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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모형이나 이론 모형처럼 모형 설계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대수학(Calculus)은 간단하지만 수치적 직관을 제공하는 유용한 수학 기법이다.
특히, ‘뉴튼’ 역학계와 주로 물리학에 의존해 설계하던 모형들이 '오스트리아' 학파를 지나면서 정책 파동을 진자 운동으로 해석하는 이론화 모형을 선두로 산업 경기 이론, 전자 공학 이론, 장 이론처럼 파동 이론 확산으로 상당수 대체되고 오늘날 '빅 데이터' 자료 구조(database)에 근접한 집계 '프로그램'(spreadsheet)이 보편화 하면서 이전의 모형들은 점차 잊혀지게 됐는데 요즘에도 쓰이지만 행렬을 이용해 복잡계(Complex system)로부터 규칙이나 공리의 추출에 유용한 수학적 접근 방법이다.

적분/미분이 도함수가 가능한 좌표 체계를 전제하듯 수학자에게 목적 함수 정리, 행렬/집합 조합과 마찬가지로 대수가 가능한 공간 성격의 규정은 역학(dynamics)적 이해까지 넓히는 좋은 접근 방법이다. 예를 들어 단순한 도형의 내적이 반복적으로 공간을 채우는 '바나흐 공간'에서의 내적/외적 산출, 운동량 산출은 유체 역학을 설명하는데 기여했고 굳이 눈요기의 ‘프랙탈' 공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필자는 수학에 흥미가 없었지만 주로 주판이나 계산기, '컴퓨터'의 쓰임새를 배우면서 제법 관심을 갖게 됐는데 대수학보다 대수학의 쓰임새들이 독자들의 더 이해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벡터’ 연산의 경우, '빅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형태일 때, 상당수는 1차 행렬(행렬의 깊이가 '고유키'값 하나인  '튜플' 행렬)이므로 같은 1차원 행렬과의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을 구한다든지 '카티잔 프로덕'이어서 다차원 행렬일 경우, 예를 들어 위도, 경도, 기온, 습도, 기압, 일조량, 산출량이라는 7차 행렬(행렬의 깊이가  '7개의 복합키'가 아닌, 7개의 '컬럼'들을 가진 수학적 행렬, 수학과 공학에서 행렬의 표현 형식에 차이가 있다: 주)에서 '비트맵 트리 연산'으로 만든 특정 '스냅샷'과 대륙별 평균 기온, 평균 습도, 평균 일조량이라는 1차 행렬을 역시 집합 연산을 해서 '아시아'의 기온(일조량)과 산출량은 관계가 높다'고 밝히는 것은 기술적 숙련을 요구하는 대표적 사례인데 자료 조작 언어(DML, Data Manipulation Language) 구문을 대수적 조건으로 표현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삼각 함수의 수렴: 도함수의 도출, 예를 들어 표본들의 분포 가운데, 극단들과 중위값, 평균값, 또는 각 값으로부터 거리를 구해서 각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범위로부터 최적화한 사선의 기울기,을 통해 선형 방정식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집계표(spreadsheet) 상의 도표(graph) 제작은 2차 행렬을 각각 분해해서 독립 변수와 의존 변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수치를 다루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대수학이고 다차 행렬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계수(들)을 구하기도 하지만 '바나흐' 공간을 예로 들었듯이 일단 공간(space)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계학적으로 설명하면, 특정 작업장(workshop)의 일일 투입-처리-산출-반환량을 설명하는 3차 행렬에 주(week)라는 구간 척도 변량이 낀 4차 행렬일 경우, 마치 실수 체계 안에서 원소들이 '로그' 관계를 빌린 표현을 요구하는 대수식과 마찬가지로, 만일 이 사업장이 주라는 단위로 '데이터베이스' 공간의 수 체계(number system)를 압축하려고 한다면 세 개의 양(quantity)으로 구성된 수학적 ‘스칼라’ 공간은 어지럽게 변한다. 물론 생산 수율 계산에서 다차 방정식은 별 의미가 없다.

의료 자료 분석처럼 귀납적 자료를 처리해 정보화 할 때, 인수분해: '팩토라이제이션',은 유용하다. 나이와 운동량의 상관 계수, 운동량과 혈중 지방의 상관 계수, ..., 수 십 개의 다차 방정식들이 있을 때, 역시 '표준 분포' 공간(space)에 의존하는 비모수 다변량 분석보다 인수 분해로 수 십 개의 변수들 간의 기하적 상동/상사를 찾는 작업('뉴럴 컴퓨팅'을 이용한 'AI' 강화 학습'이라는 회로 설계까지 나왔지만),은 수학적 작업이고 기상 변화 예측처럼 '슈퍼 컴퓨팅'에 의존한다.

'슈퍼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함수 상자'(function box)이기는 마찬가지이고 때문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회로 배선과 전자 부품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검출용 전자파는 처리 속도나 저항의 크기를 삼각 함수 형태로 표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같은 원리의 유사한 예를 살펴보자.

정책학자들이 좋아하는 '레이더'를 살펴보자. 다차 방정식으로 표현 가능한 전파나 '레이더' 공학이라면 인수 분해가 약간 다르게 응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2차 2원 방정식의 두 해는 '그래프'로 표현하면 일방향으로 확산하고 3차 2 원 방정식의 세 해는 진동이나 수렴하기 때문에 거리와 진폭을 구해서 파동의 시작(origin)을 찾을 수도 있다.

농업으로부터 도출된 '효용 체감의 법칙'을 활용해 증권 거래인(trader)들은 극단적으로는 'AI'라는 ‘함수 상자’에 대체재(substitute)라는 보수(complement, 수학적 보수)나 최저 가격이라는 역수(reciprocal)를 입력, 가격 결정 목적 함수에 대입시켜 미래 선물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농산물(produces)은 천문학에서 쓰는 허수 체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도 전술한 공간의 이해와 관련 있다.

납세자에게 부여할 세금의 세액 계산에도 대수가 쓰인다. 예를 들어 표준 세율표의 추정(assumption)에서 벗어났지만 형식적으로만 과표 구간에 속한 납세자가 과연 성실한 납세자일까, 아닐까 판단할 때, 생산량(효용)과 소득, 납세액의 시계열 자료는 ‘벡터’를 포함한 3차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다. 납세자의 수 십 년 동안 납세액이 진동하고 있을 때, 인수 분해는 납세자의 생산량-부가가치-소득이라는 공간의 행렬과 정부가 인식한 과표액과 납세액이라는 공간의 행렬을 구분 가능하게 하고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벡터'를 찾아내는 용도로 연구자들은 대수를 사용한다.
계량 경제학처럼 행렬들을 재차 과표 목적 함수(들)에 입력해 처음의 가설, 예를 들면 '노년의 납세자는 생계-건강 비용이 청장년 납세자보다 꽤 높다'는 가설을 강화하거나 '레온티예프' 가설에 근거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동산 처분 소득은 장기간 노동 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는데도 대수와 행렬이 유용하다(공공 경제학 cf.)

운영 과학(Operations Science, Operations Management)은 식이나 공리들이 단순해도 함수의 항들이 많아서 연구자(들)이 논리적이기를 원하는 대표적 분과이다.
앞서처럼 집계표를 통해 각 지역별 거리와 배후 이용자 숫자라는 제한 규칙을 적용해 왕복할 경우, 연료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역이 공항을 설치하는 최적지라는 논리적 해답을 얻을 수도 있고 인구 밀도 함수와 경로 거리-운송비 함수, 기상일수 함수, 평지 용적 함수, 각각으로부터 얻은 다차 행렬들을 조합해 최고값이 나온 원소쌍으로 의사 결정에 도달하는 연구도 가능한데 대수학에서 함수와 원소들의 대응(mapping)을 설명해 주는 좋은 예이다.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 대수학은 방정식보다 고유한 공간의 특성을 항상 염두한다는 점에서 '미완의 학문'이라는 통계학보다 삼각 함수와 기하로부터의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는 학문이다.

대수학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공리나 가설들을 살펴보자.

H1> 'n-튜플'을 가지는 실수로 이뤄진 n차 '유클리드' 공간을 가정한다.
H1> 편미분 가능한 좌표 체계에서 변수의 내생성(endogenousity)과 외생성(exogenousity)은 경계(limit)값이냐, 경계의 보수(complement)냐로 표현한다.
H1> 집합 범위를 조건화 하지 않은 함수는 확산과 수렴한다.
H1> 수열이 단조 수열이고 조건화 한 범위의 수열은 항상 수렴한다. 

...
Hτ

P.S. 여기서 공리/가설들의 판별 및 분류는 초기 연구 작업을 위한 필자 본인의 견해이고 경제사가로서 전문적으로 정리한 작업이기 보다는 계량 경제 증명을 명제 형식으로 정리했음을 밝힙니다. 또한 후보 교재로 ' GERALD B. FOLLAND’의 ‘ADVANCED CALCULUS’, '김 응태, 박승안'의 추상 대수학, 현대 대수학, 계량 경제학회보 외.를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