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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흥선
그 동안, 학습한 분과들이 주로 행정학, 법학, 경영학, 회계학, 전산학이고 경제학의 경우, 대학원 재학 시, 계량 경제학을 연구했다지만 2007 년, 금융 위기 후부터 관심을 두고 학습하면서 행정 학회 활동을 통해서 약간의 공공 경제학적 주관까지 생겨서 본 수학 계획서의 내용이 어찌 보면 지나치게 문과(Liberal Arts)이거나 응용(Applying) 분과적인 서술이 아닐까, 지원자 본인도 우려함이 없지 않지만 여기서는 서강 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학위 과정을 신청하면서 그동안 학습한 내용에 바탕해 각 과목별로 기대하는 교과 내용과 학습 효과를 간략히 발췌하였습니다.

1. 고급/거시 경제학
거시 경제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한다:
경제 요소(factor endowment), 수요-공급 곡선에서 소비자-공급자 후생(welfare): '오스트리안' 학파, 수요-공급 곡선을 통한 가격 및 생산량 결정 요인: 비교 우위론, 시장의 종류: 완전 자유, 복수 과점, 독과점,와 계약 이론, 여가-노동 교환 함수와 경제 인구/실업율: '케인즈' 학파, 통화량(또는 통화 속도)와 국민 생산량(GDP)의 등가성(equivalence), 이자율(또는 물가)-환율 변동의 필요 충분 조건, 시장 흐름 도표(market flow diagram)와 국가 경제 지표(national identity)의 상관 관계, 국부/국민 계정과 저량(stock)/유량(flow) 이해, 국가 수지(National Balance of Payments, cf. National Accounts), 국부(Treasury Accounts), 경제 인구와 노동-효용-후생, '콥-더글러스' 생산 함수, '솔로우' 가설, '레온티예프' 가설, '윌리암슨' 정리, 국제 수지(NX & Adjustment Procedure-between per equilibria e’fx eg.)의 비교, 재정 ‘패러다임’의 변천(phase-in & out), 세율(R) 결정 함수, ‘강공리’인 구축 효과: 공공 경제학,과 한국 세제 변천 외.

2. 고급/미시 경제학
미시 경제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한다:
무차별 곡선에서 기술(또는 재화)-대체(substitute) 기술간 후생(또는 효용: utils) 편차(differential): '슘페터리안' 학파, 재화의 종류, 보완재(complement)나 공용재(common goods) eg.,와 선호(preference) 체계, 재화(기술) 교환 곡선 상의 수요-공급 약공리: 현시 구매-저질품(Lemon) 생산, 복수 과점-균형 이론(‘꾸르노-내쉬’ 균형 eg.), 한계 생산성(marginal productivity)와 한계 기술 편익(marginal utility), 경쟁 이론(Game theory)과 모형 설계 및 균형 ('파레토' 최적 cf.), 외.

3. 경제 분석 세미나
과잉 유동성(exuberence)과 '거품' 경고 가운데, '위대한 중용'(Great Moderation)의 시기('아시아' 금융 위기를 교훈으로 'BRICs' 경제와 환율 변동을 조율하던 시기)가 2007 년까지 계속됐지만 중동에서의 전쟁 확산과 함께 '브릭스'가 '재귀성'(reflexity)의 시대'를 가장 먼저 열었다. 유가 급등, 소비 위축, 금값 상승, 원자재 투기, 자본 이탈처럼 전세계적 혼란이 수 년 동안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도 금융 위기에 버금가는 내우외환을 겪었는데 중공의 수출 성장 정책을 의식한 나머지 작위적인 환율 하락 정책의 집행은 기축 통화를 차용해 이자율 감소를 목적하는 '엔케리'를 이용하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결국 전체 국민 후생의 감소까지 가져오면서 중상주의 정책의 문제점이 현실화 했다. 또한 가처분 소득과 '지니' 계수로 표현되는 한국 분배 구조는 반복된 미국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악화됐는데 사회 기간 시설(capital outlay)에 대한 무리한 재정 정책은 실업율과 생산성 모두 개선하지 못했고 대기업 집단들의 유휴 부동산 자산과 은행들의 수익은 사상 최대로 치솟았으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과 경기 하강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징후로 정책 금리는 이후 계속 하락하였다. 외.

4. 한국 경제 현황의 이해
부존 자원이 없는 경제 환경에서 정부는 기존의 국가 동원 발전(nation-deriving development) 경제 방식(재정 정책을 이용한 경기 부양 eg.)을 80 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을 통해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한국 경제 역시 매우 개방적인 환경에 놓였지만 전례 없는 금융 위기 사태들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정책 채택 이전 시기, 경제 정책 기조(platform)를 설명하자면 '케인즈식' 정부 개입, '하이예크'식 조정, '베블렌'식 노동, 또는 '슘페터'식 선택과 집중이 비교적 안정된 경제 환경에서 서로 경쟁을 벌였는데 신자유주의 정책 채택 이후, 정부는 '독일식 지자체 제도 하의 작은 정부, 또는 불란서식의 평등주의와 큰 정부냐?'라는 양자택일 선택을 강력히 요구받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프리드먼'식 방임이냐, '크루그먼'식 개입이냐, 또는 '브릭스'가 추구하는 것이 사회주의냐?'처럼 '패러다임' 간 각축이 일상사인 그러한 세계화 현상(Globalization) 가운데, 보다 많은 이해 관계들로 결합하면서 과거 발전 경제 (제도주의 경제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주)의 업적에 의문을 품는 것도 어찌 보면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내재적 조건으로 하는 '경제인(Homo Economicus)'적 사고의 한계'일 수도 있다. 외.

5. 경제 정책 특강
행정학적(Administrative Science) 바탕에서 경제 정책을 활동 별로 1. 재정(기금), 2. 조세, 3. 통화, 4. 신용(부채)로 분류한다든지 관할(domecile)에 의거한 정책 범위를 설정하여서 5. 국내, 6. 국제, 7. 특정 지역, 8. 탈지역 경제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와 대응되는 사례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1. 재정 정책 상의 기금 목표, 재원과 수혜 집단의 정의 및 공청, 2. 조세율을 낮추고 수평 부과 범위를 늘리는 일반세액 총계 조정, 3. 지하 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한 현금성 자산 유동량 조정이나 반대로 이자율 상승 전, 정부 자산 매각 (‘툴룩’-‘뷰캐넌’ eg.), 4. 지자체 신용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위험 자산별 내재 이자율(IRR) 조정, 5. 생산자 물가를 낮추기 위한 감세, 6. 호혜성(reciprosity)에 바탕한 비교 우위 가격 수입 재화/용역의 세율 조정, 8. 특정 지역에 대한 관세 동맹, 또는 관세 연합의 재화/용역 이동 무관세 조치를 각각 예로 들 수 있다.
경제 정책이 적용되는 ‘내부해를 갖는’ 내생적 경제 환경, 또는 외생적 경제 환경의 정의(definition) 또한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농업과 중소기업 생산 증대를 위한 기술 지원 정책은 내생적 경제 환경 변수들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든지 경제사적으로 '독일 '할레', 불란서 '플랑드르', 이태리 '플로렌스', 화란 '암스테르담' 상인들이 각자 금융 조합을 만들어 서로 경쟁한 역사를 볼 때, 금본위 관세율과 다른 국가에 대한 비교 우위 가격의 관세율 정책은, 특히 관세 동맹의 경우, 외생적 경제 환경 변수들(체제 이론 cf.)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처럼 경제 정책의 분석 단위/범위와 변수들의 지향성(vector)은 서로 관계가 깊고 ‘정책은 공여자, 수혜자, 수단(vehicle), 재원, 초점과 범위(focus & locus)를 가진다’는 정책학적 사실과도 부합한다. 외.

6. 경제 발전론
경제가 발전하는 것인지 순환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상태나 현상이 반복하지 않거나 반복하는 것인지 연구자들마다 의견이나 연구 성과가 다양하지만 최소한(minimal)의 순차적 발전 단계, 예를 들면 수렵(hunting), 채집(gathering), 농경(agronomics), 물물 교환(barter-and-trade), 화폐 통용(currency circulation)과 시장 교환 단계,가 단일한, 또는 복합적 단계 속성(들)로 경제 활동의 통시적 변천을 정의한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경제적 속성은 활동보다 구조에 기인하는데 원시 농경, 봉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발전한다'는 '맑시즘'적인 사회-구성체 발전 이론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제되지 않은(crude) 이론인 것도 사실이다.
'파레토'처럼 인구, 식량, 기술, 토지 생산량으로 경제 발전을 서술하는 초기 인구-경제학 설명은 이후 노동, 토지, 자본처럼 경제 요소들을 정의하는 연구들의 중요한 기초가 됐지만 미국 사회학이나 정치학 영역에서 환경 결정론, 예를 들면 '에치오니'의 '사랑방' 모형이나 '파슨스'의 정치 체제/환경 이론,이 절대 우위를 점하면서 제 3 세계나 저개발 국가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이 인간 관계의 비공식성이나 기존 환경의 열악함 때문이라는 오류까지 발생했으나 지난 세기의 제국주의-식민주의 종속 이론조차 국가간의 정치적 갈등 관계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냉전이 종료된 오늘날은 근대화로 등치된 산업화와 민족주의, 국가 통계에 의존적인 외부성(externality)으로 치환된 지하 경제로 저발전(또는 후생 악화) 원인들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

7. 한국 경제 구조와 성장, 한국 경제 특강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 경제로 변한 6-70 년대를 거치면서 영국 학자 '콜린'의 분류처럼 1-2-3차 산업간의 생산량을 정부가 조정하도록 시장에 개입하는 '케인즈'식 경제, 금본위-고정 환율 제도(‘FIAT’ cf.)로 국가간 무역량부터 각국 경제의 내생 변수들 관계까지 밝히려 했던 '하이예크'식 경제, 자본-노동-토지라는 경제 요소 외에 '기술'(technology)이라는 독립 변수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설명하려 했던 '슘페터'식 경제, 공공 경제의 비효율성을 비판한 '프리드먼'식 경제는 한국 경제 정책 입안부터 경제 설계 전반까지 자유주의 사상을 경제적으로 구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와 같은 경제 사상들은 미시 영역의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합리주의를 전제로 한 정보 경제학 시대와 사뭇 다른 경제와 정책 목표까지 함축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한국 경제 구조가 1차 산업이 발달하였고 산업 생산량 90 %가 중소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영국이나 여타 '유럽' 국가들처럼 비교적 저속 성장 구조(‘대처리즘’ cf.)에서 80 년대부터 자유주의 강조로 방향을 튼 것도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 노력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후행적(lagging)이나마 경제 인구/산업 분류간 경제 활동 변화는 이러한 변화 노력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경제 구조 분석은 향후 성장 전략 마련의 바탕이고 경제학자들에게 중요한 입문 과정(entry course)이다. 외.

8. 자본주의 발달사
자본주의 발달사의 경우, 최소한 경제적 중산층의 등장이 각국 역사별로 고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제 무역에 의존한 '네덜란드'나 '스페인', 산업 혁명과 '인클로저' 운동처럼 도시화와 과학 기술에 의존한 영국이나 불란서, 중앙 집권적 국가 개혁에 의존한 독일, 독일과 마찬가지로 농경에 의존했지만 후발 산업화로 변화한 '러시아'나 이태리처럼 '자본주의'라는 어원이 발생한 17 세기 이후만 살펴봐도 각국별 자본주의 발달 경로는 문화의 독특함만큼이나 고유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학계에서도 자본주의 발달사를 조선 중세 후기냐, 광무 개혁부터냐, 또는 아주 더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라는 시기적 설정을 놓고도 연구자들간 의견이 매우 분분했는데 대체로 살펴볼 때, 과학 기술 발달로 인한 사회적 생산량 증가, 중산층과 마찬가지인 상인 계층의 출연, 사유 재산 보호 제도와 같은 제도적 변수들을 자본주의(또는 통화 체계에 독립적인 시장 체제) 발달의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 보는 것에는 연구자들 상당수가 동의한다. 외.

9. 경제 제도와 경제 정책, 경제 정책론
계량적인 경제 구조의 분석이 법 동태학(legal dynamics)적이라면 그와 짝을 이루는 경제 제도와 경제 정책은 관련 입법부터 행정청/행정 기관의 설치, 제도의 정착 및 정책 효과(policy effect)의 발생까지 다룬다는 사실에서 법 정태학(legal statics)이다(‘켈젠’, eg.).
조선 후기부터 도입-운영한 서구 제도들은 오늘날의 제도들과 목적(purpose)과 활동(activity)에서 별로 다르지 않은데 거시 영역에서 무역 및 거래 등록/허가 제도, 화폐-증권 시장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오늘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국제 회계 준칙 도입, 변동 환율제, 연금 및 사회 보장/보험, 탄소 거래제 도입까지 제도(또는 정책) 분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미시 영역에서 살펴보면 등기 및 조합-회사 제도, 전신-전화 특허 기업 제도부터 독립 채산제-공기업 제도 도입까지 제도 변천은 실로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들의 도입-정착에 필요한 정치-행정적 도구로써 경제 정책 연구는 먼저 목적이나 활동별로 정형화나 범주화 하는, 예를 들면 입법 정책, 재/분배 정책, 선거구 정책('로위' cf.), 외교-군사 정책, 경제-조세 정책* 가운데, 경제-조세 정책을 다시 무역 정책, 산업 정책, 노동 정책, 통화 정책, 조세 정책으로 분류한다든지처럼 부처별로 세분화 한 이해-접근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 연구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정책 결정자 관점에서 재정과 견주어 경기를 예측하는 재정 정책(Fiscal or Budgetary policy), 세원을 조달하는 조세 정책 (persuant to GAAP & IRA code), 통화를 팔고 해외 자산을 저리에 신용 구매하는 일본의 경우처럼 통화나 신용(금융) 정책(Monetary policy)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외.

10. 사회주의 경제 전환론
사회주의 경제의 예로 구 '소비에트 연방'(FSU: Formal Soviet Union)을 살펴보면 공산당 독재와 계획 경제를 바탕으로 한 '레닌' 시기, '스탈린' 시기의 전체주의적 집산주의(totalitarian collectivism), 이후의 산업주의 시기, 소련 해체후 시기가 각기 정책적으로 구분되는데 서방(eps. The Western & US) 모방하여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집단 농장: '소비에트', 운영, '콤비나트' 운영, 이후 사유 재산/민영화를 허용하기 시작한 산업주의가 정착하던 시기에 소개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 공황의 주기적 발생을 설명하는 건설 경기 파동이라고도 불리는 '콘트라티예프'의 경기 순환설은 경제학계에서도 유명하다.
특히, '스탈린' 경제의 경우, 삼권분립 개념도 없고('윌로우비' cf.) 관료제 이론도 인정하지 않으며 강력한 공공-민간 구분('소로킨' cf.)의 꼭지점에 생산을 담당하는 공산당이 가격을 결정하고 재/분배와 소비까지 담당하는 공산당 하부 조직들이 아래로 위치하면서 폐쇄적 균형을 중시하는 경제 활동을 한다. '미헬스'가 '과두제의 철칙'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소련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은 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집단 노동이 보편적이며 소비(C)를 표준화 했다지만 저축(S)은 전혀 설명하지 못했는데 극단적 평화주의까지 주장하는 공산당이 지배 계급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수화-관료화 한 자가당착성 때문이지만 '콘트라티예프'의 자본주의 체제 공황 설명은 '포퍼'의 논리-실증주의도 충족시키고 공급 경제학에서 '채찍 효과'(bullwhip effect)로 발생하는 시장 과잉 공급을 설명하는 공리의 증명(collary)과도 상통하기 때문에 주류 이론이 아닐지라도 설득력이 높다. 외.

11. 기업 경영과 경제 환경
실증주의와 사회 진화론의 연장에서 끊임없는 산업주의 혁명을 강변한 '벨'과 '토플러', 다양한 조직 구조들과 생산성 향상을 연구한 '드러커', 파생 상품과 같은 금융재(capital goods)의 계약 가격과 위험 보상(pay-off)을 연구한 '블랙-쇼울즈', 위험 노출(risk exposure)을 연구한 '모딜리아니', 미시 경제적 소득(economic income)을 연구한 '메킨지'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친숙한 연구자들이다.
'세계 경제 포룸'을 보더라도 '테일러' 이후로 100 년 이상, '기계와 인간의 결합'을 전제로 한, 미국의 체제 이론(system theory)을 응용한 조직 이론 기저는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스미스'의 무역 국가 이론, '패욜'의 직능 조직 이론, 또는 '베버'의 자본주의 이론이 이론적으로 서로 경쟁하던 규범 경제학과 실증 경제학이 정치적 균형을 이루던 발전 시기와 판이하게 다른,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 가운데, 한국 기업 경영도 놓여 있다는 것을 실감할 뿐이다. 독과점 해체와 한계 기업 합병이 작동하는 시장 동학(dynamics)에서 정부의 개입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항상 수리적 후생 감소를 가져오지만 포괄적(constructively)으로 거래 비용과 대리인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데 애초 '데카르트'적 합리론의 경우, 과잉 유동성을 경제 요소들에 비례해서 증감시키는 과정에서 '보나파르트'적 거대 정부를 추구하여서 발전 경제에서조차 발견할 수 있는 성장 편향성 때문에 공공 경제학은 규범 경제학이며 '코즈' 정리와 달리 비합리 모형을 전제로 하기까지 한다. ('스티글리츠' eg.)

12. 경제 수학
경제 활동이나 거시적 사태-현상을 분석하는 경제 수학은 일반적인 사회 과학 연구 방법론과 통계 수학과 달리 미/적분, 삼각 함수, 행렬과 조합처럼 특수한 형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방법론(method)마다 정리가 다양하며, 예를 들면 귀납적으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들 간의 선형-연관 분석, 미적분과 행렬 방정식을 이용한 다차 다원식 유도, 연역적으로 '세마포어'나 '큐잉'을 설명하는 '알고리즘', 경기 순환을 설명하는 삼각함수를 이용한 이론화 모형, 통계학적으로는 표본의 오류를 피하려는 원주율을 이용한 공분산과 비/모수 다변량 방정식, 군집-경로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 기법, 최근에는 자료 저장소(database)를 이용한 '튜플'-'세트' 연산('불리안' 대수 eg.)까지, 가설의 검증부터 공리(axiom)의 도출(induction), 또는 정책 효과의 설명/예측까지 다분과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경제 수학(Econometric eg.)이다. 외.

13. 근대 경제사, 정치 경제학 입문
17 세기 '과학의 시대'가 열리고 18 세기 '혁명의 시대'까지 맞이하는 동안, 경제학과 사회학이라는 분과 학문이 근세 대학에 설치됐다. 그 중, 정치학에서 떨어져 나온 경제학의 발전사를 잠시 살펴보면 학파(school) 별로 '밀', '스미스', '세이', '파레토', '리카도'로 대변되는 고전 경제학, 기술-경제론을 대표하는 '슘페터' 경제학, '마르크스' 사회주의 경제학, 세계 대전 가운데 놓인 '마셜-케인즈' 경제학, 정치학적 균형 이론을 알린 '오스트리안' 경제학, '리카도'만큼 노동 요소를 중시한 '베블렌' 경제학('하일브로너' cf.), 통화주의 경제학, 석유 산업 팽창과 공급 경제학, '프리드먼-루카스'의 신고전 경제학, 정부 개입 필요성을 역설한 '갈브레이스'와 '신 케인즈' 경제학, 그리고 미시 영역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정보 경제학까지 열거할 수 있다.
독일의 예를 들면 계몽주의 시대를 통하여 대학들마다 오늘날의 관료 양성 학부가 설치된 것처럼 실증 경제학이기보다 규범 경제학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경제학부가 설치됐다. 또한, 이 시기, 조선을 살펴보면 중세 후기를 맞이하여 학계에는 금석학, 실학(서학 cf.), 난학, 북학이 활발했고 이단시 다뤄졌던 왕학까지 조선 사회에 확산하였는데 그 중,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실학, 난학, 북학은 사회적 자본 축적을 도모하는 오늘날의 경제학 구실을 하였으며 개항과 개혁 후로도 국가 개혁과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여기에서처럼 정치 경제학을 1. 자국 역사에서 사태와 현상 가운데 인과 관계를 찾거나 2. 최초 제도 발생에 근거하여서 설명하거나 또는 3. 국가간의 비교 정치학적 분석으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치-경제학이라면 고대를 기원으로 하는 정치학과 달리 대체로 17 세기부터 발달한 자유주의(Liberalism)의 연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분과(discpline)를 칭한다. 외.

14. 경제 제도학 특강, 경제 사상사
한국에서 규범 경제학과 실증 경제학 사이의 경쟁, 예를 들면 규범형 '케인즈' 학파가 시장 개입하고 실증형 '프리드먼' 학파가 정부 효율성을 비판하고 다시 규범형 '오스트리안' 학파가 균형을 찾아내는 거시 정책의 조정 과정은 변화하여서 90 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후, 예를 들어 '케인즈'-'프리드먼' 학파가 작은 정부의 예산까지 책정하고 '오스트리안' 학파가 무역을 통한 비교 우위 등가를 찾아내고 정보 경제학파는 둘 사이의 중간적 위치를 점하는 식으로 경제 사상 해석에도 변화들이 발생했으며 경제 제도들도 많은 부침들을 겪었는데, 예를 들면 중간적 정보 경제학의 존재 양태인 정보 통신 산업과 국제 공중망(internet)의 확산도 그러한 변화들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금융 단체 규약을 기초하는 '바젤 3'부터는 위험(risk exposure)이라는 새로운 독립 변수까지 추가됐는데 이전 '바젤 2'에서 명시적으로 다룬 가중 자산, 시장 원칙, 관리 활동이라는 주요 속성자들은 '바젤 1'부터 자유주의 경제 사상을 대표하는 제도들의 이행-정착에 요구되는 필요 충분 조건들을 정의해 놓은 결과물이다. '바젤 1'이 단순히 은행 연합회의 양해 각서 수준이었다면 '바젤 2'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제도화 기반이 되었다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증권 감독원이 해체되고 금융 감독원과 이후 금융 위원회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전자 상거래법이 입법됐으며 국제 통상 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자유주의 정책의 제도화가 또한 일단락 됐다. 외.

15. 조세론
조세는 크게 직접세, 간접세, 일반세, 목적세, 국세, 지방세로 구분하며 하위 세목들을 두고 정부는 때때로 소비와 생산이라는 경제 활동에 직접 부과/지출(보조금 eg.)하는데 정부 활동과 재정을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통화 가치로 계량화가 가능한 공적 자원이다. 한국 조세법 상의 조세 원칙은 소득 원천에 부과하며 법률에 의해 공평하게 부과하며 이연 회계(acrual accounting) 방식으로 집계함을 특징으로 하는데 재정 원칙들. 예를 들어 '머튼'의 경우, 회기성, 법률성, 명료성, 평등성, 목적과 과세 대상의 원칙처럼,에 바탕해 납세자에게 현실화 된 가처분 소득에 부과하고 복식 부기 방식을 취하며 일반 회계 준칙(GAAP)을 따른다는 보편적 회계 원칙을 국세법이 정한 해당 비/영리 조직들에 적용한 것에 더욱 가깝다.
정부 부처, 예를 들면 통상부가 국가간 이동하는 자원에 관세율을 결정하고 관세청이 부과하듯이 지방 정부 역시, 지방간 경제적 부가가치 활동을 위해서 입출하는 재화/용역에 조세를 부과하여서 조세 수출/수입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서 마련하는 기금이나 지방 정부가 특허 기업을 통해 얻는 수입과 달리 국세청이 집계하는 조세(G)는 규제(regulation)를 대표하고 반대로 규제가 곧 조세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 외.

16. 외환과 국제 금융
각 지자체와 기획-재정부에서 국내 소비자-생산자 물가를 집계하는 방식과 달리 국가간 거래(international transaction)에서 결제되는 등가물(equivalence)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보험사 외에도 각국 중앙 은행, 국제 결제 은행(BIS), 국제 은행 연합회(SWIFT)나 국제 전신 연합처럼 '운송자'(common carrier)나 '보증자'(guranteer) 역할을 하는 국제 기구가 집계하며 각국 중앙 은행이 총괄하여서 통화 승수(monetary multiplier)와 신용 승수(credit multiplier)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신용 승수는 상환 기간(duration)이 길 수록 신용 위험(credit risk)이 높아져 금리가 오르지만 결국 신용 부채가 자기 자본보다 수익이 높다는, 예를 들어 국제 일일 금리(overnight rate)부터 '엔케리'까지 설명하는, 가설에서 도출된 개념이고 통화 승수는 물가 상승이 성장을 저해하므로 유용한 통화량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개념이다. 태환(currency)의 공급자 관점에서 연구자들이 신용 승수와 통화 승수를 그러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금융재의 소비자 관점에서 신용 승수는 가장 효율적인 대출 한도(allowance), 통화 승수는 소비자, 예를 들면 기업,의 자본 예산(capital budgeting)처럼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회계학(financial accounting) 바탕에서 국제 금융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를 이어주는 금융 조달 경로(credit line)과 유동량(float)으로 환원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시장 통화 (market currency), 환전 통화 (translation currency), 결제 통화 (approval currency) 별로 역내 회사를 설립하는 '더치-아이리쉬' 모형은 소비자 측의, '바젤 2'나 '바젤 3' 모형은 생산자 측의 국제 금융 활동을 설명하는 유용한 사례들 중 하나이다. 외.

17. 경제 통계학
통계 변수 종류별 분류 외에도 통화를 설명하는 변수들, 예를 들어 화폐 수량설이나 재고설에 바탕해 도출한 생산량, 통화량, 또는 법적으로 등록된 수량 사이의 격차로부터 얻는 과잉 유동성(exubrance)이나 실물 격차량이 거시 경제 전반의 상태를 설명한다면 시장 환경과 경제 활동을 설명하는 선진국 연합(OECD)이나 국제 연합(UN) 통계의 변수들: 인구, 문자 가득율, 출산율, 기대 수명, 교육율, 여타 계수들, 각국 경제 활동으로부터 얻는 생산량(GDP, GNP, or NNP)이나 생산성, 미시 영역 통계를 묘사하는 증권 시장의 다양한 색인(index)값이나 지표(indicator), 또는 분석(analytics)은 경제 통계의 진수(essence)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활동을 예로 들 때, 계량 수리 모형에 따라서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증감을 결정하고 장차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검증하는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경제 통계 분석이라면 미. 2007 년 금융 위기 후, 공적 자금(renumeration package) 투입과 ‘뱅킹 스트레스 테스트’, ‘씨퀘스터’ 사태 발생 후까지 진행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태퍼링’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2007 년 미. 금융 위기 후, 엄청난 양의 공적 자금이 미. 금융 산업에 유입됐다. 은행들이 연준의 ‘뱅킹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쳤다’고 하여도 시행착오법에 의존한 재원 배분였으며 결국 ‘낙수 효과’는 없는 정책으로 확인됐는데 동기간 한국의 대미 상품 및 자본 수지(A-D)도 급격히 불어나면서 ‘지니 계수’가 미국만큼 나빠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연준은 ‘달러’의 환율은 시장만이 결정한다’는 가설에 입각해서 미. 연방 정부 폐쇄 후에도 민간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서 기준 금리는 낮추고 반대로 미. ‘달러’화의 무제한 발권으로 국채는 매입해(‘태퍼링’) ‘강달러’ 환율과 자산 가격 폭락을 막은 후, 결국 중앙 은행들이 ‘블럭’간 본원 통화로 상계하여서 금융 위기 재발을 막고 외환 시장을 안정시켰다’지만 이후, ‘달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중. ‘위안화’ 절상 압력은 높아지고 미. ‘달러’ 환율은 하락하면서 내수 부진과 통상 압력에 시달리던 중공은 우선 한국산 수입 제품들에 대한 보조금 철회 및 관세 인상이라는 대응까지 내놓았다. 외.

18. 정보 경제학, 학위 논문
가제: 교육/학습 정도(level)와 시장 개방/생산성 증감(differential)을 결정하는 제도 변인들(determinants) 사이의 계수적 변화 (coefficient change): 1980-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