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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두 얼굴

• ShylockShylockShylockShylock, the Bad vs. NathanNathanNathanNathan, the Wise

• 유대인의 두 스테레오 타입

• Rich moneylender라는 공통점• Rich moneylender라는 공통점

•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Shylock과 생소한
Nathan

• “Occupy Wall Street!” vs. Finance and 
the Good Society (by R. Shiller)



책임의 의미

• 책임의 사전적 의미 두 가지

• 첫째, 맡겨진 의무나 임무

• 둘째, 발생한 사태에 대한 원인으로 규• 둘째, 발생한 사태에 대한 원인으로 규
정할 수 있는 행위나 작용, 또는 그것에
대해 받게 되는 법적 도의적 제재나 부
담



왜 사회적 책임을 논하나?

• 전자의 의미로서, 본래부터 지고 있던
책임을 다시 생각하기 위한 것인가?

• 아니면 후자의 의미로서, 발생한 사태의• 아니면 후자의 의미로서, 발생한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묻자는 것인
가?

• 아마도 후자의 의미로 책임을 따져보고
전자의 의미로서의 책임을 재정립하자
는 것으로 생각됨.



무엇에 대한 책임인가?

• 책임논의의 배경은 금융시스템, 더 나가
서는 금융자본주의로 불리는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적대감 고조.질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적대감 고조.

• 잦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즉 위기관리 실패의 대한 책임. 소
득분배 악화에 일정부분 금융도 기여했
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책임.



위기에 취약해진 금융

• 1914년 이전에 비해 두 배 늘어난 금융위기

• 1945 -1971 38건

• 1973 - 1997 139건 (선진국 위기 44건)• 1973 - 1997 139건 (선진국 위기 44건)

(Eichengreen and Bordo, 2002)

• 지난 4반 세기는 금융위기의 연속. 일본의 거
품붕괴, 북유럽국가에서의 은행위기, 아시아
의 외환위기,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최
근의 서브프라임 위기까지.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책임론

• 감정을 자극한 에피소드들: 보통 사람들
은 집을 잃고, 직장을 잃는데, 정부의 구
제금융으로 살아난 금융기관의 경영진
은 보너스를 챙기는데 대한 분노.은 보너스를 챙기는데 대한 분노.

• 억만장자들의 몫 증가와 중산층 감소.

• 지난 30년 동안 금융산업의 주식시장 시
가총액이나 상장기업 이윤 비중이 크게
증대된 사실에 주목하면서 비판 고조.



금융이 책임의 주체?

• 금융이라는 것이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인가?

• 금융시스템이 차입자와 저축자를 연결하는 중
개자로서의 금융기관, 자본을 모으고, 그것을개자로서의 금융기관, 자본을 모으고, 그것을
누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제
로서의 금융시장과 그것들이 지켜야 할 규칙
과 그 작동을 돕는 정책 및 감독 기관들을 포
함하는 금융하부구조의 총칭이라면,

• 시장과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 뿐 아니라 정부
부문도 그 중요한 부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

• 시장 참여자들인가?

• 금융기관인가?

• 금융 하부구조를 만드는 정부 부문, 정• 금융 하부구조를 만드는 정부 부문, 정
책 당국자들인가?

•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알
려면, 지금의 금융제도가 어떻게 만들어
진 것인지를 알아야.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 역사

• 다윈의 진화론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이론: 진
화 그 자체, 공동후손, 종의 다양화, 단계주의, 
자연선택

• 사회제도의 진화에도 대체적으로 적용되는 이
론들(단 약간의 융통성을 허용한다면)

• 진화론적 관점을 수용한다는 것은 역사의 전
개과정에서의 우연과 불확실성의 역할을 겸허
하게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결
과’에 열려 있는 자세.



금융제도 진화와 다섯 이론

• 모든 금융제도는 빚(대차거래)의 공동
후손이다.(Graeber 2011)

• 금융의 발전을 법 혹은 정부와의 관계에• 금융의 발전을 법 혹은 정부와의 관계에
서 보면 서로 상이한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단속평형설)

• 금융제도의 자연선택은 시장의 선택이
다.



금융제도 진화의 세 단계

• 중세 말 르네상스기: 법의 대체물로서의
금융 발전기(Hicks 1969)

• 근대 국민국가 시기: 정부(혹은 절대왕• 근대 국민국가 시기: 정부(혹은 절대왕
권)과의 공생기(Kindleberger 1998; 
Arrighi 1994)

• 민주주의 국가(특히 20세기): 법으로부
터의 도피기(김우택 2010)



르네상스기의 금융발전

• 이자금지법 하에서 대출위험 보호장치
로서의 ‘법의 대체물’로 발전한 금융

• 원리금 회수의 안전장치로서의 전당, 저• 원리금 회수의 안전장치로서의 전당, 저
당과 같은 담보제도

• 신용할만한 차입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장치인 보증인, 어음의 이서, 금융
중개인으로서의 초기 은행



국민국가 정부와의 공생기

• 다양한 근대적 금융제도의 발전기. 

• 환어음의 발전을 통한 단기신용의 변혁. 은행
의 중개기능에 의존하던 단기상업신용을 자본
시장이 담당하게 됨.시장이 담당하게 됨.

• 장기공채(rente)시장의 발전과 부 동원 범위
의 확대.

• 특권적 유한책임회사(chartered co.)의 설립
과 주식시장의 발전

• 은행제도의 발전과 중앙은행의 등장.



법으로부터의 도피기

• 반기업 정서와 규제의 확대

• 금융위기 – 금융규제 – 적응방법모색

• 1907위기 – FED – 대마불사• 1907위기 – FED – 대마불사

• 1930대공황 – 1933은행법 (GS, FDIC)

• Regulation Q – Euromarket & MMF

• S & L 위기 – Basel 자기자본규제 –

CDS, CDOs 등의 파생상품



제도 진화메커니즘의 시사점

• 순리에 역행하는 시장개입의 무력함을 보여주
는 르네상스기

• 정부와 시장이 서로 적대적이거나 또는 대체
적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의 대상임을 보여주
는 공생기

• 시장의 자율조정 메커니즘의 작동을 저해하면
서까지 완벽한 금융안정을 얻으려는 것은 과
욕임을 보여주는 20세기 법으로부터의 도피
기



금융 본래의 기능

• 빚(금융)의 기원에서 단서

• 인류 최초의 빚은 아마도 아사를 면하기 위한
음식의 융통이었을 것임. 즉, 소비의 기복을
완화하기 위한 대차거래(유동성 공급 기능).

• 상인들은 여기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위험관리
기능을 추가했음.

• 본래의 기능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 (Levine, 2005).



추가해야 할 기능이 있나?

• 책임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고용에서의 역할
(Fed의 경우)이나 소득 재분배적 기능을 기대
하는 듯.

• 문제는 이 같은 목적을 위해 금융이 적절한 수
단이냐는 점임.

• 산업의 분화도 비교우위에 따른 분업의 결과.

• 금융공학이 기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금융 이노베이션: 의도와 결과

• ‘보이지 않는 손’의 교훈

• 금융 이노베이션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아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도 혹은 의도하지않은 재앙도 가져
올 수 있어.

• 더 나가서 그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Lerner & 
Tufano, 2011)



목사 유족 기금에서 연금보험

• 자신들이 속한 작은 공동체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
한 보험기금 (Scottish Ministers’한 보험기금 (Scottish Ministers’
Widow’ Fund,1744)

• “If the welfare state was conceived in 
politics, however, it grew to maturity 
in war.” (Ferguson, 2008)



‘사회적’ 선의가 재앙 잉태

• 미국인들의 자기집 꿈을 실현시킬 ‘신용
의 대중화 democratization of credit’로
칭찬 받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발칭찬 받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발
전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 초래.

• 그렇다고 MBS나 CDO가 잘못된 금융
이노베이션도 아님.



역사의 교훈(1)

• 현실의 자유경쟁시장은 교과서의 모형과 같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현실은 경로 의존적이고
불가역적이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은 이미 Moral hazard라는 20c. 질병에 오염은 이미 Moral hazard라는 20c. 질병에 오염
되어 있어, 시장의 자율조정 메커니즘과 자기
규율기능이 기대만큼 작동하지 못한다. 

• 금융위기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 하지만 시장의 자율조정 메커니즘이 작
동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의 교훈(2)

• 금융은 처음부터 개인의 이익추구와 권력의
개입이 충돌하는 곳이었다.

• 선의를 앞세운 완벽 추구는, 그것이 안정이든
조화로운 사회이든, 매우 위험하다.

• 금융 이노베이션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유 만으로 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억제해
서도 안 된다. 이노베이션은 계속되어야 한다. 



역사의 교훈(3)

• 대마불사가 현실이고(Rose & Wieladek, 
2012), 예금보험이 시장의 규율기능을
약화시켜 은행위기의 발생빈도를 높인약화시켜 은행위기의 발생빈도를 높인
다면(Capiro & Honohan, 2001; Iyer 
et.al., 2013),

•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
아야 하는 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김우택, “금융규제 –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KERI 칼럼, 2010.

• Arrighi, Giovanni, The Long Twentieth Century: Money, Power and the Origins of our Times. Verso, 1994.

• Capiro, Gerard, JR and Honohan, Patrick, Finance for Growth: Policy Choices in a Volatile World. (A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Eichengreen, Barry and Michael D. Bordo, "Crises Now and Then: What Lessons from the Last Era of Financial
Globalization", NBER Working Papers 8716, Jan 2002.

• Ferguson, Niall, The Ascent of Money: A Financial History of the World. Penguin, 2008.

• Graeber, David,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Melvillehouse, 2011.

• Hicks, John R., A Theory of Economic History. Oxford Univ. Press, 1969.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8.

• Iyer, Rajkamal; Puri, Manju and Ryan, Nicholas, "Do depositors monitor banks?" NBER Working Papers 19050, May 2013.

• Kindleberger, Charles P., Economic and Financial Crises and Transformations in Sixteenth-Century Europe.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No. 208) June 1998.

• Lerner, Josh and Peter Tufano, "The consequences of financial innovation", NBER Working Papers 16780, 2011.

• Levine, Ross, "Finance and Growth: Theory and Evidence", Chapter 12 of Handbook of Economic Growth, Elsevier, 2005.
(NBER Working Papers 10766, 2004)

• Ranciere, Romain; Tornell, Aaron and Westermann, Frank, "Decomposing the Effects of Financial Liberalisation: Crises vs.
Growth", NBER Working Papers 12806, 2006.

• Rose, Andrew K. and Wieladek, Tomasz, "Too big to fail: some empirical evidence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public banking intervention in the United Kingdom", Bank of England Working Paper No. 460, August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