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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자본주의의 금융화와 유로위기의 동학*
2)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면서 유로위기의 복합적인 배경을 조명하고,
유로위기의 동학과 그 특징을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 초국적 축적체제로서 유로자본주의의 형
성과정에 주목하면서 그 구성적 결함을 파악하려 시도한다. 유로자본주의는 매우 독특한 형태
로 구성되었다. 경쟁정책과 화폐정책과 같은 축적체제의 시장중심적 재편을 촉진하는 초국적
조절양식은 강력한 권능을 부여받은 것에 비해, 시장중심적 재편이 야기할 긴장과 문제점을 교
정할 구조정책이나 사회정책은 저발전되어 있거나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은 초국
적 조절양식의 비대칭적 발전의 결과, 유로자본주의는 상당한 불안정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이 유로자본주의의 금융화를 어떻게 추동하였는지를 추적하며 재구성
한다. 유럽연합의 금융시장은 1990년대의 경쟁적 탈규제화, 그리고 2000년대의 통합과정을 거
치면서 지구적 자본주의의 금융적 흐름, 즉 달러-월스트리트-체제(Dollar-Wall Street-Regime)에
깊숙이 연계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이 상당 부분 미국의 금융시장
혁신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시작한 금융적
대참사가 유럽으로 곧 바로 전이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이 금융적 안정
망의 확보보다는 미국을 모델로 한 금융적 경쟁력의 제고와 금융혁신을 우선적인 목표로 했다
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셋째, 유로위기의 동학과 그 특징을 분석한다. 유로위기는 일반적인 금
융위기의 동학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다른 금융위기들에서처럼 국가가 사실상 무
제한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극적인 붕괴의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다. 바로 이 때문에 유로위
기는 은행위기 및 금융위기가 국가의 재정위기로 전화되는 모습을 취한다. 유로위기는 유로자
본주의의 과도한 시장중심적 방향으로의 발전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유로존의 구성적 딜레마를
표출하고 있다. 유로존에 하나의 기준 이자율만을 정하는 유럽중앙은행의 제도적 배치와 권한
은 흑자국들과 적자국들 사이의 경쟁력과 경상수지의 격차라는 구조와 충돌하고 있다. 유럽중
앙은행의 화폐정책은 경상수지 적자국들에서는 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보다 낮은 경제성장
률이, 그리고 흑자국들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등장하는 것을 완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하
고 있다. 유로위기는 유로가 회원국들을 경제적으로 수렴시킴으로써 유럽을 통합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분열시키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유로위기, 유럽통합, 유럽연합, 금융위기, 금융화, 금융시장 통합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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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90년대에 단일시장과 공동화폐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질적으로 심화된 유럽통
합은 2000년대에 들어 동유럽 여러 국가들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지리적
으로도 주목할 팽창을 경험하게 된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2000년 3월, 리스본에 모인
유럽 정상들이 2010년까지 유럽연합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경쟁력 있는 지식
경제 지역으로 변모시킬 것을 결의했을 때, 이는 단지 공허한 약속으로 들리지 않았다.
이른바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으로 알려진 이 시나리오는 당시 유럽연합이 추진하
던 교육·지식·기술·정보체계의 혁신과 더불어 무엇보다 금융시장의 통합 및 역동적인
발전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 금융시장 통합은 단일시장과 공동화폐의 실현 이후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부상했다. 이미 1998년 카디프에서 열린 유럽정상회담은 금융서비스
영역에서도 단일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작성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1999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로의 완전한 이득을 수확하고, 유럽연합 금융시장
의 지속적인 안정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42개 영역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1999). 금융서비스행동계획(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 FSAP)으로 지칭된 이 계획은 2005년까지 공동의 조절에 기반을 둔 통합된 금융시
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유럽통합은 금융시장 통합 덕택에 새로운 세기에 들어
서도 그 역동성을 잃지 않았다.
1990년대 유럽연합의 금융시장이 1988년 바젤 합의(Basel Agreement)를 구체화시키는
일련의 지침들을 통해 자유화와 경쟁적 탈규제화의 단계를 경험했다면, 2000년대 유럽연
합의 금융시장은 금융서비스행동계획을 구체화하는 지침들이 관철되면서 통합의 단계로
들어섰다. 통합된 금융시장은 단일시장과 경제화폐연합(EMU)이 완성되면서 기존의 국민
국가적 축적체제와 뚜렷이 구별되는 초국적 축적체제로서 모습을 갖추어가던 유로자본주
의(Euro-capitalism)에게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금융시장의 통합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단계를 넘어 이제 금융이 주도하는 생산 및 사회관계의 재편을 본격
적으로 추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들은 통합된 금융시장으로부터 용이
하게 위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기에 생산구조의 혁신과 현대화에 기여할 것이다. 기업의
운영은 이제 통합된 자본시장의 반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에 보다 비용절약적
인 방식으로 합리화될 것이다. 사적 연금이나 보험과 같은 개인의 저축은 통합된 금융시
장에서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것이기에 개인의 삶 또한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요컨대 금융시장의 통합은 생산구조와 기업의 운영은 물론, 개인의 삶과 미래의
설계에 이르기까지 금융주도적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즉 생산의 사회적 관계
들(social relations of production)의 금융화1)는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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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 지구적 금융위기와 2009년 말 이후의 유로위기는 지구적 자본주의는 물론,
특히 유로자본주의의 금융화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금융화는 경제적 합리화와 금융혁신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파괴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 잠재력은 연쇄작용을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를 파멸의 구렁텅
이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2)을 최근의 지구적 금융위기와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유로
위기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유로위기는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이 유로존 금융영역
의 지속적인 안정과 경쟁력의 확보보다는 오히려 금융적 파괴력의 파급과 확산에 기여했
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이다. 유로는 집행위원회의 전망처럼 금융시장의 통합을 통해
자신의 완전한 이득을 수확한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유로존은 리스본
전략의 목표처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경제로 탈바꿈된 것이 아니
라, 심각한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분열에 노출되어 있다. 유로위기와 함께 유럽통합은 지
금까지 자신의 역사에서 경험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유로위기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존 주변 국가들의 채
무위기로 표출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단순한 국가채무 위기가 아니다. 예컨대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과 2007년만 해도 재정흑자를 내고 있었으며, 공공부
채의 비중도 2007년 국내총생산의 36.3%(스페인)와 24.9%(아일랜드)에 불과할 정도로 매
우 낮은 수준이었다. 포르투갈의 공공부채 규모 역시 2007년 국내총생산 대비 68.4%로
이는 독일(65.2%)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흔히 공공부채를 남용하는 국가로 비
난받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수치도 2007년 각각 107.4%와 103.3%를 기록했고, 이는 과
거에 비해 약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요컨대 유로위기는 이들 국가에서 누적되어
가는 공공부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금융위기가 먼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국가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3) 따라서 유로위기를 제대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왜 금융위기가 발생했는지에 주목해야 하며, 국가채무의 증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1) 금융화는 일반적으로 국내경제는 물론 국제경제에서도 금융적 동기, 금융시장, 금융행위자, 금융제도들
의 역할이 증대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금융영역의 탈규제화, 파생상품과 같은 새로운 금융수단의 발달
과 팽창, 국제적 자본흐름의 자유화, 환율 변동폭의 확대,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들 비중의 증가, 주
가지수 등락의 심화, 주주가치적 지향과 기업 거버넌스의 변화,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용 접근성 확대
등은 금융화의 대표적인 현상들이다(Van Treeck 2009). 인간의 경제활동이 사회관계와 맞물려
(embedded) 진행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폴라니(Polanyi 2001)의 관점에서 볼 때 예컨대 “부자 되세요”
와 같은 광고카피에서 읽혀지는 화폐증식에 대한 심리적 갈망은 금융화의 중요한 사회적 징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러기에 “세계금융시장은 사회안정 측면에서 차라리 원자력무기보다도 더 위협적이다.” 이 발언은
1990년 대 중반 뉴욕의 저명한 은행가이자 미국 연방준비은행 부총재 후보에도 올랐던 펠릭스 로하틴
의 경고이다(마르틴/슈만 1997, 178).
3) 2013년 이들 국가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채의 규모는 그리스 175.1%, 이탈리아 132.6%, 포르투
갈 129%, 아일랜드 123.7%, 스페인 93.9%를 기록했다(Eurosta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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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위기는 사실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복합적인 원인들을 갖고 있다. 대중매
체의 흔한 설명방식은 유로위기와 같은 금융위기를 인간의 탐욕이나 도덕적 해이의 결과
로 치부하지만, 이는 문제의 정확한 진단이 아님은 물론이다. 인간의 탐욕은 과거에도 있
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런 식의 설명은 금융위기를 인류의 숙명으로 만들
어버리기 때문이다. 보다 세련된 학문적 접근은 금융위기의 원인을 “국가의 실패” 또는
“시장의 실패”에서 찾을 것이다.4)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 역시 유로위기의 이해에 만족할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다. 유로위기는 분명 그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유럽통합은 국민국가적 국가성(stateness)을 넘어선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초국적 국가성을 발전시켰다. 시장 및 축적체제와 관련해서도 유로자본주의라는 국민국가
적 경계를 무력화시킨 초국적 축적체제가 형성되었다. 유로위기에서 “국가의 실패” 또는
“시장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동시에 유럽적 ‧ 초국적 차원에 대한 고려 없이는 불가능하
다. 유로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럽통합이 낳은 초국적 국가성과 초국적 축적
체제에 내재된 긴장과 모순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로위기는 유로자본주의라는 초
국적 축적체제의 구성적 결함을 표출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화폐연합의 완성 이후 이 초
국적 축적체제가 경험한 과도한 금융화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유로위기의 복합적인 배경을 조명하고, 유
로위기의 동학과 그 특징을 분석하려고 한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초국적 축적체제
로서 유로자본주의의 형성과정에 주목하면서 그 구성적 결함을 파악하려 시도한다(제2장).
단일시장의 실현과 경제화폐연합의 완성으로 상징되는 유럽통합의 역동적 전개는 유로자
본주의라는 초국적 축적체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국민국가적 축적체제와 달리 이 초국
적 축적체제는 매우 독특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경쟁정책과 화폐정책과 같은 축적체제의
시장중심적 재편을 촉진하는 초국적 조절양식은 강력한 권능을 부여받은 것에 비해, 시장
중심적 재편이 야기할 긴장과 문제점을 교정할 구조정책이나 사회정책은 저발전되어 있거
나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은 초국적 조절양식의 비대칭적 발전의 결과, 유
로자본주의는 상당한 불안정을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이 유로자본주의의 금융화를 어떻게 추동하였
는지를 추적하며 재구성한다(제3장). 유럽연합의 금융시장은 1990년대의 경쟁적 탈규제화,
그리고 2000년대의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지구적 자본주의의 금융적 흐름, 즉 달러-월스
트리트-체제(Dollar-Wall Street-Regime, Gowan 1999)에 깊숙이 연계되었다. 특히 주
목할 점은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이 상당 부분 미국의 금융시장 혁신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시작한 금융적 대참사가 유럽
4) 예컨대 낮은 이자율의 느슨한 통화정책과 금융 감독기구의 무능 및 금융기관의 불투명성에 방점이 찍
혀진다면 “국가의 실패”가, 고위험의 서브프라임 주택담보 대출 및 새로운 금융기법과 증권화의 확산,
경기순응적인 과도한 레버리지를 강조한다면 “시장의 실패”가 부각될 것이다(Bloss/Ernst/Höcker/Ei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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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곧 바로 전이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이 금융적 안정망의 확보
보다는 미국을 모델로 한 금융적 경쟁력의 제고와 금융혁신을 우선적인 목표로 했다는 사
실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유로위기의 동학과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제4장). 유
로위기는 일반적인 금융위기의 동학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다른 금융위기들
에서처럼 국가가 사실상 무제한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극적인 붕괴의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다. 바로 이 때문에 유로위기는 은행위기 및 금융위기가 국가의 재정위기로 전화되는
모습을 취한다. 유로위기의 발판을 놓았던 금융시장 통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로자본
주의의 시장중심적 ‧ 경쟁지향적인 재편의 연장선 위에서 진행되었다. 유로위기는 유로자본
주의의 과도한 시장중심적 방향으로의 발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유로위기는 또한 유로
존의 구성적 딜레마를 표출하고 있다. 유로존에 하나의 기준 이자율만을 정하는 유럽중앙
은행의 제도적 배치와 권한은 흑자국들과 적자국들 사이의 경쟁력과 경상수지의 격차라는
구조와 충돌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화폐정책은 경상수지 적자국들에서는 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이, 그리고 흑자국들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등장
하는 것을 완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유로위기는 유로가 회원국들을 경제적
으로 수렴시킴으로써 유럽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시키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I. 유로자본주의의 형성과 그 구성적 결함
조절이론이 발전시킨 축적체제(regime of accumulation)라는 개념은 재화의 생산과 소
득의 분배를 통하여 어떻게 축적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으로, 재화의 생산과 관
련된 기술적 조건의 변화라는 경제적 측면과 소득의 분배와 관련된 임노동자들의 재생산
조건의 변화라는 정치적 측면 사이에 일정한 조응관계가 있음을 표현하려 시도한다. 여기
서 축적체제는 작업장의 분업형태나 기술적 특성과 같은 미시경제적 차원은 물론, 국민소
득의 분배 및 사회적 수요의 구성과 같은 거시경제적 차원을 포괄한다. 축적체제의 미시
경제적 차원과 거시경제적 차원은 조절양식(mode of regulation)에 의해 매개되면서 비로
소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간단히 얘기해 조절양식은 축적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모든
법적·제도적·문화적 차원과 관련된다. 조절이론의 창시자의 한 명인 아글리에타가 강조
한 바와 같이 “조절양식은 그 국가의 사회적 결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본축적이 만들어
내는 왜곡들을 제한하는 매개물들의 총합이다”(Aglietta 1979, 16). 요컨대 정치와 경제와
시민사회를 연계시키면서 경제적 재생산에 일정한 규칙성과 항상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네
트워크들, 제도들, 가치체계들의 총합을 조절양식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절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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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규범을 개인의 행동에 체현하고 내면화하는 사회적 절차는 물
론, 축적체제에 일정한 규칙성을 부여하는 다양한 제도형태들, 즉 노동관계, 화폐관계, 경
쟁관계, 세계시장과의 연계형태, 국가개입 등을 포괄한다(구춘권 2008, 147-151).
조절이론의 핵심적 공헌은 사회세력들의 갈등과 투쟁 및 이의 정치적 ‧ 국가적 매개과정
을 “조절(regul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경제적 축적과정에 연계시키는 것이었다. 조절
이론은 경제적 재생산양식이 사회관계들의 전환과 맞물려 정치적 ‧ 국가적 매개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초기 프랑스 조절이론의 관
심이 주로 국민국가적 축적체제에 집중되었던 것에 비해, 이후 조절이론의 문제의식이 국
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유로자본주의와 같은 초국적 축적체제를 분석하려는 다양한 연구들
이 제출되었다(Rötger 1997; Beckmann/Bieling/Deppe 2003; Cafruny/Ryner 2003;
Bieling 2006; Stockhammer 2008; 구춘권 2008).
주지하듯이 반세기가 넘는 유럽통합의 장구한 과정은 유로자본주의라고 지칭할 수 있는
기존의 국민국가적 축적체제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초국적 축적체제를 발전
시켰다. 우선 1950년대와 60년대의 유럽통합은 국민국가 중심의 성장모델인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를 외연적으로 보조하면서 주로 교역을 통해 회원국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호근 2000, 280). 예를 들어 당시 유럽공동체의 절반 이상의 예산을 차지하던 공동농
업정책은 주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국민국가적 차원의 케인스주의적 소득정책
을 지원하고 있었다(Rieger 1996, 401).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유럽공동체는 일종의 자유
무역지대와 제3국에 대한 관세동맹을 완성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국내시장 중심적인 성
장모델을 보조하는 성격의 것이었고, 초국적 축적체제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다. 회원국
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을지라도 1950년대와 60년대는 기본적으로 “국외는 스미스5),
국내는 케인스(Smith abroad, Keynes at home)”의 시대였고, 경제성장의 동력은 압도적
으로 국내시장의 발전으로부터 등장하고 있었다.
1970년대 중반 전후 최초의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또한 1979-82년의 심각한 경제후퇴
를 경험하면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에서 케인스의 위상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특히 1980
년대 초반 프랑스의 사회당 ‧ 공산당 연정이 추진했던 전통적인 케인스주의적 정책이 실패
함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던 “가장 딱딱한 호두”가 깨졌다(Howell
1992). 수익률의 저하로 표출되는 공급 측의 위기의 상황에서 금융완화나 재정확대 등을
통해 추가수요를 창출하는 케인스주의적 처방은 위기의 원인을 완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다분했다. 공급 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근본적
선회를 요구하는 공급중심의 경제학,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화폐정책의 핵심적 목표로 이
해하는 통화주의가 시장에 불가사의한 힘을 부여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큰 목소리
5) 국외의 스미스조차 완전한 자유방임이었다기보다는 정치적․사회적 목표와 연계된 “맞물린 자유주의
(embedded liberalism)”를 축으로 작동했음을 주목해야 한다(Ruggi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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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기 시작했다. 1930년대 세계경제대공황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였던
경제적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극적으로 부활한 것이다.6)
유럽의 초국적 축적체제, 즉 유로자본주의의 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신자유
주의의 부상과 함께 유럽통합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유럽
통합은 생산 ‧ 교역 ‧ 금융의 영역에서 국민국가적 축적체제들을 관통하고 연계시키며 새롭
게 조직함으로써 국민국가적 축적체제를 시장중심적 ‧ 경쟁지향적으로 재편하는 지렛대로
작용했다. 유럽통합과 국민국가적 축적체제의 재편과 전환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히 연계되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7) 이 과정에서 특히 유럽통화제도
(EMS), 단일시장(Single Market), 경제화폐연합(EMU)이라는 세 개의 프로젝트가 중요했다.
1979년 유럽공동체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가 가져온 국제금융질서의 불안정에 대해
유럽통화제도(EMS)의 설립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유럽통화제도는 참여국들로 하
여금 엄격한 재정운용을 요구함으로써 1980년대 초반 이후 본격화된 국가부문을 축소하고
재정긴축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McNamara 1998,
122). 1980년대에 들어 유럽통합의 핵심적 목표는 기존 국내시장 지향적인 성장모델의 한
계를 넘어 새로운 유럽적 차원의 성장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1985년 단일유
럽의정서(SEA)를 통한 역내 공동시장의 창출, 그리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한
경제화폐연합의 실현은 공동의 경제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국민국가적 축적체제의 협소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음은 물론이다.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
적 세력의 대응은 유럽통합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했고, 경제공간의 확대 및 재편과 더
불어 초국적 축적체제가 발전하는 기반을 닦았다. 단일유럽시장은 상품, 노동력, 자본, 서
비스의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한 초국적 경제공간의 구축을 통해 교역과 역내 투자의 활성
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9년에 완성된 경제화폐연합은 유로자본주의에게 마침내 공동의
화폐를 가져다주었다. 공동화폐의 창출과정은 유로자본주의의 발전에서 통화주의가 중요
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Ziltener 1999, 132-136). 유로화의 조절과 관련된 통화정책
적 권한은 전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에 귀속됨으로써 엄격한 화폐적 안정성이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되었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그리고 실물경제적 수렴은 부차적으로 이해되
거나 또는 시장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경제적 공간의 초국적 확대는 기업의 활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국가 단위에서
챔피언기업을 육성하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 시기의 전략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
6) 역사학자 홉스봄은 이 부활을 후대의 역사가들이 답해야 할 20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역사적 수수께끼
라고 지적했다(홉스봄 1997).
7) 일찍이 뢰트거가 강조했듯이, 국민국가적 발전모델, 유럽통합, 지구적 자본주의는 서로 충돌하는 극들
이 아니라, “모순적인 단일체(widersprüchliche Einheit)”의 구성요소들로 파악되어야 한다(Rötger
1997, 146). 요컨대 유럽통합은 경제적·금융적 지구화에 대한 대항이나 균형추가 아니라, 국민국가적
축적체제의 한계를 지구화 또는 초국가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정치경제적 전환과정에서 창출된 새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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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거 특정 국가를 대표했던 기업들은 유럽적 기업 또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신하거
나, 아니면 인수 ‧ 합병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새로운 유럽적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유연화 전략을 통해 경영합리화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기존 사업영역의 매각
및 핵심 사업에의 집중, 공장 분할과 외주, 하청의 적극적 활용 등과 같은 외부적 유연화
를 구사함은 물론, 이윤센터, 비용센터, 미니공장, 비즈니스 유닛(business unit) 등과 같
이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단위를 구축함으로써 탈중앙화를 통한 내부적 유연화가 시도된다
(Dörre 2001, 87). 이 기업들의 활동공간이 실로 유럽적임은 물론이다. 이미 수많은 산업
분야에서 전 유럽적으로 연계된 생산 ‧ 하청 ‧ 유통·판매의 네트워크가 뿌리내렸다. 경제적
차원에서 국경을 무력화시킨 이 유럽적 기업들의 확산은 새로운 투자보다는 압도적으로
인수와 합병, 그리고 종종 합작회사의 설립을 통해 이루어졌다(Balany/Doherty/Hoedemann
2001).
유로위기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포드주의적 축적체제
와 비교할 때 유로자본주의는 훨씬 불안정하며 불균등하게 구성되었다는 사실이다. 포드
주의적 축적체제가 국민국가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정치와 경제와 시민사회를 연계시키
는 탄탄한 조절양식들에 의해 지지되었던 반면, 초국적 축적체제로서 유로자본주의는 심
각한 구성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은 유로자본주의의 안정화
를 제약하는 중대한 구성적 결함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초국적 축적체제로서 유로자본주의는 국민국가적 경계 안에서 작동했던 포드주의
적 축적체제와 달리 유럽이라는 확장된 공간 위에서 구축되었다. 더욱이 이 공간은 유럽
통합의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북쪽으로는 핀란드에서 남쪽으로 키프로스
에 이르는 이 광범위한 대륙적 공간은 무려 28개의 회원국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 회원국
들은 유럽연합의 초국적 국가성의 상징인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에 대해 합의하고 있
을지라도,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차원에서 사뭇 다른 역사적 전통 아래 발전해 왔다. 물
론 반세기가 넘는 유럽통합이 다수의 회원국들에서 정치적 수렴과 사회적 교류를 강화하
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비동시적이며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원국들은 노동시장의 구조는 물론, 자국의 경쟁력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회원국들을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으로 양분함으로써 최근 유로
위기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둘째, 이 경제적 격차는 유로자본주의의 초국적 조절양식이 축적체제의 안정화의 핵심
축인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되거나 확대되고 있다. 물론 유럽
연합의 농업 관련 예산이나 낙후된 지역을 위한 구조기금은 사회적 성격의 지원임이 분명
하다. 그러나 이 지원의 규모는 초국적 축적체제를 수요적 측면에서 안정화하기에는 턱없
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유럽통합은 경제요소들의 이동성을 높이고 경제적 효율성
을 증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사회적 재분배에 대해서는 주로 상징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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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Schulten 2004, 262-268). 사회정책 영역에서 초국적 조절양
식은 주로 경제적 권리의 명시와 확인에 있을 뿐,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
하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슈트렉은 국민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복지국가의 축소를 초
국가적·유럽적 차원에서 만회하려는 시도가 환상에 불과하다고 일찍이 경고했다(Streek
2000). 요컨대 국민소득의 분배 및 사회적 수요의 구성과 같은 거시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초국적 조절양식의 미발달로 말미암아 초국적 축적체제로서 유로자본주의는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초국적 조절양식의 미발달과 대조적으로 경쟁정책 및 화폐정책
과 관련된 초국적 조절양식은 잘 발달되었을 뿐 아니라, 강력한 권능을 보유하고 있다.
질이 단일유럽의정서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한 유럽의 시장중심적이며 경쟁지향적인
재편을 신헌정주의(new constitutionalism)라고 지칭했듯이, 경제적 영역에서의 초국적
조절양식은 일종의 헌법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경성법(hard law)의 특징을 갖고 있다(Gill
1998). 반대로 사회적 영역에서 초국적 조절양식은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추천적 성격의
연성법(soft law)일 뿐이다. 초국가적 단위가 보유하는 강력한 경쟁정책과 화폐정책에 비
해 회원국들이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화
폐정책이 유럽중앙은행의 배타적 권한이 되면서 회원국들은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와 같은
중요한 환율 적응 수단을 상실했다. 대량실업과 같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팽창적 재정정책은 안정화협약의 규정이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
원국들의 경제적 격차는 축소되기보다는 확대될 위험이 다분하다.
넷째, 유로자본주의의 초국적 국가성은 시장을 창출하는 권능과 결정과정, 그리고 시장
을 교정하는 권능과 결정과정의 극단적인 비대칭성 위에 구축되었다(Platzer 2005). 통화
체제와 경쟁질서는 과도하게 초국화되었지만, 사회정책과 노동정책은 제한적으로만 초국
화되어 있고, 그나마 다수의 정책들은 정부들 사이의 협상과정을 거쳐야만 한다(이호근
2000). 이러한 권능과 결정과정의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예컨대 성장정책을 추진하려해
도 재정 ‧ 예산 ‧ 경제 ‧ 임금정책 사이의 효과적인 정책적 조율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제한적
으로만 가능하다. 유로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등장한 정치적 갈등은 상당 부분 이러한
권능과 결정과정의 비대칭성과 관련이 있다.

III. 금융시장 통합과 유로자본주의의 금융화
경제화폐연합의 완성 이후 2000년대 유럽연합이 추진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무엇보
다 금융시장 통합이었다.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은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탈규제화와 자유화의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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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진행된 본격적인 통합의 단계이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 주목해 보자.
이미 1970년대 중반 개방되고 자유화된 금융질서를 선호하며 자본통제를 철폐하기 시작
한 미국, 그리고 1979년 이 흐름에 합류한 영국과 달리,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금융자유화
와 탈규제화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가시화되었다. 프랑스는 전통적 케인스주의 정
책이 실패한 뒤인 1984년 금융개혁 프로그램에 착수했으며, 비슷한 시기 서독 정부도 마
르크화의 국제적 사용에 대한 규제적 제한을 포기하고 탈규제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헬
라이너 2010, 199-206).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유럽공동체 차원에서도 금융자유화가
추진되기 시작한다. 1985년에 출간된 집행위원회의 단일유럽시장 백서는 단일시장의 조건
으로서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
즉 은행, 보험, 증권거래 등의 자유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986년과 1988년에는 역내
자본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본이동과 관련된 모든 통제를 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두 개의 지침(Directive)이 합의되었다. 1988년 바젤 합의가 성사되고, 유
럽공동체는 이를 구체화시키는 일련의 지침들을 마련했다. 1988년에서 1993년 사이에 등
장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및 펀드 운용 등과 관련된 지침들, 그리고 새로운 규제의 틀
을 정의한 지침―이른바 “Second Banking Directive”―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국가적 금
융체계가 역사적으로 다르게 형성된 상황에서 공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
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공동체가 마련한 다양한 지침들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미국과 영
국에서 시작된 경쟁적 탈규제화에 동승하게 만드는 지렛대로 작용했다.8)
1993년 단일시장의 출범은 향후 금융시장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
사결정 과정의 몇 가지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다. 질적 다수제의 인정, 감독 및 소비자 보
호와 관련하여 공동체 차원의 최소 기준의 정의, 그리고 최소 기준이 정의되지 않은 영역
에서 각국 기준의 상호 인정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시장 프로젝트는 기
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위한 탈규제 차원의 조치들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금융
시장의 통합과 관련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1999년 경제화폐연합의 완성이었다.
경제화폐연합은 단일화폐의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통합에 강력한 추동력을 부여했기 때문
이다. 공동의 화폐가 도입되면서 화폐적 조절양식은 물론, 금융적 틀이 근본적으로 변화
했음은 물론이다. 회원국들은 자국의 중요한 경제 운용 수단이었던 독립적 화폐정책을 포
기하고 이를 유럽중앙은행에 넘겼다. 경제화폐연합은 정부채권 시장의 개방을 가져왔고,
은행 및 금융기업들의 초국적·유럽적 활동을 대폭 강화하였다(Bieling 2006, 430-435).
유로의 도입과 함께 환율변동의 위험이 사라지면서 초국적 금융투자가 크게 늘어났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금융시장 통합은 금융서비스행동계획(FSAP)을 통해 체계
8) 금융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한 유럽연합의 수많은 지침들은 탈규제화․자유화․민영화의
방향으로 초국적 축적체제가 형성되는 데에 크게 기여했음을 주목해야 한다(Van Apeldoorn 2002).
9) 유럽통화의 은행대출은 1982년 9830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거의 10조 달러로 10배가 넘게 증가하였
다(Casis 2006,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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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시장 통합은 단일시장과 경제화폐연합을 계승하면
서 이를 완성하는 프로젝트로 이해되었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들은 통합된 역동적
인 금융시장이야말로 직접투자와 유가증권 투자를 놓고 일어나는 지구적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유럽 경제의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러
한 견해는 초국적기업들, 대규모 은행들, 보험회사들, 기관투자가들에 의해 강력히 지지받
았다. 1999년 집행위원회는 42개 영역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서비
스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라운드테이블(ERT)의 선례를 따라 2001년 대규모 금융기
업들로 구성된 유럽금융서비스라운드테이블(European Roundtable of Financial Services)
이 만들어졌고, 이 조직은 금융서비스행동계획을 구체화하는 지침들의 작성에 큰 영향력
을 행사했다.
금융서비스행동계획은 투자서비스지침(ISD)과 자기자본지침(CAD)을 개정했고, 유가증
권, 연기금 사업, 주식양도, 결산 및 회계 감사, 주식회사의 정관과 법규, 기업의 인수와
합병 등과 관련해 유럽연합 차원의 조화를 모색했다. 또한 자본시장에 개방적인 연금체계
로의 개혁, 투자의 효율적 배치 및 위험자본의 추가적 동원, 기업조직의 개편, 국민국가적
규제체계의 현대화 등이 다양한 지침들을 통해 제시되었다. 2001년 유럽연합은 랑팔루시
그룹(Lamfalussy Gruop)의 제안에 따라 유가증권 분야의 통합과 관련해 유럽연합 차원에
서 회원국들의 고위 대표로 구성되는 두 개의 위원회를 새로 설치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
의 신속화와 유연화를 도모하였다. 금융서비스행동계획의 지침들은 유럽연합에 새로 가입
한 나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에서 법률적 또는 비법률적 조치들을 통해 적용
을 완료했다(FSAP 2007).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통합이 무엇보다 금융영역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고,10) 그 구체적인 방안을 미국의 금융시장 혁신에서 찾았다는
점이다(구춘권 2013, 171-175). 주지하듯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에서는 지속적인
실업의 증가, 경쟁력의 약화,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에 대한 격차를 우려하는 목
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신경제의 금융시장 혁신은 기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위험자본
의 동원을 쉽게 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을 활성화시키며, 이와 함께 정보기술 영역의 기술적
성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미국의 금융시장 혁신은 투자 및 고용증대, 나아가
세수확대를 통해 재정적자 감소를 가져오는 모범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Bischoff
2001). 이러한 인식 아래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NASDAQ을 모델로 공동 위험자본 시장의
설립을 추진한다. 집행위원회의 시도는 유럽벤처자본협회(ECVA), 유럽증권거래인협회
(EASD), 그리고 유럽라운드테이블(ERT)과 같은 영향력 있는 단체의 지원을 받았고, 1996
년 브뤼셀에 전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EASDAQ의 설립을 가져왔다.11) EASDAQ의 설
10) 금융서비스행동계획의 초안은 1998년 경영자들, 노동조합 간부들,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경쟁력자문그
룹(Competitiveness Advisory Group: CAG)에 의해 작성되었다(CAG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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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은 집행위원회 및 이와 연계된 정책네트워크들이 미국의 금융시장 혁신에 매우 고무되
었을 뿐 아니라, 이를 적극 모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금융시장 통합 이전에 진행된 탈규제화와 경쟁적 자유화는 회원국들의 독자적인
금융 규제망과 제도적 장치들을 해체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금융시장을 지구적 자본주의의
금융적 흐름, 즉 달러-월스트리트-체제12)에 합류하도록 만들었다(Gowan 1999, 46). 이
제 금융시장 통합은 유럽연합의 금융시장을 달러-월스트리트-체제에 한층 더 깊게 연계
하도록 만든다. 앞에서 보았듯이 금융시장 통합은 금융서비스행동계획을 구체화시킨 다양
한 지침들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이 지침들은 미국의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조치
(Gramm-Leach-Bliley Act)와 같은 금융화를 추동하는 혁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Möller/Stein/Steinpass 2005). 이는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했던 정치적·사회적 세
력들이 미국의 금융혁신과 새로운 제도적 배치를 유럽의 전통적인 은행중심적 금융체계보
다 우월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즉 유가증권 시장이 지대한 역할을 하는 미
국의 시장중심적인 금융체계가 보다 성장지향적이며 역동적인 것으로 이해되었기에, 유럽
의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무엇보다 유가증권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진단되
었던 것이다(Bieling 2006, 427). 유가증권 시장의 발전은 파생상품과 같은 새로운 금융
수단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들의 비중을 증가시킬 것이고, 나
아가 기업 거버넌스에서도 주주가치적 지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방향으
로의 발전, 즉 유로자본주의의 금융화는 유럽의 경쟁력에 강화에 기여하는 매우 긍정적인
성격의 것으로 이해되었다.13)
유럽연합의 금융시장은 1990년대 경쟁적 탈규제화, 그리고 2000년대 통합과정을 거치
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의 상황과 대단히 유사해졌다. 금융화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은 미국
의 궤적을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유가증권 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중요성이 모든 회
원국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과거에 독자적인 금융체계를 가
진 나라들에서도 주식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었고, 주주자본주의적 성향이 뿌리를 내렸
다.14) 유가증권의 거래도 대단히 활발해졌으며, 시장의 규모도 대폭 커졌다. 과거 유럽에
11) EASDAQ은 2001년 NASDAQ에 합병되어 “나스닥 유럽(NASDAQ Europe)”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
으나, 이른바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2003년 폐쇄되었다.
12) 고완의 달러-월스트리트-체제를 바그와티는 월스트리트-재무부 복합체(Wall Street-Treasury Complex),
그리고 웨이드와 베네로소는 월스트리트-재무부-국제통화기금 복합체(Wall Street-Treasury-IMF Complex)
로 불렀다(Gowan 1999; Bhagwati 1998; Wade/Veneroso 1998). 달러-월스트리트-체제는 개방된
자본시장, 자유로운 변동환율, 그리고 국제적인 통화경쟁을 원칙으로 구성되었고, 자본통제, 고정환
율, 금태환 약속에 기반한 달러 기축통화체제였던 브레튼 우즈 체제와 극적으로 대비된다.
13) 집행위원회에서 역내시장과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었고, 리스본 전략의 수립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
었던 볼켄슈타인(Frits Bolkestein)은 2001년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누구도 유럽연합이 9년 안에 미
국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정 이것을 원한다면 라인 지
역(Rhineland)의 안락한 환경을 떠나 보상도 크지만 위험도 높은 앵글로-색슨의 차가운 기후와 험한
조건으로 다가서야 한다(Bieling 2006, 431에서 재인용).”
14) 1980년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회사들의 주식가치는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국내총생산의 48%와 3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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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가증권은 대부분 장기투자의 목적으로 보유되었지만, 이제 투기적 목적의 차액 실현
이 중요해졌다.15)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은 물론이다. 여러
회원국들에서 진행된 연금제도의 부분적 민영화 이후 특히 보험회사나 연금펀드와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비중이 대폭 커졌다.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비금융기업들의 금융자산 역시 크게 늘었고, 비금융기업들에서도 금융
자산의 규모가 고정자산을 압도하는 상황이 등장했다.16) 요컨대 유로자본주의의 금융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IV. 유로위기의 동학과 그 특징
일반적으로 얘기해 금융화의 심화는 금융적 취약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화폐를 경제과
정에 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신고전학파와 이 전통에 선 오늘날 주류 경제학의 입장17)
을 논외로 한다면, 다양한 이론적 흐름들이 금융화의 심화와 금융적 취약성의 강화 사이
의 연계고리를 밝히려 노력한 바 있다. 마르크스는 물론 케인스, 그리고 이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최근의 다양한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흐름들이 금융위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
시도했다(구춘권 2012). 이 다양한 이론들이―시각과 강조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공통
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오늘날 금융영역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실
물경제로부터 자립화해 엄청나게 팽창했다는 점이다. 세계에는 물론 유로존에도 어마어마
한 화폐자산이 존재하고, 그 반대편에는 채무가 있다(Lapavitsas 2012). 화폐자산과 채무
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화폐자산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면서 채무 역시 크게 늘
어났다.18) 그런데 문제는 채무의 증가가 채무관계의 취약성을 높이며 금융위기의 가능성
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이다.

15)

16)
17)
18)

달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고작 9%와 8%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4년이 되면 이 수치는 미국과 영국
이 150%와 178%, 독일과 프랑스는 62%와 110%로 상승한다(Goyer 2006, 407).
1980년대에 유가증권은 평균 10년 정도 보유되었다. 그러나 2000년에 이르면 유가증권은 통상 평균
7개월 만에 재판매된다. 빈번한 판매와 재판매는 당연히 유가증권의 거래량을 증대시켰고, 2000년 유
럽의 유가증권의 거래규모는 1990년에 비해 무려 13.6배가 커졌다(Huffschmid 2002, 6-7).
유럽연합 상장 비금융기업들의 고정자산은 1993년 국내총생산의 16.8%에서 2000년 18.5%로 약간 증
가한 반면, 금융자산은 같은 시기 13%에서 21.1%로 대폭 증가했다(Bieling 2006, 432).
이 입장은 화폐의 중립성을 전제하기에 금융영역의 구조적 불안정과 같은 것은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얘기이며, 금융위기는 잘못된 화폐·신용·금융정책의 결과일 뿐이다.
1970년 약 12조 달러에 불과했던 지구적 금융자산, 즉 주식, 민간․공공채권, 은행보유금의 규모는 미
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인 2006년 말 약 194조 달러로 늘어난다. 이 수치는 같은 해 전 세계 총
생산액 48조 달러의 세 배 반에 달하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말 그대로 폭발적인 금융 파생상품
의 팽창이다. 이자와 관련된 퓨처,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의 규모는 1987년 말 1조 3천억 달러에 불
과했지만, 2007년 말이 되면 무려 525조 달러로 커진다(Bischoff 2008, 42). 전체 지구 총생산액의
열 배가 훨씬 넘는 화폐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오늘날 금융영역이 얼마만큼 실물경제로부터
자립화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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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스키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채무관계의 취약성 역시 폭
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역사적 또는 경험적으로 증명하려 시도하였다(Minsky 1995;
Wolfson 1996; 킨들버거/알리버 2006). 주지하듯이 과도한 채무의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쇼크라도 금융적 수익과 생산적 수익 사이의 잠재적 불균형을 표면화시키면서 위기를 촉
진한다. 아주 단순한 정보―예를 들어 기업의 과도한 채무상황에 대한 내부 정보의 유출,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 정부의 특정한 정책 등등―조차 금융위기의 신호탄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다. 일단 신호탄이 터지면 차입자들은 부채를 줄이거나 저축을 늘리는 데 필요
한 현금을 확보하려 시도한다. 몇몇 기업들은 채무를 축소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
기 위해 회사 내 사업부문을 매각하기도 할 것이다. 한편 대여자들은 위험한 대출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채부터 상환을 추진한다. 만기가 도
래하는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지며, 동시에 신규 대출에 대한 여신 기준이 강화된다(킨들버
거/알리버 2006, 158). 바야흐로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유동성 위기는 순환성 위기일 수도 있지만, 신용수축에 의해 이전의 금융투자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총수요가 감퇴한다면, 위기는 누적적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
가 되면 위기는 자산가격의 폭락, 기업과 은행들의 파산으로 표출되는 붕괴의 모습을 보
인다. 화폐자산소유자들은 패닉에 빠져 유동성을 확보하려 현금으로 달려가는 사태가 발
생한다. 패닉이 절정에 달하면 화폐를 구할 데가 없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유동성
은 말라버린다(킨들버거/알리버 2006, 187-189). 은행은 기존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 대
출을 중단한다. 가계와 투자기관은 유가증권을 매도한다. 기업은 차입을 미루고 투자를
회피한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은행체계가 위기에 빠지며, 전체 금융영역으로 위기가 퍼
져나간다. 위기는 실물영역으로 확산되며, 개방된 금융시장이 보편화되었을 경우 국제적
으로도 퍼져나간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동학은 역사가 경험한 여러 금융위기들에서 발견됨은 물론이며,
우리도 이른바 “IMF 사태”를 통해 생생히 경험했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전개
된 지구적 금융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과거의 위기와 달리 오늘
날 금융위기는 완전한 붕괴의 형태를 취하지는 않는다.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는 강력한
국가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적 금융위기 발발 이후 미국의 연방은행은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를 통해 3조 달러가 넘는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금융적 ‧ 경제적 파국
을 막았다. 유럽중앙은행 역시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은 물론, 위기국가들의 채권을 무제
한 구입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위기의 확산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급한 불을
끄는 국가의 강력한 역할 덕택에 극적인 파국은 모면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위기의 “정
화기능(Bereinigungsfunktion)” 또한 사라졌다(Deppe 2013, 41-42). 통상 과거의 금융위
기에서는 차입자들의 파산과 함께 화폐자산이 대규모로 손실됨으로써 위기 이후 실물경제
와 금융영역의 균형이 다시 회복되었다. 즉 화폐자산의 과도한 청구권은 소실되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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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노동에 대한 화폐의 요구 역시 실물경제가 감당할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위기는 실물경제와 금융영역의 불균형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새로운 도약의 디
딤돌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위기의 동학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정화기능”을 찾을 수 없다. 구제
금융이든, 양적 완화든, 긴급구제든,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던 간에 국가의 “소방관” 역
할은 화폐자산의 대규모 손실을 차단하고 있다. 유로위기 과정에서 스페인과 아일랜드가
명확히 보여주었듯이, 위기 이전의 민간채무는 국가의 개입과 함께 공공부채로 전환될 뿐
이며, 화폐자산의 손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국가에 의한 민간 부실채무의 인수, 즉
일종의 “채무의 사회화”는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외채위기에서는 물론, 최근의 유로위
기에서도 목격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놀라운 역설이다(Vuolo 2014). 신자유주의적 국가
는 금융위기에서만큼은 자신의 믿음과 정반대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
안 화폐자산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한 것은 한편 신자유주의의 관철과 함께 일어난 상위층
으로 부의 집중에도 원인이 있지만, 다른 한편 금융위기 때마다 화폐자산의 대규모 손실
이 차단되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주지하듯이 유로위기는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로부터 시작한 지구적 금융위기
의 연장선 위에서 일어났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는 과도한 채무와 이 채무를 파생상
품 형태의 유가증권으로 만들었던 금융혁신의 결과물이었다.19) 미국의 금융혁신의 지렛대
였던 파생상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예측이 틀릴 경
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이 된 파생상품들은 대부분 주택가격
의 상승과 이자율의 하락을 전망하며 만들어졌는데, 실제 현실은 주택가격의 하락과 이자
율의 상승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결과 대출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히 등
장했고, 서브프라임 영역의 상당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었다. 이 주택담보대출에 기
반을 둔 파생상품들의 가격이 붕괴했음은 물론이다. 이후의 사태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와 메릴 린치(Merrill Lynch)와 같은 파생상품들
을 주로 거래하던 투자은행들이 무너졌고, 이 파생상품들에 신용부도스왑 형태의 보증을
선 시티그룹(Citigroup)과 BOA, AIG 등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사실상 파산상
태에 빠졌던 이 은행들은 미국 정부의 수천억 달러의 긴급구제 덕택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맥낼리 2011, 180).
앞에서 보았듯이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은 상당 부분 미국의 금융혁신을 모델로 하
고 있었다. 원래 금융시장 통합은 금융시장의 안정화도 언급했지만, 안정화를 위한 조치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안정화는 새로운 규제망의 도입이나 기존 규
19) 당시 미국의 전체 주택대출 약 12조 달러 중 2조 달러 정도가 서브프라임 영역에 해당되었다. 이 서
브프라임 주택담보 대출은 단기 변동금리와 장기 고정금리의 차이를 이용한 파생상품-이자율 변동에
기반한 주택담보부증권(MBS)-또는 서브프라임 부채를 다른 채무와 섞은 파생상품-합성부채담보부증
권( Synthetic CDO)-등으로 유가증권화되어 지구적 금융시장에서 유통되고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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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틀의 강화를 요구할 텐데, 이는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한 세력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시장 통합은 주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었고, 미국의 금
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Bieling 2006; Cafruny/Ryner 2007;
Evans 2009). 그런데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위기로의 길을 닦으면서
유로위기의 동학의 특징적인 모습을 각인했다.
첫째, 금융시장이 통합되면서 유럽연합의 금융시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월스트리트
-체제에 보다 깊숙이 연계되었다. 유럽의 많은 은행들은 뉴욕과 런던에 지점을 개설하고,
미국의 금융혁신을 모방하려고 시도했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유럽
은행들은 전통적인 은행업무 중심의 영업전략에서 벗어나 투자지역과 투자상품을 다변화
했다. 유럽의 15대 은행들은 헤지펀드와 유사하게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집중하는 자회사
들을 설립하면서 거대한 금융그룹으로 전환한다(박상현 2013, 164). 이들은 미국의 금융
혁신을 유럽에 전파하는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했다. 동시에 많은 유럽 은행들이 월스트
리트의 금융혁신에 직접 투자하고 있었다. 서브프라임 주택대출 관련 파생상품들은 위기
이전 두 자리 숫자의 놀라운 수익률을 가져다주었고, 미국의 금융혁신을 모델로 바라보던
유럽 은행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영국의 노던록(Nothern Rock)과 스코틀랜드황
실은행(RBS)을 필두로 여러 개의 거대은행들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에 직접 연루되었
다. 독일에서는 HRE, IKB, Sachsen LB 등이 월스트리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때문에
파산위기에 처했다. 스페인,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에서 발생한 위기가 곧 바로 유럽으로 전이될 수 있었던 것은 서브
프라임 관련 파생상품들이 부실화되면서 유럽의 많은 은행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유로위기는 은행위기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선두에는 가장 대담하게
미국의 금융혁신을 모방했던 유럽의 은행들이 있었다.
둘째, 미국을 모델로 한 금융시장 통합은 유럽연합의 몇몇 회원국들에서 미국과 대단히
유사한 경제발전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2000년대 미국이 경험한 주택건설 및 주택가
격의 상승이 주도하는 거품경제가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도 현실이 된 것이다. 미국 연방
은행은 1990년대 신경제의 호황이 경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 이자율을
낮추었다.20) 낮은 이자율, 그리고 중간층은 물론 저소득층과 빈곤층에게도 금융 접근성을
개방한 덕택에 주택담보 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는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주택가격
의 과도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2003년 이후 미국은 주로 주택건설 및 민간소비의 확대에
의존해 주목할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건축과 주택가격 상승이 주도한 거품경제
는 이자율이 오르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파열되었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유럽에
서는 스페인과 아일랜드가 미국과 대단히 유사한 거품경제를 경험한다. 스페인의 경우
20) 미국의 기준 이자율은 2001년 4%, 2002년 1.75%, 2003년 1%까지 낮아졌다. 이 이자율이 다시 단계
적으로 2004년 1.25%, 2005년 3.25%, 2006년 5%, 2007년 5.75%까지 오르면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촉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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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 강력한 주택건설 붐을 경험했고, 국내총생산에서 건축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무려 18%에 달했다. 이 건축 붐과 민간소비의 증가 덕택에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은 유럽연합의 평균을 상회했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건축 붐은 과
도한 채무에 의존한 것이었고, 미국의 위기가 터지자마자 스페인의 주택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거품경제의 파열은 약 150만 채의 빈 주택, 그리고 3,500억 유로에 이
르는 부실 위험에 처한 주택담보 채무를 남겼다(FAZ 2010).
셋째, 금융시장 통합은 유럽연합 내 경상수지 적자국과 흑자국의 불균형을 교정하지 않
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켰다. 경제화폐연합의 목표 중의 하나가 회원국들의 경제
적 수렴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놀라운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유로존은 독일, 네
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와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과 스페인, 포르투갈, 그
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와 같은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들 적자국들의
경상수지 적자는 흑자국들로부터의 자본 유입으로부터 메꾸어질 수밖에 없는데, 유로의
도입과 금융시장의 통합은 적자국들의 자본 조달을 매우 쉽게 만들었음은 물론이다. 요컨
대 통합된 금융시장 아래서 흑자국들의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국들에게 채무의 형태로 제
공됨으로써 채무가―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화폐자산이―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었던 것이
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채무가 스페인에서처럼 주로 부동산 영역과 민간소비로 흘러갈 때
발생한다. 채무가 생산적으로 투자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윤을 낳음으로써 이자의
변제 및 미래의 채무 상환가능성을 높이겠지만, 주택건설과 민간소비에 전용된다면 당장
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채무란 결
국 미래의 소득을 당겨쓰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통합된 금융시장 아래서 적자국
들은 낮은 이자율의 채무를 손쉽게 조달할 수 있었고,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
한 노력은 뒷전으로 밀렸다. 더욱이 이 적자국들의 인플레이션율은 유럽연합의 평균을 상
회하고 있었기에 실질이자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대를 기록하
기조차 했다. 통합된 금융시장은 채무의 조달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고, 부채가 빠르게
늘어났다. 채무에 의존한 주택건설과 민간소비의 확대는 일단 높은 경제성장률을 낳았고,
고용의 증가와 실질소득의 증가로 이어졌지만, 동시에 단위임금비용의 상승을 가져왔다.
수출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되었고, 수입이 늘어났으며, 경상수지 적자가 빠르게 커져갔다
(Scharpf 2011, 326). 적자국과 흑자국의 경쟁력 및 경상수지의 격차라는 유로존의 구조
적 문제가 금융시장 통합과 더불어 더욱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유로위기의 동학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거치며 발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탈규제화와 경쟁적 자유화에 이은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은
미국의 금융혁신을 모델로 했고, 유럽의 많은 은행들이 전통적인 은행업무를 넘어 영업활
동을 다변화하고 초국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② 다수의 유럽 은행들은 서브프라임 주택
담보 대출에 기반을 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혁신에 투자하고 있었고, 따라서 미국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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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기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③ 유로위기는 급격한 신용수축으로 표출되는 은
행위기와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
탈리아와 같은 경상수지 적자국들에서 심각했다. 적자국들에게 채무를 제공하던 흑자국들
의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관리에 나서면서 부실위험이 높은 채무를 회수하거나 연장을 거
부하고, 또한 신규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④ 신용체계의 붕괴를 우려한 적자국 정부
들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며 유동성을 공급했다. 공공채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금융
위기가 재정위기로 전화했다. 몇몇 나라에서는 국가부도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국가 신용
도가 폭락하면서 국채 발행이 어려워졌다. ⑤ 이른바 “트로이카”라 불리는 유럽연합집행위
원회와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이 구제조치를 통해 위기국가들의 재정위기에
개입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유로위기가 초국적 축적체제로서 유로자본주의의 구성적 결함
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금융혁신을 지향한 금융시장 통합은 1980년
대 중반 이후 유로자본주의의 시장중심적 ․ 경쟁지향적인 재편의 연장선 위에서 진행되었음
은 물론이다. 단일시장 프로젝트와 경제화폐연합 프로젝트, 그리고 금융시장 통합 프로젝
트의 배경에는 시장에 대한 대단히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했다(Cafruny/Ryner 2003). 이
러한 낙관주의 덕택에 미국의 금융혁신이 수용될 수 있었고, 금융혁신이 수반할 금융적
불안정과 파괴력에 대한 경고는 경청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까지 유로자본주의는 과도
하게 시장중심적 ․ 경쟁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유럽연합의 경쟁정책 및 화폐정책
은 이러한 방향으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적 위상을 갖는 강력한 권능을 부여받았
다. 이 재편이 수반하는 긴장을 완화하고 문제점을 교정할 구조정책이나 사회정책은 턱없
이 부족하거나 상징적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Bieling 2003; Schulten 2000). 이와 같은
초국적 조절양식의 비대칭적인 발전의 결과, 회원국들의 경쟁력과 경상수지의 격차 등 유
로존의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교정할 수단이 거의 없다. 오히려 유럽연합은 경쟁국가적인
체계를 강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회원국들의 격차를 벌이는 데 기여하는 셈이었다(Busch
/Hermann/Hinrichs/Schulten 2012).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위기 또는 경기하강에 유럽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경제정책이 등장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유로위기는 유로존의 구성적 결함 또한 명백히 표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로는 주로
시장의 투명성 및 거래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고찰되었지, 유로에 기반을 둔 공동의 화폐
정책에 내재된 딜레마와 위험의 관점으로부터 접근되지 않았다. 유로존에 하나의 기준 이
자율만을 정하는 유럽중앙은행의 제도적 배치와 권한은 흑자국들과 적자국들 사이의 경쟁
력과 경상수지의 격차라는 구조와 충돌한다. 유럽중앙은행의 단일 화폐정책은 적자국들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완화하지 못했고, 오히려 낮은 실질이자율로 말미암아 채무의 확대
만을 낳았다. 채무에 의존한 거품경제는 경쟁력 개선에 기여하기는 커녕 단위임금비용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후퇴시켰고,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했다. 유럽중앙은행의 화폐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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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들에서는 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이, 그리고 흑자국들에서
는 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이 등장하는 것을 완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Scharpf 2011; Illing 2013). 유로위기는 유로가
회원국들을 경제적으로 수렴시킴으로써 유럽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을 구할 것인가?(Scharpf 2012). 유
로위기는 유럽통합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본 논문은 유로위기가 단순한 국가채무 위기가 아님을 논증하려 시도했다. 유로위기의
배경에는 초국적 축적체제로서 유로자본주의의 구성적 결함, 시장중심적 ‧ 경쟁지향적 재편
의 연장선 위에서 진행된 금융시장 통합의 문제점, 경쟁력과 경상수지의 격차에도 불구하
고 단일 화폐정책만이 가능한 유로존의 구성적 딜레마 등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유로위기를 단순히 국가채무의 위기로 진단하고 이에 대해 긴축이라는 처방만을 강
제할 경우, 위기의 해결은 지연되면서 사회적 갈등만이 증폭될 위험이 있다(Bieling
/Haas/Lux 2013). 최근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위기국가들에서 들려오는 대규모
시위들에 대한 소식은 지금까지 유럽위기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불러일
으킨다.
2009년 말 이후 유럽연합은 유로위기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일련의 프로그램들, 즉 유
럽재정안정화설비(EFSF)와 유럽안정화기제(ESM), 그리고 유럽학기(European Semester)
와 식스 팩(Six Pack), 유로 플러스 팩(Euro-Plus Pact)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발전시켰
다. 이 제도들은 권능과 결정과정은 물론, 영향력의 강도 및 결정에 구속받는 회원국들의
차별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유럽통합과 사뭇 구별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제도들의 감독 아래 놓인 위기국가들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직접적인 영
향력과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강도 높은 개입은 당연히 민주주의적 정
당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Scharpf 2014; Streek 2013). 빌링의 지적처럼
이 새로운 제도들은 위기와 긴축의 시대에 등장한 신헌정주의(Gill 1998)의 변형, 즉 일종
의 위기헌정주의(Krisenkonstitutionalismus)를 의미하는가(Bieling 2013)? 이에 답변하
기 위해서는 적자국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트로이카”의 개입의 특징과 성격을 분석하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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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ancialization of the Euro-Capitalism and Dynamics
of the Euro-Crisis
Koo, Chunkwon
(Yeungnam University)

This paper is aiming to examine the compound backgrounds of the Euro-Crisis
and analyze its dynamics and characteristics by performing three following tasks.
Firstly, this paper will review the structural defects of the Euro-Capitalism with
a focus on its formation proceeding into the transnational regime of accumulation.
The Euro-Capitalism has been formed in a very unique way. While the strong
authorities accelerating market-centered restructuring of the competition and
monetary policy are attributed to the transnational modes of regulation in the
Euro-Capitalism, mere symbolic or insignificant power is given to its structural
or social policy that may provide solutions for the problems and tensions
subsequently derived from the market-centered restructuring. It can be said that
the immanent instability of the Euro-Capitalism is considerably resulted from the
asymmetrical development in its transnational modes of regulation. Secondly, this
paper will reconstitute the financialization process of the Euro-Capitalism
dynamically driven by the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the EU. As a
consequence, the EU has been deeply interconnected with the Dollar-Wall
Street-Regime, that of a new stream of financialization of the global capitalism,
going through the competitive deregulation of the 1990s and the integration of
the 2000s. At this point it is noticeable that the financial integration of the EU
finds its role model from the innovative financial market of the US. This is the
reason why the financial disaster triggered by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7 has rapidly spreaded out in Europe, as its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has its priority not on the acquisition of the financial security network but on
the financial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like the US. Thirdly, this paper will
analyze the dynam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uro-Crisis. With all h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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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cal dynamics with the common financial crisis, it differs from the others
which generally resulted in the dramatic economic collapse due to the unlimited
liquidity by the government. For this reason the financial and bank crisis became
a fiscal crisis in case of the Euro-Crisis. It shows the structural dilemma of the
Euro-zone in the sense that it is derived from the excessive market-centered
development of the Euro-Capitalism. The institutional placement and authority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applying a single interest rate into the all
Euro-zone, are in conflict with the imbalanced structure of the competitiveness
and current balance between the deficit countries and surplus countries in the
EU. The monetary policy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reinforces rather than
alleviates the higher inflation rates and lower development rates in the deficit
countries, while having the reverse phenomena in the surplus countries. In this
way, Euro-crisis shows the paradoxical fact that the Euro makes the EU rather
disunited than united.

Key Words : Euro-Crisis, European Integration, European union, Financial Crisis,
Financialization, Integration of the European Financial Mar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