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르크스주의 화폐이론에서의 몇몇 난제들에 관한 연구

                                                       이 채 언(전남대 경제학부)

1. 머리말

적어도 화폐이론이라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물음에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화폐의 본질: 
화폐는 물품(상품)인가, 신용인가, 아니면 단순한 상징으로서의 국가주권의 표현인가? 시장경
제에 공짜가 없어야 한다면 단순한 상징이나 신용만으로는 화폐가 계속 유통되어질 수 없지 
않은가? (2) 통화량과 물가: 케인즈와 마르크스는 화폐수량설을 부정했다. 최근의 QE도 수량
설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면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의 악성인플레나 80년대 남미의 악성인
플레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3) 이자율: 통화량과 이자율은 무관하다고 R. L. 레이(R. L. 
Wray, 2001, 2010)나 S. 벨(Stephanie Bell, 2001) 같은 포스트케인즈의 주장을 영란은행이 
2014년 9월 자체 기관지에서1) 그동안의 교과서적 설명을 부정하고 이자율은 정책에 따라 결
정되는 외생변수이고 거기에 맞추어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저절로 발생하면 은행은 그 수요
에 맞추어 자금을 공급하면 되었다고 사실을 고백하였다. 이는 이자율에 관한 마르크스의 종
래의 주장이 처음부터 옳았음이 입증된다. 그렇다면 물가, 화폐이자율, 환율 같은 명목변수들 
상호간의 관계는 현실에서 어떠한 것일까? (4) 주류경제학에서 논의하는 소위 화폐의 중립성
이나 이분법 같은 문제를 마르크스주의 화폐이론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실증적 검증이 가능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설명은 마르크스경제이론이 주류경제이론에 대한 
이론적 우열을 다투거나 마르크스경제이론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이슈
들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거의 대답할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시도했다. 고전파경제학의 화폐베일관이 그들에
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도 짐작되고 역사유물론적인 화폐금융이론, 즉 화폐와 금융
은 물적 생산과는 동떨어진 상부구조에 속하는 그림자이므로 하부구조에 속하는 실물경제가 
더 긴요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 생산과정에서의 잉여가치의 
생산과 그 배분이 자본주의경제에서는 물적 토대를 이루므로 화폐와 금융까지도 종국적으로는 
이 물적 토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 것이 물론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산된 잉여가치에 
대한 최우선적 배분권한을 행사하는 지배적 힘을 가진 것이 화폐와 금융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는 화폐와 금융을 능가할 경제영역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 연유로 그동안 화폐 금융 분야의 연구는 자본가계급 중에서도 가장 상층부에 속하는 
지배엘리트의 전유물로 방치되어 그 음습한 비밀을 파헤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문
에 마르크스이론의 연구자 다수는 일찌감치 그 문제영역을 포기하거나 아예 외면해온 것도 사
실이다. 그러나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지배엘리트 내부의 균열은 많은 금융전문가들
로 하여금 그들만의 대열로부터 이탈하여 그동안의 금융계에서 자행된 산더미 같은 비행과 비
1)

http://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Pages/quarterlybulletin/2014/qb14q1prereleas
earticlemoney.aspx



리, 불법과 위법을 고발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촉발시켜주고 있다. 지배엘리트 
내부의 이런 균열은 이번의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나타내는 바로메타이기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도 마르크스의 화폐이론을 다시 연구하는 것은 지금 절대적으로 시급한 역사적 요청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썼다. 먼저 제2절에서는 화폐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화폐는 
물품화폐인가, 신용화폐인가, 아니면 국가주권의 표현인가를 논의한 뒤 제3절에서는 물가수준
과 이자율수준 및 환율이 통화량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입장에서 논
의한다. 제4절에서는 불환지폐의 세계화폐로서의 역할 가능성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입장을 소개한 후 제5절에서 이 글을 끝맺음한다. 

2. 화폐의 본질

  화폐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주류경제학의 교과서는 교환의 매개물 이라고 대답
한다. 그러나 교환의 매개물이란 화폐의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의 기능에 불과하다. 여러 기
능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기능을 화폐의 본질로 인식하는 것은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입장에서
는 기능 과 본질 을 동일시하는 개념적 오류이다. 
  마르크스의 기본입장은 화폐도 노동생산물의 하나이고 일종의 상품이라는 기본전제에서 출
발한다.2) 그러나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 기능만 한다면 구태여 그 자체가 노동생산물일 필요는 
없다. 노동생산물이 아니라도 상품이 될 수 있고,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교환의 매개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정한 종류의 상품만 교환을 매개할 수 있지만, 교환의 매개물은 반드
시 노동생산물로서의 상품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화폐가 아닌 화폐대용물, 상품이 아닌 단순
한 증표나 지불약속만으로도 교환의 매개기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마르크스는 그의 자본
론  제3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화폐는 노동생산물로서의 상품이라야 한다고 본 이유는 상품이 
아닌 단순한 증표나 지불약속만으로도 화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화폐는 반드시 금이라야 한다고 마르크스가 강조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시장
경제엔 공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증표나 상징으로 화폐를 대신하여 유통시키
더라도 증표나 상징은 어디까지나 비( )노동생산물이니 공짜로 만들어낸 부호와 같다. 공짜가 
최종적인 결제수단이 될 수는 없다. 최종결제는 반드시 노동생산물인 현물로 지불해야 거래가 
완결될 수 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지불연기를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채무증서, 신용화폐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칙상 시장경제에서 언제까지고 지불연기를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는 법이다. 언젠가는 압류나 개인파산 같은 법적조치로 반드시 끝맺음해야 하는 때문
이다. 

  둘째는 화폐의 가치척도기능 때문이었다. 길이를 재는 자가 다른 물건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물건과 비교할 수 있는 길이를 자신이 지니고 있어서 그 자체 안에 길이의 단
위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무게를 재는 분동도 자신이 무게단위를 자체 안에 구분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물건가격이 화폐단위로 표현되는 것은 화폐 한 단위의 가치도 화폐의 자체 안
에 가치단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불환지폐는 노동생산물이 아니기 때문
에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2) 마르크스의 자본론  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모든 논의는 바로 이 명제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



있는가? 그러니 불환지폐가 화폐로 될 수는 없고, 겉으로는 불환지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
화폐의 대용물, 혹은 금화폐로의 지불을 약속하는 신용화폐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다. 그러나 꼭 내재적 가치를 지녀야만 가치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고 용수철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내재적 길이나 내재적 무게를 미리 간직하고 있
어서가 아니다. 외생적으로 그 단위를 미리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내재적 가치가 
없어도 가치척도는 될 수 있다.  

  셋째는 마르크스 논리전개의 방법론적 이유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상품 속에 내재하는 두 
대립물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교환과정을 통해서 외재적인 두 대립물로 외화(外化)하여
(externalized) 각기 자립적 존재가 되는데 사용가치의 화신(化 : incarnation)인 일반적인 상
품과 교환가치의 화신인 화폐로 자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환가치의 화신으로 자립한 화
폐에도 화폐로서의 사용가치(사용가치일반으로서의 특수한 사용가치)와 화폐의 교환가치(일반
상품에 대한 구매력)가 대립물로서 여전히 내재되어 있고, 사용가치의 화신으로 자립한 일반
상품에도 각 상품특유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여전히 서로 대립물로서 내재되어 있다. 마르
크스는 이 과정을 수정란이 신체의 여러 다른 기관으로 분화하기 위해 분열해나가는 발생학적 
과정과 같다고 보았다. 즉, 하나의 세포에 불과했던 수정란이 각기 다른 기관으로 분화하지만 
각각의 다른 기관은 여전히 세포분열 이전과 똑같은 DNA를 유전자정보로서 담고 있다. 상
품일반(the commodity in general)이 화폐와 일반상품(general commodities)으로 분열해서 
서로 자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두 대립물이 여전히 내재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더욱이 화폐가 온갖 종류의 대용화폐, 토큰, 신용화폐, 물품화폐 
등을 파생시키며 스스로 유통세계를 이탈해서 퇴장된 채 있다가 일정금액이 축적되면 갑자
기 자본으로 비약하는 과정을 마르크스는 <알 애벌레 번데기 나비>로 나아가는 계통발
생학에 비유하였다. 퇴장화폐가 일정액 이상 축적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치 애벌레가 스스
로 번데기가 되어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에 비견되었고, 그것이 나비로 날아오르는 
것은 유휴상태에 있던 화폐가 갑자기 자본으로 비약하여 스스로 증식하는 가치 로 변신하
는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이론에서는 화폐가 논리적으로나 방법론적
으로나 상품범주에 속해 있다. 그러면서도 일반상품과는 다른 애벌레, 나비로 비약할 수 있
는 특별한 애벌레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마르크스경제학자들에게는 이 원
리가 그다지 깊이 체득되어 있지 않았던 같다.
  아니나 다를까 1971년의 금-달러 태환정지 이후 마르크스경제학은 극히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불환지폐가 정상적인 화폐로 얼마든지 잘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화폐가 
노동생산물의 하나인 상품이라고 계속 우길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놓고 마르크스경제학자들
은 두 부류로 갈라졌다. 하나는 신용화폐이론이었고3) 다른 하나는 국정화폐이론이었다.4) 
  신용화폐이론에 의하면 화폐와 신용화폐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신용화폐라도 화폐와 똑 같은 
기능을 전부 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짜 화폐는 여전히 금이지만 화폐의 기능을 금이 다 
도맡기에는 너무 벅차므로 신용화폐가 대신 화폐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여 
국정화폐이론은 실거래에서 사용할 결제수단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국정화폐라는 것이
다. 여기서는 화폐가 더 이상 상품범주에는 들 수 없는 별개의 존재로 간주되므로 마르크스의 
원래의 입장으로부터의 분명한 이탈이다. 우선 신용화폐이론부터 살펴보자. 

3) Duncan K. Foley (1982), Alain Lipietz (1994), Riccardo Belliofiore (1989), etc.

4) Warren Mosler (2010), L. Randall Wray (2001, 2010), Stephanie Bell (2001), Bill Mitchell 

(2009, 2010), etc.



  신용화폐는 약속어음을 그 원형으로 삼고 있다. A라는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지만 일
시적으로 화폐가 없을 때, 현금을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약속증서를 제공하고 B라는 사람으
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약속어음이 바로 신용화폐의 원형이다. 이것이 가능
한 것은 두 사람 사이가 거래상 밀접한 분업관계를 이루어 사실상의 공동운명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한쪽이 현금부족으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면 다른 쪽은 판매부족으로 재고가 쌓인
다. 예전과 동일한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언제 지불하겠다는 약속어음만으로도 물건
을 빨리빨리 처분하는 것이 판매자에게도 이득이 된다. B는 그런 식으로 양도받은 약속어음을 
제3자인 C에게 물건을 구입할 때에도 현금 대신 유통시킬 수 있다. C에게 양도하는 약속어음
의 뒷면에 A가 지불을 못할 때에는 B가 대신 지불하겠다는 보증이 서명되어 있다. 이렇게 유
통되는 것이 신용화폐인데 여기에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지불만기일, 지불만기에 이르
러 지불해야 할 이자, 채무자가 지불 못할 경우의 타인에 의한 대리지불을 보증하는 보증인
의 서명이 들어있다. 이 세 가지 점에서 현금화폐는 신용화폐와 전혀 다르다. 현금화폐에는 
만기일과 이자가 따로 없으며 중간의 지불보증인도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화폐(계좌이체로만 거래되는)도 이론적으로는 신용화폐의 하나이
나 두 가지 점에서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즉, 만기일이 별도로 없고 
현금이 언제라도 필요하면 즉석에서 현금을 지불해준다고 보증하는 일종의 현금보관증이며, 

약속어음에는 있던 중간거래인들의 지불연대보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중간에서 예금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한 사람은 일단 지불하면 그 자체로 지불의무가 완결되어버린다. 그것의 최
종수취인이 현금을 필요로 할 때엔 그 최초의 발행자에게만 지불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은행이 
지불불능에 이르면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기로 보증하고 있어서 사실은 현금과 똑같아진 것이
다. 
  그러나 국가가 대신 지불할 수 없게 되면 <예금화폐=화폐>란 인식이 무너진다. 현금만이 화
폐일 수 있고, 예금화폐는 평상시에나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 미흡한 화폐로만 남는다. 현금
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현재의 금 이라야 하지만 오늘날은 불환지폐를 현금이라고 부른다. 어
째서 그게 현재의 금인가? 각종 세금납부나 채무변제 의무는 순전한 법적관계이기 때문에 그
런 의무의 이행은 법으로 정한 방법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법으로 정한 최종적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 가 원래는 물품으로서의 금이었으나 지폐를 금 대신 사용해도 좋다고 법으
로 허용하면서부터 그것도 법화(법률적 화폐)로서의 화폐가 되었다. 이것이 국정화폐이론이다
(L. R. Wray, 2004 참조). 
  국정화폐이론이 옳다고 받아들이자면 화폐는 국가가 처음부터 먼저 존재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화폐는 국가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자유도시의 시장 또는 국경과 국경 
사이의 시장)에서부터 생겨났다. 국가의 존재여부에 따라 물론 화폐의 형태나 기능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국가의 존재여부에 따라 화폐의 본질이 달라진다는 식의 주장은 화폐발생의 역사
에 비추어 맞지 않다. 마르크스의 방법론은 상품의 발생학 내지 계통발생학적 분화과정을 통
해 화폐, 계급, 사회구조, 국가를 설명한다.5) 물론 마르크스의 방법론을 우리가 꼭 지킬 이유
는 없다. 다른 것이 옳으면 언제라도 버려야 한다. 그러나 달러의 금-태환 정지 때문에 마르
크스의 방법을 폐기할 지경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금-태환제도야말
로 일물일가 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라서 폐지되었는데 그것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마
르크스의 방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횡포에 불과한 때문이다. 
  금-태환제도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금을 팔아주겠다 는 법적인 약속과도 같았다. 이는 금
5) 이채언, 



에 대한 이중가격제도에 불과하다. 금의 시장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의 법정가격을 국가
가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일물일가법칙을 유린하는 것이다. 금의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더 이
상 법정가격을 지킬 수 없게 되면 은행에로의 태환요구가 폭주하고 화폐혼란을 초래한다. 이 
때문에 태환제도의 폐지가 당연히 요구된다. 불환지폐는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그러나 노동
생산물도 아닌 종이쪼가리가 화폐로 기능하는 것을 보고 화폐는 반드시 상품이라야 한다고 주
장했던 종래의 화폐이론을 그들은 미개인들의 미신에 불과했다고 서둘러 단정했다. 그리고는 
마르크스가 지폐유통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마르크스의 화폐이론도 그 
틈에 폐기해버린 것이다. 
  상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노동생산물일 이유도 없지만 노동생산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상품인 
것도 아니다. 인간노동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처녀지도 상품으로 거래되고, 임자 없는 웹페이
지의 사이트 주소도 상품으로 사고판다. 마르크스주의 가치이론에서는 이런 경우들을 다른 범
주로 취급한다. 웹사이트의 주소 같은 무형자산, 현금이나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자산, 토지나 
예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실물자산을 전부 일반상품 과는 구별되는 자산 의 범주에 포함시켜 
금융거래의 대상으로 파악한다. 일반상품은 의식주에 소용되는 생필품처럼 개인적 소비 를 목
적으로 하거나 에너지나 철광석처럼 생산적 소비 를 목적으로 재생산되는 것들인데, 자산은 
생산적 소비든 개인적 소비든 소비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자체를 목적으로 보
유되고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자산도 겉으로는 일종의 상품처럼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생산적 혹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를 
목적으로 거래되는 일종의 채권-채무관계 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내가 토지를 구매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그 담보물로 토지를 양도받는 
것이고, 양도받았던 토지를 되파는 것은 제3자에게서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이다. 전세형태로 임대를 놓는 것도 제3자로부터 돈을 다시 융통해서 빌리는 방법
인 점에서는 같으나 소유권만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그것
을 개인적(주거용)으로나 생산적(공장부지)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또 그러는 동안 시장가격이 변동할 수도 있다. 가공자본이란 개념은 마르크스가 처음 발견했
는데 아직까지 그가 어떤 개념으로 가공자본이란 개념을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정의한 사람은 
아직 없었다. 여기서 가공자본의 정의를 새로 시도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종류의 자산은 채
권-채무관계의 표현이다. 자산의 가치는 그 채권-채무관계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달려 있다. 그런데 자산 가운데는 자산의 가치를 담보할 채무자가 구체적 개인이 아닌 무기명
의 제3자일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을 실제로 팔기 전에는 임자가 누구일지 모르는 경
우, 그 자산의 가치는 가공의 가치일 수밖에 없다. 이를 필자는 가공자본이라 정의하고자 한
다.
  자산의 가치는 따라서 수시로 변동한다. 자산가치의 총액은 자산보유자 그룹이 그 사회구성
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채무관계의 현재가치를 평가한 금액이다. 개개의 자산보유자로
서는 자산가치의 절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산의 사회전체 가치총액 가운데 그 자산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중요하다. 자산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평균치보
다 적게 하락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평균치보다 더 많이 상승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별 자산가치의 상대적 변동은 자산보유자끼리 사회적 부의 서
열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토지를 태초에 상품으로 판매했던 자는 공동체의 사회적 공유지를 사유지로 횡령한 
자였고 그것을 구매한 자는 장물아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토지보유자들도 일반상품의 보유자처럼 피땀으로 번 돈으로 토지를 구매한 자들이고 그 자산
은 그들의 노력의 결실이며 노동생산물이기도 하다. 토지가 그러하듯 불환지폐도 처음 발행될 
때에는 노동생산물이 아니었지만 일반인들이 유통에서 벌어들인 화폐는 그들의 노력의 결실이
고 노동생산물이기도 하다. 
  누구나 불환지폐를 자유로이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노동생산물도 상품도 될 수 
없다. 그러나 불환지폐를 발행해서 유통에 투입할 특권을 가진 사람은 일반상품 생산자가 아
니다. 그들은 교환세계의 바깥에 존재하는 비생산자계급(the non-producers) 혹은 기생계급
(the parasites)에 속한다. 그들에게만은 화폐가 노동생산물이 아니다. 그러나 상품교환세계의 
내부에 있는 일반상품생산자에게는 공짜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엄연한 노동생산물이다. 금
화가 유통되던 시대에 금이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화폐로 사
용해야 했다. 세계시장에서 금을 구매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나라의 노동생산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듯이 토지나 불환지폐를 시장에서 구매했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상품생산자의 입장에
서도 노동생산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환경제 내부의 일반상품생산자에게는 불
환지폐를 처음 구입할 때의 획득비용이 바로 일반상품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금의 생산비에 해
당하는 것이다. 

3. 물가와 이자율

  전반적인 물가상승, 이른바 인플레이션이 통화량의 증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상식이 되어 있다. 그러나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르크스경제학은 주류경제학과 정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다. 마르크스 가치이론에서는 상품의 
가격은 상품의 가치(또는 생산가격)와 화폐가치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고 통화량과는 무관하다. 
  즉, 상품가격()은 상품가치와 화폐가치의 비율에 의해 미리 정해지고, 상품거래량()도 
생산에서의 분업연관과 그 상품의 가격수준에 따른 수급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상품거래
총액()도 통화량과는 무관계하게 시장에서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화폐유통속도
()로 나누면 유통에 필요한 통화량 이 주어진다. 그리고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이 증가할 
때 그것에 부응하여 유통화폐량(통화량)이 같이 중가 해야 하는데, 만약 통화량이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만큼 증가하지 못하면 신용화폐가 화폐대용으로 발행되어 그 부족량을 메운
다. 그에 따른 이자비용은 순수거래비용(유통공비)으로서, 구매자든 판매자든 누군가에 의
해 지불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가 상승한 결과이지 그 원인일 수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이론이다.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보다 통화량이 더 많이 발행되는 일은, 화폐
의 발행비용이 거의 무시할 수준인 불환지폐나 전자화폐가 아닌 한 원칙상 있을 수 없지만, 
현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제대로 분포되어 있지 않는 한 얼마든지 통화량이 총량적으로
는 넘쳐나도 실제거래에서는 늘 부족할 수가 있고 신용화폐도 필요량 이상으로 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주류경제학에서는 아직도 통화량의 증가를 인플레의 원인으로 본다. 물론 역사적으
로 주류경제학의 이런 관점은 이미 여러 차례 반증되어 왔다.6) 최근 금융위기 이후 미국 달러
의 양적완화만 해도 그러하다. 미국이 화폐를 매년 1조 달러 이상 신규로 추가발행하고 있음
6) Thomas Tooke (2015), History of Prices and of the State of the Circulation during the Years 1703

1856, Forgotten Books Publisher (6 vols., 1838 1857). 



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내물가는 그다지 상승하지 않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의 양적완화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디플레불황까지 우려된다. 마르크스경제학에서도 가치이론이라는 훌륭한 
이론적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환지폐의 등장 이후부터는 상품가치와 화폐가치의 비율 
자체를 계산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함으로써 수량설을 암묵적으로 수용했다. \ 
  다른 한편, 주류경제학에서 화폐수량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수량설 말고는 인플레
를 달리 이론적으로 설명할 대안이 없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즉, 불환지폐가 나타나기 이전부
터 통화량의 증가가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을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화폐발행비용도 그 전부터 이미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은 마르크스 경제학자들과는 다르게 화폐의 본질이 노동생산물로서의 상품에 있지 않고 관념
에 있다는 것을 일찍 간파하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3.1 관념화폐와 화폐가치
  상품가격은 상품가치와 화폐가치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먼저 화폐가치부터 결정되어 있
어야 상품가격이 결정된다. 물품화폐일 경우는 화폐소재의 노동가치에 의해 화폐가치가 결정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화폐가 노동생산물로서의 상품이라야 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노동생산물로서의 상품일 필요가 없었기에, 화폐가치는 화폐소재의 가치와도 일치할 필요가 
없었다. 마르크스는 그것을 화폐의 관념화라고 불렀다.
  화폐가 교환영역에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기능하면서부터 화폐는 처음의 물품형태를 벗어
나 관념적 형태의 화폐로 점차 승화하기 시작했다. 금본위제 하에서는 이미 화폐가 관념화폐
로 승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금화의 가치가 금속소재의 가치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었다. 
이를 마르크스는 화폐의 관념화라 불렀는데 이는 여러 단계로 진행되었다.  
  금덩어리형태로 화폐가 유통될 때에는 무게로 금 1프랑이었으면 화폐단위로도 1프랑이어야 
했다. 그것이 주화형태로 유통된 것은 순수거래비용 때문이었다. 금덩어리로 화폐가 유통되면 
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금의 순도와 무게를 일일이 측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 거래의 제3자에 해당했던 국가가 거래당사자들을 대신하여 금의 순도와 무게를 
미리 측정해서 공식적인 인증을 표해주었다. 국가가 무료로 공인작업을 해주었으면 좋았겠으
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속가치의 무게만큼 무게
단위로서의 1프랑과 화폐단위의 1프랑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 화폐 1프랑은 더 이상 무게로서
의 1프랑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고 화폐의 단위가 무게단위와는 다른 별개의 계산단위로 자립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화폐관념화의 첫 단계였다.
  두 번째 단계의 관념화는 주화가 유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마멸되고 손상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소재내용은 예전의 화폐와 동일한 것처럼 간주되면서 유통되었다. 주화의 금속내용
물이 유통과정에서 마손되었을 때 그것을 어느 누군가가 반드시 보충해야만 한다면 어느 개인
도 스스로 그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 되었으면 주화유통은 중단되었을 
것이다. 아무도 사적지출로는 금속내용의 손실을 보충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주화로 용인해왔다. 그러나 주화의 마손 정도가 심하여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자 그 다음부터
는 아무도 그 낡은 것을 화폐로 받아주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 그럴 경우 그 마지
막 순간에 마손 된 화폐를 손에 진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동안의 마손된 금속내용물을 보충할 
비용을 혼자 몽땅 뒤집어써야 한다(차라리 그는 화폐의 금속내용물을 보충하기보다는 녹여서 
금덩어리로 팔아버릴 것이다). 마손된 화폐가 그런 식으로 화폐기능을 정지당했다면 화폐의 관
념화는 아마 거기서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의 관념화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들은 아예 금 대신 값싼 구리나 청동 혹은 종이로 만든 화폐를 유통
시키고 국제거래에서 꼭 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금으로 교환해주는 금본위제도를 고안한 것
이다. 세 번째 단계의 관념화였다. 

  세 번째의 관념화(금본위제도)는 국내통화를 국제거래를 위해 금덩어리로 교환해주는 비율
을, 이를테면 <화폐 1프랑 = 무게 0.01프랑의 금>과 같은 식으로 법제화하는 데서부터 생겨났
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일반인들에게는 지폐의 가치가 처음에는 미정인 상태였는데 지폐가 
일정한 가치를 지니도록 법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금본위제도라는 관념을 낳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금-태환비율을 화폐의 단위가치를 법으로 지정하는 ‘가격의 도량표준’이라
고까지 불렀다. ‘화폐단위 1프랑과 금속의 무게단위 1프랑은 각기 같은 명칭을 사용하긴 하지
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전혀 상이한 별개의 단위’라는 사실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금-

태환비율이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인식과는 달리 이 등식은 화폐의 가치를 규
정한 것이었기보다는 금의 이중가격제도를 법제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의 가격은 시장의 수
급에 의해 별도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미리 법정가격을 부여하여 강제하는 꼴이 
되었다. 이 불합리성은 빈번한 금태환요구의 쇄도를 초래하여 화폐유통을 자주 불안하게 만들
었다. 결국 최종 해결책은 금의 이중가격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
게 되자 이제는 마치 화폐가치가 처음부터 금의 가치와는 완전히 별개인 독립된 존재였다는 
추론까지 낳았다. 여기서 화폐의 관념화는 네 번째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네 번째 단계의 관념화에서 화폐는 실제의 금으로부터 완벽하게 결별한 추상적 계산단위로 
승화한다. 관념적인 추상적 계산단위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 화폐가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상
품가격, $102.00, 73.00으로 표현되었다. 수량설도 바로 이런 관념 위에 서 있다. 즉, 화폐는 
관념적인 추상적 단위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기능해가는 과정에서 통화량
과 상품거래총액 사이의 1:1 대응관계를 통해 구체적인 상품가격으로 실체화(hypostatized) 되
어졌다는 것이다. 인플레와 통화량의 관계에 대한 과거 우리들의 논의가 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든 것은 바로 이러한 상품화폐의 관념화폐로의 승화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늘 양
자를 혼동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화폐가 금으로부터 완전 결별하여 추상적 계산단위로 되기까지는 물론 성공했지만, 
자기가 타고난 상품화폐로서의 숙명만은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적어도 상품생
산사회에서는 공짜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관념화폐를 발행해 유통시킬 권한이나 자격을 가
진 사람은 이 상품생산사회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가 점차 관념화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순수거래비용 즉, 유통공비(流 空 : faux frais de production) 때문이
었다. 원칙상으로는 상품의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최
종상품가격으로 다 이전되거나 포함될 수 있어야 하는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수거래비용
만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공비(空 )였다. 이 유통공비는 상품가격으로 이전되거나 포함되지 못
하기에 누군가의 개인적 손실로만 지불되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느 개인
도 자신의 개인적 손실로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기술적 용어로는 순수거래비용이지만 정치경제학적으로는 교환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의 사
적성격 사이의 모순 으로 인한 비용이었다. 상품은 개별생산자의 사적(私的)인 생산물이지만 
처음부터 그 목적은 사회적으로 소비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사회적 성격의 생산물이
다. 교환과정에서는 그 때문에 순수거래비용이 유통공비로서 발생한다. 그런데 이 비용을 기
꺼이 지불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화폐의 관념화였
다. 화폐의 명목가치보다 화폐소재의 가치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관념화는 



상품교환세계의 원칙, 즉 공짜가 허용되지 않는 교환세계의 본성에 유감스럽게도 부합될 수 
없었다. 관념화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만이 발행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조금씩의 관념
화만 허용되었는데, 관념화를 불허하는 상품생산사회의 본성과 관념화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유통과정 사이의 모순이 임계점에 이를 때마다 빈번한 화폐위기로 폭발하였고 그런 고비마다 
화폐제도는 조금씩 진화되고 관념화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환지폐제도가 등장했고 이제
는 전자화폐 단계까지 앞두고 있다. 
  상품교환세계의 바깥에 존재하는 비생산적 기생계급(정부나 금융기관)은 상품생산자들에 대
해 조세징수권을 갖고 있거나(정부의 경우) 부동산이나 토지 같은 생산수단을 ‘사회적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금융기관의 경우). 그 때문에 그들은 구태여 상품을 직접 생산해서 교환
하지 않아도, 조세수입이나 이자수입 혹은 임대료수입으로, 필요한 상품을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다. 이들이 바로 그 유통공비를 부담하는 해결사가 된다. 그들이 수취할 조세나 채무이자, 

임대료 등을 담보로 일종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상품생산자들이 조세나 채무의 변제를 위한 
지불수단으로 이 채무증서를 사용토록 허용함으로써, 상품화폐 대신 유통되도록 한 것이다. 사
회전체의 관점에서는 채무증서이지만 상품생산사회의 안에서만 보면 노동생산물의 일종인 화
폐로서 유통되고 있다. 채무증서라는 불환지폐의 등장으로 상품교환사회 내부의 논리적 모순
의 표현이었던 유통공비가 사회의 계급적 모순 속에 매몰, 포섭됨으로써 마치 해소된 것처럼 
인식되었다. 
  그들이 불환지폐로 유통계의 재화/서비스/자산을 징발할 때 화폐가 유통세계에 새로 유입되
고, 유통계는 그들에게 재화/서비스/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그 화폐를 구입한다. 교환세계 밖
에서는 종이와 잉크만 소요되었지만 교환세계 내부에서는 엄연한 노동생산물이고 상품의 일종
이다. 금화가 유통될 때 금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는 해외로부터의 금의 수입가격을 금의 생
산비로 가름했듯이, 마찬가지로 불환지폐를 발행할 권한이 없는 상품생산자사회의 내부에서는 
외부로부터 구입한 불환지폐의 획득비용이 바로 그 화폐의 생산비로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보조화폐로서의 지폐가 금화를 대신해서 유통될 경우 그 발행량은 실제로 유통
되었을 금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 지폐가 그것이 대표하는 금량의 배로 발행되면 
가격의 도량표준(금의 법정가격의 역수)을 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한다.7) 그러나 
이는 동어반복이다. 

  ‘실제로 유통되어야 할 금량()’은 금의 가치()를 1로 두었을 때 상품거래 총액()과 
유통속도()에 의해 주어진다. 즉, 이다. 금의 시장가치()가 1이 아닌 다른 값
()으로 바뀌면,  이 성립하므로 실제로 유통되어야 할 금량()은 
이 된다. 금의 가치()가 1일 때에 비해 배로 바뀐다. 그러나 금본위제
도 하에서는 금의 시장가치()를 무시하고 가격의 도량표준(: 금의 법정가격의 역수)을 화
폐가치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금본위제 하에서 실제로 유통되어야 할 금량()은 
이다. 따라서 금본위제 하에서는 지폐의 발행량()이 대표하는 금의 양
( )은  로 주어진다. 금 대신 지폐를 유통시키더라도 그래서 지폐의 발행량이 유통
에 필요한 금량( )의 배가 되더라도 즉,  이 되더라도 금의 법정가격만 배로 즉
시 고쳐주면(만 배로 고쳐주면) 별문제 없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설명은 모든 지폐가 일단 발행되면 상품유통세계를 벗어나거나 퇴장되는 
일 없이 전액 상품거래를 위한 유통수단으로만 사용된다고 전제한 위에서나 성립하는 얘기이

7) K. Marx, Capital, Vol. I, Pelican Books, 1970, pp. 224-5.



다. 그러나 아무리 불환지폐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반상품시장에만 전량 유통되는 것이 아니
다. 일부 퇴장될 수도 있고 (화폐의 구매력이나 물가와는 무관한) 자산시장에서도 유통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론  제1권의 제3장은 아직 자산시장 즉, 금융시장에 관해서는 논의할 단계
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폐가 전액 상품유통세계에만 머물 것으로 가정한 마르크스의 설명이라
고 해서 그것으로 그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유통에 필요한 금량과 지폐발행액을 항상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표준을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아예 가격표준 자체를 없애버리면 두 발행액은 자동적으로 늘 일치한다. 오늘의 
불환지폐제도가 바로 그러하다. 이 항상 성립한다. 가 1이면 금덩어리로 유통되는 
금화폐제도이지만 가 1이 아니고 가변적이면 불환지폐제도이다.  

3.2 화폐유통의 두 국면
  화폐가 유통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상품, 다시 말
하여 개인적 소비나 생산적 소비로 사용될 상품이 거래되는 <일반상품 시장>이고, 다른 하나
는 소비보다는 보유를 위해 거래되는 실물자산/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자산시장>이다. 이 둘은 
서로 (완벽하게 격리되지는 않지만) 격리된 두 시장이다. 전자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일단 구매
자의 손에 들어가면 개인적 소비나 생산적 소비(투입물)로 유통계로부터 영구히 사라지지만 
후자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유통계로부터 영원히 사라지는 법이 없다. 저축형태로 보유되어 언
제라도 다른 자산의 형태로 전환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한 곳은 재생산 가능한, 즉 노동생산물이 유통되는 플로우(Flow)의 세계이고, 다른 곳은 재
생산이 불가능하고, 소비보다는 보유가 목적인 스톡(Stock)의 세계이다.8) 우리는 수중에 몫 돈
이 들어오면 시장에 나가 당장 소비할 목적으로 일반상품을 사기보다는 일단 자산시장에 나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구매하여 나중에 다시 화폐형태로 전환되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그 
돈을 일반상품시장으로 방향을 돌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자산시장에 그대로 두면서 새로 구매
할 다른 형태의 자산을 물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 거기서 유통되는 화폐는 여간해서는 일
반상품시장으로 빼돌려지지 않는다. 

  <일반상품 시장>에 화폐가 추가로 유입될 경우, 그 유입은 교환(C-M-C’)형태가 아닌 일방적 
구매(M-C)의 형태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품시장 내부에 초과수요를 초래하여, 생산물의 증가
로 공급이 즉시에 증가되지 않으면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러나 <자산시장>에는 재생산이 불가
능한 상품이 유통되기 때문에 새 화폐가 유입되어도 추가적인 자산의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산의 시장가치만 상승시킨다. 같은 가격상승이라도 <일반상품 시장>의 가격상승과 <자산 시
장>의 가격상승은 다르다. 한쪽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화폐가치를 하락시키지만, 다른 쪽은 물
가와는 무관하다. 물가지수나 인플레율의 계산에는 <일반상품 시장>에서의 가격변동만 고려되
고 <자산시장>에서의 자산가격의 변동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가격변동이 일
반상품의 거래와는 다른 원리, 즉 채권-채무관계란 맥락에서 해석되기 때문이다. 
  우선 부동산이나 골동품, 예술품 같은 실물자산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과 같은 원
리에서 거래된다는 점부터 확인토록 하자. 첫째, 실물자산이든 금융자산이든 개인적 소비나 
생산적 소비로 유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자산은 소비를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만을 목적으로 거래된다. 둘째, 토지는 개인이 보유하기만 해도 임대료 같은 

8) 귀금속과 일차산품은 양쪽 시장에서 다 거래된다.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도 마찬가지이다. 보유를 목
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 거래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제품생산에 투입물로 사용되므로 
일반상품시장에서도 거래된다고 볼 수 있다. 



일정수입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주식, 채권, 외환이 상품화되었을 때에 생기는 배당금, 이자
수입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토지보유에서 제공되는 정기적인 수입은 이자율이 변동하면 토지
가격 자체의 변동을 유발하여 토지보유자에게 자산가치의 이득이라는 덤을 제공한다. 주식, 
회사채, 외환의 보유자에게 덤으로 제공되는 자산이득 혹은 자산손실과도 같다. 넷째로 금융
의 매개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토지를 산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여유자금을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 토지를 팔려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과 같다. 토지를 거래함으로써 그가 제공
하는 신용에는 만기나 정해진 이자율이 별도로 없다. 언제라도 신용을 회수하고 싶으면 구매
했던 토지를 시장에 내다 팔면 되고 원래의 채무자는 아니지만 토지를 구매해주는 제3자로부
터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물론 토지를 상품화하는 데 실패하면,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진 부실
채권처럼, 부실자산으로 된다. 주식, 채권, 외환, 예술품, 골동품, 지적재산권 등을 사고파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는 신용조달을 위한 담보물로 사용
되어 필요할 때 언제라도 현금조달을 가능하게 한다. 주식, 채권, 외환, 예술품, 골동품, 지적
재산권 등도 같은 방식으로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다. 토지를 바로 시장에 내다파는 것보다 
담보물로 사용하면 임대료나 배당금 같은 정기적 수입(임대가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직접 사
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계속 누릴 수도 있고 가격상승에 따른 자산이득도 바라볼 수 
있다. 이상의 다섯 가지 특질을 염두에 둔다면, 자산가격의 인플레는 일반적인 물가상승과는 
달리, 채권-채무관계의 팽창, 또는 채무자가 누군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익명의 사람에 대
한 미래채권(가공자본)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의 IOU도 은행 자신의 채무가 아니다. IOU에 대한 최
종지불을 법정화폐인 또 다른 IOU로만 계속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을 영구적으로 연기
할 수 있다. 정작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할 사람은 IOU를 재화와 서비스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 비금융부문, 즉 실물부문의 생산자이다.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IOU의 량이 늘어
날수록 금융기관의 IOU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줘야 할 비금융부문, 실물부문의 생산자들의 
채무부담이 같은 크기로 늘어난다. 또 그것으로 각종 자산가치가 인플레 되면 비금융부문, 실
물부문의 채무부담만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도 <자산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선물거래는 미래의 특정시점에 
물건을 양도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현재시점에서 전액 지불함으로써 그 권리를 획득한다.9) 선
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미래에 생산물을 양도하겠다는 약속 하나로 현재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화폐를 조달한다. 따라서 이것도 금융수단이긴 하지만, 현물거래에서는(부동산, 주식 등의) 채
무자가 아직 누군지도 정해지지 않은 익명의 채권-채무관계였지만, 선물거래에서는 두 당사자
끼리 직접 채권-채무관계를 맺는다. 옵션은 물건을 미래에 팔거나(풋옵션) 사겠다는(콜옵션) 
약속을 사고파는 것이기에 이것도 신용조달 수단이 된다. 미래에 물건을 팔거나(풋옵션) 사겠
다는(콜옵션) 약속을 하나의 권리로서 확보하기 위해 미리 계약금조로 현재시점에서 물건 값
의 일부만 지불한 것이 옵션의 가격인데, 만기에 이르러 그 나머지를 정산하기로 되어있지만 
그 때 계약한 가격과 만기시점의 시장가격을 비교해서 물건을 실제로 팔거나 샀다가는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미리 지불했던 계약금을 아예 포기한 채 약속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는 권리가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다. 옵션에서 권리를 판매하는 사람은 계약금조의 작은 액수의 화폐를 
현재시점에서 조달하는 대가로 자칫 만기에 이르러 그보다 훨씬 더 큰 승수배의 화폐를 지불
할지도 모르는 의무를 지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신용조달이다. 그러나 본인도 정녕 위험을 느
9) 고객에 따라서는 현재는 일부(증거금)만 지급하고 만기일에 정산하기도 하지만 바로 현재시점부터 지

불의무(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액을 현재시점에서 지불하는 것과 같다.



끼면 같은 옵션이나 선물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 된다. 그래도 혹시 잘하면 상대방이 권리행
사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신용을 갚을 필요가 안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선물이든 옵션이든 파생상품은 손실을 보는 사람과 이득을 본 사람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 제로섬 게임인 셈이다. 잃은 사람은 채무자로 추락하고 딴 사람은 채권자로 부상한
다. 그러나 파생상품이 아닌 본 상품 즉, 부동산, 골동품, 예술품, 지적재산권 같은 실물자산
이나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자산의 거래에서는 거래당사자 양쪽 다 이익을 얻는 포지티브 섬이 
되기도 하고 양쪽 다 손실을 보는 네거티브 섬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양쪽 다 이익을 본다고 해서 아무도 손실을 입지 않거나 양쪽 다 손실을 입는다고 
해서 아무도 이익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산가치의 전반적인 상승은 자산거래의 당사자 
양쪽의 입장에게는 다 이익을 주지만, <자산시장> 바깥에 존재하는 실물부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실물부문은 자산시장에는 참가하지도 않았는데도 부지불식간에 무
기명 채무가 늘어난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일반상품 시장>으로부터 
저축이나 임대료, 배당금, 이자수입 형태로 더 많은 가치가 <자산시장> 쪽으로 이전되게끔 예
정되어 있다. 양쪽 다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3자인 비금융적 부문에 대한 그들
의 채권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므로 <자산시장> 쪽으로의 임대료, 배당금, 이자 같은 가치이전
의 기대치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일반상품시장에서의 상품가격의 인플레와 자산시장에서의 자산가격의 인플레는 상
호 어떤 관계에 있을까 임대료상승이나 이자율상승 또는 자산가치의 상승은 일반상품생산자들
에게는 수익성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임대료나 이자율의 상승분을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반영하기에는 제품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품생산자들의 수익을 축소시켜 제품생산에 대해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일반상품시장에서의 인플레는 명목이자율의 상승이나 명목임대료의 상승 같은 형태로 쉽게 자
산시장의 인플레로 전이되어진다.
  새 화폐가 유통세계로 유입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갈래이다.10) 첫째는 적자재정에 따른 정부
지출의 증가이다. 이때는 새로 발행된 화폐가 온전하게 <일반상품 시장>으로만 유입되고 <자
산 시장>으로는 유입되지 않기에 <일반상품 시장>에서의 초과수요를 초래하여 물가를 상승시
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둘째는 공개시장조작에 의한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이다. 이때는 새로 
발행된 화폐가 전액 <자산시장>으로만 유입되고 <일반상품 시장>에는 유입되지 않는다. 자산
인플레는 유발할 수 있어도 일반물가에는 당장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앙은
행의 재할인이나 시중은행 대부로 새 화폐가 유입되는 경로인데 이때 새로 발행되는 화폐가 
어디로 유입될지는 시중은행에서 대부받은 자금을 토대로 예금화폐를 발행하면서 어떤 용처로 
대부하는가에 달려 있다. 제조업을 위해 대부하면 <일반상품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고 그래서 
물가를 상승시키겠지만, 반대로 자산계급을 위해 대부하면 자산거품의 붕괴를 방어할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의 대출정책에 따라 다를 것이다. 금융당국에게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보다 자
산가치의 붕괴를 방어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훨씬 많다. 

  이처럼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는 새 화폐의 유입경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물가는 재
정적자만 억제하면 통화량은 아무리 증가해도 상당한 정도로 안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금융
자본세력과 보수정치세력은 적자재정을 통한 고용증가 같은 재정정책에 대하여는 한사코 반대
하면서도 은행대출의 증가나 통화량의 증가 같은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오
히려 자산가치의 상승을 마치 국위선양인양 선전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한다. 
10) 외화의 유입에 따른 새 화폐의 발행도 있으나 이는 논의의 편의상 생략하였다. 



  <일반상품 시장>은 자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등가교환을 지향한다. <일반상
품 시장>으로의 적자재정의 유입이 생길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한 초과수요를 만들어 부분적으
로는 상품가격의 등귀를 초래하여 부등가교환을 유발할 것이다. 이때 초래되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은 부분적인 부등가교환을 등가교환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시장의 자발적 움직임이다. 명
목상 근로소득도 상승한다. 그런 의미에서 적자재정에 의한 물가상승은 상품가격 상승의 시차
가 문제이지 시차만 줄일 수 있다면 오히려 시장왜곡에 대한 좋은 치유제이다. 
  그런데 <자산시장>으로의 새 화폐의 유입은 채권 채무관계의 팽창, 자산가치의 상승을 초래
하고, 채권을 매개로 한 사회적 지배 종속관계의 강화,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의미
한다. 근로소득을 명목상으로도 상승시키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일반상품시장>의 인플레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자산가치의 상대적 저렴화, 사회적 불평등이나 양극화의 완화, 
채권채무관계를 매개로 한 지배 종속관계의 약화를 의미한다.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는 신조어는 그래서 나왔다. 재정적자가 시중의 여유
자금을 흡수함으로써,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중의 민간자본에게 돌아갈 여유자금을 감소
시킨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민간의 투자지출이 위축되고 실업이 늘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실업을 감
소시키려는 재정적자가 오히려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역효과를 낳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의
한 경기부양보다는 금융정책으로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에는 더 이롭다는 
그들의 이기적인 주장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악성인플레는 유명한 얘기이다. 정부의 과중한 
복지지출로 누적된 재정적자가 악성인플레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인과관계는 
그와는 정반대였다. 전쟁배상금문제로 대외채무가 많았던 독일에 재정고문으로 와 있던 미국
의 금융야심가 듀리(Dewry)가 주기적으로 채무상환기일이 임박할 때마다 공매도로 마르크화
의 가치를 폭락시킴으로써 물자가 궁핍했던 전후 독일의 수입재의 가격을 급등시켜 전반적인 
국내물가의 상승과 그로 인한 재정지출의 급증을 초래하여 인과관계를 전도시킬 수 있는 명분
이 되었다.11) 1970-80년대의 남미의 악성인플레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매도를 통한 환율공격이 
원인이었지만 적자재정지출이 원인인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었다.   

3.3 이자율과 통화정책
  주류경제학은 이자율에 관해 상이한 두 이론을 내세운다.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설 과 고전파
의 대부자금설 이 그것이다. 하나는 유동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자본의 한계생산력에 좌우된다)와 대부자금의 공급
(미래소비와 현재소비의 시간선호에 좌우된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이 둘을 실질이자율이론과 명목이자율이론으로 구별하여 부르는데 실질이자율은 정부정책으로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명목이자율만은 당국이 통화정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
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하락할 수 있고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에 관한 마르크스의 설명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사회적 평균이윤율을 
넘어서지 않는 어느 수준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회적 역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만 설
명했다. 화폐대부자의 힘이 더 강하면 명목이자율의 결정은 통화량과는 무관하게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물가상승률 의 등식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우리입장에서는 이자율은 계급 간
의 세력관계에 의해 결정되지 통화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통화량이야말로 
11) Stephan Zarlenga, The Lost Science of Money, American Monetary Institute, 2002, pp. 575-602.



이자율의 종속변수이지 독립변수가 아니다.
  사회적 역관계에 의해 이자율이 먼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발생
하고 그 자금수요에 맞추어 대부자금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포스트 케인지언의 주장과
도 일치한다.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도 최근 자기들의 Quarterly Bulletin에서 포스트케인지
언의 주장을 옳다고 고백하였다.12) 이른바 주류경제학의 통화승수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해명해준 것이다. 민간으로부터의 예금이 먼저 입금된 후 그 예금액에 맞추어 대출이 이루어
진다는 얘기는 오히려 사실과는 정반대라고 밝혔다. 대출은 저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먼저 있고 저축은 바로 그 대출에 의해 그에 상응하여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것
이다. 따라서 대출은 대출수요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대출의 공급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 케인지언의 주장에는 화폐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하
나 있다. 그들은 현금(cash)이든 예금화폐든 모든 화폐는 일종의 IOU(채무증서)라고 주장하면
서(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둘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둘을 구태여 구별하자면 
예금화폐는 금융기관의 IOU이지만 현금은 국가의 IOU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입장에서는 국
가의 IOU는 국채(Government Bond)라는 이름으로 따로 있다. 사람들은 화폐로 국채를 사고
판다. 국채 즉, 국가의 IOU가 화폐이면 화폐로 화폐를 사고판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금융기
관의 IOU인 예금화폐도 현금과 교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예금화폐의 시세가 변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국채가격은 수시로 변동한다는 데서 예금화폐와 현금을 교환하는 것과 
국채와 현금을 교환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국채는 화폐로 거래되는 일종의 금융자산이지 그 
자체가 화폐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화폐는 무엇인가? 화폐는 금융기관의 IOU일 뿐이다. 국
가의 IOU는 아닌 것이다. 중앙은행의 IOU가 현금이고 시중은행의 IOU가 예금화폐이다. 현금
과 예금화폐는 1:1로 교환되고 시세변동도 없다. 그러나 국가의 IOU인 국채는 시세가 수시로 
변동한다. 1:1 교환이 아닌 것이다. 
  어째서 금융기관의 IOU는 화폐가 되는데, 국가의 IOU는 화폐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처
음부터 국가가 금융기관의 채무자로 출발했기 때문이다13). 처음부터 국가가 경제주권을 금융
자본에게 빼앗긴 때문이다. 국가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금융기관이 발행한 IOU로 상환해
야 한다. 그 때문에 국가는 일반인들이 납부해야 할 조세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IOU로 국가에 
납부토록 금융기관이 요구한다. 후발 자본주의국가들이 이러한 금융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도입
하면서, 선진국과는 달리 이들 국가는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처음부터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부터 채무자였던 것처럼 취급당해버렸다. 돌팔이 화폐금융전문가들이 선진국에서 배
운 금융기법이랍시고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어처구니없게도 국가의 경제주권을 
민간의 금융자본에 헌납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같은 경기부양정책이라도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에게 부과될 세금부담을 증대시킨다
는 이유로 의회가 적자재정의 규모와 한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량이나 대출

12)
http://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Pages/quarterlybulletin/2014/qb14q1prereleas
earticlemoney.aspx

13) 근대국가의 형성을 가져온 시민혁명과정에는 산업자본가계급뿐만 아니라 근대적 금융자본도 있었다. 
근대적 금융과 전근대적 금융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면 소비금융을 주로 했던 금융에서 생산금
융을 주로 담당하게 된 것, 대출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요구하던 금융에서 신용만으로 대
출하거나 담보물의 가치가 대출액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금융이 된 것, 통화주의나 지금주의의 한
계에 머물던 금융에서 예금화폐를 발행함으로써 통화량의 한계를 크게 깨트린 것 등이다. 



의 증가(특히 예금화폐의 증가)는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세대에 대해서도 채무규모를 증대시
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만 의회에서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정
적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미래세대의 생산력을 키우는 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게 반드시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교과서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재정을 한사코 억제하려 든다.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양적완화로 연 1조 
달러 이상의 금액이 <일반상품시장>으로는 유입되지 않고 전액 <자산시장>으로만 유입되어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물가상승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자산가치의 거
품이 유지되고 있다. 
  왜 그들은 금융기관의 손실을 일부러 보전해 주는 것일까? 금융기관은 컴퓨터 키보드만으로
도 원하는 만큼 대출해줄 수 있고 대출해준 만큼 이자수입을 받아 챙길 수 있다. 대출비용으
로 별다른 지출을 하지 않아도 이자수입이 생기는데 도대체 금융기관이 손실 입을 일이 뭐가 
있었을까? 물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채무자가 채무상환능력을 잃을 경우에만 손실을 입을 
것이다. 그런데 2008년의 경제위기는 비금융적인 실물부문은 아직 부실하여지지도 않았는데 
금융기관부터 부실해진 것이다. 채권회수가 곤란해져서 부실해졌다면 비금융적 부문에 대한 
채권상환이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 금융부문에 대한 채권상환이 곤란해졌다는 뜻이다. 금융부
문의 회사들이 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까?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손실을 입었을
까?   
  오늘날은 금융시장 거래액의 92%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라고 한다. 이 거래는 한쪽이 이득
을 보면 같은 금액만큼 다른 쪽이 반드시 손실을 봐야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파생상품 거래로 
손실을 본 금융부문이 너무 큰 손실액 때문에 파산해버리면 상대방 금융부문은 받아야 할 돈
만 못 받을 뿐 아니라 파생상품에 투자한 원금마저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자기들이 발행한 
IOU로 투자를 했어도 최종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로 잔액을 청산해야하기에 최종지
불이 어려우면 파산하게 되고 부실자산만 떠안게 된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QE란 이름으로 그 부실자산을 추가로 발행한 화폐와 교환해주고 있다. 
그리되면 이는 더 이상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게임이 된다. 원래 파생금융 부문은 
그것이 제로섬 게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대해져도 실물부문에 대한 채권의 증가를 의미하
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포지티브 섬게임으로 되면 실물부문에 대한 채권의 증가라는 성
격으로 바뀐다. 도박꾼의 세계와 일반사람의 세계는 격리되어 있고 도박꾼이 파산하면 그 개
인의 불행으로 끝나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가 그들을 구제하면 일반인들이 그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자기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옴팍 늘어나는 것이다.  

3.4 환율과 환율제도
  주류경제학에서는 환율이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그 
모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워낙 많은 변수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장 
스스로 적정 환율 자체를 찾지 못한다. 외화도 <자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하나이므로 
자산가격의 거품이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이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원자재가
격의 상승과 함께 <일반상품시장>에 물가상승이라는 악재를 제공할 수 있다.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상승을 가져온다는 이론이 성립하려면 바로 이런 경로를 반드시 밟아야만 한다. 
  그러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참여하는 개인들도 결국은 초인이 아닌 인간이다. 조그마한 
소문에도 쉽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정도로 시장을 안정시킬 근거가 없다. 시장이 안정되려
면 가격변동에 대해 수급이 안정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외화공급 자



체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탄력적이지도 않다. 외화준비가 고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으면 외
부로부터의 차입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도 여러 변수에 의해 가로막힐 수도 있다가도 
금방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목표환율을 인위적으로 정해놓고 시장
에서의 환율변동도 목표환율의 일정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게끔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거시정
책(통화, 재정정책)으로 고용, 성장, 물가 등의 변수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하기도 하지만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보유외화를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일이 잦다. 결론적으로 
환율은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외생변수이다. 

4. 세계화폐

  금이 아닌 IOU가 세계화폐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첫째, 갚아야 할 
대외채무가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IMF나 WB 같은 국제채권기관에 채무를 상환할 때 IOU
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외채무가 전혀 없는 나라들(당시의 독일이나 일본)
에 대해서는 그들이 세계시장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중요 전략물자에 대한 구매대금으로 
IOU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은 국내유통에서도 IOU가 기존의 화폐를 
대신할 수 있게 된 조건과 같다. 즉,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이나 국가에 대한 조세납부를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IOU로 지불토록 강제하면서부터 다른 거래도 불환지폐를 자연히 수용하
게 된 것이다. 
  이차세계대전 직후부터 1971년의 금태환정지에 이르기까지는 미국의 금태환약속이 세계화
폐로서의 달러유통을 가능케 했지만, 1971년의 금태환정지후부터는 결국 두 가지 조건이 불환
지폐의 유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 이미 미국은 1971년에 세계 최강의 채권국으로 되어 
있었다. 그동안 미국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자국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IOU로 세계전역의 각
국 대형금융기관, 기간산업의 주식과 채권을 엄청난 규모(수백조 달러로 추산)로 매집해둔 때
문이다. 1971년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자본수지적자누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2) 1971
년 10월부터 일본과 유럽의 입장에서는 중요 전략물자였던 석유에 대한 구매대금 결제를 미
국 달러로만 하도록 만들었다.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키신저가 비밀리 사우디아라비아
를 방문하여 중동의 석유판매대금을 미국의 달러로만 결제토록 사우디가 도와주는 대가로 미
국은 사우디왕가에 대한 군사적 보호와 군현대화를 지원한다는 비밀협약을 맺은 것이다. 
  그런 약속은 미국의 군사력이 항상 막강하다는 전제 위에서나 효력이 있는 것인데 미국의 
군사력이 이란이나 사우디보다 열세임이 드러나게 되면 그 가치를 잃는다.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는 중동전을 보면 알 수 있다. 최근의 중동전에서는 이란 전투기가 제공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공군력이 오히려 밀린다는 것이다. 예멘처럼 별 힘도 없
던 나라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로 미국 패트리어트 방공망을 산산이 찢어버리고 사우디의 주
요공항과 군사용 거점을 직격하였다고 한다. 이스라엘이 북한은 미사일 백화점을 차려놓고 
세계 각국에 일 년 365일 각종 미사일을 바게인 세일하는 나라 라고 비난할 정도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우디가 미국의 군사력을 못 믿고 러시아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이 ISIS를 상대로 힘
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사우디는 ISIS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미국이 
셰일석유산업을 키우기 위해 석유감산을 통해 고유가정책을 유지해달라고 사우디를 설득했지
만 사우디는 재정수입 격감을 이유로 석유증산으로 오히려 저유가정책을 더욱 밀고 있다. 중
동석유와 러시아석유는 더 이상 미국의 달러로는 결제하지 않고, 유로화, 루블화, 위안화로 결



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로 갚아야 할 대외채무가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지구촌
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세계화폐로서의 달러의 역할은 당분간은 유지되고 있다. 이들의 채무
는 보통 20년 내지 30년에 걸쳐 상환하는 계약되어 있다. 적어도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달러결제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규로 자금을 빌리는 채무국들은 더 이상 달러
표시가 아닌 다른 외화로 채무를 얻어 쓰고 있다. 2014년 10월 출범한 NDB가 바로 그런 역
할을 대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제금융에 대한 패권을 지탱시켜 주는 다른 요소들이 있었는데 신용카
드사용을 위한 국제온라인 네트워크와 현금이체를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미국 재무부가 줄
곧 장악해왔는데 이것도 우크라이나사태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의 일환으로 신
용카드사용을 몇 주간 중단하고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브릭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합세
하여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우회하는 새로운 국제결제 네트워크를 건설했
다. 신용카드용으로는 UNION과 PRO 100을, 현금이체용으로는 ROSSWIFT를 금년 5월부터 
가동 중이다.
  세계화폐로서의 미국달러의 역할이 끝나면 무엇이 세계통화의 역할을 맡을 것인가? 혹자는 
유로화나 위안화를 들먹이지만 그들은 물론 자기나라 통화가 국제적 통용력을 갖는 것을 환영
하지만 미국달러처럼 단일통화로서 세계통화가 되는 것만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만약 위안화
가 세계통화로 되면 중국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무역적자를 오랫동안 기록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유럽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은 지금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보인 적이 별로 없다. 그런데도 
유로화가 세계화폐로 되면 유럽은 오랫동안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특정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도 몇몇 나라의 통화바
스켓이 세계통화로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역당사국끼리 상대국의 통화나 자국의 통화를 서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세계무역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이제는 수출증대에 목을 매는 어리석은 정책전문가는 필요 없다는 
것이 정치지도자들의 생각이다. 수출을 통한 번영보다는 내수확대를 통한 번영에 더 높은 가
치를 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부합하기 어렵다. 그들은 이미 새로
운 경제시스템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화폐는 태어날 때부터 상품화폐의 운명을 지녔지만 태어나자마자 관념화폐로 자라날 운명을 
동시에 부여받았다. 하나는 사유재산제도가 존중되는 교환경제 속에서 태어났기에 공짜가 허
용될 수 없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적생산물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물로 만들기 위
해 교환을 매개해야 하는 순수거래비용 때문이었다. 이 모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주기적 
공황상태를 초래한 (본질적 요인은 아니지만)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에 결국은 관념화폐의 
완성이라 볼 수 있는 불환지폐제도가 공황의 근원적 타개책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
으로 여태까지 시장경제를 괴롭혀 왔던 상품화폐와 관념화폐 사이의 모순은 일단 표면에서는 
사라졌으나 또 다른 새로운 모순으로, 비생산적 기생계급(금융부문)과 생산적인 산업계급(실물
부문) 간의 사회적 모순으로 전화( 化), 발전하였다. 금융계의 IOU란 형태로 출현한 관념화폐
는 사회적 역관계의 산물이었고, 세계화폐 차원에서는 국제정치역학의 산물이었다. 경제적 관
점에서만 보면 화폐가 이제는 공짜로 보이겠지만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화폐는 사회양



극화를 극단으로 발전시켜 역사적으로는 국제역학관계와 사회적 역학관계의 대전환을 촉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불환지폐도 결국 공짜점심이 아니었던 것이다.
  화폐의 역사는 권력의 기록이고 화폐이론은 권력의 분식( ; decoration)이다. 경제학에
서의 화폐이론은 지금껏 진실을 감추고 호도하는 것에만 급급했으며 억지주장과 매수로 아카
데믹세계를 농락했다. 화폐수량이론, 대부자금이론, 유동성선호이론, 구매력평가설, 국제수지설 
등이 바로 그들의 추악한 면모를 가리고 젊은 연구자들의 순수한 탐구심을 오염시키고 회유함
으로써 연구자체를 왜곡시켜 왔다.
  자국의 통화가 국제화폐가 된다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니었다. 국제화폐가 
되면 장기간의 무역적자를 감내해야하고 국내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어야하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금융부문을 장악한 비생산적 기생계급에게만 축복일 뿐이고 그 나라의 일반인들에게는 
오히려 축복 아닌 저주로 된다. 최근 국제역학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특정 국가의 IOU
가 세계화폐로 유통되던 권력토대에 균열이 생겼다. 요지부동인 줄만 알았던 달러기반에 균열
이 생기면서 이제 각국은 재빨리 경제적 자주권을 탈환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거래에서 달
러화를 통한 결제 대신 자국통화/상대국통화로 결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은 화폐형태가 금융계의 IOU로부터 국가의 IOU로 옮겨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 화폐는 자원의 미세한 이동과 배분을 지휘하는 지휘봉이다. 민주적 권력이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면 화폐 즉, 국가의 IOU는 민주적 경제계획을 위한 기술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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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Critical Issues in Marx’s Theory of Money Revisited

Chai-On Lee, Prof.

Faculty of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oney is a commodity (as a product of labor) in the sense that there can be no free lunch in 

market exchange but it cannot help being transformed into an abstract symbol on account of the 

pure transaction costs. Such a contradiction made economic crises periodically occur. To prevent 

those crises they resolved the contradiction by more and more divesting money of its commodity 

character. The fiat money is an IOU issued by the banking system to replace the gold standard 

and it transformed the contradiction within commodity exchanges between commodity money and 

abstract money character into another social antithesis between the 1% of the society and the rest 

of it. In this fresh perspective, we have reexamined in this paper the theories of inflation and 

those of interest rates and foreign exchange rates,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