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계획서: 공공 경제학, Oct. 8th, 2017

공공 경제학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정부 활동에 요구되는 조세와 경제 요소들 사이의 수리/실증 관계를 해석하는 분과 학문이며 주로 '마샬-케인즈'나 '세이' 시대부터 학자들 사이에 정립한 일종의 양태 논리학(Modal Logics)에 기초한다.
또한 가계 소득, 임금/노동-여가, 전진/일괄세, 재화의 종류/탄력성과 수요-공급 가격/이윤/조세의 결정, ...처럼 조세와 자본재/노동재 사이의 시장 관계와 역학('슬러스키', '콥-더글라스' eg.)을 설명하는 분과 학문이다.
회고적 설명에서 국가/정부(이하 정부: Staat), 또는 시장의 역사는 무척 오래된 것이어서 예를 들어 수렵/채집 활동부터 화폐 유통/시장 형성을 경제적 발전 단계 설명이라고 할 것이냐, 동양적 전제 국가론/수력 사회론처럼('비트포겔' eg.) 고대 국가가 거대한 공공 사업을 펼칠 때, 동원한 인구/자원과 노동량, 생산량에 관한 좌파 학자들의 사회 구성체론 연장까지 경제적 발전 단계 설명으로 볼 것이냐조차 그러한 후행적 관점 형성으로부터 정치적 차이를 발생시키며 정당들이 우월한 이론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조차 비근한데 독일계-동양학에 바탕한 근대 경제 설명, 또는 종속 이론에 바탕한 경제 설명보다는 서구에서 문과 학문과 이과 학문이 구분된 후의 경제 설명, 또는 대륙에서 관세 동맹과 국제 시장이 형성된 후의 경제 설명에 주력하는 것이 근대(morden)나 당대(contemporary) 산업 혁명과 국제 무역 활동까지 설명하는데 보다 적실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렵/채집 활동부터 화폐 유통/시장 형성 단계를 따라서 정부/시장의 역사도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공공 경제학이 규범 경제학이냐, 실증 경제학이냐조차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학파나 '스코틀랜드' 정치-경제학(서강 학파 cf.)처럼 규범 경제학을 경제 이론 설명의 근간으로 삼다가 신자유주의 시기 후, 공급/통화 경제학처럼 미시 영역까지 설명하려는 실증 경제학과 정보/노동 경제학처럼 교육/학습을 강조하는 실증 경제학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상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앳킨슨-스티글리츠'처럼 '마샬-케인즈'식 규범 경제학을 새로운 이론 경쟁의 장으로 경계하는 학자조차 존재한다.
한국에서 공공 경제학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적 함의를 시대순으로 간략히 유비할 때,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학파가 'IS-SM' 양쪽에 메달린 두 진자의 '진동폭: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정책 집합의 수정이나 교체를 결정했다면 냉전이 종료된 시점부터 왕성해진 특히 요소(factor-endowment) 이론이나 경제 주기 이론은 양측을 '터빈'의 유체 처리량(turn-over) 관계로, 7-80 년대 후, 보편화 한 정보/행태 경제학('사이먼' cf.)은 '인터넷' 시대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정보 처리 관계로 후생, 수지(surplus/deficit)를 해석-설계했다'고 독자들이 이해할 때, 시대적으로 경제 자료나 정보 처리 및 해석에 얼마나 큰 '메타 서사'적 차이가 존재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규범 경제학이 더욱 정책 가득력(policy literacy)을 높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의 연간 임금 인상율과 민간 부문의 임금 인상율을 비교해 보면 십 년 단위 '패널 데이터'로 분석해 봐도 차이가 큰데 공무원의 년 근무 시간보다 민간의 년 근무 시간이 월등히 길지만 연봉은 1000 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현상은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다시피한 실증 경제학보다, 왜냐하면 대규모 국책 부동산 개발 사업들이 시행되면서 발생한 '인플레'는 국회를 포함, 각 정부 부처/기관들의 실증(positive)을 앞세운 정책 결정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규범 경제학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명제(proposition), 가설(hypothesis), 가정(assumption), 예측(prediction)과 조건(precondition)은 용법이 서로 다르지만 여기서는 연구 준비 단계에서 공공 경제학이 인용하는 가설(hypothesis)들로 공리들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H1> 공공 경제학은 변수 내생성(endogenisity)을 전제로 한다. 곧 집합이나 행렬이 적미분 가능한 단일/다수 공간(space)나 위상(geometry)를 전제로 한다. ('바나흐' 공간, '슬러스키' 공간 cf.)
H1> 소득 효과, 대체제(substitute) 효과, 재화/역무의 종류에 따른 자본화(capitalization) 효과가 '바이너리' 의사 결정에 부가적 영향을 끼친다.
H1> 조세 재분배(tax redistribution) 정책, 곧 예산 계획(capital budgeting),과 설계는 정책 영역이다.
H1> 세금은 소득을 줄이고 여가와 반대로 노동은 소득을 늘리는데 합리적인 비례세조차 특정 세율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변수 내생성과 관계 있다.
H1> 공공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패널 데이터'의 조세 변수를 '템포랄/바이너리/라그란쥬/밀도' 함수로 해석하는 형식을 취한다.
H1> 공공 경제학은 규범 경제학이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 소득만큼 개인들(individuals)의 소득과 노동 공급량을 대등하거나 때로는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H1> 정부 거래 상, 파생 상품 중, '스왑션'까지 발생하지만 '퓨처스'(선물과 '인덱스' 거래)와 보험이 없는 시장 체제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곧 근로 소득이 보수(compensation)이면서 보험료과 특별 성과급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H1> 공공 경제학은 정보 경제학에서 대체로 위험 감수적 '바이너리' 효용 선택을 하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위험 회피적이다.
H1> '일괄세보다 비례세가 후생 증진에 긴요하다'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곧 '바이너리' 효용 결정에서 일괄세가 후생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H1> '다이어먼드', ..., '앳킨슨-스티글리츠' 조세 재분배 '람다'는 한계 소득 증가분 대비 사회적 효용 증가분만(only) 영향을 끼치는 조건이다. 곧 목표 집합을 소득과 효용 행렬로 분해하면 효용 행렬에 역행렬이나 공행렬이 있기 때문에 앞서 한계율은 소득 행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가 소비를 한다고 해도 소득으로 효용이 다른 재화를 만들거나 구입한다, '슬러스키' 관계 eg.)
H1> 재화/용역의 탄력성이 달라도 동일한 일괄 과세(lump-sum tax)가 존재하듯이 (현시 선호 cf.) 일부 재화/용역은 한계 효용율이 달라도 동일한 과세가 일어난다: 평행 균등 조건(horizontal equity)의 과세

H1> 정부는 일단 후생과 세수를 극대화 하려 하고 공정함을 위해서 평행 균등 결정(horizontal equity)도 하지만 차악(maxi-min) 결정을 피한다.
H1> 공공 경제학은 규범 경제학 특성 때문에 '파레토 최적'과 정보 대칭-완전 시장이 아니지만 행태 모형, 이론화 모형이나 실증 자료도 인용한다.
H1> 이론화 모형에서 공공 경제학은 평등주의(민주주의 cf.), '롤스' 상호 보완(complement) 곡선을 거쳐서 작은 정부를 목표로 회귀한다.
H1> 정부의 의사 결정은 예를 들어 공기업이나 특허 기업, 공무 수탁 사인의 특화된 재화/역무처럼 우월재(Merit goods)의 존재와 선호에 영향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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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hony B. Atkinson, Joshep E.  Stiglitz and Ben White'의 'LECTURES of Public Economics', 이 준구의 미시 경제학 외.를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