먼(뼈ebert A. 

Simon) 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자만 제한적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서 그는 사람들이 가지고 었는 인식 및 계산 능력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 

고 그는 사람들의 행동 그 자체보다는 행동의 절차에 합리성이 었다고도 하였다. 주류 경 

체학은 이러한 이론을 독특하지만 뽑端은 아나랴고 여긴다@ 제도주의자들의 이론은 이려한 

범주를 벗어난다. 제도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습관과 관습을 따르는 것은 시-람들이 합리적여 

기 때문이 아니라 합리적이지만은 않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도주의자들은 습관 

과 관습에서 합리성을 찾기보다는 사회성과 역사성을 젖는다. 

앞에서도 시사하였듯이 제도주의자들이 인간행위의 합러성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비합리 

성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베블렌을 예로 들면， 그의 주장은 관습 둥의 사회적 규햄이 개인 

에게 목적을 부여하며 수단을 채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재언틀이 

주어진 목적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설앵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규뱀을 

기술적 환경에 연결사카는해， 이때 개인들의 합리적 행동을 그래한 연결의 고리로 삼지 않 

는다. 우연한 발생과 적자생존을 핵심으로 하는 진화론적 때커니즘을 상정하지도 않는다. 

그가 제시하는 규범과 기술의 관계는 직접적이며 비매재적이다. 이러한 그의 이론을 反신 

고전파적 내지 非신고전파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많은 제도주의자들이 전자의 해석을 선호하지반 일부는 듀이의 도구주의를 원용한 ‘적응 

적 함리성’의 이론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부를 포함하더라도 제도주의자들은 주류 

경제학에서 배제되고 있는 이론들도 수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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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용은 모두 이론의 검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라카토스의 개념을 빌리면， 합리성 

가정의 채택 여부는 ‘프로그램’ 의 중핵에 속하는 것이다. 

(3) 방법론적 전체주의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개인주의를 반대하고 전체주의에 찬성한다고 선언 

하는 제도주의자들은 많다. 그렇지만 그들이 반대하고 찬성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서로 어 

떻게 다른지 분명하지 않다. 정치사상으로서의 개인주의와 구분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모든 사회현상을 개인의 행동으로 환원시켜 개인적 법칙의 실현으로 설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방법론적 전체주의는 사회적 법칙을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개 

인의 행위를 사회적 법칙의 실현으로 설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된 양자의 차이는 인식론적 차이이다. 

그런데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는 존재론적으로 대비되기도 한다. 전체주의자는 사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여기며， 개인주의자는 이를 부인한다. 그렇지만 이런 의 

미의 전체주의를 주장하는 채도주의자들은 많지 않다. 그들의 전체주의는 대개 사회현상을 

설명하면서 재인의 행동이나 선택으로 환원하지 않는 것에 그친다. 앞에서 거론한 베블렌 

의 설명이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는 제도주의자들의 전체주의를 인식론적인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과는 달리， 제도주의자들이 전체주의를 선택하였다기보다는 

그들이 개인주의를 잠정적으로 포기하였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더욱이 그들은 가끔 

개인주의로 되톨아가기도 한다. 다시 베블렌을 예로 툴면， 기술변화의 방향과 속도는 습관 

에 의해 조정된다고 하면서 그는 이러한 조정을 세력자의 이익추구와 결부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제도주의자들이 자처하는대로 그들을 인식론적 전체주의자로 이해하기로 한다. 

그런데 채도주의자들은 전체주의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즉 설명의 방식 

이 아니라 설명의 대상과 관련하여 시-용한다. 경제의 각 부문을 다른 부문이나 경제 이외 

의 부문을 무시한 채 탐구하는 것에 반대하여 경제를 정치， 사회， 문화 등과 연결지어 탐구 

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전체주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전체주의는 제도주 

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특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Samue!s(1995)는 전체주의 

와 진화주의가 제도주의의 핵심적 특정이라고 말하면서 그 구체적 형태로서 제도주의 경 

제학의 주제들을 열거한다. 그 주제들 중의 하나는 사회변화로서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여 

기지 않고， 사람이 만들었으며 바뀌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강조한다. 제도주의 경 

제학은 또한 정부를 불변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중요한 독립변수 내지 종속변수로 

취급한다고 강조한다. 제도주의 경제학이라는 이름에 만족하지 못한 Klein ( 1994) 이 ‘전체주 

의 경제학’을 대안으로 제시할 때도 ‘전체주의’는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전체주의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방법론적 전체주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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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드러내기 위하여 Maki(l993) 의 제안대로 전자를 6포팔주의’ 라고 부를 수도 있다. 

우리는 이 포팔주의를 이론의 현실성과 연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포괄주의에 대한 평가 

마살은 경제의 각 부문을 다른 부문과 분리하여 이론화하였으며 비경제적 요인을 무시 

한다. 왈라스의 일반균형이론이나 신고전파 종합을 거친 케인즈의 거시경제이론은 여러 사 

장을 동시에 다루지만 여전히 많은 요인을 랩象한다. 이러한 분리나 햄象은 여러 가지 가 

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방정식으로 표현된 모형을 상정하면 이에 대 

한 설명이 쉬워전다.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모형 내의 다른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지는 않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부르는데， 독립변수의 설정은 反作댐이 없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한 부문을 다른 부문으로부터 분리하여 이론화할 수 있계 한다. 그 

리고 어떤 요인은 독립변수로서도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그 요인이 전혀 변화하지 않거나 

변화하더라도 모형 내의 종속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도 한 부문을 다른 부문으로부터 분리하여 이론화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Y의 

X에 대한 영향의 부재를 가정함으로써 Y를 X로부터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X의 불 

변 혹은 X의 Y에 대한 영향의 부재를 가정함으로써 Y를 분석하면서 X를 무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많好는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週好를 결정하는 모든 요인을 무시하면서 소 

비행위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또다른 예를 들변쌀의 가격은 쇠고기에 대한 수요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가정은 쇠고기시장을 쌀시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제 한 

다. 즉 두 시장을 각각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결합하더라도 두 시장을 동시에 분석하여 얻는 

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부문을 분리하거나 다른 요인을 챔象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은 현실에서 성립 

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려와 ;J1{象이 선호되는 이유틀 중의 하나는 그 

것들아 논의의 전개를 쉽게 해주기 때문이다. 즉 많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변 논리적 모 

순과 비약을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괄적 이론을 추구하는 제도주의자틀에 대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그틀은 비현실적 가정의 피해를 중시하고 反논 

리외 위험이나 非논리의 문제를 정시한다. 우리의 이러한 판단은 제도주의자들의 이론과 

그들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에 의해 뒷받첨된다. 그들억 비판은 이론의 비현실성에 초 

접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들의 이론은 주장의 나열애 그치고 있다. 명료한 가정과 그로부 

터 논려적으로 도출된 결론으로 理論이 구성되어야 한다면 제도주의자들을 反理論的이라 

고 부를 수도 있다‘ 이론의 현실성을 강조하는 그들이 ‘理論’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다. 

포괄적 이론은 통계를 사용하여 수량화하거나 검증하기도 어렵다. 변수가 많은 모텔은 

그 측정이 부정확하고 검증에서 오류의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론의 현실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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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며 포괄적 이론을 추구하는 제도주의자들에 대해 한 가지 더 짐작할 수 있다. 그들 

은 통계적 수량화나 검증의 과학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들은 계량경제학에 

대해서 지극히 냉담하다. 그리고 이러한 냉담은 대안의 제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론 

의 현실성을 강조하는 그들이 이론의 현실성을 검증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주의적 문제점은 주어진 경제에 대한 지삭수준하에서 연구의 범위가 넓어지 

변 어쩔 수 없이 연구의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원초적 한계와 관련된다. 따라서 경제학자들 

은 범위와 설명력 간에 상반관계 속에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제도주의자들 

은 지나치제 연구의 범위만을 강조하여 설명력을 떨어뜨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은 현대의 전화론적 경제학자들도 스스로 깨닫고 용학적 모형， 사율례이션 분석 등을 동원 

하여 엄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5. 맺를말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그 천성기를 가졌던 미국엌 제도주의는 위스콘신 대학과 텍사스 

대학에서 자기재생산을 할 수 있었다깅 그러나 두 대학에서 배출된 박사들이 우수한 대학의 

교수가 되기는 쉽지 않았다. 더구나 이 두 대학에서도 제도주의는 점차 밀려나서 텍사스 

대학에는 이제 제도주의의 흔적반 있다. 대학의 강의실에서는 이제 제도주의의 전도사가 

양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주의는 학회와 학술자를 가지채 되었으며， 최근에는 논문집 

과 저서도 많이 출환하고 있다. 측 차기재생싼의 새로운 기반을 갖계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양성된 채도주의자보다 자생한 제도주의자가 많다. AEA냐 URPE이 아닌 AFEE 

에 가입하는 것과 출신대학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음을 발견한 한 연구는 이러한 변화 

를 반영한다. 

미국의 제도주의자들은 베블렌과 에이어스 그려고 커먼스를 본보기로 삼는다. 그러나 채 

도주의 경제학여 발전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느 한 이론이 다른 한 이론을 변형 

사킨 경우는 었으나 개선시컨 경우는 드물다. 변형된 이론이 다양하게 제시되쩌만 어느 한 

이론어 널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미국의 제도주의는 ‘전체적’사회적’， ‘學際的’ 등 

의 수식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이 모순이나 비약을 피하기는 쉽지 않으 

며， 주장의 나열올 넘어서기는 더욱 어렵다. 그들의 인식론적 전체주의와 합리성 기정에 

대한 획의와는 달리 그들의 포괄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에 동장한 新제도주의 경제학은 미국의 전통적 제도주의 경제학으로부터 별다 

른 도움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해 왔다. 그리고 합리성의 가정을 고수하고 엄격한 논 

리를 중시하는 이 제도주의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의 일부가 되었다. 미국의 제도주의 경제 

학은 이제 경쟁상대를 잦게 된 것이다. 경쟁은 주위의 관심과 자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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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의 제도주외가 최근혜 더욱 활발해진 것도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의 저1도주 

의는 분명 새로운 단계엑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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