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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0년대 이후 일반화된 글로벌 불균형 현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글로

벌 불균형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이 주장하려고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통 경제학은 글로벌 불균형 현상을 크게 문제시 삼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런 생각은 분배와 고용의 문제를 등한시한 결과이며 이를 고려할 때 글로벌 불균형은 

세계경제를 성장보다는 파국으로 이끄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는 점이다. 둘째, 현재

의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긴축 및 환율조정과 같은 적자국가들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해법은 잘못된 처방이며 오히려 세계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

능성이 존재한다. 이 글은 유럽재정위기의 사례를 보면서 글로벌 불균형 해법의 열쇠

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조정노력이 동반될 때만 해결 가

능하다고 주장한다. 셋째, 현재 글로벌 불균형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케인스주의적

인 해법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뚜렷한 해법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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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

I. 서론

최근 들어 국제정치경제 영역에서 가장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는 글

로벌 불균형 현상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 글로벌 불균형은 경상수지 부문에서 미국의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및 중동 산유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2000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3S1A3A20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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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글로벌 불균형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

지는 이유는 이것이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글로벌 불균형 

현상은 이미 오랜 전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불균형은 유럽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금과 은이 페루와 볼리비아와 같은 남미국가들로부터 

대량 유입될 때부터 발생한 현상이었다(De Cecco 2012, 33). 그 이후로도 글로벌 불

균형은 1929~32년 미국이 금을 외환보유고로 축적하면서 발생하였고 2차 대전 직후

에도 미국과 유럽국가들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이 반

복되어 온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동력으로써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계경제는 한 축으로는 저평가된 통화를 바탕으로 수출주도성장 

전략을 선택한 국가들과 다른 한 축으로는 흑자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통한 부채주

도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들 간의 상호호혜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그러나 이 성장 메커니즘은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저축이 투

자를 크게 상회하는 현상을 유발하면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급기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재정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글로벌 불균형이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세계경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 같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

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Hein and Truger 2010; Skidelsky 201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만 하여도 사람들의 관심은 글로벌 불균형

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에 있었다.1) 그러나 글로벌 불균형이 얼마나 지속되

느냐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 종착점이 파국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현

재의 시점에서 볼 때, 논의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은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문제이

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글로벌 불균형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이에 대

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가고 있다(Demopoulos and Yannacopoulos 

2013; Wade 2009).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할 것인가이다. 전

통적으로 국제수지조정의 문제는 흑자국보다는 적자국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다. 즉 

  1)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정리한 논문으로는 한영빈(2012)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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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과 환율조정과 같은 해법이 적자국에게 강요되었으며 흑자국은 국제수지조정 문

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하여 왔었다. 하지만 이차대전 직후 브래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구상을 둘러싼 케인스(Keynes)와 화이트(White)의 논쟁

에서 케인스가 주장하였듯이 국제수지 조정의 의무는 비단 적자국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흑자국에도 해당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2) 이에 따라 이 글은 

케인스적인 아이디어에 기대어 국제수지조정의 문제가 적자국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

되어서는 안 되고 흑자국 역시 조정의 국제적 의무를 가져야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다. 특히 현재 수출주도성장 전략을 취하는 국가들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기타 세

계국가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흑자국의 국제수지조정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

다.

이 글은 글로벌 불균형의 폐해가 가장 뚜렷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 유로존의 

사례를 중심으로 흑자국의 국제수지조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자 한다. 첫째, 글로벌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브래튼 우즈 II 성장 메커니즘

은 분배와 고용의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세계경제를 

성장보다는 파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이다. 2010년 발생한 유럽재정위기는 글로벌 

불균형의 파국을 지역적 차원에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긴축 및 환율조정과 같은 적자국들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

다는 점이다. 이런 해법은 잘못된 처방이며 오히려 세계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이 존재한다. 글로벌 불균형 해법의 열쇠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국

가들의 조정노력이 동반될 때만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셋째, 현재 글로벌 불균형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케인스주의적인 해법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뚜렷한 해법임을 주장한다. 

  2) 적자 국가뿐만 아니라 흑자 국가까지 조정의무의 대상으로 삼자는 케인스의 주장은 채택되

지 않음으로써 사장되게 된다. 대신 적자 국가만 조정의무의 대상으로 삼자는 화이트의 주

장이 채택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론적인 우월성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작용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자국을 

조정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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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전통적 시각 비판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자유무역이론에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리카

르도(D. Ricardo)의 비교우위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에 기초를 두고 발

전되어 온 자유무역이론은 개방된 상태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에 대한 생산을 특화

하여 국가들 간의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고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3) 그런데 정적인 모델에 기초해 있는 자

유무역이론은 글로벌 불균형과 관련하여 2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불균형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Xafa 2007, 64). 어떤 국가도 국

제수지 적자나 흑자와 같은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런 근거는 전통적인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일반균형이론(theory of general 

equilibrium), 즉 경제시스템에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자동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믿

는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다.4) 자동메커니즘 사고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은 리카르도의 자유무역이론에 녹아들어가 있는 흄(D. Hume)의 가격-정화 흐름 모델

(price-specie-flow model)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한 국가 내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많

  3) 이에 대한 믿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보호주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2008년 위기 당시 보호주의보

다는 개방된 자유무역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한 글로는 정하용(2013)을 참조할 것.  

  4) 일반균형이론의 기원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는 『국부론』에서 시장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며 이것이 이기

적인 개인들의 이윤추구 행위가 갈등과 파국보다는 조화로운 균형 그리고 궁극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공동선(共同善)으로 이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균형이론적인 시각은 그 뒤 대

다수의 고전학파 학자들이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전학파에게까지도 이어졌다. 특히 

신고전학파에 이르러서 균형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정교화되었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법 원리에 따르는 철학적인 설명이었다면 신고전학파는 시장에 균형

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에 들어와 드브로이(Arrow-Debreu)에 의한 균형이론 내의 혁명은 균형의 개념을 수학적으

로 더욱 더 정교화 시켜 주었다. 이렇게 볼 때 균형이란 개념은 1776년 『국부론』 이래 수백 

년간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을 지배하여 왔던 사고방식이며 오늘날에도 인간들이 만들어 낸 

이론 중 가장 위대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조정   367

아 일시적으로 무역 불균형이 발생할지라도 수입>수출에 따른 금 유출로 발생한 통화

량 감소는 국내 임금 및 물가를 하락시키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품원가의 하락을 가

져와 그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무역 불균형이 시정

되게 된다. 이와 같은 흄식의 논리는 현대의 자유무역이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단지 금이 지폐로 바뀌었을 뿐이다. 가령 한 국가에 무역적자가 발생한다면 그 국가의 

통화수요에 영향을 주어 평가절하를 가져오게 만들 것이며 이 경우 무역적자국의 재화

가격은 하락하여 수출경쟁력을 회복하면서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리

카르도식의 자유무역 논리는 국제수지 조정 문제가 시장에 존재하는 환율변동이나 자

본이동의 자연스런 힘에 의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불균형은 영

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 되는 것이다. 

둘째, 글로벌 불균형은 세계경제를 위해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

다(Dooley et al. 2003; Cabellero 2006; Dadush 2011). 이런 생각은 불균형이 일시적

이란 주장이 비판에 직면하자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던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역사

적으로 볼 때 현실은 첫 번째 주장과 부합되지 않는 시기가 많았다. 남미 발견과 함께 

금과 은이 유럽으로 유입된 시기,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80

대 이후 현재까지 반복되어 온 수많은 불균형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균형론적인 사고방식에 심취해 있는 주류경제학자들은 글로벌 불균형의 심각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이론에 약간의 수정을 통해 자유무역의 효율성 

및 균형이론의 타당성을 계속 고집하면서 불균형 문제를 자신들의 균형이론적인 분석

틀에 흡수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었다. 대표적으로 1980~1990년대에 이들은 정적인 리

카르도 모델을 시간차적인 모델로 확장시켜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국

가들 간의 문화, 제도 및 역사적 차이로 말미암아 다양한 소비 및 투자가 발생하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는 논리를 전개시켰다(Buiter 1981). 이와 함께 이들은 이런 차이로 인

해 글로벌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유무역의 자연스런 결과이며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오게 되면 글로벌 불균형이 오히려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최적의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자유무역의 확대가 궁극적으로 모든 국

가들에게 이롭다는 견해를 확대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실

물부문에 한정되어 있던 무역모델을 금융부문으로 확대시킨 데 있다. 이에 따르면 미

국의 거대한 무역적자는 금융자산 교환의 대가라는 것이다(Caballero 2006, 7). 즉 미

국은 금융상품 쪽에서 비교우위가 있어 이를 특화해서 수출하는 것이며 반면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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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런 금융자산이 없기에 수입을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글로벌 불균형은 실물재

화에 대한 금융자산의 상호이득적인 교역으로 인해 발생한 산물이라는 논리가 생겨난

다. 글로벌 불균형은 나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합일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간의 교환을 통해 명목적인 균형이 형성되면서 글로

벌 불균형 문제는 다시 균형이론적인 분석틀에 흡수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유무역이론의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볼 때 흄의 모델과 같이 불균형 문제를 자

동적으로 조정해주는 메커니즘이 시장에 내재해 있다는 일반균형이론적인 시각은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다. 무엇보다도 일반균형이론은 균형가격 형성보다는 존재에 초

점을 맞춘 이론이라는 점에서 자동조정 메커니즘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되었

다(DeVroy 1991, 8). 과정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면 수학적으로 아무리 균형이 존재

한다는 것을 증명할지라도 이 균형은 현실과 관계가 없는 관념적인 개념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리카르도 모델에 깔려있는 흄식의 논리는 무역불균형의 자동조정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모델의 단점은 화폐를 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데 있다. 화폐가 중립적이라는 것은 화폐를 단지 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교환수단 정도로만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화폐량의 변화가 물가만을 변

화시킬 뿐 고용과 산출량과 같은 실물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화폐의 중립성 가정은 물물교환경제에서나 가능한 것이다(Schumacher 2013, 

90). 즉 화폐가 없는 물물교환경제에서는 가격의 탄력성을 상정하면서 흄처럼 무역적

자나 흑자 시 가격이 신속하게 반응하여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지만 화폐가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격의 하방경직성이란 특성으로 말미암아 가격의 탄

력성을 상정하기 어렵게 된다. 이럴 경우 무역적자(흑자) 시 금유출입에 대해 가격이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화폐는 교환수

단뿐만 아니라 저축수단으로도 작용하기에 저축 발생 시 구매(수요)와 판매(공급) 사

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 불균형은 물가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 투

자, 고용 및 산출 등에 영향을 주는 특성이 있기에 무역국가들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

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비판자들은 리카르도 모델에 화폐를 도입할 경우 

화폐의 비중립성 가정은 틀린 것이며 화폐는 오히려 불균형을 야기하는 비중립적인 것

이라고 주장한다(Davidson 1984, 562; Herr 1986, 54). 화폐의 존재로 인해 시장에 내

재적인 균형조정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

론적인 비판은 금본위제에 대한 역사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시장의 자동메커니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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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국가 및 중앙은행의 개입이 국제수지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밝혀짐

에 따라 더욱 타당성을 얻고 있다(Eichengreen 1996).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이 일시적

이라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자유무역이론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두 번째 주장에 있다. 이 주장이 보다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글로벌 불균형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국제수지조정의 의무를 

애써 외면하려고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불균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고용과 

산출의 문제를 등한시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Demopoulos and Yannacopoulos 2013, 

5). 리카르도와 같은 전통적 무역모델이 고용과 산출의 문제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델이 완전고용 및 총수요(aggregate demand) 존재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완전고용은 생산이 주어진 자원양의 한계에 의해서만 제약될 수 있다

는 세이(Say)의 법칙에 기반을 둔 것이다. 즉 생산은 주어진 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유휴자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카르도 모델에서 무

역의 결과 발생한 불균형은 고용과 산출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한 국가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이 활용된다는 가정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다. 특히 리

카르도의 모델에서 노동력이란 자원이 모두 생산에 투입된다는 가정은 오늘날의 현대

경제에서 실업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완전고용보다는 

불완전 고용이 더 현실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실업과 같은 불완전고용을 

가정한다면 총수요가 존재한다는 가정도 불가능해진다. 총수요의 존재 역시 세이 법칙

에 따라 공급이 자신의 수요를 스스로 창출한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 것인데 실업의 존

재가 가격변화가 아닌 소득변화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이 가정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실업은 실질임금의 하락과 소비지출을 감

소시키면서 유효수요 부족을 야기하기 때문에 생산된 것이 모두 팔린다는 것은 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불완전고용과 총수요부족이란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발생한 무역불균형은 리카르도

와 흄과 같이 가격이나 환율과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소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득과 연관이 있는 무역불균형은 자유무역 예찬론자들처럼 그리 바람직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가령 무역적자 국가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즉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임금하락과 평가절하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소득악화를 증가시켜 국

내에서의 총수요, 투자 및 산출량을 부정적인 악순환 과정으로 몰아넣게 된다.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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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저평가 전략이 수출경쟁력을 회복한다는 것도 보장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무역상대

국 역시 저임금 정책으로 인해 구매수요가 현저히 약화된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만일 

소득변화로 인해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면 이 국가는 결국 오늘날의 글로벌 불

균형에서 보여 주듯이 외채에 의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경상수

지 흑자국가 역시 자국의 유효수요 부족뿐만 아니라 상대 무역국의 소비감소, 즉 해외

수요의 감소로 인해 투자 및 산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가 위축되게 된다. 

이 경우 흑자국가에서는 오늘날의 글로벌 불균형에서 보이듯이 저축증가의 형태로 나

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무역불균형은 무역 국가들에게 소득변화에 영향을 주어 총

수요를 하락시키고 고용과 산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다주면서 궁극적으로 세계경

제 전체를 디플레이션으로 이끄는 나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Demopoulus and Yannacopoulos 2013, 11). 따라서 무역불균형 또는 오늘날의 글로

벌 불균형 현상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게 된다. 그보다 

현재의 불균형은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위험한 것이기에 시급히 조정되어야한다

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유로존의 국제수지조정 논쟁

글로벌 불균형의 폐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유럽 지역이다. 2000년

대 들어와서 유럽은 중심부 국가군과 주변부 국가군 간의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다가 

결국 2010년에 이르러 유럽재정위기(european sovereign-debt crisis)를 겪으며 어려움

에 직면하여 있는 상황이다(<표 1> 참조).5) 유럽재정위기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크게 2가지 시각이 대립되고 있다. 하나는 위기의 원인을 주변부 국가들에서 찾고 있

는 시각이다. 즉 이들의 방만하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위기를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유럽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수지조정의 의무는 적자국이 감당

  5) 중심부에 속하는 핵심 국가들로는 독일, 네덜란드 및 오스트리아 등이 눈에 띠며 주변부에 

속하는 국가들로는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및 아일랜드 등이 두드러진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2000년대 이후 이렇게 고착화된 유로지역 내 경상수지 불균형 현상이 현재 

유럽재정위기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Bibow 2012; Perez-Caldenty and 

Verneng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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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될 몫이 된다. 다른 하나는 개별국가적인 차원이 아닌 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심부 국가군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세

계화 및 EMU(European Monetary Union)가 가져온 어려움 속에서 중심부 국가들이 

중상주의 및 근린궁핍화 정책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국제수지조정의 의무는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특성을 보이게 된

다. 

주변부 국가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중심부 국가군의 경상수지 

흑자를 문제시 삼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프래이테크(Freytag)는 독일이 무역흑자를 보이는 것은 저축보다 투자가 적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한다. 즉 독일 사람들이 높은 세금, 낮은 사회

적 보호, 높은 국가부채 및 연령 등을 두려워하여 투자 대비 저축성향이 높아졌기 때

문이지 흔히 비난하듯이 유로존 국가들과의 불공정한 경쟁 때문이라는 주장과는 하등

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Freytag 2010). 그에 의하면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공정한 대가인 것이다. 위플로스(Wyplosz 2010)도 독일의 경

상수지 흑자는 현 시점에서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상수지 

<표 1> EMU 주요 회원국의 경상수지(GDP 대비 %)

국가/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상수지 균형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1.8
0.0
 

-0.8
2.4
-7.2
-0.7
-0.1
-10.3
-4.0

1.2
2.0
4.6
2.7
2.5
-6.5
-0.9
-0.8
-8.2
-3.2

0.7
1.9
3.5
1.7
5.5
-6.6
0.1
-1.3
-6.5
-3.5

0.5
4.7
3.2
2.1
7.6
-5.9
-0.6
-1.0
-8.4
-5.3

-0.5
5.0
2.0
2.1
7.3
-7.5
-3.5
-1.7
-10.4
-7.4

-0.6
6.3
1.9
2.4
9.3

-11.2
-3.5
-2.6
-10.7
-9.0

-1.0
7.5
1.5
3.5
6.7

-14.3
-5.3
-2.4
-10.1
-10.0

-1.8
6.3
-1.6
4.9
4.5

-14.8
-5.8
-2.9
-12.6
-9.7

-1.5
5.7
0.4
2.9
4.9

-11.0
-2.8
-1.9
-10.9
-5.1

-1.7
5.7
1.0
2.8
7.2

-10.6
0.5
-3.5
-9.9
-4.6

중심부 평균 0.9 2.6 2.7 3.6 3.2 3.9 3.6 2.5 2.5 3.0

주변부 평균 -4.4 -3.9 -3.6 -4.2 -6.1 -7.4 -8.5 -9.2 -6.4 -5.6

자료: OECD 경상수지 통계 부문에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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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중심부 국가들이 단위노동비용 하락과 생산성을 향상시

켜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노력 속에 얻어낸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

는 만일 이런 흑자를 프랑스의 주장처럼 임금상승과 소비 진작 정책을 위해 지출한다

면 유로존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유로존 전체의 국제

경쟁력 하락과 연결되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

서 다베리(Daveri 2014) 역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옹호하고 있다. 그는 2014년 5

월 유럽선거에서 유로회의주의적인 정당들이 나타나면서 팽배해진 분위기, 즉 유로화

가 독일의 이득만을 위해 사용되어져 커다란 흑자에 일조하였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

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독일의 무역흑자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2013년 GDP 대

비 7.57%로 매우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 약 5%는 유로존과의 흑자가 

아니라 기타 세계와의 흑자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독일의 유로존

에 대한 흑자는 2%에 불과하기에 유로화는 독일에 유리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중립적이

었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유럽의 불균형 문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6) 

중심부 국가군의 경상수지 흑자를 당연하고, 정당하며, 좋은 것으로 보고 있는 이

들은 자연스럽게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주변부 국가군에서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위

플로스는 독일과 같은 중심부 국가가 팽창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문제의 원인이 주변

부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방만한 정책에 있기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및 그리스

와 같이 문제를 일으킨 국가들이 긴축을 통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Wyplosz 

2010). 지아바지(Giavazzi 2010) 역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정책이 올바른 것이라는 

전제 하에 주변부 국가로 흘러들어간 해외투자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주변부 국가들이 EMU와 함께 강한통화가 된 이점을 이용하여 무

분별하게 증권을 발행하여 해외자본을 유입하였고 이렇게 유입한 자본 역시 생산성 향

상보다는 국내소비 및 부동산 버블 형성에 소진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 따라

  6) 다베리(2014)는 유럽에서 유로회의주의적인 정당이 성공한 이유를 EMU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개별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독일과의 무역적자 폭이 크게 증가했거

나 적자 폭 하락률이 미비하게 나타난 개별국가들이 독일에 대해 표출된 반감이라는 것이

다. 예를 들어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나라에서는 이런 유로회의주의적인 정당들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스페인, 

네덜란드 및 벨기에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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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는 이들 국가에 투자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시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 및 산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두 번째 시각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화와 함

께 형성된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서 환율이 제거된 EMU 회원국들 간의 교역이 고용과 

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면서 유로존의 불균형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

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서 이들이 발견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심부 국

가군, 특히 독일에서 명목 및 실질임금의 완화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이

들의 수출증대에는 기여하였지만 국내수요를 희생시키면서 무역상대국마저 어려움에 

빠트리는 메커니즘을 낳았다는 사실이었다(Stockhammer et al. 2011; Stockhammer 

2012; Hein 2014; Demopoulos and Yannacopoulos 2013; Davidson 2012). 

독일은 이미 1980년대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던 나라였다. 통일 직후 일시

적인 붐 기간만이 예외적으로 있었을 뿐 2차 대전 이후 보여주었던 찬란한 경제성과의 

동력은 이미 상실하여 국제경쟁력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 독일이 이렇게 하향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의 둔화가 원인이었겠지만 세계화와 함께 추진된 

긴축정책 및 금융부문 성장으로 말미암아 국내수요 및 투자가 크게 위축된 사실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Hein and Truger 2010, 5). 국내수요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및 

정부지출이 위축되면서 성장을 위해 독일에게 남은 유일한 엔진은 해외수요 밖에 없었

다. 그리하여 독일은 국내수요를 포기하고 해외수요, 즉 수출중심주의적인 전략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독일의 경제적 개방도는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

였으며 GDP 대비 수출비중 역시 1995년 24%에서 2008년 48%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다(<표 2> 참조).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역시 급격히 성장하여 <표 3>에서 보듯이 

2007년 최고조인 7.4%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적 결실은 EMU 국가들에게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수출시키면서 

이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의 수출증대와 함께 발

<표 2> 독일의 GDP 대비 수출비중 증가 추세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33 35 36 36 39 41 46 47 48 42 48 51 52 51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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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수요를 팽창시키는 정책에 재분배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오히려 독일은 정반대의 길을 나아갔다. 독일은 아젠다(Agenda) 2010과 하르츠

(Hartz) 법안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탈규제 및 구조적 개혁을 통해 임금억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축소시켰다.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낮은 노동소득을 대가로 한 자본 및 고소득자에 유리한 재분배는 소비자들 미래의 불

확실성마저 증대시켰다. 이 결과는 독일 내의 실질임금하락 및 소득불평등 심화,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저축성향 증가, 국내소비 및 투자침체로 이어져 국내수요를 팽창

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EMU 국가들에게 바닥으로의 임금경쟁을 유발하면서 주변

부 국가들을 어려움에 빠트렸다(<표 4> 참조). 바닥으로의 임금경쟁에서 주변부 국가

들의 경쟁력은 더욱 상실되었으며 수출 감소, 실업증대, (독일보다) 높은 물가상승률, 

정부부채 증가,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2010년 그리스를 필두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7)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2번째 시각은 현재 유럽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이유가 흔

히 알려져 있듯이 그리스와 같은 일부 주변부 국가들의 포퓰리즘적인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보다는 오히려 중심부 국가들의 이기적인 중상주의 및 근린궁핍화 

정책 추구에 위기의 책임을 묻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주장은 많은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는 중심부 국가, 그 중에서도 지역패권국가인 독일에 대한 비

난 수위가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독일의 수출주도성장 모델은 유로존 내 타

국가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유로존의 안정을 가져다주기보다는 긴장

  7) 유럽재정위기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논의는 한영빈(2013)을 참조할 것.

<표 3> 독일의 주요 경제지표(단위: %)

독일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

성장율
-0.8 2.6 1.8 0.9 1.8 2.0 2.0 3.2 1.2 0.0 -0.2 1.2 0.7 3.1 2.4 1.2

실업율 7.7 8.5 8.0 8.7 9.4 9.1 8.3 7.5 7.6 8.4 9.3 9.8 10.6 9.8 8.4 7.3

경상

수지
-0.9 -1.4 -1.1 -0.5 -0.4 -0.7 -1.3 -1.8 -0.0 1.9 1.9 4.5 4.9 6.1 7.4 6.1

재정

적자
-3.0 -2.2 -9.4 -3.3 -2.7 -2.3 -1.6 1.1 -3.0 -3.8 -4.1 -3.7 -3.3 -1.6 0.2 0.0

자료: OECD 각각의 주제별 통계에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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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만일 독일이 무역흑자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유럽의 성장

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 유로존을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Nardis 2010).8)          

 

IV. 후기케인스주의자들의 대안과 문제점 

구조-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두 번째 시각은 현재의 경제위기 및 글로

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소득불평등 및 금융탈규제를 지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

  8) 다베리와 달리 나디스(Nardis 2010)에 의하면 2009년 독일의 흑자가 유로존 내에서 59%, 

나머지 EU 국가들 26%, 비 EU 유럽국가들 1%, 미국 10%, 기타 국가들 3%로 구성될 만큼 

유로존 내 회원국들에 대한 흑자가 압도적인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표 4>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단위노동비용 및 생산성 증가율(전년도 대비 %)    

연도/

국가
독일 프랑스

네덜

란드

오스

트리아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포르

투갈

아일

랜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1
-0.0
0.2
0.7
-0.8
-1.0
-2.4
-1.5
2.0
6.7
-1.9
1.2
2.7

1.8
2.3
2.9
2.1
0.7
1.9
1.7
1.4
2.8
3.5
0.7
1.4
-

3.1
4.6
4.4
2.2
0.3
-0.3
0.7
1.5
2.3
4.9
-0.8
1.0
1.7

-0.1
9.5
0.2
1.1
-0.8
0.4
0.6
0.6
3.0
5.2
-0.6
0.7
3.5

-0.5
2.9
3.4
4.3
1.4
2.6
1.5
1.8
3.8
4.3
-0.4
0.6
-

2.7
2.9
2.9
3.1
2.6
3.5
3.1
3.8
5.5
1.1
-1.8
-1.9

-

1.4
0.0
9.1
1.1
1.2
3.5
-0.3
2.3
-0.4
10.6
0.7
-2.8
-6.3

4.5
3.4
3.0
3.5
0.8
3.6
0.6
0.8
3.0
2.4
-1.3
-0.9
-4.5

9.4
5.1
1.9
6.0
4.1
5.5
3.8
3.4
4.8
-6.6
-6.8
-2.9
1.5

생산성 증가율(2000~2007) 평균 

1.7 1.6 1.6 1.9 0.5 0.6 3.5 1.6 2.9

자료: OECD 단위노동비용과 생산성 증가율 통계에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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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개선을 통한 성장, 즉 현재의 친자본적인 정책에서 친노동적인 성장분배정책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tockhammer 2012).9) 이것은 전통경제학이 주장하는 

적자국의 긴축 및 수입억제 해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시각이 경제성장의 동력에 대해 전통경제학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전통경제학의 패러다임에서는 성장 먼저 그리고 후 분배를 외쳐왔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실질임금 및 고용 증가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에 따라 임금억제 및 친자본 분배적인 정책이 지난 수십 년간 성장의 해법으로 제시되

어 왔었다.10) 하지만 두 번째 시각은 이것이 오히려 오늘날 문제의 원인이라고 진단한

다. 이 시각에서 볼 때 임금억제와 친자본적인 분배정책은 계층 간의 소득불평등을 심

화시켜 유효수요 부족을 야기하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었다.11) 더욱이 

이 시각은 이런 국내 유효수요 부족이 세계화로 인해 개방된 경제체제에서 해외수요에 

눈을 돌리게 만들면서 국가들을 수출주도형 성장에 의존하게끔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Madrick 2012, 1). 그리고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낮은 임금정책이 불가피하게 고수

되면서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이 

시각에서 볼 때 부채주도형 성장 국가들의 존재 역시 이런 낮은 임금정책의 반영물일 

뿐이다. 임금이 충분히 오르지 못한 가운데 국내 유효수효 부족 및 수출경쟁력 부재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국가들이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외채에 의존하는 성장을 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각이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임금억제 및 친자본적인 분배정책에서 찾는 

이유는 이들이 전통경제학의 생각과는 달리 실질임금 및 고용증가가 성장과 모순되

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시각은 실질임금의 증가 또는 노동계

  9) 바두리와 마글린(Bhaduri and Marglin, 1990)에 의해 임금 몫의 증가 성장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에 모든 국가가 친노동적인 정책으로 나

아갈 필요는 없다. 만일 임금 몫의 증가가 성장률 증가에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국가는 

친자본적인 레짐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윤주도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10) 임금 몫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이윤 몫의 증가는 빠르면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사

실은 OECD 상위 16개 고소득 국가들의 평균노동소득 몫이 1970년대 중반 75%에서 2010
년 65%로 떨어졌다는 통계보고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Podkaminer 2013, 118).

11) 세계화로 인한 소득불평등의 증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독립

적인 사회집단의 형성 및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과 같은 정치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김동훈·한나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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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게 유리한 소득재분배가 소비수요 수준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설비가동률과 이윤

을 증가시켜 투자율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Dutt 

2012b, 2). 이론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주장은 케인스와 칼레츠키(Michael 

Kalecki), 특히 후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후기케인스주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12) 후

기케인스주의자들은 이제는 낡은 이론으로 취급받고 있는 케인스 이론에 대한 재해석

을 통해 그의 혁명성을 되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다. 케인스는 유효

수요이론을 통해 수요가 고용 및 산출량에 영향을 미쳐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단기분석에 한정되면서 장기적인 분배 및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일반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민창 

2007, 82). 더욱이 폐쇄경제에 기반을 둔 그의 분석 틀은 국내수요에만 초점을 맞춤으

로써 세계화로 인해 개방된 오늘날의 세계경제에는 적합하지 않은 낡은 이론이라는 시

각이 지배적이었다.13)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후기케인스주의자들은 칼레츠키의 

분배 및 성장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칼레츠키의 이론은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는 점에서 케인스와 같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유효수요이론을 장기분석

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그의 이론은 유효수요에 대한 계급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소득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경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독창성

을 갖고 있는데 이런 특성이 후기케인스주의자들을 매료시키면서 친노동적인 분배정

책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견지하게 만들고 있다.

후기케인스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칼레츠키의 분배 및 성장이론은 무계급적인 

케인스의 유효수요 원리에 계급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성장에 대한 소득분배의 효과

를 강조한 것이다(신희영 2013, 348). 케인스는 유효수요이론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총

수요가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소비수요와 관련하여 그는 사람

12) 케인스주의는 뉴케인스주의자와 후기케인스주의자로 분류된다. 전자는 전통경제학의 분

석틀에 놓여있는 반면 후자는 이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후기케인스주의자는 

다시 칼레츠키언(Kaleckian), 스라파·신리카르디언(Sraffa/Neoricardian), 금융케인지언

(Monetary Keynesian), 칼도리언(Kaldorian) 및 MMT(Modern Monetary Theory) 집단 등

으로 세분화된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후기케인스주의자들은 주로 칼레츠키언 분류에 속하

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13) 폐쇄경제 또는 국민국가 단위에 얽매여 있는 분석틀은 생산세계화와 같은 현상을 포섭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임혜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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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신의 소득을 모두 소비하지 않은 경향으로 말미암아 지출증가율이 소득증가

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것은 유효수요 부족을 야기하여 기업가의 이윤을 감소시키면

서 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칼레츠키는 소비수요를 노동

자와 자본가로 세분화하여 전자보다 후자의 저축성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양자 

간의 소득분배 변화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Kalecki 

2010). 칼레츠키(2010)에 의하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개별자본가는 마크업 가격(mark-

up price)을 통해 자신의 이윤을 확보하려 한다.14) 이런 행위는 자본가의 독점의 정도

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들의 개별이윤을 증가시키지만 물가상승을 야기하여 실질임금

을 감소시키고 유효수요를 감소시키면서 고용과 산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국민경

제를 불황으로 이끌게 된다. 따라서 마크업 가격을 통한 자본가의 이윤추구 행위는 전

체경제의 총이윤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오히려 국민소득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민창 2007, 81). 칼레츠키 시각에서 본다면 경제전체의 총이윤은 자본가의 소

비지출과 투자지출, 특히 후자에 의해 결정된다.15) 투자지출은 다시 이윤율과 설비가

동률(capacity utilization rate)에 의해 결정된다. 개별자본가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이

윤을 획득할 수 없는 지점까지 최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칼레츠키는 개별자본

가가 과거 및 현재의 이윤과 설비가동률을 비교·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기에 실제투

자는 설비가동률이 완전 가동되는 최적의 상태가 아닌 과대 혹은 과소 가동상태에 머

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유효수요에 맞추어 설비가동률이 조정된다는 것이다. 칼레

츠키에 있어 장기성장은 이런 단기 균형의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에 장기에도 

유효수요는 결정적이며 노동자로의 임금분배가 성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

다.

칼레츠키의 분배 및 성장이론은 몇 가지 중요한 결론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Dutt 2012a, 434-435; Commendatore 2004, 2). 첫째, 

총수요의 증가는 설비가동률, 이윤율 및 성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자본가들

14) 마크업의 크기는 기업가의 독점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가의 독점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는 4가지가 있다. 첫째, 산업집중의 정도, 둘째, 광고와 같은 판촉활동의 정도, 셋째, 

간접비 인상의 정도, 마지막으로 노조 힘의 정도가 기업가들이 마크업을 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Dutt 2012a, 437-438). 

15) 총수요를 구성하는 소비지출 가운데 노동자는 모든 소득을 지출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자

본가의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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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축의 증가는 설비가동률, 이윤율 및 성장률을 하락시킨다는 것이다. 즉 케인스가 

말한 ‘저축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민소득에서 임금

의 몫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 성장과 이윤율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비용의 역설’(paradox of cost)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유효수요에 맞추어 설비가동률

이 조정되는 단기균형이 장기균형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유효수요이론은 장기

적인 성장모델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정부지출을 통해 총수요에 충

격을 가하면서 영구적이고 양적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끌어야한다는 것이다.

케인스 및 칼레츠키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후기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은 오늘날 ‘임

금주도 성장론’(wage-led growth)이라는 이름으로 수렴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이 이론은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폐쇄경제에 기반을 둔 케인스주의 패러다

임을 버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화를 통해 초점을 국내에서 해외로 돌리면서 노동

압박을 통한 친자본주의 정책을 펼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나쁜 결과라고 

보고 있다(Palley 2014; Stockhammer  et al. 2011). 신자유주의가 세계화와 함께 주

도한 자유무역, 변동환율제 그리고 자본이동성은 케인스주의가 추구한 중요한 경제적 

목표, 즉 글로벌 완전고용 및 효율적인 경제성장과 모순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다

고 보는 것이다(Davidson 2012, 6). 이러한 후기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은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재정위기를 계기로 침체에 빠진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과 

더불어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후기케인스주의자들, 특히 칼레츠키적인 전통을 따

르는 후기케인스주의자들에게는 보완해야 될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이 모델은 실물경제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금융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

점이 지적되고 있다(Davidson 2000, 8; Duménil and Lévy 1999, 691). 칼레츠키는 케

인스와는 달리 투자에 있어 이자율이나 금융적인 요소를 거의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

나 이것은 자본가들의 자금조달 제약(financing constraints)을 극복하게 해주면서 투자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늘날의 발달된 국제금융시장의 존재를 너무 과소평가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칼레츠키식의 성장모델이 보다 현실적인 것이 되기 위

해서는 금융적인 변수를 포용하는 모델로 분석을 더 확장하고 구체화시켜야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오늘날 부채주도형 성장국가들과 같이 실물경제가 아닌 외채에 의존하

여 성장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금융적인 변수를 성장모델에 통합시켜 설명해

야 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둘째, 칼레츠키의 분배 및 성장모델이 기본적으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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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경제에 기반을 둔 분석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Podkaminer 2013, 117; 

Sawyer 1999, 304). 개방된 세계경제에서는 국내수요보다 해외수요에 더 의존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경우 총수요에서 수출 및 수입의 비중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

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 균형이 성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에 이

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큰 문제점에 봉착하여 있는 것은 단기균형(실제설비가동률)의 

장기균형(완전, 목표 또는 정상설비가동률)으로의 수렴 가능성 여부이다(Nikoforos 

2015, 5). 칼레츠키식 논리에 따르면 실제설비가동률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정상설비가동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 상황에서 유효수요이론이 장기분석

에도 적용되려면 이제 남은 것은 실제설비가동률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정상설비

가동률에 도달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칼레츠키식의 설명은 단기균형의 연

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장기균형, 즉 유효수요에 맞추어 기업가가 장기적으로 설비가동

률을 조정하는 가운데 도달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되

는 문제가 발생한다. 칼레츠키 식의 논리를 따르면 장기에서도 생산설비가 정상 가동

되지 않고 그와 다른 수준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

의되는 장기균형 개념과 배치되기 때문이다(박만섭 2007, 22). 일반적으로 장기균형에

서의 정상가동률이란 기업들의 비용최소화 원리가 적용된 가운데 모든 기대가 충족되

어 최적의 상태에 도달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가동률이 정상가동률과 다르게 

나타날 이유가 없다. 최적의 상태에서 기업들이 정상보다 낮게 또는 높게 가동률을 갖

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비용원리에 의해 도출

된 정상가동률은 사실상 구조적이고 외적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

지 않게 된다(Nikoforos 2015, 5).16) 오로지 기술혁신과 같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

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유효수요에 맞추어 조정되는 설비가동률은 단기적으로만 의

미가 있을 뿐 장기균형인 정상가동률과 일치되는 수준에 도달될 수 없는 것이 된다.17) 

16) 후기케인스주의자들은 정상가동률을 내재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

자 하고 있다(Dutt 2012a; Hein et al. 2011; Lavoie et al. 2004 2004). 이들은 정상가동률

을 관습(convention)으로 개념화시킴으로써 문제를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왜 정상가동률이 관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논리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Skott 2012, 121).

17)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의해 제시된 지난 60년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설비가동률은 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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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가동률과 정상가동률의 일치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며 장

기적으로 이렇게 설비가동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된다

(Skott 2012; Kurz 1986; Duménil and Lévy 1999; Webster 1999; 고민창 2007). 따

라서 칼레츠키식의 후기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은 단기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장기

에도 해당되는 가에는 회의적이게 된다. 그리고 만일 이런 비판들이 맞는다면 소득분

배 개선을 통한 성장해법은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

인 경제성장을 견인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게 되는 문제를 안게 된다.

V. 결론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 현상은 세계경제 내에 일련의 거대한 경상수지 흑자국가군과 

경상수지 적자국가군이 공존하는 가운데 전자에서 글로벌 저축이 투자를 크게 상회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통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일시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으

로 인식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후기케인스주의자들

은 전통경제학의 이런 생각이 저축과 투자가 소득변화와 연결되어 고용과 산출에 영

향을 준다는 점을 무시한 결과 발생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후기케인스주의자

들은 만일 고용과 산출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글로벌 불균형은 전통경제학의 주장처럼 

일시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정책의 결과물로 형성되어 오랫동안 지

속되는 속성을 갖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런 현상이 방치될 경

우 세계경제는 선순환적인 성장보다는 경기침체와 같은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

고를 하고 있다. 

후기케인스주의자들은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이 케인스주의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버

리고 1980년대 이래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해왔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결과라고 주

장을 한다. 이 정책은 개방과 탈규제를 통해 국내수요 중심에서 해외수요 중심으로 성

장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으며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낮은 임금정책은 글로벌 불균

형을 야기하며 오늘날 경제위기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날 경제위기의 

근원이 된 글로벌 불균형 현상이 전통경제학이 추구해 온 경제 패러다임의 결과임을 

동률의 8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Nikoforos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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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현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전통경제학 패러다임 내에서가 아

닌 밖에서 찾아야 한다고 후기케인스주의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적

자국가에만 국제수지 조정의 의무를 강요하는 전통경제학의 해법을 거부하고 케인스

적인 경제 패러다임, 특히 칼레츠키의 분배 및 성장모델에 의존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은 케인스적인 유효수요이론을 계급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임금과 이

윤의 소득분배 효과가 투자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유효수요이론을 장

기성장 모델로 확장하려는 것이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저축의 투자 상회 현상은 임금 몫에 대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가운데 유효수요 부족

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 모델에서 유효수요 부족은 고용 및 산출량에 영향

을 주고 궁극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불황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기에 시

급히 조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적자국가보다 흑자국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글로벌 저축이 투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임금으로의 유리한 소득재분배

를 통해 지출을 확대시키고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연이어 발생한 2010년 유럽재정위기 이래 세계경

제는 오랜 기간 동안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들의 경제 패러다임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기케인스주의자들이 제시한 해법은 신자유주의 경제 패러다임

의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후기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은 전통경제학이 놓치

고 있는 고용과 성장에 대한 소득분배 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전통경제학보다는 보다 분석적인 통찰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후기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 역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은 불완전한 것이라는 점

에서 이들의 해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후기케인스주의자들의 해법은 단기분석을 뛰어넘어 장기분석에서도 타당함을 이론적

으로 명백하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칼레츠키 식의 성장모델에 실

제가동률(단기균형)과 정상가동률(장기균형) 간의 괴리를 조정해주는 메커니즘이 부재

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후기케인스주의자들은 이런 비판에 대해 자신들의 논리를 

수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커다란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들이 유효수요이론을 장기분석으로 확장시키

지 못한다면 소득재분배를 통한 유효수요 증가는 단기적인 해법에 머무르게 된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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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수요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게 되며 저축률 및 이윤율에 의해 결정되는 공급 

주도적인 성장이 여전히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국내 정치권에서도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이름 하에 후기케인스주의자들과 같은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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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balancing the Global Imbalance: 
Through the Post-Keynesian Perspective

 Youngbin Hahn | Seoul National University

Global imbalance, i.e., the excess of global savings over global investment, is at 

the heart of the political economic problems of the world today. This paper provides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the problem of global imbalance within the context of 

the post-Keynesian theory. Th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lobal imbalance cannot be understood as a temporary nor a desirable 

phenomenon like traditional economics does. When we consider the employment and 

distribution problems, it is a rather permanent and undesirable phenomenon that leads 

the world economy into secular stagnation. Second, the problem of global imbalance 

cannot be solved by the deficit countries alone as traditional economics usually asserts. 

The solution of key lies rather on the surplus country. Lastly, although the post-

Keynesian perspective provides better solution to the problem of global imbalance than 

traditional economics, it also has many problems to solve in itself.

Keywords: global imbalance, free trade, balance of payment,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growth and distribution, post-keynes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