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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제학이란



경제학이란?

 “자원의희소성과인간 욕망의무한함이라는전제하에 개인과집단의
합리적선택의 문제를다루는사회과학의한 분야”

 경제학은경제를연구한다.

 돈을 창출하는방법으로서노동 현상에대해 집중한다.

 경제학은양적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경제학자들은자유 시장을옹호한다.

 경제학자들은인간을 이기적이고합리적인존재라고믿는다. 

 경제학은상식에불과한 것을복잡한 수학적모델을사용하기때문에
비전문가가접근하기어렵다.



경제학은인생, 우주, 그리고 모든 것을 다룬다. 

(장하준, 2014)

• “인간 행동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게리 베커, 1976) : 결혼, 출산, 범죄, 약물 중독

• 경제학 제국주의



인간의 삶경제시장돈



II. 과학으로서의 경제학



과학적 경제학 접근법

 경제학은객관적인학문이며과학에근접해 있다.

 경제학에는 이데올로기가 없다.(멘큐)

 Nobel Prize for Economic Science

 계량 경제학의 진화(Y=a+b*x+u)

 통계 자료의 진화 (빅데이터)

 측정의 정교함

 Endogeneity, sample selection, reverse causality, omitted variable bias, unobserved 

heterogeneity, etc. 

 과학적 실험의 도입



(비)과학적 경제학 접근법

 비현실적인가정

 인간의 합리성, 동일한 선호, 통제 조건(Ceteris Paribus)

 측정의한계

 현실과 통계상의 괴리 (예: GDP, 실업률)

 보이지 않는 가치, 주관적 대상 (예: 행복, 건강, 자유)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학문, 근사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음.

 통계적예측의 불활실성

 트루먼 대통령의 “외팔이 경제학자” : “on the one hand…… then, on the 
other…”

 가치의개입

 경제학 연구의 가치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있음.



III. 과학 (기술)을 대상으로한 경제학 연구



인간의 삶
경제시장돈 과학



과학 (기술)을 대상으로한 경제학 연구

 경제학은 과학 기술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연구한다. 

 예: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요인

 Aalbers, R., Dolfsma, W., & Koppius, O. (2014). Rich Ties and Innovative Knowledge 
Transfer within a Firm.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25(4)

 개인간의 상호작용

 예: (보건) 기술의 파급과정

 S. Chou, M. E. Deily, S. Li, Y. Lu (2014) Competition and the impact of online hospital 
report card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34

 공급자간 경쟁의 중요성

 J. Escarce (1996) Externalities in hospitals and physician adoption of a new surgical 
technology: An exploratory analysi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5

 의사 개인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 (Information and cost externality)



III. 시사점



경제학과 과학의 조우

 과학은경제학의방법론적발전을 도울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수학적 방정식을 도입하는 것은 복잡한 현실 세계를 단순화시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 방법에 불과하다. Robust 한 분석을 위해 자연
과학에서 아이디어 (예: 실험 경제학) 를 얻기도 한다. 

 한편, 경제학은기술 발전을촉진시키기위한 방안을모색하고, 기술이
인간과사회에 미치는영향을측정할 수 있으며, 미래의발전 방향을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사회현상복잡성과개인간 이질성으로인해 분석에있어 오류는
항상 발생한다. 또한 접근 방법과연구 결과의해석은경제학자의가치관에
따라 변할수도 있다.

 경제학(자)의정책영향력을감안할때, (과학자를포함한) 시민의 경제학에
대한 지속적인관심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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