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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흥선

안녕하세요. 서강 대학교 경제학과 석박사 과정에 지원한 최 흥선입니다.
여기서는 지원자 본인의 학사 학위부터 학업사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지 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가족들 가운데, 공무원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인데 학부 시절, 관심이 많았지만 복수 전공 과정이 없었으므로 졸업 후, 다시 전산 직업 과정 6 개월(정보 통신 교육원),을 이수했으며 유학 준비 중, 연세 대학교 경영학 석사 과정: 'GMBA',에 지원하여 전략/회계를 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재차 자격 시험: 'AICPA'와 한국 회계사 협회 시험,과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여러 적대적 상황을 만났고 미국 정치학 학회와 서울 행정학 학회에 가입해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서강 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별다른 제약 없이 공부한 대학원 과정은 단기 계약 조교로 1 년 근무하며 대학원  과정과 회계학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학위 과정 졸업 요건이 45 학점 이상이지만 4 학기 동안, 70 학점 이상 수강하면서도 학부 재학 기간보다 성적이 좋게 나왔는데 학부 시절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이유는 학교(상지 대학교)에 크고 작은 분란들이 많아서 수강한 과목들 중에 심지어 강의 신청을 했지만 수강 거부 사태로 한 학기에 단 한 번 강의가 열렸을 때, 그저 연락을 못 받아서 'F'가 나온 과목조차 있었기 때문이고 이후 연세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상지 대학교에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산학 학위는 없지만 3 년 넘게 '데이터웨어하우징' 직군에서 근무하며 'Oracle Database Administrator 8.0' 자격을 취득했고 최근까지도 취미로 사무 자동화(OA)를 연구하고 있으며 '오스트롬'과 '뷰캐넌'과 같은 연구자들 덕분에 경제학을 특별히 낯설거나 어렵게 느끼지 않습니다. 본인의 실증적 성향 때문에 경영학 분과 가운데, 감사(auditing) 활동을 특히 좋아하는데 그동안, 행정학 학파 가운데, 신공공관리론: 'NPM'(New Public Management) 영향을 많이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항상 한 가지 분과의 연구만 하지 않는 것도 행정학이 워낙이 다분과 학문을 지향하기 때문이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최 만리공 후손으로 일가친척들은 서울-경기 일대에서 쌀농사, 과수원과 목장을 경영했고 부친은 농지 계량 조합(이후 농업 기반 공사에 통합)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농업 경제학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학부 시절부터 가장 관심이 많았던 행정법보다 최근에 주로 흥미를 가지고 공부한 것은 공공 경제학과 정보 경제학입니다.
졸업후, 자격 시험을 준비하며 평생 교육원 회계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해외 유학을 준비하던 시기, 주로 ‘맨큐’, ‘크루그먼’, ‘하이예크’, ‘뷰캐넌’, ‘스티글리츠’, 최 병선, 이 준구 경제학 교재를 숙독하며 경제학을 독학했는데 향후 감사 이론에 관심을 두고 학업을 수행할 생각입니다. 일가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회계 관리자 업무를 잠시 수행했지만 퇴사 후, 계속 행정 학회 활동을 하면서 경제학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행정학을 연구하면서 비합리 모형을 전제로 한 공공 경제학 이론에 익숙했지만 연세 대학교에서 회계/전략을 전공하면서 금융 과목을 가르치신 교수님께서도 '피셔 스쿨'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어빙 피셔' 교재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제출한 '커리큘럼'도 통화주의 학파 이론에 영향을 받은 바가 있으며 두 영역(public & private sectors) 사이의 균형을 정보 경제학에서 찾다보니, 그럼에도 정보 경제학-합리 이론으로 설명이 부족한 경우, '하이예크'와 '케인즈' 경제학을 다시 인용하는 인문학적 이해-접근에 익숙하기 때문에 경제 수학을 활용하는 경우는 많이 부족합니다.
서울 행정학회에서 두드러진 활동은 한 것은 아니고 몇 편의 논문들을 기고했으며 영국 계량 경제 학회에 수 년 가입했지만 특별한 활동 없이 계량 경제 논문들, 예를 들면 경제적 결정에서 미분 불가능성 검증 모형(endogenity, exogenity, or casuality, any), 공분산을 이용한 다차 비모수 분석(non parametric multi variates analysis), 행렬에서 재정렬 이익(sorting gain)을 발생시키는 '로짓-프로빗' 연구, 계약 이론과 대리인/거래 비용 산출,을 살펴보며 행정학에 응용 가능한 방법론 개발도 연구했지만 단독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를 미루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학 학회(ACADEMY OF POLITICAL SCIENCE)에 가입한 이유는 유학을 준비하면서 미국 행정학회(ASPA: American Society of Public Administration)를 찾던 중, 정책학 연구 논문들을 검색하다가 'PSQ'(Political Science Quaterly)가 '뉴욕'과 가까와서 흥미를 느껴 가입했는데 아직까지 논문 기고 없이 비교 행정 바탕에서 연구 논문들을 살펴 보고 있습니다('베네딕트' cf.). 활동 중인 서울 행정학회 논문들과 많이 다른 점들은 예산 정책, 선거구 정책, 교육 정책 연구들을 제외하고 본인이 기대했던 미국 제도주의 논문들이나 경제 관련 정책 논문들보다 '테러'와의 전쟁', 정보 유출/대량 살상 무기 관련 사건, '이슬람'권 비교 연구, '브릭스' 비교 연구처럼 거의가 상하원 의원들 직무와 밀접하고 비록 전쟁이 기간 요인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고조하는 전쟁 불안감 때문에 내심 놀랐습니다.
 ‘맑스’ 경제학과 관련해 '자본론'(독일어판)이나 종속 이론 연구서도 살펴봤지만 1차 대전 전 독일이란 시대적-공간적 특수성의 반영이 저술의 50 % 이상이고 '정치적 편향이나 실패에 대한 반대'의 충분 조건(necessity)이 '맑시즘'만 있는 것도 아니며 본인이 성장해 온 환경으로서 한국의 경제 제도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서울 대학교 행정학 박사 과정에 지원했지만 ‘켈젠’의 '순수 법학 이론'에 바탕해서 수학 계획서를 제출(행정학이 법정 계열일 때, 학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경제학이 아닌 행정법 전공으로 수학 계획서를 제출함)했더니 행정 대학원에서 ‘케인즈’나 ‘시카고’ 학파 이론을 모르는 지원자로 평가했는지 면접 점수가 낮아서인지 수차례 탈락해 이번에 서강 대학교 일반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행정학에서 정치-경제학 이론을 다룰 때, 주로 거시 경제나 거시 정책('오스트롬'과 '뷰캐넌'의 공공 경제학 eg.), 또는 발전 행정(‘이스턴’과 비교 행정 cf.)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박 동서 교수의 발전 행정론이나 백 완기 교수의 행정사 연구처럼 고유성과 성실성, 정합성이 모두 높은 연구서들에 관심이 많으며 그동안 많이 접했던 규범 경제학 연구 결과물들은 대개 이론화 모형(theoritical model)들이 많아서 향후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통해 논문을 작성하며 앞으로 더욱 귀납적-실증적 경제 분석을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책임감을 느낍니다.
두서 없이 작성한 느낌도 있지만 앞으로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학교와 본인 모두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현재도 본인이 개발 중인 'www.vadoio.net' 주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