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계획서: 교육 경제학, Sep. 6th, 2017; 19th, 2017 (last update)

교육 경제학은 1. 교육과 학습, 2. 발달과 성장, 3. 능력 계발과 성취, 4. 교육 제도와 사회 구조, 5. 국가/계층과 불평등 사이의 외연/함축과 관계를 연구하는 특색 있는 경제학의 한 분과이다.
교육 경제학은 신경제 기간(New Economy period)을 거쳐서 정보 경제학으로까지 발전했는데 거의 60 년대 말부터 2000 년 대까지 이어온 미국 신경제 기간 동안, 정보 경제학의 방향-취지(directives)를 살펴보면 '동양식 교육 제도의 장점을 수용한다', '동서 진영간 인본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든가 또는 '과학적 합리성을 배가시킨다'든지 '인구 구조와 교육 제도를 일관화 한다'처럼 근대 계몽주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과이다. ('베블렌', '사이먼', '라이흐', '스티글리츠' eg.)
더군다나 분석 단위인 교육/학습 활동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의 교호(interaction)처럼 대인 관계, 또는 선험 이성과 오성에 바탕한 추상적인 교육재(educational goods)/정보재(information goods)를 다룬다는 사실로부터 넓게는 계층/국가간 불평등과 균형(equilibrium) 관계까지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연구는 수요-공급 실증 이론보다 규범적이며 사회 계약 이론에 대한 다수 설명이 뒤따른다.
일반적으로 고전 경제학에서 외부성(externality)이라고 하면 독과점-정부 개입 상태에서 수급(demand-supply) 상의 기하적 사중 손실을 의미했는데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 대리인 비용(agency cost),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처럼 선형 양태(linear modal)의 거시 집계 자료(panel data)부터 환경 악영향(financial externality)이나 부패(corruption)을 재무 회계적 외부성으로까지 표현하면서, 곧 함수 설명 외, 대수적 정량화 지표들이 늘어나면서 거시와 미시 사이를 옮겨다니는 비교적 자유로운 설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보다 규범적이며 사회 계약 이론 설명까지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논리 실증주의 eg.)
특히 발전 경제를 추구하는 개발 도상국에서 (국가나 계층) 불평등과 교육 성취도 사이의 강한 상관 관계 때문에(사회 계층 이론 eg.) 교육자들은 '피교육자가 '맑시스트'이거나 '베버리안'일지라도 교육 '서비스'에 차이가 없다'는 규범적 가설 강화가 공교육 제도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 '은폐한 동기나 비행이 있다'는 대리인 이론 가설이 교육 경제학에서 영가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 경제학(또는 정보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준칙/공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 대체로 공교육 바탕의 설명이면서도 사회 계층론과 균형 이론을 강조한다. (구조/기능적, 사회적, 역사적, 규범적, 또는 합리적 제도주의 cf.)

H1: 교육은 피교육자의 생산성/후생을 증가시키지만 피교육자가 교육 내용 이용/활용(utilization)을 멈추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서 '쿠즈네츠' 가설처럼 교육으로 인한 후생 증가폭은 감소한다.
H1: 교육은 정보와 마찬가지로 1차-2차 정보 생산자: 교육자,의 본성이 시장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경제적 성격까지 많은 영향을 끼친다. 곧 순수 공공재 기구의 교육은 순수 공공재 교육(정보), 독과점 법인의 교육은 독과점 교육(정보)처럼 산출이 상이해서 생산자의 성격(natur)과 소비자의 선호 체계(Preference System)가 불/균형 상태를 야기하는 특징이 있다.
H1: '거래 비용과 정보 비대칭이 없다'는 정보 경제학의 공리(Proposition)은 교육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코즈' 정리, 'Cetris Paribus' 효과 eg.)
H1: 효용론(Utilitarianism)적인 수평적 정의와 각인 권한의 판별(discretion of authority)은 교육 이념 실현에서도 마찬가지다 ('롤스' eg.)
H1: 경제 발전과 교육은 상호(vice versa) 필요 충분 조건이지만 경제 발전은 불평등을 가져온다. ('엡터', '메이어' eg.)
H1: 심지어 종속 이론이나 제국주의론에서 표현한 종심 국가와 주변부 국가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은 생산 활동 왜곡과 독과점-자원 수탈, 또는 '엘리트' 파견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제한적이다.
H1: 국제 무역은 국가간 불평등을 해소시키는데('월러스타인') 교육도 마찬가지며 국가간 '엘리트' 교환도 발생한다. (종속 이론 cf.)
H1: 정보재(information goods)는 등량 곡선(isoquant) 상에서 위험 추구 경향인 우상향 굴절 곡선으로 표현되는데 교육재도 마찬가지다. 곧 교육과 학습은 모두 위험 감수 경향이 있다.
H1: 경제 성장은 일단 '삼각 함수 주기로 표현된' 거시 자료(temporal panel data) 상에서 도시화, 정치 근대화, 세수 증가(산업 활동 증가), 자본화, 정부 권한 집중도, 인구적 단일성과 정(positive)의 관계이다.
H1: 자본화 관련, 해외 투자가 채무국에서 증가해도 비교 우위가 없거나 부채 총량이 일정 초과하면 교육 역무(service)까지도 채권국의 교육재에 종속될 수 있다. ('갈퉁' cf.)
H1: 발전 경제 국가(저개발국이나 개발 도상국)에서 초등, 중등 교육은 경제 성장을 이끌지만 고등 교육과 경제 성장은 상대적으로 약한 관계이다.
H1: 교육 결과 평가는 '리온티예프' 정리의 기술 변수나 숙련공 임금, 학업 성취도나 등급처럼 선형 정량 변수, 또는 비선형-상대 정량 변수로 표현할 수(may) 있다.
H1: 피교육자의 관심(interest)과 학습(learning) 과정을 연구자는 매몰 비용, 전환 비용, 기회 비용처럼 회계적 정량 변수(들)로 표현하거나 동기 부여/후생 이론, 욕구 이론, 기대(인지: Cognition)/보상 이론, 형평 이론처럼 비/실험법을 적용해 검증 가능하다. (남궁 근, '밀' cf.)
H1: 일반 이론: 왕정이나 집정(dictatorship)조차 포함해 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국가(soverign or nation-state, any)의 공교육은 국민들을 건전한 경쟁으로 유도해서 장기적으로 거시 경제적 성장을 가져온다. (인구 구조 cf.)
H1: 특수 이론: 중앙 집권화 된 정치 체제, 예를 들면 비대한 권한의 행정부, 단일 정당 구조나 군사 독재처럼, 병리 징후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가져온다.
H1: 특수 이론: 인구적 동질성처럼 환경 변인이나 권한 집중 정부 체제처럼 제도 변인은 사회 계층 이동을 둔화시켜 여성을 포함한 노약자들이나 노동 계층의 계층 이동을 저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난' cf.)

[환경 경제학과 공통]
H1: 한계 준법(abatement) 비용은 계속 낮아진다. 곧 정부가 환경 법률을 입법-시행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준법 요구는 강제적으로 확산하면서 단위당 준법 비용(수요측)이 낮아진다. 공교육도 마찬가지다. (cetris paribus)
H1: 환경 규제가 늘어나면 기업은 새로운 환경 기술을 개발/습득하거나 건전한 비용 압박으로 인하여 오히려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데 ('포터' 가설) 환경 비용은 기업 성장과 일정 관계가 있다. 공교육도 마찬가지다. (cetris paribus)
H1: 환경 악영향과 종 다양성(bio-diversity) 역시 서로 반비례(negative) 관계이다.
...
Hτ

P.S. 여기서 공리/가설들의 판별 및 분류는 초기 연구 작업을 위한 필자 본인의 견해이고 경제사가로서 전문적으로 정리한 작업이기 보다는 국제 기구들과 환경 조약들을 참조했음을 밝힙니다. 또한 후보 교재로 'John W. Meyer and Michael T. Hannan''의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World System' 외.를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