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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와 비판적 정치경제학 :
금융화와 금융주도적 축적의 원인과 한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구춘권

<요약문>
본 논문은 도덕적 해이나 국가 또는 시장의 실패라는 관점을 넘어 최근의 금융위기에 접근하
는 이론적 시도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 의의를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이론들
은 효율적 시장가설을 신봉하는 주류 경제학과 달리 자본주의적 경제과정이 본질적으로 불안정
하고 불균형적이며 위기를 내포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늘날 주류 경제학과 상반된 이론
적 전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정치경제학이라 통칭될 수 있는 이 이론들은 금융위기의 원
인을 단순히 몇몇 정책과 관행의 실패에서 찾지 않는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표현이거나 금융 역할의 근본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에
서 금융의 지배적 역할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자본주의를 출현시켰으며, 최근의 금융위기는 이
금융화의 한계와 딜레마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진단이다.
주제어: 금융화, 금융주도적 축적, 금융위기, 비판적 정치경제학, 포스트케인스주의, 조절이론

Ⅰ. 들어가는 말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한 지구적 금융위기는 주류 경제학 이론
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의미했다. 1969년 새로 창설된 노벨 경제학상이 1974년 하이에크
(Friedrich A. Hayek), 그리고 1976년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손을 들어준 이래 이른바 시
카고학파(Chicago school)를 필두로 한 새로운 경제학의 흐름은 전후 실업정책과 재정정책을
축으로 강력한 국가개입을 설파했던 케인스주의를 무대의 뒤편으로 몰아냈다. 이 새로운 경제
학은 신고전학파적 가정, 즉 경제적 과정들의 안정적인 균형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해 시장이 본
질적으로 안정적이며, 균형을 창출하는 강력한 경향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효율적 시장가설을
신봉하는 이 이론적 입장은 시장의 균형상태의 교란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거나 또는 우연적인
* 이 연구는 2011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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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것이기에,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파했다.
이러한 입장에 선 오늘날 주류 경제학이 최근의 지구적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대재앙”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이론에서 오히려 일관적이라 할 것이다. 정보가 개
방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시장에서 일시적 불균형은 시정되기 마련이며, 구
조적 위기와 같은 것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시카고학파의 대표적 학자
인 루카스(Robert Lucas)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직후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은 놀라
운 일이 아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전체 모기지 시장을 오염시키며, 주택 건설이 중
단되고,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나는 회의적이다. 이 사슬의 매 단계는 의문
투성이고 아무 것도 수량화되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
물경제에 훨씬 많은 안정성이 구축되었다는 점이다”(Lukas 2007).
시카고학파의 낙관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이후 세계는 주류 경제학의 교리와 정
반대로 돌아갔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 정부는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기
다리기는커녕 수 조 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황급히 시장에 수혈하였다. 2009년에 들어 미
국정부는 AIG와 시티그룹(Citigroup)과 같은 초대형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등극했을 뿐 아니
라, 세계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GM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변신하기도 했다. 공적자금 수혈과
국유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시도한 미국의 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등 다수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도 반복되었다. 신용경색에 빠진 금융시스템에 공적
자금을 쏟아 붓고, 파산위기에 놓인 은행들의 주식을 국가가 인수하는 조치가 유행병처럼 번
지면서 일종의 “채무의 국유화”가 유럽을 휩쓸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몰아닥친 국유화의 물
결이라는 이 놀라운 역설은 최근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긴박한 국가부도
의 위험이라는 후유증으로 표출되고 있다.
21세기 초반 지구를 뒤흔들고 있는 이 가공할 금융위기는 왜 일어났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는가? 대중매체가 선호하는 흔한 답변은 위기의 원인을 인간
의 탐욕이나 도덕적 해이에서 찾는 것이다. 이 답은 간단하기는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인간의
탐욕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런 식의 접근은 금융위기를 인류
의 숙명으로 만들어버린다. 보다 세련되고 학문적으로 유의미한 답변은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정책·제도·관행들의 불행한 결합에서 “국가의 실패” 또는 “시장의 실패”를 찾는 것이다(Bloss
u. a. 2009). 예컨대 낮은 이자율의 느슨한 통화정책과 금융 감독기구의 무능 및 금융기관의
불투명성에 방점이 찍혀진다면 “국가의 실패”가, 고위험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및 새로운
금융기법과 증권화의 확산, 경기순응적인 과도한 레버리지를 강조한다면 “시장의 실패”가 부
각될 것이다.
본 논문은 도덕적 해이나 국가 또는 시장의 실패라는 관점을 넘어 최근의 금융위기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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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론적 시도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 의의를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이
론들은 효율적 시장가설을 신봉하는 주류 경제학과 달리 자본주의적 경제과정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불균형적이며 위기를 내포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늘날 주류 경제학과 상
반된 이론적 전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정치경제학이라 통칭될 수 있는 이 이론들은
금융위기의 원인을 단순히 몇몇 정책과 관행의 실패에서 찾지 않는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오
늘날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표현이거나 금융 역할의 근본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자
본주의적 축적과정에서 금융의 지배적 역할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자본주의를 출현시켰으
며, 최근의 금융위기는 이 금융화(financialization)1)와 금융주도적 축적의 한계와 딜레마를 표
현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진단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은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마르크스
와 케인스의 저술에서 화폐와 금융화의 문제를 논의한다. 마르크스는 금융화의 가능성에 주목
한 최초의 정치경제학자이다. 케인스는 화폐적·금융적 불안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야
기하는 근본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제3장은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발전
시킨 오늘날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이론적 흐름에 대해 주목한다. 첫 번째 흐름은 이윤
율의 경향적 저하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을 수용해 1970년대 이후 실물영역의 이윤율 저하에
서 오늘날 금융화의 원인을 찾고 있다. 두 번째 흐름은 금융 불안정에 대한 케인스의 논의를
발전시킨 화폐케인스주의자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화폐시장 또는 자산시장이 생산물시장이나
노동시장보다 우위에 놓여 있고 후자를 화폐적으로 제약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화폐시장의
과도한 팽창, 즉 금융화가 실물경제의 정체를 가져옴을 화폐케인스주의는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접근은 조절이론의 흐름으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금융화를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께 등
장한 새로운 조절양식이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결과
로 파악한다. 금융화의 한계는 무엇보다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반복되는 금융거품의 파열에서
드러나듯이 축적체제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에서 찾아진다.

1) 금융화는 일반적으로 국내경제는 물론 국제경제에서도 금융적 동기, 금융시장, 금융행위자, 금융제도
들의 역할이 증대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넓은 의미에서 금융화는 금융영역의 탈규제화, 파생상품과 같
은 금융수단의 발달과 팽창, 국제적 자본흐름의 자유화, 점증하는 환율의 불안정, 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 비중의 증가 및 주가지수 낙폭의 확대, 주주가치적 지향과 기업 거버넌스의 변화, 사회적 취
약계층의 신용 접근성 확대, “부자 되세요”와 같은 광고카피에서 읽혀지는 화폐 증식에 대한 심리적
갈망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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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금융화2)
비판적 정치경제학은 19세기와 20세기가 배출한 두 명의 걸출한 정치경제학자, 즉 마르크스
(Karl Marx)와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케인
스는 구분되는 경제학적 범주들을 사용했고,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도 상이한 정치적 전망
을 제출했지만, 자본주의적 축적이 본질적으로 위기와 불안정을 내포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
한 데서, 또한 자본주의가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선택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문제의식의 유사성이 존재한다(Mattick 1971; Krüger u. a. 1984;
Zinn 1986; Guttmann 1996; 한영빈 2008; 구춘권 2009).
주지하듯이 마르크스에게 자본주의란 기본적으로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다수를 부로부
터 배제시키는 경제적 수탈체계였다.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의 독점, 그리고 초과이윤을 놓고
일어나는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써 자본의 집중과 집적 및 주기적인 공황의 반복과 같은 자본
주의의 근본적 모순들은 자본주의적 사회경제 관계 아래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마르크
스는 생각했다. 그에게 자본주의를 안정화시키는 유일한 방안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었
다. 그런데 이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과도기적인 국가권력의 장악(“프롤레타리아 독재”)
이 불가피하며, 이는 다시금 노동계급의 중심조직으로서 전국적인 노동조합과 정당의 존재 없
이는 불가능하다(일리 2007, 88). 마르크스에게 자본주의의 모순이란 결코 스스로 해결되지 않
으며, 정치적 수단을 매개로 해서만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 속류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주의적
환원론과 달리 마르크스의 인류 해방 프로젝트는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선성(Primat der
Politik)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다.
케인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명백한 약점을 완전고용을 창출할 수 없는 무능, 그리고 부와 소
득의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분배에서 찾았다. 그는 1930년대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그대로 방치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갈등을 비축하는지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달
리 케인스는 대량실업과 빈부격차라는 자본주의의 심각한 약점이 자본주의적 사회경제 관계
아래서도 정치적 개입을 통해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세기 후반의 마르크스가 자본주
의 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혁명을 설파한 것에 비해,
20세기 초반의 케인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명백한 약점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근본적 개혁을 요구했던 것이다. 마트펠트가 강조했듯이 케인스의 경제학은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이성에 기초해 자본주의적 경제법칙들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
며(Mattfeldt 1985, 46), 이는 정치를 통해 경제적 강제로부터 해방된 인간들의 자유로운 사회를

2) 제2장에서의 논의는 졸고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화폐론과 금융위기”의 핵심적 주장을 발전시킨 것이
다(구춘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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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꾼 마르크스 문제의식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시대와 역사적 맥락의 차이는 마르크스와 케인스로 하여금 혁명과 개혁이라는 다른 처방을
내리게 했지만, 양자는 모두 정치의 우선성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화의 방안을 찾
았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일치한다. 즉 자본주의에 고유한 불안정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경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확신이었던 것이다. 이는 시장의 자율성과 자기조정 능력, 즉 경제의 우선성3)을 강조
했던 신고전학파의 전통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것이다. 경제의 우선성을 강조한 신고전학파
의 전통이 오늘날 주류 경제학으로 이어졌다면, 정치의 우선성을 강조한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문제의식은 비판적 정치경제학으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고전학파에 대비되는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문제의식의 수렴은 화폐와 금융화에 대한 고
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주지하듯이 신고전학파나 오늘날 주류 경제학은 화폐를 경제과정에
중립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화폐는 생산․분배․교환․축적․투자 등의 경제과정을 중개․자
극․가속화하기 위해 인간들에 의해 발명된 수단 또는 도구, 즉 일종의 “인위적 창조물”이라는
것이 주류 경제학의 입장이다. 화폐는 자신의 상대적 희소성 때문에 경제과정에 영향을 미칠
지라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위적 창조물”인 이유로 실물경제 과정에 외적이며, 또한 이로부
터 등장한 것도 아니다(Conert 1998, 392). 화폐적 기능장애는 잘못된 화폐․신용․금융․통화
정책의 결과일 뿐이며, 실물경제에 뿌리를 갖는 문제로 진단되지 않는다.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전제 아래서 화폐경제의 실물경제로부터 이탈이나 금융영역의 구조적 불안정과 같은 주장은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얘기일 뿐이다. 주류 경제학은 화폐형태, 즉 화폐가 매개하는 실물
경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은 채, 경제과정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화폐량의 산출에 분석을 집중하고 있다.
신고전학파와 반대로 마르크스와 케인스는 화폐가 중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때때로 원활
한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을 방해하는 화폐적․금융적 불안정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구춘권 2009). 따라서 그들은 화폐량이 아니라, 화폐의 어떤 형태 또는 기능이 이러
한 불안정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하는 데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4) 마르크스는 실물경제를
3) 주류 경제학은 시장을 본질적으로 안정적이며 균형을 창출하는 강력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며,
균형상태의 교란을 외부로부터 온 것이거나, 일시적 또는 우연적인 것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경제
적 과정들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치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하는
이 입장을 경제의 우선성(Primat der Ökonomie)이라 할 수 있다.
4) 화폐의 기원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와 케인스가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에 연계된 19세기의
화폐를 염두에 두었던 마르크스는 화폐 스스로가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다. 화폐의 역할은 가
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금이나 은과 같은 독특한 상품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케인스는 기본적으로 명목적인 화폐론을 추종했다. 화폐는 비물질적인 것이며, 국가에 의해 권위
가 부여된 하나의 제도 또는 심벌이다. 이는 물론 화폐의 발권과 가치 유지의 문제가 중앙은행 안으
로 제도화된 20세기에 가능해진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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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하는 화폐의 다양한 형태들 사이의 긴장에 주목한다. 케인스는 경제 주체의 화폐를 선호
하는 동기가 기본적으로 “화폐적 경제”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자기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 있
음을 강조했다. 화폐의 비중립성과 불안정성에 주목한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화폐론은 오늘날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금융화에 대한 논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마르
크스와 케인스는 화폐가 왜 자본주의적 경제과정을 불안정으로 이끈다고 보았는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사회경제 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자본주의 이전의 시장에서도 존재
했던 세 가지 화폐의 기능, 즉 가치의 척도, 상품의 구매와 판매를 매개하는 교환수단 또는 유
통수단(Zirkulationsmittel), 부를 보존하는 축장수단(Schatzmittel)의 기능에 더해 두 가지 화폐의
역할이 새롭게 등장한다고 지적한다(Marx 1964, 109-191).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는 자본으로 기능한다. 화폐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
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전환에 의해 화폐는 주어진 고정적인 가치로부터 자기 자신
을 증식하고 증가하는 가치로 된다. 화폐는 이윤을 생산한다. 화폐는 곧 자본가로 하여금 일정
한 양의 부불노동, 잉여생산물, 잉여가치를 노동자들로부터 뽑아내어 취득할 수 있게 한
다”(Marx 1968, 350). 마르크스의 유명한 도식을 빌리자면, 여기서 화폐는 G(화폐)―W(상품)―
G‘(화폐’)의 형태변환을 거친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는 지불수단(Zahlungsmittel)으로도 기능한다(Marx 1964, 149
이하). 여기서 지불은 교환수단으로서 화폐가 수행하는 일상적 의미의 “지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Kredit)의 계기와 요소들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지불수단으로서 화폐는 가치실현
의 시간적 분리를 중개한다. 상품유통의 발전과 더불어 상품의 양도가 그 가격의 실현과 시간
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구매자는 현재의 가치가 아닌 미래의 가치를 표현
하는 어음 또는 채권과 같은 “상상적 구매수단(ideeles Kaufmittel)”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Marx 1964, 150). 이 지불수단은 나중에 변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불수단으로서 화폐는 일
종의 청구권이며, 그 반대편에는 채무 또는 빚이 존재한다. 마르크스는 화폐의 지불수단으로서
역할을 G(화폐)―G'(화폐‘)로 표현했다.
위에서 지적한 첫 번째 형태에서 화폐는 우리가 흔히 실물경제(real economy)라고 부르는
영역을 매개하고 있다. 즉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구매되고, 생산
또는 노동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가 상품의 형태로 판매됨으로써 더 많은 화폐를
낳는 것이 실물경제의 과정이자 자본의 축적논리이다. 반면 두 번째 형태는 화폐적 축적 또는
금융영역의 작동원리라고 할 수 있다.5) 화폐가 상품으로 형태변환을 거치지 않으면서, 돈이
5)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발전할수록 자본주의적 신용체계 역시 발전한다. 신용체계가 확대되면서 축장
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은 사라지는 데에 반해,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의 역할이 크게 강화된다(Marx
1964, 156). 지불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화폐가 다양한 방식으로 은행에 유입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실물자본의 출납창구의 역할을 하는데, 생산자나 상인의 준비금이나 지불금이 은행에 집중됨으로써
대부 가능한 화폐자본으로 전화한다. 또한 은행제도의 발달과 함께 은행이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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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낳는 화폐적 축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화폐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로 사회를 분열시키면서 불균등한 사회관계를 구성한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금융화의 문제는 금융영역과 실물경제 영역에서 화폐형태가 서로 다
르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금융적 축적에서 화폐는 일종의 청구권으로서 신용을 공여
한 대가인 이자를 수취하는 것에 비해, 실물경제에서 화폐는 상품으로 변환되어 생산과정에서
노동사회적 조건과 연관을 맺는다.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이자를 발전된 자본주의적 사회경
제 관계 아래서 화폐가 이윤생산의 수단이 되는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Marx 1968, 350 이하). 요컨대 화폐를 빌려 자본으로 투하한 사람은 반드시 이윤을 생
산해야 하며, 그 중 일부를 이자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채권과 채무의 관계
로서 화폐가 자본의 축적에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자를 통해 실물경제 과정에 개입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자가 실물경제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작다면 축적의 진행
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자의 크기가 실물경제에서 생산되는 이윤을 압도한다면 심각
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화폐자본 또는 “대부자본이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를 희생시
키면서 축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업순환의 나쁜 국면에서는 이자율이 너무 상승하여
개별 사업부문들, 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업부문들의 이윤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잠식하기
조차 한다”고 마르크스는 지적한다(Marx 1968, 519).
이러한 현상, 즉 금융화는 19세기보다 오늘날에 훨씬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제이지만, 화폐
형태에 대한 마르크스의 예리한 관찰은 화폐적 축적이 실물경제로부터 자립화할 수 있는 가능
성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요컨대 이자가 이윤생산과 생산성 상승이라는 실물적인 노동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이탈하여 형성될 때, 즉 이자가 이윤보다 더 크거나 또는 이자가 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때, 이자는 실물경제의 수행능력을 극도로 긴장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재분배과정을 강제함을 마르크스는 간파했던 것이다(구춘권 2009, 201-202).
한편 케인스에게 화폐는 교환수단이자, 가치의 보존수단, 그리고 이자를 통한 가치의 증식수
단이기도 했다. 케인스에 따르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동기 때문에 발생한
다(Keynes 1973, 170). 첫째, 거래적 동기(transaction-motive)로서 구매와 같은 개인적 또는 사
업적 거래를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 둘째, 예비적 동기(precautionary-motive)로서 예기치 않은
화폐의 필요에 대비해 총자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안전성의 욕구가 존재한다. 마지
막으로 투기적 동기(speculative-motive)는 미래의 이자를 기대하며 현금을 보유하려는 욕구를
만들어낸다. 조직화된 시장이 발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예비적 동기 때문에 유동성 선호가 증
가하겠지만,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투기적 동기로 인한 유동성 선호가
하게 되면서 화폐자본가들의 예금은 물론, 모든 계급들의 화폐저축과 일시적인 유휴화폐도 은행에 예
치된다. 단독으로는 화폐자본으로 기능할 수 없는 소액들이 결합하여 거대한 펀드를 이루면서 일종의
“화폐권력(Geldmacht)”이 형성되는 것이다(Marx 1968,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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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것이라고 케인스는 지적한다(Keynes 1973, 170-171). 금융시스템 발전의 역설은 투기적
동기로 인한 유동성 선호를 한층 강화시키며, 이와 함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균형화는 더
욱 불확실해진다는 것이다.
경제의 주체는 위의 여러 동기들 때문에 현금보유를 선호한다. 만약 이자라는 형태의 보상
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현금으로 보유되는 화폐를 끌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케인스는 이
자를 현금보유를 포기한 대가, 즉 유동성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설명했다. 즉 이자는 신고전학
파 경제학이 가정하듯이 소비하지 않은 행위, 즉 저축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화폐를 보유
(hoarding)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인 것이다(Keynes 1973, 170). 케인스에게 이자는 화폐 보
유자로 하여금 유동성 선호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프리미엄인 것이
다(Keynes 1973, 226).
케인스는 이자의 크기, 즉 이자율이 기본적으로 화폐시장에서 화폐의 공급과 화폐의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자율이 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
연하다. 케인스에 따르면 생산적 축적은 자본의 한계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을 때 진행되는데,
지속적인 생산과 더불어 자본의 한계수익률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이자율은 화폐의
속성에 내재되어 있는 유동성 선호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경향이 약하다. 따라서 이자율이 자
본의 한계수익률의 하락에 상응하여 장기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생산적 축적에 장애가 발
생한다(Keynes 1973, 234-236). 요컨대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야만 하는데, 이자율의 하방경직성6)과 비탄력성으로 말미암아 투자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등장하는 것이다. 화폐에 내재된 유동성 선호는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
를 더욱 부추기며 금융시장을 불안정 속으로 몰고 간다. 금융화, 즉 금융영역의 화폐적 축적이
실물영역의 생산적 축적으로부터 자립화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화폐적 경제”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화폐에 내재된 이 자기 파괴적인 힘 때
문에 균형과 안정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화폐는 경제에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
체계가 발전하면서 할수록 오히려 금융 불안정이 증대된다. 이 화폐의 파괴적 힘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고리대금업자” 또는 “기생적 자본”의 경제적 지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케인스는
시장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즉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개입만이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케인스는 중앙은행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비상브레이크”, “경
찰” 또는 “최고 감독자”로서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기생적 자본”에게 “안락사”를 처방해야 한

6) 이자율의 하방경직성은 화폐의 다음과 같은 특징에 기인하다. 첫째, 화폐는 쉽게 생산될 수 없다. 즉
화폐의 생산탄력성은 영이거나 극히 작을 뿐이다. 둘째, 다른 요소로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 화폐의
대체탄력성 역시 영이거나 아주 작을 뿐이다. 셋째, 화폐는 보관비용이 다른 재화에 비해 턱없이 낮기
에 유동성의 이익이 가장 크다(Keynes 1973, 22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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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강력히 요청한다(Mattfeldt 1985, 60). 케인스는 마르크스와 다른 경제학적 범주들을 사
용했지만, 화폐적․금융적 불안정이야말로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던 것
이다.

Ⅲ. 금융화에 대한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접근
1970년대 중반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시대”(Marglin/Schor 1991)가 종식된 이래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날로 거세지는 금융화와 금융 불안정을 지구 곳곳에서 목격했다. 1980년대 초반
이른바 “통화주의 쇼크”는 외채에 의존한 공업화를 시도했던 신흥 개발도상국들 및 국제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렸던 제3세계 저발전국들에게 “잃어버린 10년”을 가져다주었다. 1980년 12월
폴란드의 지불불능 선언으로부터 시작해, 1982년 8월 멕시코, 그리고 같은 해 11월 브라질로
확산된 1980년대의 “채무위기”는 이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다(Altvater 1987). 뒤이은 1990년대
는 “외환투기의 황금시대”였다. 1973년에서 1995년 사이 전체 세계 무역액이 약 세 배 증가한
것에 비해, 세계 외환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1973년 150억 달러에서 1995년 1조 2000억
달러로 무려 팔십 배가 뛰었다(맥낼리 2011, 153). 주요 화폐들이 교역과 투자를 매개하기보다
는 투기대상으로 전락하였다는 신호다. 달러 가치의 널뛰기, 유럽통화제도(EMS)의 위기, 멕시
코 페소화 위기, 그리고 원화의 대규모 폭락을 가져온 “IMF 사태”를 포함한 아시아 금융위기
는 이 시기 투기로부터 자유로운 화폐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2000년대에 들어 화폐적 축적은 실물경제의 성장으로부터 더욱 자립화되어 금융적 팽창은
극에 달했다. 1970년 약 12조 달러에 불과했던 지구적 금융자산, 즉 주식, 민간․공공채권, 은
행보유금의 규모는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인 2006년 말 약 194조 달러로 커졌다. 이는 같은 해
전 세계총생산액 48조 달러의 346%에 달하는 수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융 파생상품의 폭발
적 팽창이다. 이자와 관련된 퓨처,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의 발행 누계는 1987년 말 1조 3천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1993년에는 약 14조 달러에 달했다. 이 액수는 이미 같은 해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국내총생산의 합보다 더 큰 것이다(Altvater/Mahnkopf 1996, 160). 그러나 2007년
말이 되면 파생상품의 총액은 무려 525조 달러에 이른다(<표1> 참조). 전체 지구 총생산액의
열 배가 훨씬 넘는 화폐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오늘날 화폐․금융영역이 얼마만큼 실
물경제로부터 자립화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물론 파생상품 총액은 지구적 금융체계 내부 상호간의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파생
상품 발행이 이자보다는 거래 성립 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고 치더라도,
실물경제의 움직임과 동떨어진 엄청난 청구권의 존재는 상시적인 금융 불안정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예상치 않은 이자율의 등락으로 유가증권의 시세에 큰 변동이 생길 경우, 이 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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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금융자산 거품의 현황

2002년

2006년

전체 금융자산

106조 달러

194조 달러

은행 보유 자산

39조 달러

75조 달러

주가 총액

25조 달러

50조 달러

파생상품 총액

2007년 말: 525조 달러

그 중 증권시장에서 거래액

2007년 말: 80조 달러

Credit Default Swaps

2007년 말: 58조 달러

출처: Bischoff 2008, 42

기초로 만들어진 파생상품은 지대한 타격을 받고 휴지조각으로 전락―국가의 지원이 없을 경
우―함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지구적 금융위기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이
라는 금융혁신이 정보통신 영역의 새로운 기술발전과 결합하면서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커졌
다.7) 파생상품의 팽창과 같은 금융화는 금융영역의 움직임이 실물경제의 발전과 괴리되어 일
어난다는 의미이지, 금융영역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금융영역의 거품의 파열이 실물경제를 직접적으로 타격함은 최근 서브프라임 위기에서는 물
론, 모든 금융위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렇다면 금융화는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금융영역의 무분별한 팽창은 자본주의적 축적과
정 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금융화와 금융주도적 축적에 내재된 한
계와 딜레마는 어떤 성격의 것인가? 아래에서는 오늘날 금융화의 기원과 한계를 설명하는 비
판적 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이론적 흐름의 핵심적 논지를 재구성하려 시도한다.

1. 이윤율의 하락과 금융화
첫 번째 이론적 접근은 금융화를 무엇보다 이윤율의 하락, 즉 실물경제의 정체와 관련된 현
상으로 이해한다(브레너 2002; Henwood 2003; Mattfeldt 2005; Roberts 2009). 주지하듯이 이윤
율은 일정한 자본의 투자로 부터 얻을 수 있는 현재 이윤의 규모는 물론, 미래 이윤의 기대치
를 제공하기에 투자와 고용의 증가 및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기업 또는 자본

7) 이미 1990년대 이래 많은 학자들과 금융계 인사들이 파생상품의 파괴적 잠재력에 대해 경고했지만 경
청되지 않았다. 예컨대 뉴욕의 은행가이자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부총재 후보에 올랐던 펠릭스 로하틴
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 있다. “이 잠재력은 연쇄작용을 통해 순식간에 전세계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있게 한다. 세계금융시장은 차라리 원자력무기보다도 사회안정 측면에서는 더욱 위협적이
다”(마르틴ㆍ슈만 1997, 17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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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산의 주체인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윤율의 저하는 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실물경제의 정
체를 가져온다. 이윤율의 저하로 말미암아 실물영역에로의 투자출구가 막히면 자본은 금융영
역에로 도피함으로써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하려 시도한다는 것이 이 접근의 핵심적 논지이다.
이론적·역사적으로 좀 더 상세히 이 접근을 살펴보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무엇보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서 찾았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보다 많은 이윤을 놓고 벌어지는 끊임없는 경쟁의 체계이며, 이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단위당 생산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단위당 생산비용의 하락은 임금의 인하나 노동일의
연장, 즉 절대적 잉여가치의 확대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임노동관계
의 제도적 조절이 정착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자본은
보다 효율적인 기계설비에 투자함으로써 단위당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 즉 기계설비의 도
움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보다 앞선 기술을 도입해 초과이윤을 얻으려는 자본의 노력, 그리도 또한 경쟁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생산방식을 채택하는 과정은 자본주의 경제를 매우 역동적으로 만든다. 즉
기계화가 진전되고 대규모의 자본집약적인 공장이 일반화된다.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은 고도의
자본화, 즉 제품 한 단위당 보다 많은 고정자본을 투하하면서 진행된다.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
리자면, 이 과정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8)를 가져온다. 요컨대 단위당 생산비용을 낮추
기 위한 자본의 경쟁은 고정자본의 투하비용을 증가시키지만, 특정 시기의 기술적 수준이 일
반화되면서 고정자본 비용의 증가만큼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바로
이윤율의 하락이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비판적 정치경제학 내부에서도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9) 주목할 사실은 마르크스 역시 이를 “경향적(tendenziell)”으로 표현했으며, 이
윤율의 저하를 상쇄하는 여러 반대 요인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자본은 이윤율의 저하를 이윤량의 증가를 통해 만회하려 시도한다. 동시대에 마르크스는 노동
착취의 강화와 임금의 하락에 우선적으로 주목했고, 또한 불변자본 요소의 하락 및 해외무역
을 통해서도 이윤율의 저하는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Marx 1964, 242-250). 그
러나 임노동관계의 조절10)이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으로 자리 잡은 20세기 중반의 역사적
8)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고도화가 자본의 가치적 구성의 저하, 즉 기계
설비 가격의 하락에 의해 상쇄되지 않을 경우 일어난다(Marx 1964, 150).
9) 이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저술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인리히는 네오리카르디언
(neo-Recardian)적인 스라파(Piero Sraffa)의 모델에 기반해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반박하
려 시도했던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 오키시오(Nobuo Okishio)의 정리를 재해석하며 비판하고 있다
(Heinrich 2003). 크뤼거의 저술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옹호하면서 기존
의 논쟁을 정리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연구이다(Krüger 2010).
10) 복지국가 또는 사회국가로 알려진 경제에 대해 강력한 개입을 수행했던 국가의 핵심적 목표는 총수
요관리정책을 통해 국내경제적 수요와 국민경제적 임금수준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실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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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이윤율의 저하는 주로 불변자본 요소의 하락, 즉 생산설비 가격의 하락 및 해외무역
의 팽창을 통해 상쇄되어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개막된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는 1970년대 중반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눈부신 성장과 장기호황을 구가함으로써 사실상 금융화를 경제무대에서 퇴출시켰다.
그런데 이 “경제팽창은 선진자본주의 경제가 높은 이윤율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
에 발생한 결과였다. 높은 이윤율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높은 이윤율을 통해서 선진자본주의 경제는 일정 금액의 설비와 장비(자본스톡)을 투입하여
비교적 대규모의 잉여를 생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대규모의 잉여 덕분에 선진자
본주의 경제는 높은 투자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따라서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실질임금
도 이윤을 위협하지 않는 상태에서 급격히 증가할 수 있었다”(브레너 2002, 44).
그렇다면 전후 몇 십 년 동안 선진자본주의 경제는 어떻게 높은 이윤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답은 기계설비 가격의 하락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차단하고 있었다는 데에 있
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놀랄만한 성공을 거둔 포드주의적
노동조직 원리는 노동의 극도의 단순화 및 이 단순노동의 일관생산 공정에로의 결합에 기초하
고 있었다. 이 노동조직 원리는 노동자의 대다수로부터 창조적 작업의 가능성을 박탈하며, 생
산성 상승의 원천을 오로지 기술자나 생산관리자의 활동에만 집중시켰다. 이 상황에서 생산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까지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교한 기계설비를 도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계설비의 증가는 포드주의적 생산체계 확산의 필연적 결과였다. 다행히도
“황금시대”의 기적은 기계설비를 생산하는 산업부문의 생산성이 충분히 높아 기계가 싼 가격
에 공급되었다는 데에 있었다. 즉 기계의 총량은 증가하지만 기계의 가격은 생산성 상승에 의
해 하락함으로써 이윤율의 저하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서야 실질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이윤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안정적인 이윤율과 규칙적인 축적리듬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설비재를 생산하는 부문의 생산성이 정체 또는 하락한다면 포드주의적 노동조
직 원리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이 “황금시대”가 저물기 시작하
면서 등장했다. 즉, “1960년대 중반 이래로 생산성 상승의 둔화가 1인당 자본가치의 상승을,
즉 마르크스의 용어로 말한다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초래했다. 실제로 이 시기 이
래로 생산성의 상승은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고도화, 즉 1인당 고정자본량의 증가를 상쇄하는
데 실패해 왔다”(리피에츠 1991, 67). 그리고 그 결과는 이윤율의 하락11)이었다. “1965년에서

금의 상승이 경제성장의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다양한 노동권적 규제들, 사회보장체계의
지원, 노동시장적 조치들이 20세기 중반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도입되었다.
11) 이윤율의 하락에는 국제적 경쟁의 심화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1960년대 말의 주목할 임금
인상에 주목해야 한다(암스트롱ㆍ글린ㆍ해리슨 1993,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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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사이에 미국 제조업 부문의 자본스톡 이윤율은 43.5% 하락했고, 세계 제조업 전체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 G-7의 제조업 부문 전체의 이윤율은 25% 하락했다”(브레너 2002, 55).
이윤율의 하락에 대한 자본의 대응은 직·간접 노동비용을 줄여 이윤량을 만회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황금시대” 종식 이후 선진자본주의 곳곳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임금
인상이 억제되는 경쟁지향적인 임금정책이 관철되어 갔다(Schulten 2004, 194 이하). 또한 직접
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을 강화하는 조세체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기업의 보다 많은 투자를
자극한다는 명분으로 법인세의 포괄적 인하 및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도입되었
다. 전체 가계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이윤 및 자산소
득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한편 제조업 부문의 이윤율 정체가 심화되자 선진국 정부들은 금융영역으로의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하려 시도했다. 금리상한선이 폐지되었고, 금융기관의 타 업종 진출
에 대한 규제도 철폐되는 등 광범위한 금융규제 완화조치가 도입되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
은 “황금시대”에 꽤 엄격하게 유지되던 자본통제를 없앴다. 금융규제가 풀리면서 금융화는 급
속하게 진행된다. 특히 강력한 통화주의적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차단함으로써 화폐자산
을 보유하는 것을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선진자본주의 경제의 주식시장,
기업의 인수합병,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서 금융거품이 부풀어 올랐다. 이러한 투기적
활동에 거액을 제공한 은행들의 취약성도 갈수록 커졌음은 물론이다(브레너 2002, 80 이하).
“검은 월요일(Black Monday)”로 알려진 1987년 10월 19일, 단 하루 만에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가 22%가 넘게 폭락했던 사건은 신자유주의 시대 금융 불안정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브레너의 연구는 물론, 포스터와 맥도프 역시 금융화를 기본적으로 실물경제
의 정체의 결과로 파악한다(Foster/Magdoff 2009). 이들에 따르면 “황금시대”의 종식 이후 이윤
율의 저하로 말미암아 실물경제로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감소하였고, 생산영역이 정체하자 자
본은 금융영역으로 도피처를 찾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는 무엇보다 이윤
율의 저하에 따른 실물영역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파악된다. 즉 실물영역에서 충분
한 수익성을 제공하는 투자의 출구가 부족하기에 잉여자금은 금융투기로 유입되고,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금융영역의 거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뒤이은 거품의 파열은 다시금 실물영
역의 침체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물론 이 악순환의 과정 속에서도 국면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이윤
율 변화를 추적한 브레너의 연구는 1980년대 초반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힘입어 1985년 이후
제조업이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을, 그리고 1990년대 초반의 불황을 겪고 1993년 이후 실물경
제가 빠르게 회복했던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회복은 “황금시대”의 장기호황과 비교할
수 없는 길어야 3~4년의 단기적인 회복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IT 거품의 파열 이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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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불황은 주택가격의 거품과 주택경기의 활성화 덕택에 회복하지만, 2006년 이후 다시 하
락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국면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는 명백하다. 2001년
에서 2007년 사이 미국 민간기업의 이윤율의 평균 수준은 10%로서 1960년대 평균 14.6%에
비해 70% 수준에 불과하다(정성진 2009; 정성진 2010, 267). “황금시대”의 종식 이후 자본은
임금비용의 축소와 금융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이윤율 저하에 대응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윤율
회복은 실패했으며 금융영역의 거품만 날로 커지면서 최근의 서브프라임 위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한편 브레너의 분석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출되었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에서 이윤율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작업을 시도한 여러 연구들은 대체로 “황금시대” 마감기의
이윤율 저하에 대한 브레너의 분석에 동의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재편이 감행되면서 이윤율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의 금융위기 이전까지 장기상승을 이
어갔음을 강조하고 있다(뒤메닐/레비 2009). 모실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007년 위기 발발 직
전의 이윤율이 “황금시대”의 수준을 회복했거나 이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Moseley
2009).

2. 금융화와 금융 불안정
두 번째 이론적 접근은 화폐적 제약(monetary constraints)에 대한 케인스의 논의를 이론적으
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오늘날 자본주의의 거시경제적 문제들의 분석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흔히 포스트케인스주의12)로 통칭되는 이 이론적 흐름 중에서 여기서 특히 주목하려는 것은
화폐케인스주의(monetary Keynesianism)로 알려진 이론적 입장이다(Riese 1987; Minsky 1990;
Herr 1992; Betz 1993; Crotty 2003; Orhnaggazi 2008). 이 입장은 화폐에 의해 매개되어 작동하
는 자본주의적 시장들이 기본적으로 위계적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즉 화폐시장 또는 자산
시장은 노동시장이나 생산물시장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후자를 화폐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이윤율의 하락, 즉 실물경제의 정체로부터 금융화를 설명한 첫 번째 접근과 달리, 두 번째 접근
은 오히려 금융화가 실물경제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한다. 화폐에 내재된 불안정과
자기 파괴적 속성이 경제의 구조적인 기형적 발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구춘권 2010,
227-229).
『고용, 이자 및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케인스만큼 화폐가 자
본주의 경제과정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분석한 학자도 없다. 케인스는 자본주의를 기본적으
12) 포스트케인스주의는 신고전학파적인 효율적 시장가설에 비판적이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안정화
를 위한 케인스의 정책적 제안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하나의 단일한 이론적 흐름으로 지
칭하기에 상당히 폭 넓은 이론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Dietrich 1987; King 2002). 포스트케인스주
의 내부의 상이한 이론적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Hoffmann 1987; 구춘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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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화폐경제로 파악했다. 즉 화폐가 경제의 구성요인으로 기능하면서 경제적 동기와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가 자본주의인 것이다. 따라서 화폐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장기적으로나 단
기적으로나 경제과정은 예견될 수 없다(Keynes 1973a, 408-409). 화폐경제인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에서 시장가치 및 가격은 결국 화폐의 형태를 통해 나타나고, 시장관계 및 경제과정은 화폐
소유자의 행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움직
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화폐케인스주의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한영빈 2008, 13).
그런데 화폐에 의해 매개되어 작동하는 자본주의의 시장들은 동등한 것이 아니다. 눈 깜박
할 사이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화폐를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유통시키는 자산시장이, 작
업장이란 공간에 구속되어 더디게 움직이는 노동시장을 압도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자본
주의의 시장들은 화폐의 규모, 화폐의 유통속도, 그리고 화폐의 영향력에 있어서도 위계화 되
어 있다. 요컨대 화폐경제의 상층부에는 자산시상이, 중간에는 재화시장이, 그리고 맨 밑에 노
동시장이 존재한다(Riese 1987). 위계의 상층부에 있는 자산시장은 이자율을 지렛대로 재화시
장과 노동시장을 화폐적으로 제약한다.
주지하듯이 자본주의적 경제과정의 핵심은 기업의 투자이다. 투자야말로 일자리는 물론, 미
래의 잉여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생산적 소비이다. 기업은 투자를 위해서 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이 자본의 조달은 자산시장의 상황에 의존한다. 기업의 투자는 기대이윤율과 자산시장
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이자율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자율은 자산시장에서 중
앙은행과 일반은행, 그리고 화폐자산소유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과정에서 화폐자산소유자는 항상 자기 자산을 손실로부터 보호하려 시도한다. 이 때 자
산소유자의 행위는 자산가치의 보전과 자산가치의 증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Herr
1992, 13). 미래의 자산증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화폐자산소유자는 자산가치를 보전하려
시도할 것이다. 그 결과 유동성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자율이 오르게 된다. 반대로 미래의 자산
증식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유동성 선호도를 낮추고 이자율을 떨어뜨린다.
화폐자산소유자들의 화폐자산 보유 여부는 미래에 대한 기대에 크게 의존하기에, 유동성은
항상 투기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비관적일 경우, 중앙은행의 팽창적인
화폐정책조차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즉 “유동성 함정(liquidity-trap)”에 빠지는 경
우도 등장한다. 화폐자산소유자들은 자산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하기보다 현금을 보유한
다.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제외하고는 채무불이행의 위험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다. 새롭게 공급되는 화폐가 실물경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금고에 묶여버리는 것이
다. 화폐케인스주의는 사적인 화폐자산소유자의 유동성 선호에 의해 지배되는 자산시장의 불
안정성 때문에 화폐경제에서 장기적인 지표의 수립이 어렵고, 전체 경제과정이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한영빈 2001, 250).
최근의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작고한 화폐케인스주의자 민스키(Hyman P. Minsky)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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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설명모델은 다시금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Braunberger 2007; Cassidy 2008). “민스키 역
설(Minsky-Paradoxon)”, “민스키 모멘트(Minsky-Moment)”, “민스키 붕괴(Minsky-Kollaps)”로도
알려진 이 모델은 금융위기의 메커니즘을 화폐케인스주의의 관점으로부터 설명한다(Minsky
1990). 민스키는 금융위기의 발생을 안정적 금융, 투기적 금융, 폰지 금융으로의 단계적 발전으
로 파악한다.
처음에 투자자는 안정적인 금융방식을 선호한다. 투자를 통한 수익은 나중에 신용을 변제하
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그런데 호황기의 도취는 점차 위험부담이 큰 융자계획을 실행하도록
만든다. 투기적 금융도 매력적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투자수익은 신용에 대
한 이자를 지불하는 데 급급하며, 기존의 채무는 새로운 신용을 얻지 않고서는 변제되기 어렵
다. 급기야 투자자는 “돌려막기”식인 폰지 금융과도 유사한 “눈덩이체계(Schneebalsystem)” 속
으로 빠져든다.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용을 얻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최후의 투자수익이 채무와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를 가지고 과도한 신용을 기꺼이 수용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도한 신용이 일반화되면 경제는 보다 불안정해진다. 이 상태가 되면
일견 사소한 쇼크조차 잠재적 불안정을 표면화시키면서 금융위기를 촉발한다. 이 금융위기는
순환적 성격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용수축에 의해 이전의 투자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총수
요가 감퇴한다면, 위기는 구조적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이 구조적 위기
의 전형적 예이다. 최근의 금융위기가 당시와 같은 극적인 붕괴로 치닫지 않는 것은 수조 달러
에 달하는 국가의 구제금용과 경기부양책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국가는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3. 금융화의 한계와 딜레마
세 번째 접근은 조절이론 및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이론적 흐름으로부터 나왔
다(Aglietta 2000; Boyer 2000; Stockhammer 2007; Hein/Vogel 2008; Stockhammer 2008). 조절이
론의 핵심적 구상은 사회세력들 또는 계급들 사이의 갈등과 투쟁 및 이의 정치적․국가적 매
개과정을 “조절(regul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경제적 축적과정에 연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금융화는 “황금시대”의 종식 이후 정치적·사회적 세력관계의 심원한 변
화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즉 사회적 합의와 “계급타협”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연대 및 기회균
등의 담론을 통해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정치적·사회적 헤게모니 블록이 쇠퇴하고, 시장의 자
유 및 개인의 업적과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세력의 연합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이
오늘날 금융화의 정치적·사회적 배경이다.
주지하듯이 이 새로운 헤게모니 블록은 공급 측에 대한 지원, 통화주의적 화폐안정화, 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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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민영화, 자유화, 지구화, 현대화 등 다양한 이름 아래 펼쳐진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통해 기
존 국민국가의 행위영역을 광범위하게 재편하였다. 즉 기존 조절양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
난 것이다. 새로운 조절양식은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증대시킴
으로써 축적체제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브와예는 이 새로운 축적체제를 “금융주도적 성장
체제(finance-led growth regime)”로 지칭했고(Boyer 2000), 슈톡함머는 “금융지배적 축적체제
(finance-dominated accumulation regime)”로 명명한 바 있다(Stockhammer 2007). 그렇다면 금융
화, 즉 금융주도적 축적은 구체적으로 자본주의의 제도적 형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우선 기업적 차원에서 주주가치의 극대화가 관철됨으로써 기업 거버넌스에 큰 변화가 일어
났다. 높은 배당성향, 그리고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적 경향은 신자유주의의 첨병 역할을 했던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흔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 알려진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에
서도 뿌리를 내렸다(Bischoff 2003; Bischoff 2008, 61-62). 선진자본주의 경제는 물론 신흥 공
업국들에서도 주식시장이 팽창하면서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커졌다. 많은 기업들이 장기적 성
장보다는 단기적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경영체제로 전환했다.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할당이나 단기성과에 따른 보너스 보상과 같은 제도의 도입은 단기적 이윤 추구를 보다 강화
시켰다.
금융화는 기업 차원에서 주주가치의 지향을 일반화시킴으로써 기존의 이윤과 투자의 배분
관계를 변화시켰다. 이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하락하는, 이윤에 대한 투자의 지체 현
상이 발생했다. 예컨대 1970년대 유럽연합 평균치로 이윤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47%였지만,
1990년대와 그 이후 이 수치는 44%로 하락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대서양 건너
편의 미국에서 이 수치는 평균보다 더 하락했다(Stockhammer 2007, 645). 투자의 쇠퇴는 또한
이자율의 상승과도 관련이 있다. 즉 이자율이 오르면서 이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사
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점차 줄어든 것이다(뒤메닐ㆍ레비 2009; Crotty 2003). 나아가 환율변동
폭이 커지면서 투자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투자를 꺼리게 되는 상황도 투자의 쇠퇴에 기여했
다(Stockhammer 2007, 646).13)
한편 노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화 전략이 구사되었다. 다운사이징, 하청의 적극적
활용, 공장 분할, 외주와 같은 외부적 유연화를 추구함은 물론, 이윤센터, 비용센터, 미니공장,
비즈니스 유닛(business unit) 등과 같은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단위를 구축함으로써 탈중앙화를
13) 투자의 지체 또는 투자율의 하락은 당연히 경제성장률을 낮춘다. 신자유주의가 약속했던 경제성장의
회복과 대량실업의 해결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현실이 아니었다.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1960년대에
3.5%에 달했고, 어려웠던 1970년대도 2.4%를 기록했지만,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1980년대와 90년대
1.4%와 1.1%를 기록했을 뿐이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세계경제는 거의 1%에 불과한 성장률을 보이
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무력했음을 보여준다(하비
2007, 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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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내부적 유연화의 시도도 등장했다(Dörre 2001, 87). 외부적이건 내부적이건 유연화의 목
표는 임금비용의 절감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금융화는 거시경제적 차원에서도 소득배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일찍이 아민이 화폐화
(Monetarisierung)라고 지칭했던 국민소득의 배분이 화폐자산소유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Amin 1997, 77). 국민소득에서 이자, 배당, 자본소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졌고, 임금몫은 정체하거나 하락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
자. 상위 0.1%가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8년 2%였지만 1999년에는 6%로 증가했
다. CEO의 봉급을 충당하기 위한 노동자의 평균 숫자는 1970년 1명당 30명이었으나, 2000년
에는 거의 500명으로 늘어났다. 상위 1%가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 역시 급상승해 20세기
말 무렵에는 15%에 달했다. 이 수치는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부동산세의 단계적 철
회 및 투자 및 자본소득에 대한 감세조치로 인해 2000년대에 들어 더욱 커졌다(하비 2007,
33-34). 1973년에서 2006년 사이 미국의 상위 1%의 가계소득은 38만 6천 달러에서 120만 달러
로 3.2배 증가한 것에 비해, 하위 90%의 가계소득은 3만 1,300달러에서 3만 700달러로 하락하
였다(홍장표 2010, 255). “황금시대”의 종식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경제성장의 수혜자는
상위 10%에 집중되었다는 얘기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임금몫의 하락은 저축율의 하락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초반
10% 가까이였던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0년대에 들어 2%
이하로, 그리고 2007년에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0.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심화된 금
융화는 중간층은 물론, 저소득층과 최빈곤층에게도 금융 접근성을 개방했다.14) 임금몫의 하락
이 소비자금융과 가계부채의 증가를 통해 보전되는 역설적 상황이 일반화된 것이다.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995년 93%에서, 1997년 107%, 그리고 2005년 135%로 증가했
다(Stockhammer 2007, 645). 2009년 말 미국은 한 가구당 평균 1만 5,758 달러의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다(맥낼리 2011, 202). 부채경제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부채의
반대편에는 청구권, 즉 금융자산이 존재한다.15) 금융자산은 당연히 수익을 낳는다. 1973년 미
14) 서브프라임 사태는 이 금융 접근성 개방의 약탈적 성격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서브프라임, 즉 비우량
주택융자는 특히 유색인종들에게 집중되었다. 2005년 워싱턴 D.C.의 비우량 주택융자 신청자의 70%
가 흑인이었다. 2006년 뉴욕의 경우 흑인은 비우량 주택융자 신청의 41%를 차지했고, 라티노는 29%
를 차지했다. 그런데 비우량 주택대출자의 60%는 법적 의무조항이 덜한 일반 주택융자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터무니없이 불리한 상환조건을 충족시키기 위
해 갖은 애를 써야 했던 것이다. 1998년에서 2006년 사이 비우량 주택융자를 신청한 흑인 가계들은
710∼930억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라티노 가계들도 비슷한 타격을 입었다. 라티노 중위계층의 소득
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맥낼리 2011, 206-207).
15) 부채가 증가하면 그 반대편에 당연히 화폐자산이 증가한다. 부채와 자산은 항상 동전의 양면이다. 부
채의 양에 놀라거나 흥분하는 사람은, 화폐자산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국가의 부채
증대를 비난하는 사람은, 사적 화폐자산의 증가 역시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
(Altvater/Mahnkopf 1996,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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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금융수익은 전체 이윤의 16%에 불과했지만, 2007년 이 수치는 미국경제 총 이윤의 41%
로 상승했다(맥낼리 2011, 141).
금융화는 금융자본의 활동반경을 산업자본에 대한 대출과 투자라는 본래적 업무로부터 가
계대출은 물론, 국채․주식․부동산․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로 대폭 확장했다. 채권, 주식,
부동산 및 여타의 담보증권 등이 금융시장에서 대규모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금융
자본이 취할 수 있는 수익의 원천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즉 산업자본의 잉여가치의 일부로서
이자를 획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전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을 “탈취
(dispossession)”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하비의 지적처럼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탈취에 의
한 축적”의 비중이 금융화와 함께 커지고 있다(하비 2005, 142-148). 법인 사기와 신용 및 주가
조작에 의한 자산 탈취, 폰지 사기, 합병과 인수에 의한 자산 삭감, 헤지펀드와 여타 금융기관
들에서 행해지는 투기적 탈취, 서브프라임 융자나 신용카드 채무와 같은 약탈적인 가계부채는
“탈취에 의한 축적”의 전형적 예이다. 금융시장의 지구적 확대와 더불어 등장하는 또 다른 부
정적 현상인 “검은 돈”의 세탁, 자본도피, 오프-쇼어(Off-shore)를 통한 탈세 등도 더 이상 간과
할 문제가 아니다(Altvater/Mahnkopf 2002, 223-228)
금융화는 가계의 저축방식 역시 크게 변화시켰다. 다수의 가계는 그들의 금융자산을 은행저
축보다는 주식의 소유 또는 주식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의 형태로 전환시켰다. 특히 인구 고령
화의 압박에 직면한 여러 선진국 정부들은 기존의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면서 연금체계를 부
분적으로 민영화하였다. 민간 연금보험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었고, 기업들의 연금펀드 조
성 역시 장려되었다(Beckmann 2003, 69-72). 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이 기관투자가란 이름으로
금융시장에서 거대한 화폐권력을 형성하면서 실물경제를 압박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은 대단
히 역설적인 사실이라 할 것이다.
금융화는 물론 상황에 따라 경제성장과 양립할 수도 있다. 예컨대 화폐자산소유자가 높은
소비성향을 보이거나―물론 케인스는 이를 믿지 않았다―,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와 부채 차입
이 추가적인 소비를 유발함으로써 투자를 자극하는 경우, 금융화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Aglietta 2000; Boyer 2000). 그러나 금융주도적 성장 또는 금융화와 연관
된 호황이 얼마만큼 불안정하고 지속하기 어려운 성격의 것인지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이 경험
한 세 개의 금융호황이 잘 보여준다. 우선, 1980년대 적대적 인수․합병, 주주가치 극대화, 그
리고 가차 없는 구조조정이 만들어낸 주식시장의 붐은 1987년 10월 “검은 월요일”로 끝났다.
두 번째, 1990년대 중후반의 NASDAQ 붐은 2000년 “닷컴 버블”의 극적인 파열로 마감되었다.
세 번째, 모기지 대출의 증권화와 파생상품화에 힘입은 2000년대 부동산 붐은 2007년 8월 이
후 지구적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 세 호황의 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융화가 설령 어느 정도 경제성장의 자극으로 작용
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훨씬 더 큰 후유증을 야기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절이론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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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대 견해가 만만치 않은 금융주도적 성장은, 그것이 작동한다고 해도 대단히 불안정한 기
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결국 부채는 변제되어야 하는데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용의 확대는 문제를 미래로 연기하며 첨예화할 뿐, 결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소비자 신
용의 극적인 확대를 통해 수요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했던 1920년대 미국의 경험은 세계경제대
공황이라는 끔찍한 파국으로 종결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Ⅳ. 나오는 말
20세기 말은 경제학의 신화의 시대였다. 시장의 자기치유 능력과 효율적 자원배분 능력을
가정했던 신고전학파적 교리는 경제 현실이 이와 충돌할 때조차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효율적 시장가설이 맹위를 떨친 것은 신고전학파적 교리의 이론적 설득력 때문만은 아
니었다. 오히려 신고전학파적 교리는 시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 모든 경제 현상을 주관적 선호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피와 땀과 눈물이
베인 인간의 경제활동을 방정식과 함수의 숫자행렬로 치환할 때, 시장은 일종의 신기루가 되
어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 받았다. 신고전학파적 교리는 자유시장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매우 추상적인 경제학적 언어로 설파했기 때문에 위력을 발휘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지구적 금융위기는 경제학의 신화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론
은 잿빛일지라도 현실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이다”라는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서 메피
스토의 대사는 신고전학파적 교리에서 출발한 오늘날 주류 경제학이 새겨들어야 하는 경구이
다. 현실의 불안정과 현실의 위기로부터 동떨어진 세계에서 만들어진 “잿빛” 이론들은 금융위
기라는 처참하게 “푸르른 생명”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수많은
경제저널과 신문들이 “케인스의 복귀”를 외치며 때때로 마르크스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
연이 아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케인스는 시장의 참혹한 실패를 메우기 위한 변통수이거나 “채무의 국유
화”를 포장하기 위한 장식으로 취급될 수 없다. 역사적 맥락과 상황은 변했어도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문제의식과 시각은 오늘날 금융위기를 이해하는 데에 대단히 유효한 관점을 제공한
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접근은 나름대로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문제의식을 오늘날 금융화의 기원을 진단하고 그 한계를 파악하는 데에 적용하고 있다. 그렇
다면 이들의 금융화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어떤 정치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
금융화는 단순한 경제현상으로서, 경제학의 한 측면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화는
사회적 갈등의 외부에 존재하는 경제적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모순과 분열을 구성하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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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일부이다. 특히 금융체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 불안정은 더욱 커진다. 오늘날
금융자본은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전통적 금융영역은 물론 원유, 원자재, 식량과 같은 실물경
제 및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재화를 볼모로 삼아 투기적 소득을 올리고 있다. 원래 안전을 담
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생상품이 그 규모가 수백 배로 커지고 통제되지 않으면서 얼마만큼의
위험을 낳는지는 이번 금융위기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선성을 강조한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문제의식은 오늘날 금융화의 해
결책을 찾는 데서도 유의미하다. 금융화의 파괴력은 금융화가 정치적으로 조절되고 제한될 때
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화에 대한 시급한 대응은 금융자본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흔히 “토빈세”로 알려진 외환거래세의 도입,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의 강화, 오프-쇼어 은행들
의 활동 제한 등의 비교적 간단한 조치로부터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 화폐들의 태환성 제한에
이르는 보다 급진적인 조치들까지 금융화를 억제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정치적으로 모색되어
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은 금융영역과 실물영역의 새로운 균형을
창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자본주의의 미래의 핵심적 관건은 금융영역의 재규제뿐만 아
니라, 결국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재균형화의 문제이다. 그런데 시장 스스로는 이 균형을 결
코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직 강력한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만 불균형의 교정이 가능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무슨 수단에 의존해, 어떤 담론을 통해 설득하면서 금융화를 제한하고, 금융자
본을 실물경제로 환류시킬 수 있는가의 해답을 찾는 것에 자본주의의 미래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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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ancial Crisis and Critical Political Economy:
Theoretical Approaches on Causes and Limits of
Financialization and Finance-led Accumulation

Koo, Choon-Kweon
(Yeungnam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theoretical approaches of political economy and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those theories that put forth new views on the recent financial crisis by claiming different
perspectives from those of moral laxity or market failure. Far from the ideas of mainstream economics
purporting strong conviction about efficient market hypothesis, those theories assess the capitalistic
economic process as a process of fundamentally containing unstability, imbalance and potential
vulnerability to the crisis. Commonly known as critical political economy in terms of sharing basic
theoretical premises antithetical to the mainstream economics, they investigate and approach the causes
of financial crisis not simply from the perspective of failure of economic policies and practices. Rather
they understand it as either of the embodiment of structural contradiction of capitalism or the matter
related to the fundamental role change of finance itself. According to the diagnosis of the critical
political economy, qualitatively different capitalism from the previous one comes forth due to the
dominating force of finance in the accumulation process of capitals and the recent financial crisis is the
prognosis that shows the limits and dilemmas of the financialization under way.

Key Words: financialization, finance-led accumulation, financial crisis, critical politi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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