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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와 신용의 이론(하)

미제스 저 / 김이석 역

이 번역서 화폐와 신용의 이론은 인간행동론(Human Action)
으로 저명한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명저, Theory

of Money and Credit(Liberty Classic, 1981)를 우리말로 완역한 것이
다. 이 책은 1912년 처음 독일어로 발간되었지만 지금도 출판되
고 있는, 세월의 테스트를 이겨낸 화폐분야의 고전이다. 총 4부

23장과 부록 2편, 서론 5편 등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1924년 독
일어 재판이 출간되었고, 영역본은 미제스의 제자 하이에크로부
터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배웠던 라이오넬 로빈스
(Lionel Robbins) 경(卿)이 주도해서 1924년 독일어 재판을 영역하여

1934년 영국에서 출판되었다. 여기에 미제스가 제4부 화폐재건
(Monetary Reconstruction) 부분을 추가한 영역본이 1953년 예일대 출

판부에서 발간되었고, 1971년 FEE(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에 의해 다시 인쇄되었다. 1981년에는 리버티 펀드(Liberty Fund)가

1953년 영역본에 라스바드(Rothbard)의 서문을 추가하여 리버티
클래식(Liberty Classics)으로 다시 발간하였다.
미제스는 이 책에서 1870년대에 멩거, 제본스, 왈라스가 시작
한 주관주의 이론과 한계효용이론을 처음으로 화폐문제에 성공
적으로 적용하였다. 당시 최고의 경제학자들조차도 화폐를 자신
들의 이론체계 속으로 통합하기 어려워 화폐를 일종의 베일로 취
급했으며, 한계효용이론은 상품의 교환에만 적용될 뿐, 화폐문제
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무엘슨(P. Samuelson)
의 신고전파종합 이래 현대의 경제학은 한편으로는 방법론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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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의와 한계효용을 중심으로 구축된 미시경제학, 다른 한편으
로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총량변수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거시경제학이 어색하게 동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불편한 동
거는 소위 케인스 혁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미시경제학
이 화폐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점도 여기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미제스의 이 책과 그의 인간행동론, 라스바드의
인간･경제･국가와 같은 책들은 미시경제학의 그런 공백을 채
워주고 있다.
이 책은 정책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오스트리아학파
의 경기변동이론은, 현재 비관과 낙관의 심리적 교차라는 체계
적이라고 보기 힘든 케인시언 (혹은 포스트 케인시언) 방식의 ‘설
명’을 제외하고는, 경기변동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의
유일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미제스는 이 책에서 빅셀의 자
연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구분, 뵘바베르크의 자본이론 등을 통합
하여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순환이론(ABCT: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기변동의 원인, 경기침
체 발생 시 적절한 처방,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앙
은행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대다수 연구들은 파생상품 규제 여부, 자본통제 여부와 방법
등과 같은 좁은 시각에 갇혀 있을 뿐,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순
환론을 활용하여 현재의 국제적인 화폐금융제도의 틀이 ‘건전한
화폐’를 가능하게 하는지와 같은 문제의식을 보여 주는 연구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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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는 ‘건전한 화폐’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 ‘건전한 화
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배제된 채 임기응변식의 정책처방들
이 난무하고 있다. ‘불황경제학의 복권’을 외치며, 더 많은 돈을
과감히 쏟아붓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건전한 화폐’의 확
립을 더욱 훼손시킬 방안들이 여기저기에서 제안되고 있다. 이
런 와중에서 ‘건전한 화폐’라는 주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하는 목적은, 이런 상황에서 현
행 화폐제도가 자유시장경제와 부합하는 제도인지, 또 현행 제
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불필요한 경기변동과 이에 수반된 실
업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
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 가운데 하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아
무쪼록 이 번역본이 우리나라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건전화폐를
향한 길을 찾는 데, 그리고 향후 국제금융질서의 재편에 대해
고심하는 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유리한지 연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길 기원한다. 이 번역에 애써 준 김이석 초빙연구위원에
게 감사드린다.

2011. 1.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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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화폐와 신용의 이론이 처음 독일어로 출판되었을
때, 저자 미제스를 국제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의 반열에 오르
게는 하였지만, 그 내용의 파괴력에 비해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스의 이 책은 꾸준히 발간되었
으며, 현재에도 계속 발간되고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책이다. 특히 최근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을 찾으려
는 노력 속에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그 기초가
되었던 미제스의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건전한 화폐’가 전제되어
야 한다.1) 그러나 통화정책이 총수요조절정책의 도구로 인식되
면서, 통화팽창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해 자주 동원되었고, 그 결과
건전한 화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건전화폐의 원칙을 부활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경기변동의
고통과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71년 달러의 금태환이 정지되면서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세계경제는 불태환 달러본위제도, 중앙은행제도, 부분지급준비
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화폐제도 아
래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는 이 체제의 불안
정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2010년 서울 G20모임에서 보았듯이
1) 건전한 화폐(sound money)의 개념은 어빙 피셔(Irving Fisher)가 주장한
안정적 화폐(stable money)의 개념과는 다르다. 이 책에서 상품본위제에
대한 부분과 어빙 피셔에 대한 부분과 다음의 “Introduction” 부분을 참고,
Joseph T. Salerno, Money, Sound and Unsound, Mises Institute, 2009.

역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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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을 막고자 하는 노력은 선언적 수준의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이 체제의 불안정성의 해소와는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하다.
향후 국제교역에서 ‘건전한 화폐’ 혹은 건전한 화폐금융제도
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부분지급준비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은 중앙은행, 혹은 ‘세계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예금자보호제도 등으로 보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잠재
적 위험성을 키우는 것인지, 다른 보완책은 있는 것인지 등은
경제학자들이 그 해답을 찾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 간 환율협상, 금융감독 강화, 토빈세나 자본통제와
같은 미봉책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검토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화폐제도 자체에 대해 선행연구가 축
적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제스의 이 책은 바람직한 화폐제
도의 구축에 관한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가장 중요
한 책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 이외에 현대의 독자들로서는 동일 저자의 인간행동론
(Human Action)과 라스바드(Rothbard)의 인간･경제･국가(Man, Economy,
and State) [나남출판, 2001] 중 화폐와 자본, 이자 및 경기변동 관련

부분을 참고하는 한편, 살레르노(Joseph T. Salerno)의 건전화폐
와 불건전화폐(Money, Sound and Unsound) [Mises Institute, 2009], 휼
스만(Hülsmann)의 화폐생산의 윤리학(The Ethics of Money Production)
[Mises Institute, 2008], 데 소토(de Soto)의 화폐, 은행신용, 그리고

경기순환(Money, Bank Credit, and Economic Cycles) 2판, [Mises Institute
2009], 세크레스트(Larry Sechrest)의 자유은행업(Free Banking: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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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and a Laissez-Faire Model) [Mises Institute 2008], 라스바드, 정

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해 왔는가?(What has Government
done to our Money) [전용덕 역, 지만지, 2010] 등을 참고하면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다. 현재의 거시경제학에 익숙한 독자가 오스트리아
학파 경기변동이론에 접근하기 좋게 쓴 책으로는 개리슨(Roger
Garrison)의 시간과 화폐(Time and Money) [Routlege, 2001]가 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책들은 미제스연구소(www.mises.org)에
서 pdf 파일로 볼 수 있어서 참고하기에 좋을 것이다.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번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현대의
우리나라 독자들이 미제스의 이 책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도록 만
들었다고 감히 확신하기에는 시간과 능력상의 한계가 있었다. 이
책의 번역이 가능하도록 격려해 준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영용 원
장님, 자문에 응해 주신 대구대학교의 전용덕 교수님, 경희대학
교 안재욱 교수님, 익명의 감수자, 라틴어와 불어로 된 부분의 번
역을 도와 준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유선 씨께 감사드린다. 번역상
의 오류나 부족한 점은 당연히 번역자의 몫이다. 독자들의 질정
(叱正)을 바란다. 아무튼 이 번역서가 건전화폐(sound money)를 탐

구하고 확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1. 1.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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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화폐와 신용의 이론은 한마디로 20
세기 경제학사에 기념비적 기여를 한 저술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정점이자 완성으로서 세상에
출간되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학파—신오스트리아학
파—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1870~1880년대에 경제학의 세계에 새로운
빛을 던지며 등장하여, 막다른 골목에 이른 고전학파 혹은 리카
디언 시스템을 전복하는 역할을 하였다. 경제학사에서는 이러한
전복을 흔히 ‘한계혁명’이라고 명명하지만, 이 명칭은 새로운 경
제학적 사고방식에 대한 적절한 이름이 아니다. 새로운 오스트
리아학파의 패러다임의 핵심은 경제의 근본적 빌딩 블록으로서
개인과 개인의 행동과 선택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고전학파 경
제학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더 광범한 계층(혹은 계급)을 기준으
로 사고하였으며, 그 결과 시장경제에서의 가치, 가격, 소득 등
의 현상에 대해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오스트
리아학파는 개인의 행동들로부터 분석을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그들은 경제적 가치가 선택을 하는 개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가
치평가들로 이루어지며, 가격이란 바로 이런 가치평가들에 근거
한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비엔나 대학의 경제학 교수 칼 멩거가 1871
년 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Principles of Economics(Grundsätze der

12

화폐와 신용의 이론 (하)

Volkswirtschaftstehre)를 출간하면서 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멩거의 제자이자 계승자인 비엔나 대학의 유진 뵘바베르크에 의
해 더 발전되고 체계화되었다. 뵘바베르크는 1880년대부터 특히
여러 권으로 된 자본과 이자(Capital and Interest)를 포함한 저술
활동을 펼쳤다. 멩거와 뵘바베르크는 그들 사이에서 개인들의 가
치평가, 행동, 그리고 선택에 대한 근본적 분석에 근거해서 오늘
날 ‘미시경제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모든 측면들—효용, 가격,
교환, 생산, 임금, 이자, 그리고 자본—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제3세대 오스트리안이
었는데, 20세기 첫 10년간 비엔나 대학에서 유명했던 뵘바베르
크의 세미나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미제스가 화폐와 신용
의 이론에서 이룬 위대한 업적은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을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체계에서 두드러진 중요한 결핍요소, 즉
화폐와 일반 가격들이라는 넓은 ‘거시’분야를 채우는 데 적용했
다는 사실에 있다.
왜냐하면 당시 화폐이론은 리카디언(Ricardian) 모델에서 여전
히 점점 힘을 잃고 있었던 분야였다. 일반적인 ‘미시’이론은 개별
행동의 분석에 기초해 있었으나, 화폐이론은 여전히, 개별 선택
과는 동떨어지게 총량변수들로 분석되고 있어서 ‘전체주의적인
방법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시와 거시분야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모든 다른 경제현상들은 개별
행동으로부터 출현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반면, 화폐의 공급은 시
장에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공급은 ‘물가수준’
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취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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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사라져 버린 것은 ‘미시’분야를 밝혀 주었던 개별 선택
에 기초한 분석이었다. 두 분야는 완전히 별개로, 그리고 완전히
다른 기초 위에서 분석되고 있었다. 이 책은 미시이론에 화폐분
야를 통합시키는 훌륭한 업적, 즉 일반경제 분석의 개인주의적
기초 위에 화폐이론을 구축하는 업적을 이루어냈다.
유진 폰 뵘바베르크는 화폐와 신용의 이론이 출간된 후 곧
사망하였으며, 정통 뵘바베르키언들은 그들의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미제스가 화폐와 경기변동의 이론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이론적 해결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제스는 그 자신의 신
오스트리아학파 혹은 미제스학파를 설립하는 몹시 힘든 일에
나서야 했다. 더욱이 미제스는 비엔나 대학에서 급여를 받는 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1920년대 동안 줄곧 무수히 많은 영민한 학생들이 미제스 세미
나(Privatseminar)에 운집하였다.
영어권에서는 미제스의 아이디어에 대한 수용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저술을 읽는 영어권 경제학자들이 별로 없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로 인해 크게 지연되었다. 미제스의 화
폐와 신용의 이론은 1934년까지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미제스의 통찰력은 20년 동안 간과되었다. 미제스의 이 이
론은 1920년대에 로버트슨(Dennis H. Robertson) 경에 의해 영국
에서 발전되었지만, 그의 분석은 (경제 전체를 단위로 하여 분석하
는) ‘전체주의적’이었고, 총량적인 것이었으며, 개인의 행동으로

부터 구축된 것이 아니었다. 이어 스웨덴의 경제학자 구스타프
카셀(Gustav Cassel)에 의해 제안된 구매력 패리티(purchas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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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ty) 이론이 결함을 지닌 채 약화된 방식으로 영국과 미국에

소개되었다. 그리고 큐헬-미제스의 서수적 한계효용(ordinal marginal
utility)이론2)을 간과함에 따라, 1930년대 중반에 힉스와 알렌이

주도한 서구 경제학자들은 한계효용을 완전히 버리고, 미시경제
학 교과서에서 이제 친숙해진 ‘무차별곡선’ 접근법을 택하였다.
미제스의 미시와 거시이론의 통합, 그가 개척한 화폐이론과
회귀정리(regression theorem), 기타 그의 세련된 인플레이션 분석
등은 후대 경제학자들에 의해 완전히 간과되고 말았다. 거시이
론을 미시적 기초 위에 통합하려는 개념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현행 경제학의 관행과는 동떨어져 있다.
단지 미제스의 경기순환이론만이 영어권을 관통하게 되었는
데, 그것도 저술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미제스의 뛰어난 제자인 프리드리
히 A. 폰 하이에크는 런던 정경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에서 강사직을 맡으려고 1931년 비엔나에서 런던으로 이주하였
다. 미제스의 통찰력들을 체계적인 경기순환이론으로 발전시키
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하이에크는 영국의 경제학자들 중 가장
뛰어난 소장학자 집단을 빠르게 개종시킬 수 있었는데, 그 집단
에서 가장 총명한 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라이오넬 로빈스(Lionel
2) 큐헬(Františk Čuhel, 1862-1914)은 서수적 효용을 체계화한 체코 경제학
자이다. 미제스가 언젠가 그 공헌을 인정받을 것을 예측했지만 아직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서 라스바드는 파레토-스루츠키, 힉스, 알렌
등 무차별곡선 이론의 주류 미시경제학의 대안으로서 서수적 효용이론을
언급하고 있다. 큐헬에 대한 글로는 다음을 참고. Marek Hudí, “Františk
Čuhel(1862-1914),” New Perspectives on Political Economy, Vol. 3, No.1,
2007,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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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bins)가 미제스의 화폐와 신용의 이론의 영역을 주도하였

다. 1930년대 초반 약간의 영광스런 기간들 동안, 로빈스, 니콜
라스 칼도어(Nicholas Kaldor), 존 R. 힉스(John R. Hicks), 아바 P.
러너(Abba P. Lerner), 그리고 프레데릭 벤햄(Frederic Benham) 등의
명석한 청년들이 하이에크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그
동안 미제스의 경기순환이론을 따랐던 오스트리아 내 추종자들,
대표적으로 프리츠 매클럽(Fritz Machlup), 고트프리이트 폰 하벌
러(Gottfried von Haberler) 등의 저술들이 미국에서 번역되거나 출
판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젊은 알빈 H. 한센(Alvin
H. Hansen)이 미제스하이에크 경기순환이론의 대표적 지지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제스의 경기순환이론은 (미제스가 1920년대에 예측했던 불황이었
던) 미국의 대공황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강력한 설명으로 채택되

고 있었다. 그러나 미제스의 이론이 영국과 미국을 통해 퍼져
나가고 있던 바로 그때, 케인스혁명이 경제학계를 휩쓸었고, 미
제스의 이론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개종시켜 버렸다. 이 개종의
과정은 미제스의 견해 혹은 여타 견해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하
나하나 논파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이를 무시함
으로써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제학계는 겉모습만 인상적인 새
용어들로 치장한 과거의 불건전한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의 견해
가 점차 지배하게 되었다. 1930년대 말 무렵, 단지 다른 제자들
을 제외한 하이에크와 미제스만이 미제스의 경기순환이론을 진
정한 의미에서 고수하고 있었다. 1936년의 케인스혁명이 일어
난 이후에는 다음 세대의 경제학자들은 심리적으로 케인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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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경제사상, 특히 경기순환에 대한 사상에 대해 연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렵게 되었고, 미제스의 영역(英譯)된 화폐와 신
용의 이론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읽힐 시간을 별로 가
질 수 없었다.
미제스는 1953년 영어판 화폐와 신용의 이론에 제4부를 추
가하였다. 그러나 케인스경제학은 크게 흥성하였고 경제학계는
미제스의 통찰력에 대해 관심을 가질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
았다. 그러나 이제 특히 1973년 그의 사후, 미제스(Misesian)경제
학은 특히 미국에서 괄목할 만한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 오스트
리아학파와 미제스경제학에 대한 컨퍼런스, 심포지엄, 책, 논문,
학위논문들이 넘쳐나고 있다. 한 번씩 경제적 정체를 동반하면
서 벌어지고 있는 만성적이고 가속화되는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
이션)에 충격을 받아, 케인스 시스템이 완전히 혼돈에 빠지면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과거 40년 동안에 비해 미제스의 경기순환
이론을 수용할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 새로운 영역판이
경제학자들을 자극해서 슬픔을 자아낼 정도로 간과되었던 이
대작 속에 빛나고 있는 통찰력들을 재음미하게 되고, 미제스가
이룩한 화폐금융이론과 미시이론의 통합이, 화폐에 대한 경제학
적 사고의 향후의 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
머레이 N.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

1981년.

서언

17

영어 신판 서문

이 책의 독일어 초판이 출간된 지 40년이 흘렀다. 이 40년간 세
상에는 많은 재난과 대참사들이 벌어졌다. 이 불행한 사건들을 초
래한 정책들이 국가들의 통화 시스템에 또한 영향을 주었다. 건전
화폐는 점점 더 가치가 하락하는 법정화폐에 자리를 내어 주고 있
다. 모든 국가들이 오늘날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들 통화의 완전한 붕괴의 어두운 전망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의 현 상태와 특히 화폐문제의 현 상태가 우
리 동시대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특정 원리들을 적용함으
로써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
리 시대의 대규모 인플레이션은 신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인
간이 만든 것이며, 좀 무딘 표현이지만 정부가 만든 작품이다.
인플레이션은 무(無)에서 부(富)를 창출하고, ‘국민소득’을 증가시
킴으로써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힘이 정부에 있다
는 특정 이론들에서 파생된 결과이다.
경제학의 주요 과제들 가운데 하나가 존 로(John Law)의 시절
로부터 케인스 경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저술가들과 정치가들의
사고를 혼돈케 해 온, 인플레이션정책의 기본적인 오류를 명백
하게 밝혀 이를 논파하는 것이다. 통화팽창주의와 같은 우화들
이 공식적 원칙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그리고 이
런 우화들이 국가의 경제정책들을 지도하는 원칙으로 자리 잡
고 있는 한, 화폐적 재건과 경제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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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주의와 통화팽창주의를 반대하면서 경제학이 발전
한다는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선동가들에게 별 인상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선동가는 그의 정책이 먼 훗날에 미칠 결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창출하는 붐이
오래가지 못하며 필연적으로 슬럼프로 끝을 맺는다는 것을 그
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동가는 인플레이션과 신용팽창을
선택한다. 어쩌면 그는 장기적 효과들을 무시하는 것을 뽐낼지
도 모른다. 그는 반복한다. 장기(長期)에는 우리 모두 죽고 없다.
중요한 것은 단기(短期)일 뿐이다.
그런데 그 단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
다. 정치가들과 관료들은 그 단기의 지속기간을 과도하게 본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이것이다. 우리는 그 단기를
넘어서 살고 있으며, 이제 정당들이 고려하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장기에 나타나는 결과들에 직면해야 한다. 사태들은, 신(新)
인플레이션 학파로부터 인습적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건전한 경
제학이 예언하는 그대로 전개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상황에
서 낙관주의자라면, 아마도 국민들이 부주의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지
도 모른다. 바로 이런 낙관적 기대가 출판사들로 하여금 이 책
을 재출간하게 하고, 저자로 하여금 화폐 재건에 대한 에세이3)
를 에필로그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뉴욕, 1952년 6월.
3) 이 책 제4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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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모든 분야 중에서 화폐와 신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
마도 가장 긴 역사와 가장 광범한 문헌이 존재하는 분야일 것이
다. 화폐수량설의 기초적 진실들은 다른 유형의 경제문제에 대
해 아직 연구를 시작해 보기도 전에 이미 확립되었다. 가치의
일반이론에서 만족할 만한 정태적 이론체제가 아직 확립되기
이전이었던 19세기 중반 무렵, 화폐금융 분야에서의 소책자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경제 동학(動學)의 미묘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여타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
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와 신용의 이론보다 더 효
과적으로 정치가나 당사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
제이론 분야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아무튼 영어문헌에서 이 책에서 보이는 유형과 같은
통합의 시도들은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케인스는
그가 화폐론(Treatise on Money)을 쓰면서 이런 통합을 이루려
는 확립된 전통이 없다는 점에 대해 탄식했을 뿐만 아니라, 순
수균형이론의 핵심적 문제를 다루는 표준적인 논의에 버금가는
수준과 규모로 화폐금융 분야를 체계적으로 다룬 사례가 없다
는 점에 대해서도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금융 분야만큼 분석과 경험의 확립된 결과들이 거의 체계
화되지 못하고 이론경제학의 주요 범주들과의 연관성이 잘 밝
혀지지 않은 경제학의 분야도 없을 것이다. 단편적인 글들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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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개가 존재하고 있다. 소책자들도 어느 한 사람이 완전히 소
화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책의 출판이 영어권 학생들에게 그들
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저술은 비엔나 대학의 루트비히 폰 미제스 교수의 독일어로
된 화폐와 신용의 이론(Theorie des Geldes und der Umlaufsmittel)
을 영역한 것인데, 바로 이런 결핍을 채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체계적으로 화폐와 신용의 이론의 주요 명제들을 다루
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분석경제학의 주요 체계와 연계시
키고 있으며, 아울러 화폐와 신용의 명제들이 현행 정책에서의
주요한 문제들에 갖는 의미를 함께 다루고 있다. 화폐의 본질
과 기능에 대한 엄격한 분석으로 출발하여, 이 책은 매우 정교
한 일련의 근사적 묘사들을 통해, 한 종류의 화폐만이 존재하
지만 은행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상황에서의 화폐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병렬적 통화(parallel
currency)와 외환현상의 분석, 그리고 현대의 은행제도의 문제와

신용창출이 경제의 자본구조와 안전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모두 다루고 있다. 유럽 대륙의 경제학자 서클
들에서 이 책은 화폐금융의 주제에 대한 표준적인 교재로 오랫
동안 간주되고 있다. 영어권 국가들에서도 이 영역본이 비슷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는 논리적 일관성과 현
대 경제분석의 힘에 대해 이 책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저작
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러나 화폐와 신용이라는 주제를 체계화한 것이 이 저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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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고도 주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실수
가 될 것이다. 이 저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너무나 많은 명제
들이 출판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현대 화폐이론의
공통된 자산이 되고 있는 중이어서, 영국 독자들은 이제 처음
으로 이 책을 접하게 되면, 이 책이 (화폐와 신용에 관련된) 경제
학적 지식에 보탠 독창적 기여를 간과하기 쉽다. 그의 기여들
은 현재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대다수가 벌어지
게 된 단초가 되었다. 1912년에 누가 강제저축(forced saving), 균
형이자율과 화폐이자율의 괴리, (신용의 불안정성의 결과인) 생산
재와 소비재 가격들 사이의 관계들의 변화와 연계된 경기변동
의 사이클에 대해 들어 보았는가? 이 개념들이 이 책에 모두
다 들어 있다. 이 개념들은 이 책에서는 예전의 문헌에서 가끔
보듯이 부차적 이슈들에 대한 부록으로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명료하게 설명된 완전한 이론적 시스템의 핵심적 요소로서 구
비되어 있다. 저자는 종전(終戰) 직후 기간의 대규모 인플레이션
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불황을
야기한 사건들 등을 통해 그의 이론체계가 풍부하게 입증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옳다는 어느 정도는

‘우울한’ 만족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또한 간과하지 말
아야 할 부분은 화폐가치이론의 보다 추상적인 부분에 대한 이
저술의 기여이다. 미제스 교수는 가치의 순수이론의 일반적 범
주들에 이 화폐이론을 통합시키는 중요한 장점을 마셜과 한두
명의 경제학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통합의 과정에서
미제스는 불확실성과 현금보유의 크기 사이의 관련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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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예측의 불가능성에 따른 화폐적 현상 등을 강조하
였는데, 이런 그의 강조는 이 문제들에 대한 최근의 사색적 연
구들에 가장 도움이 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최근 경제학
계 일각에서는 화폐수량설을 더 기계적인 형태로 퇴화시키려는
경향이 관측되고 있으며, 특히 순전히 동어반복적인 항등식의
조작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개념화가 까다로운 화폐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더
큰 진보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그런 기계적인 연구 경향에서
가 아니라 분명 미제스가 택한 길을 따른 곳에서 벌어질 가능성
이 높다.
이 번역본은 1924년에 출간된 독일어 2판에 기초한 것이다.
어떤 구절들은 영국의 독자들에게 별로 큰 관심사가 아니어서
생략했으며, 순전히 독일에서의 논쟁들을 주로 다루는 장들은 부
록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제3부 제6장의 정책에 대한 코멘트들
은 1924년에 서술된 것을 그대로 두었다.4) 이 책의 저자인 미제
스는 번역의 모든 단계에서 관대하게 도움을 주었으며, 특별히

1924년 출간 이후 출현한 문제들에 대해 그의 견해를 개괄하는
서문을 써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부록 B는 서로 다른 종류
의 화폐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적 (영어) 용어들에 대응
4) 한 가지 시제상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그대로이다. 독일어 제2판에서 저자
는 제3부의 마지막 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기가 이 책이 처음으로 저술된 1912년 무렵임을 유의하고 읽어야 한다
는 주석을 달고 있다. 현재 영역본에서는 이 주석이 386면에 다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있을 수 있는 독자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관행이나 상
황들(특히 제4절과 제8절)이 과거시제로 묘사되고 있다(p.386의 377 주
석, p.390의 주석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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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독일어 원어를 기록하고, 정확하게 대응되는 영어가 존재하
지 않는 용어에 대한 번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라이오넬 로빈스
런던 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193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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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금융정책에 관련된 질문들이 취하는 구체적인 겉모습은
매달, 매년 변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들을 다룰 수 있게 해 주는 이론적 도구는 변화하지 않
는다. 사실 경제학의 가치는 우발적인 잔가지들을 쳐내고 당면
한 문제들의 진정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 주는 데 있다. 특
정한 조치의 즉각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데에는 보통 그렇게 깊
은 경제학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이 책의 독일어 2판이 출간된 지도 10년이 흘렀다. 이 기간
중 이 세계의 통화와 은행과 관련된 문제들의 겉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똑 같은 근본적 이슈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전에는 영국이 파운드화의 금 가치를 한 번 더 전쟁 이전의 수
준으로 인상시키려고 하는 중이었다. 사실 가격과 임금은 이미
파운드화의 낮아진 가치에 적응을 하였다. 그리고 만약 전쟁 이
전 패리티(parity)로 파운드화를 다시 고정시킬 경우, 이로 인해
가격의 하락이 초래되고, 그래서 실제 임금과 자유시장에서였더
라면 지불되었을 임금 사이의 불균형이 확대됨으로써 기업가들
의 처지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영국의 종
전 이전 수준으로의 파운드화 재확립 정책은 이런 사실들을 모
두 간과하고 있었다. 물론 그와 같은 정책의 의심할 여지없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패리티를 재확립하려고 시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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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와 같은 정책에 대해 장점과
단점들을 적절하게 고려한 다음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대중들이 충분히 불가피한 부작용들에 대해 미리 알게 된 상태
가 아님에도 그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짐에 따라 금본위제에 대
한 반대를 엄청나게 강화시켰다. 그리고 그 정책의 해악들이라
고 비난을 받았던 것들은 금본위제의 부활 그 자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영국에서의 가격들과 임금들에 상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파운드화의 금 가치를 고정시킨 데 따른 것일
뿐이었다.

1926년에서 1929년까지 세계의 이목은 주로 미국의 번영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미국의 번영은 과거 모든 붐
들과 마찬가지로 신용의 팽창에 의해 초래되었지만, 당시에는
그 번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간주되고 있었으며, 경제학자
들의 경고는 무시되었다. 1929년에 경제의 물결이 방향을 전환
하고 그 후 심각한 경제위기가 이어졌지만, 이는 경제학자들에
게는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확한
날짜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내다보
고 있었다.
현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가 불황의 시기가 그 뒤
를 이을 신용팽창의 시기를 방금 지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
부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거의 모든 정부들이,
가격들의 일반적 하락의 와중에서 화폐임금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그리고 위기에 따라 없어졌을 사업들을 지탱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공공자원들을 고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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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에 의해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자극하는 노력들을 취
하였다. 이는 예전의 불황기에 작동했던 힘들—즉, 가격과 임금
을 현재의 환경에 맞게 조정되게 함으로써 경제회복의 길을 닦
는 기능을 하는 (시장에서 작동하는) 힘들—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
져왔다. 임금들의 안정화는 실업의 증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의 증상(症狀)인—가격들과 비용들의 간격의 심화, 생
산과 판매의 간격의 심화를 의미한다는 불편한 진실은 무시되
었다.
이런 태도는 순전히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정
부들은 임금소득을 버는 국민들 대다수를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고임금을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상으로 간주하
고,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도 노조의 정책과 정부의 간
섭을 통해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원칙에 감
히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들은 그래서 임금수준에 영향
을 주는 압력들을 완화시키거나 전부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
을 기울였다. 노조가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늘어가는 실직상태의 사람들에게 실업수당을 주었으며, 중앙은
행이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게 하였고, 중앙은행이 신용을 제약
하고 위기국면이 지닌 정화기능이 자유롭게 펼쳐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정부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지출을 충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과세(課稅) 혹은 기채(起債)를 통해
획득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거나 현행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줄이지 못할 때, 정부들은 불태환(不兌換)지폐의 발행과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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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화폐가치의 하락에 의존하였다. 이는 유럽과 미국의 역사에
서 여러 번 벌어졌던 일이다. 그러나 최근의 평가절하의 실험은
결코 재정부족을 메우려는 이유에서가 아니었다. 최근 화폐단위
의 금 함량을 감소시킨 것은 국내의 임금수준과 물가수준을 유
지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국내산업이 국제교역에서 해외 경쟁
자들에 비해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
와 같은 조치에 대한 요구는 유럽과 미국에서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전의 경우에는 모두 소수의 중요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조치를 요구한 사람들은 그런 조치를 성사
시킬 만큼의 권력을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영국은 파운드의 과
거 금(金) 함량을 포기함으로써 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은행
금리를 인상하는 관행적이며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는 처방을
채택함으로써 금(金) 가치를 유지하는 대신, 영국 정부와 의회는
은행금리 4.5퍼센트와 함께, 과거의 법정 패리티에서의 지폐의
상환을 정지하기를 선호하였으며, 그래서 스터링화(貨) 가치의
상당한 하락을 초래하였다. 그 목적은 영국에서의 가격들의 추
가적인 하락을 막는 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임금의 하락이 필
요한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었다.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이 영국의 사례를 따르기 시작하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달러의 금 함량을 감소시켰는데 이는 그가
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며 1926~1929년 사이 번
영하던 시기의 물가수준을 회복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중앙유럽에서 영국의 사례를 따른 첫 번째 국가는 체코슬로
바키아 공화국이었다. 전쟁 직후 체코슬로바키아는 국가 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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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威信)을 이유로,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크로네의 가치를

인상하는 영국의 정책을 따랐다. 통화가치의 인상이 체코의 수
출을 방해하며, 아울러 외국제품의 수입을 촉진하고, 은행신용
의 방법으로 그들의 운영자본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는 기업들
의 채무이행 능력을 해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야 체코는 이 정
책을 멈추었다. 그러나 1934년 첫 몇 주 동안 크로네의 골드 패
리티는 채무를 진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임금
의 하락을 방지하고 수출을 촉진하며 수입을 제한하려는 목적
에서 인하되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화폐단위의 구
매력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감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만큼
열띤 논쟁을 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없다.
필요한 모든 것은 구매력을 예전 수준보다 인하하는 것 혹은
심지어 예전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
고 보편적으로 단언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
한 모든 것이라면, 왜 예컨대 1913년 수준이 아니라 1926~1929
년의 수준이 목표로 삼는 예전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가 매우 어렵다.
만약 인덱스 수치들이 우리에게 통화정책을 세우는 데 확실
한 기초를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정부와 정당의 변화
하는 경제 프로그램들로부터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만든다고
생각될 수만 있다면, 아마도 나는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인덱스 수치들을 계산하는 특정한 방법을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정확한 방법이며, 다른 모든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라고 말했던 것을 참고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인덱스 수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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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구매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
으며, 그 어느 한 방법도 특정 관점에서 볼 때에는 옳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각각의 인덱스 수치 측정방법은 앞의
관점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정당화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
들에서 볼 때 또한 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계산방법은 다
른 계산방법들과는 다른 계산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리
고 각 결과는, 만약 실제 조치들의 기초가 된다면 특정 이익을
더 크게 만들고 다른 이익들에 대해서는 해를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집단의 사람들은 그 집단의 이익에 가장 잘 봉사하
는 방법들을 적합한 방법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구매력 조작이
통화정책의 적합한 관심사로 선언되는 바로 그 순간, 이 구매력
이 고정될 수준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요성을 가
지게 될 것이다. 금본위제 아래에서 화폐가치의 결정은 금 생산
의 사업성에 달려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금본위
제를 불리하게 하는 단점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 사실이
확실히 경제활동에 계산할 수 없는 요인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
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가격들이 화폐 측면으로
부터 기인해서 급격하고도 갑작스럽게 변화하게 하지는 않는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큰 화폐가치의 변동은 금
생산의 상황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았으며, 정부들과 발권은행들
의 정책들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화폐가치가 금의 생산에 의
존하는 것은 적어도 순간적인 정치로부터 독립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통화를 확정적이고 불변적인 금 패리티로부터 분리시키
게 되면서 화폐가치의 결정문제는 정치의 장난감이 되고 말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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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늘날 우리는 화폐가치에 대한 고려들이 모든 여타 고려들
을 국내 혹은 국제 경제정책에서 뒷마당으로 몰아내고 있음을
목격한다. ‘경제정책’이 기본적으로 화폐의 구매력에 대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는 상황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통화단위의 현재의 금 함량을 유지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금 함량을 감소시켜야 할 것인가? 이것
이 현재 모든 유럽과 미주 대륙의 국가들의 경제정책에서 중요
한 이슈가 되고 있다. 아마도 우리는 이미 문명세계의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증가하는 적의를 가지고 벌인 상업전쟁에서 (더구
나 자기기만에 근거한) 임시적인 이득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통

화 단위의 금 함량을 줄이는 경주의 와중에 있지만 이로 인해
국가들이 국민들의 후생에 재난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상황을 금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만족
스러운 명명이 아니다. 지난 수년 사이에 금본위제를 포기한 그
어떤 국가도 금의 국내 혹은 국제 거래에서 교환의 매개로서의
중요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런 조치들의 주요한 목표는
명목임금—때로는 가격—의 안정성을 가장 크게 확보하는 것이
라 할지라도, 실제로 벌어진 일은 금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단지 통화단위의 과거 법정 금 패리티로부터의 이탈이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채권자의 부담으로 채무자의 부담의 완화였다.
위에서 묘사한 이유들로 그들 통화들의 금 가치를 절하시켰
던 나라들 이외에도, 은행권의 유통을 지나치게 팽창시켜서 나
타난 그들 화폐의 금으로 평가된 가치의 절하를 인정하기를 거
부하고, 그 나라의 통화가 법정 금 가치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영문판 서문

31

는 현실과 다른 허상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 이런 허
상을 지지하기 위해 그 나라들은 수출업자들로 하여금 그 통화
의 법정 금 가치에서—즉, 상당한 손실을 보고—외환을 팔게 하
는, 외환규제를 실행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에
판매되는 외국 화폐의 수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은 더 설명
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외
환 부족’이 발생한다. 외환은 사실 처방된(규제된) 가격에서는 획
득할 수 없으며, 중앙은행은—시장가격을 지불하기를 거절하고
규제가격을 지불할 것이므로—외환이 적정(시장)가격에서 거래되
는 불법적인 시장에 의존하지도 못하게 된다. 이 외환부족 사정
은 이 나라에서 외국으로의 자금이전의 애로나 외국으로의 이
자나 상환을 금지하는 핑계로 이용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실질
적으로 국제신용은 정지상태에 이르게 되며, 과거 부채에 대한
상환금은 매우 불만족스럽게 지불되거나 전혀 지불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국제 신용거래들은 이제 진지한 고려
의 주제가 되기 어려울 것임은 쉽게 예측될 수 있다. 어떤 정부
도 외국으로의 부채지불을 금지하는 것이 언제든 ‘외환정책’이
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이 점차 수용되고 있기 때
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해외로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한 상황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 이 외환정책의 진정한 의미를 이 책에서는 철저하게 논
의하고 있다. 이 서문에서는 단지 이 정책이 국제 경제관계에
미치는 해악이 지난 50~60년 동안 보호주의와 세계대전 동안
취해진 조치들이 미쳤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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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고자 한다. 국제신용의 질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
부의 재량 아래 놓여 있는 이 원칙—즉, 정부 자신의 행동에 의
해 야기된 외환 부족을 내세워 외국으로의 이자지불을 정지시
키고 국민들의 이자와 상환지급을 금지시키는 원칙—을 무효화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국가가 입법을 통해 국제 신용거래에 미
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런 각국의 행동을 제
약할 특별한 국제적 규칙을 제정하여 이것이 국제연합(League of
Nations)에 의해 보장되고 실제로 집행되게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국제신용의 공여는
거의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가들은 국제신용의 회복에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럽이 전쟁과 혁명을 통해 더
이상 침체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다음 수년 동안에 이런 방향으
로의 시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미래의 합의들의 기초가 될 화폐 시스템은 금에 기초
한 시스템이다. 금은 화폐정책의 가장 이상적 기초는 아니다.
모든 인간의 창조물이 그런 것처럼 금본위제도 여러 단점들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상황들 아래에서는, 현
재 나타나고 있으며 또 미래를 예측해 보는 한에 있어서도, 정
당정치와 정부 간섭의 변화무쌍한 영향력으로부터 화폐 시스템
을 해방시킬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영향
력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 어떤 화폐 시스템도 신용거래의
기초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금본위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19
세기 문명을 서구 유럽의 과거 자본주의 국가들을 넘어 전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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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이 서구 국가들의 부가 나머지 국가들의 발전에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금본위제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럽의 조
그만 부분이었던 이 소수의 자본주의 국가들의 저축은 전 세계
의 현대적 생산설비가 존재하게끔 만들었다. 만약 채무국들이
그들의 현재의 부채를 상환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분명 당
장의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화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채권국(債權國)들의 이익들 간의 대립적 입장, 자본이
잘 공급되는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사이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 수 있다. 그들의
생산자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수입해야 하는 가
난한 국가들로서는 국제신용의 질식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 아
닐 수 없다.
현재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폐와 신용의 시스템의 혼
란은, 금본위제도의 부적절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시
대의 화폐 시스템이 주로 비난받고 있는 점인 지난 5년 동안의
가격들의 하락은 금본위제의 단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신용팽창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
치유책으로 주로 주장된 것은, 임시적인 붐으로 아마도 거의 확
실하게 이끌겠지만, 이에 상응하는 심각한 위기로 끝날 운명인
또 한 번의 신용팽창에 불과하다.
화폐와 신용의 시스템의 어려움들은 세계가 현재 겪고 있는
큰 경제적 어려움의 일부일 뿐이다. 고장이 난 것은 화폐와 신
용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 경제 시스템이 그렇다. 지난 수년
동안 모든 국가들의 경제정책은 19세기에 국가의 복지를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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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렸던 원칙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노동의 국제분업은 악
(惡)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먼 과거의 자립경제로의 복

귀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재화의 수입은 그 어떤 것이든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불행한 일로 보도되고 있다. 힘센
정당들이 지구상의 평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쟁만이 진보를
의미한다는 복음을 엄청나게 정열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그들은
전쟁을 합리적인 국제적 교류의 한 형태로 묘사하는 정도로 만
족하지 않고, 국내 정치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대자들의 억
압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였다. 과거 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최고의 노동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모든 산업
이 입지되는 데 장애물을 만들지 않으려고 고통을 수반한 노력
을 아끼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생산조건이 불리한 곳에 기업을
설립하려는 노력이 마치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애국
적인 행동으로 치부되고 있다. 화폐와 신용 시스템에 대해 그와
같은 왜곡된 경제정책들의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없애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이다.
단순히 화폐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왜곡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의 결과들을 없애려고 하는 모든 정책제안들은 근본적
으로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에
불과하며,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이 화폐의 도움으로 인해 물물
교환에 의해 가능했을 때보다 더 쉽게 수행되면 그 기능을 완수
한 것이다. 화폐 측면의 경제개혁을 수행하려는 시도들은 유통
신용의 팽창에 의해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자극하려는 것 이
상 이하도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신용의 팽창은—이 점은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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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강조되어야 하겠지만—필연적으로 위기와 불황으로 이어
지게 된다. 반복되는 경제위기들은, 경험을 통해 교훈들을 배우
고 경제학자들의 경고들에 귀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신용을 통해 경제활동을 자극하려는 시도에 따른 결
과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은 영국의 불멸의 영광인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원칙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통적’ 혹은 ‘골수적’
인 관점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나는 정통적이라거나 골수적이라
고 해서 부끄러울 이유는 전혀 없다고 믿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이 정통적인지 아니면 최신 유행을 따른 것인지 여부
가 아니라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이다. 그리고 나의 연
구들이 이끌고 갈 결론, 즉 신용의 팽창은 자본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대해 아마도 일부 사람들은 불편하게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결론이 틀린다는 그 어떤 논리적인 증
명도 제시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비엔나, 193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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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초판이 12년 전에 발간되었을 때, 국가와 그 정부들
은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적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
기공장에서 무기를 생산하고 군수품을 비축하면서 전쟁 이데올
로기의 선포와 열광적인 보급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전쟁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소는 인플레이
션주의였다.
나의 책도 인플레이션주의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 원칙의
부적절성을 보여 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곧 닥칠 미래에 우
리의 화폐 시스템을 위협할 변화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래서
화폐적 재앙이 찾아올 길을 준비하고 있던 이들은 이 책을 열정
적으로 공격하였다. 이 책을 공격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큰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였다. 그들은 그들
의 원칙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고, 그들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
주의를 실험할 수 있었다.
전쟁과 전후(戰後) 시기에 직면해서는 경제학이 적용될 수 없
다는 흔히 듣는 단언만큼이나 왜곡된 생각도 찾기 어려울 것이
다. 그와 같은 단언을 하는 것은 경제이론의 문헌에 무지하다는
의미이며, 경제학을 역사학파—경험학파—실증학파의 고수자(固
守者)들의 저술에서 발견되는 원칙들을 경제학과 혼돈하는 것을

뜻한다. 경제학자들보다 경제학의 단점들을 잘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으며, 누구보다도 경제학자들이 경제학과 현실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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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경제학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가장 아쉬워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치학자들이 필요했던 모든 이론적 지침은 현존
하는 경제원칙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이다. 과학적 수고
를 해서 얻어진, 그래서 확인되고 수용된 결과들을 “살과 피도
없는 추상”(bloodless abstaction)이라고 조롱하고 부주의하게도 이
를 기각한 사람들은 경제학이 아니라 자신들을 비난해야 한다.
어떻게 최근의 경험이 경제학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경험
한 엄청나고도 급작스런 화폐가치의 변화는 통화의 역사에 친
숙한 사람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화폐가치의 변동이
건 그에 따른 사회적 결과이건 정치가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
반응했던 방식이건 경제학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경험들이 많은 국가주의자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아마도 이 신사들이 고백하는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은 진
정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들의 중상주의적 선전을 위장하는 데
불과함을 보여 주는 최선의 증거일 것이다.
이 저술이, 비록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았지만, 초판에
비해 다른 형태로 출판된 것은 새로운 사실들을 예전의 원리들
로 설명할 수 없어서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다. 이 책의 초판
이 출간된 후 12년 동안 경제학은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진보
를 이루었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교환학(交換學, catallactics)의 문
제들에 대한 나의 연구들은 많은 점들에서 초판에서의 결론과는
다른 결론으로 나를 이끌었다. 오늘날 이자율이론에 대한 나의
태도는 1911년 당시와는 다르다. 그리고 비록 초판을 준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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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재판을 준비하면서, 나는 (간접교환의 이론 영역의
외부에 속하는) 이자율 문제에 대한 취급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

었으나, 나는 책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할 필
요가 있었다. 다시 한 번 경제위기의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은 하
나의 측면에서 변화하였다. 내가 통화학파(Currency School)의 원칙
에 대한 더 정치한 설명과 지속으로서 내세웠던 이론은—이것이
초판에서는 직접교환의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설명하는
데 대한 하나의 보충적 설명이라고 생각했었지만—그 자체로 경
제위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더 나아가 정학(靜學)과 동학(動學)의 구분은 화폐이론을 소상
하게 설명하는 데 불가결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초판을
쓰면서, 나는 독일 독자에게 그 어떤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이런 구분을 하지 않으면서 저술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
였다. 광범한 독자들이 발표된 논문을 주시하는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한 논문에서 알트먼(Altmann)은 현대 미국학파의 용어들
과 다른 의미에서 화폐이론에 정학과 동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
였다.5) 그 이후 현대 이론에서 정학과 동학의 구분의 중요성은,
비록 경제학의 발전을 매우 세세하게 추적해오지 않았던 사람들
이더라도 이제 거의 모든 이에게 아마 익숙해졌을 것이다. 이제
알트먼의 용어들과 혼동될 수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 용
어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나의 주장을 명

5) Altmann, “Zur deutschen Geldlehre des 19. Jahrhunderts,” in Die Entwicklung

der deutschen Volkwirtschatslehre im 19. Jahrhunderts, Schmoller Festschrift
(Leipzig,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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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화하기 위해 화폐가치의 변화가 주는 사회적 결과들에 대한
장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초판은 화폐정책에 대한 장은 매
우 긴 역사적 논의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의 경험들은 이제
이에 대한 논의들 없이도 최근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 책의 핵심
적 주장을 충분히 예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의 은행정책의 문제점들을 다루는 부분이 추가되고, 국
가주의자들의 화폐이론과 정책이 간략하게 검토되었다. 몇 동료
들의 권유에 부응하여, 몇 년 전 출판된 화폐이론의 분류에 대
한 짧은 에세이(Vol.44,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를 수정하고 확장한 것을 포함시켰다.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홍수처럼 쏟아진 화폐와 신용의 문제
들에 대한 새로운 출판물들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것이 나의 목
적이 전혀 아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과
학에서 “진리는 그 자체의 속성과 오류에 두 가지 모두를 증언
한다.” 나의 책은 나 자신의 관점들을 확립하고 나의 관점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비판적 주장들을 시
도하고 있다. 그 외 최근의 출판물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생
략한 것은 최근에 출판된 뛰어난 두 저술에서 이런 검토가 훌륭
하게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쉽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6)

6) Döring, Die Geldtheorien seit Knapp, 1st ed.(Greifswald, 1921; 2nd ed.
Greifswald, 1922); Palyi, Der Streit um die Staatliche Theorie des
Geldes(Munich and Leipzig, 1922), (그리고 Schmoller’s Jahrbuch 45,
Jahrgang에도 수록). 또한 스튜어트의 다음의 매우 날카로운 분석에 대해
서도 참고. G. M. Verrijn Stuart, Inleidung tot de Leer der Waardevastheid
Van het Geld (Gravenhage,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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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책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제3부의 결론에 해당하는
장은 초판 그대로 두었다. 그 주장들은 1911년의 은행업의 지위
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론적 결론들의 중요성은 변한 것 같지 않
다. 이 주장들은 이 재판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은행정
책의 문제들에 대한 위에서 언급한 논의들에 의해 보완되고 있
다. 그러나 이 추가적 논의에서조차 절대적으로 유효하다고 주
장되고 있는 그런 제안들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추가적 논의
의 목적은 단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보여 주
려는 데 있을 뿐이다. 각 개별 경우에 가능한 해결책들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는 각 해결책의 장단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에 달려 있는데, 이들 간의 결정은 경제학이 아닌 정치의 기능
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비엔나, 19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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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부 화폐와 은행업

제15장

은행업

1. 은행 활동의 유형
은행업은 두 가지 별도의 분야로 나누어진다. 다른 사람들
의 화폐를 대부하는 활동을 통한 신용의 협상 분야, 그리고 신
용수단을 발행하는 활동을 통한 신용의 제공이 그것이다. 여기
에서 신용이란 화폐에 의해 보증되지 않은 증서와 은행잔고를
말한다. 두 사업분야는 언제나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공통된 역사적 토양에서 성장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한 기업에 의해 함께 수행되고 있다. 이런 연관성은 단지
외부적이고 우연적인 요인들 탓으로 돌릴 수 없다. 그것은 신용
수단의 특이한 성격과 은행업의 역사적 발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활동은 경제이론에서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 활동들 각각을 별개로 고
려함으로써 우리는 그 속성과 기능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은행업의 이론에 대한 종전의 탐구들의 불만족스러운 결과
는 기본적으로 이 활동들의 근본적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은행들은 본래의 은행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여타 관련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예를 들어 환전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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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 환전을 기초로 하여 중세 은행 시스템의 발단이 전
개되었으며, 은행업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기원도 환전업무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들

은 오늘날에도 이 환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은행기
능들을 수행하지 않는 환전부서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은행들
은 또한 증권의 구매와 판매와 같은 사업에도 몰두한다.
은행들은 또한 고객들의 재산의 일반적인 관리와 연결된 기능
들을 떠맡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고객들의 증권들을 받아들여

‘개방’ 예금으로서 관리하며, 만기가 되면 이자와 배당 쿠폰을 분
리하고 이와 관련된 총액을 수령한다. 그들은 주식의 할당을 관
리하며, 각종 유가증권의 갱신이나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돌본
다. 은행들은 고객들을 대신하여 주식시장 거래뿐만 아니라 비상
장 주식들의 구입과 판매도 수행한다. 그들은 고객들의 봉인 아
래 고가의 물품들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된
공간을 빌려 준다. 이런 활동들 모두는, 개별 경우들에 있어 전체
사업의 수익성에 주는 영향과 상관없이, 그리고 전체 공동체의
경제적 중요성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본래
의미의 은행업과 아무런 내재적인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본래의 은행업과 투기와 발행사업 사이의 관련성은 마찬가지
로 매우 느슨하고 피상적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은행의 일반적
인 경제적 중요성이 달려 있는 은행 활동의 분야이며, 이를 수
단으로 하여 유럽 대륙과 미국에서 은행들은 신용의 제공의 통
제 못지않게 생산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였다. 은행들의 산업과
상업과의 관계가 변함에 따라 이것이 경제활동의 조직화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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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영향력을 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을 현
대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묘사하더라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은행업의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사이의 교
환비율에 대한 영향력—이것이 여기에서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
이지만—과 관련해서 보면, 이것은 아무런 중요성도 가지고 있
다고 말할 수 없다.

2. 신용의 협상자로서의 은행
은행들의 신용 배서인(背書人)으로서의 활동은 다른 사람들
의, 즉 빌린 돈의 대부활동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은행들은 돈
을 빌려 주기 위해 돈을 빌린다. 은행에 지불되는 이자율과 은
행이 지불하는 이자율의 차이에서 은행의 운영비용을 차감하면,
이런 종류의 거래에서 은행들이 버는 이윤이 나온다. 은행업은
신용의 제공자와 신용의 수취자 사이의 중개이다. 다른 사람들
의 돈을 빌려 주는 사람들만이 은행가이다. 단지 자신들의 자본
을 빌려 주는 사람들은 자본가들이지 은행가들은 아니다.198) 고
전학파의 이런 정의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용어상의 분쟁을
일으킬 아무런 근거도 되지 못한다. 은행업이란 표현은, 비록
스미스와 리카도 이래로 통상적으로 쓰인 용어로부터 이탈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각자가 선호하는 대로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점은 본질적이다. 즉, 다른
198) Bagehot, Lombard Street (London, 1906),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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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돈을 빌려 주는 은행의 활동은 은행의 여타 업무들로
부터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반드시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신용의 중재자로서의 은행의 활동에는, 신용거래와 부채거래
사이에 유기적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황금률이 적용된다.
은행이 제공하는 신용은 반드시 수량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은행이 받아들이는 신용에 상응해야 한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
자면, “은행의 채무가 만기가 되는 날짜는 그 채무에 상응하는
청구권이 실현되는 날짜를 앞서지 말아야 한다.”199) 오로지 그
렇게 함으로써만 지급불능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위험이 하나
남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신중하지 못한 신용의 제공은 여타
상인에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가에게 파괴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그들 사업의 법적 구조로부터 나온다. 은행
들의 신용거래와 채무거래들 사이에는 아무런 법적 연결이 존
재하지 않으며, 은행들이 빌린 돈을 되돌려줄 의무는 투자의 운
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록 그 투자가 죽은 손실로 판
명되더라도 그 채무는 지속된다. 그러나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
의 제공자와 수취자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할만한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위험의 존재이다. 은행이 이윤을
도출하고 손실을 보게 하는 것은 이 위험의 수용으로부터 나오
는 결과이다.
199) Knies, Geld und Kredit (Berlin, 1876), Vol.2, Part II, p.242. 다음의 문
헌들도 참고. Weber, Depositen- und Spekulationsbanken (Leipzig, 1902),
pp.106f.; Sayous, Les banques de depêt, les banques de crédit et
les sociétés financières, 2d ed.(Paris, 1907), pp.219ff.; Jaffé, Das
englische Bankwesen, 2d ed.(Leipzig, 1910),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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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여기에서 은행업의 사업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가 있는 전부이다. 화폐와 화폐이론에 관한 한, 심지어 중개자
로서의 은행의 기능은 그것이 신용수단의 발행—오로지 이것만
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논의될 것이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에 있어서만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3. 신용수단의 발행자로서의 은행
신용수단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용거래의 속성
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환행위는, 그것이 직접교환이건 혹은 간접교환이건, 양 당사
자들의 계약에서 각자의 부분을 동시에 완수하는 방식으로, 혹은
서로 다른 시점에 완수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첫째 경우
에 우리는 현금거래를 이야기한다. 둘째 경우에는 신용거래를
이야기한다. 신용거래는 현재재와 미래재의 교환이다.
신용거래는 두 집단으로 분류되며 이런 분리가 모든 신용이
론, 특히 화폐와 신용의 관계가 신용이 재화들의 화폐가격에 대
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한
편으로는, 다른 이들이 하기 이전에 거래에서 그의 부분을 수행
하는 사람 측에 희생을 부과한다는 점이 특징인 신용거래들이
있다. 여기에서 희생이란 교환된 재화의 즉각적인 처분권의 포
기 혹은 만약 이런 방식의 표현을 선호한다면, 교환된 것에 대
한 대가의 수령 시점까지의 넘겨준 재화에 대한 처분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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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희생은 그 계약 상대방의 상응하는 이득에 의해 균형
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서 그 이득이란 교환에서 획득된 재화에
대한 더 빠른 처분권의 획득의 이점, 즉 마찬가지이지만 거래에
서 그의 책임을 즉각적으로 완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점이다.
각각의 가치평가에서 양 측은 그들이 거래에서 완수해야 할 시
점의 차이로부터 유래하는 유리한 점들과 불리한 점들을 감안
하고 있다. 계약에 구체화된 교환비율은 관계된 개인들의 의견
에서 시간의 가치에 대한 표현이 내포되어 있다.
신용거래의 두 번째 집단은 거래에 지불하기 이전에 먼저 수
령하는 측의 이득이 다른 측의 아무런 희생에 의해서도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 경우이다. 그래서 완수와 역완수 사이의 시간상
의 차이—이것은 다른 종류의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
의 거래의 본질이다—는 단지 한쪽 상대방의 가치평가에만 영향
을 주는 반면 다른 상대방은 이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이 수수께끼처럼 심지어 불가
해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이에 봉착해서 많은 경제이론들이
난관에 빠지게 된 암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은 만약
우리가 그 거래에 포함된 재화의 특이성을 감안한다면 매우 어
렵지는 않다. 첫 종류의 신용거래에서 건네진 것은 화폐 혹은
재화—그것의 처분이 만족의 원천이며 그것에 대한 보상이 불만
족의 원천이다—로 구성된다. 둘째 집단의 신용거래에서는, 신
용의 제공자는 당분간 일정 총액의 화폐의 소유권을 자발적으
로 단념하지만 이 단념은 (이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 어떤 가정들
아래에서는) 만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 만약 신용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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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판매자)가 요구되어 지불되는 청구권을 발행함으로써 대출

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신용의 제공은 그로서는 아무런 경
제적 희생을 동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가 은행권 등의
발행에 들어가는 기술적 비용들을 무시한다면, 수수료 없이 이
런 형식으로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 그가 즉각적으로 화폐로
지불되는지, 혹은 처음이나 나중까지 만기가 되지 않는 청구권
을 받기만 하는지 여부는 그에게 관심사가 아니다.200)
개념에 대한 있을 수 있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두 집단의
신용거래에 대한 특별한 명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
다. 첫 번째 집단에 대해서는 상품신용(Sachkredit), 두번째 집단
에 대해서는 유통신용(Zirkulations-kredit)이라는 명칭을 제안한다.
이 표현들이 그 명칭들을 통해 특징짓고자 하는 구분의 핵심을
완전하게 지칭하지는 못한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는 모든 기술적 용어들도 가지고 있으며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사용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의도된 구분
—일반적으로 말해 그런 당연히 받아야 할 고려를 받지 못했던
그런 구분—을 전달할 수 있는 더 나은 혹은 더 적절한 표현들
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
답이 될 것이다. 아무튼 유통신용(Circulation Credit)이라는 표현
은, 단지 은행권의 발행과 관련해서만 때로 사용되고 선택되었
던 용어인 방출신용(Emission Credit, Emissionskredit)이라는 표현보
다는 오류를 적게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그와

200) Macleod, The Elements of Banking (London, 1904),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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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든 의견 차이에 대해 적용되는 사실—즉, 사용되는 단어
들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단어들이 의도했던 의미라
는 사실—은 당연히 이 특별한 용어상의 논쟁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
자연스럽게, 유통신용의 특이성들은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
지 않을 수 없었다. 증서와 수표들이 사용되는 특이한 상황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화폐와 신용의 가치의 근본적 문제들
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했던 이론가들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
다. 특정 종류의 신용거래들의 개별성에 대해 인식했음에도 불
구하고 상품신용과 유통신용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경제학의 역사에서의 어떤 사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있
을 것이다. 통화원칙(the Currency Principle)의 분리된 원리주의적
이고 경제정치적인 오류에 대한 비판은—9세기 은행과 신용에
대한 이론분야에서 연구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는데—은행권과
은행신용의 여타 매개체들 사이의 본질적 유사성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었던 모든 요인들에 대해 강조하게 하였으나,
위에서 특징지은 두 집단의 신용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
를 간과하게 만들었다. 이런 중요한 차이에 대한 발견은 고전학
파(古典學派)와 그 계승자인 통화학파(通貨學派) 이론가들의 영구
적인 기여 가운데 하나이다.
신용총액이 표시된 청구권들이 화폐 대신 모든 거래관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유통신용으로 이루어진 거래들에 대
한 개인들의 특이한 태도를 설명해 준다. 빌려 주기 위해 혹은
어떤 것을 사기 위해, 혹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혹은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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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위해 화폐를 요구하는 사람은 먼저 그 화폐에 대한 청구권
을 화폐로 전환시킬 필요가 없다. 그는 또한 그 청구권들 자체
를 직접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청구
권들은 진정 화폐대용물이다. 그것들은 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화폐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들은 ‘언제든 쓸 수 있는 돈’(ready
money), 즉 미래 화폐가 아니라 현재 화폐이다. 현금(Cash) 항목

속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notes)과 명목주화뿐만 아니라 수표
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그가 언제나 즉각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은행잔고를 포함시키는 상인의 관행은 이 신용수단들에게 화폐
로 계약된 모든 부채의무를 청산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부여하
는 법률가의 관행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것이다.(법률가들은 그렇게
하면서 단지 상업세계에서 확립된 사용방식을 비준하는 셈이지만 말이다.)

이 모든 것에서 화폐에 특별하거나 특이한 것은 존재하지 않
는다. 의심할 여지없이 안전하고 만기가 된 청구권—특정 물품
혹은 특정 수량의 대체가능 물품들201)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절대로 그 청구권이 언급하고 있는 특
정 물품 혹은 특정 수량의 대체가능 물품들의 객관적 교환가치
와 다르지 않다. 만약 화폐에 대한 청구권들이 그 안전성 혹은
유동성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다면, 그 청구권들의 객관적 교환
가치가 이 청구권들이 언급하는 화폐의 총액과 동일하다는 특성
201) 대체가능 물품(fungible thing)이란, 대체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품을 말
한다. 예를 들어 특정 품종과 품질의 쌀 10kg을 맡기고, 그 쌀에 대한
청구권을 받는다면 맡긴 바로 그 쌀이 아니라 그 쌀과 대체 가능한 동
일한 품종과 품질의 쌀 10kg을 청구할 권리를 얻게 될 것이다. 금화와
같은 상품화폐도 대체가능 재화에 속한다.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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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특성으로 인해 그와
같은 화폐에 대한 청구권이 화폐의 자리를 전적으로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강력하다는 사실에 있다. 빵을 획득하고
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목표를 만기가 되었고 안전한 빵에
대한 청구권을 획득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만약 그가 단지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즉 다시 그 빵을 포기하기 위해 빵
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그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이 빵
청구권을 주면 될 것이고 자기가 직접 그 청구권을 청산할 필요
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빵을 소비하고자 한다면, 그
청구권의 결제를 통해 그것을 확보하는 것 이외의 대안은 없을
것이다. 화폐를 제외하고는, 교환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경제재
들은 필연적으로 그것들을 소비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도달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재화들을 수령할 권리가 표현된 모든 청구
권들은 조만간 실현될 것이다. 요구가 있으면 특정한 개별적인
재화 혹은 특정 수량의 (화폐를 제외한) 대체 가능한 재화들을 배
달할 의무를 진 사람은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을 완
수할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즉각적
으로 준비될 수 있는 이상으로는 감히 약속하지 못한다. 즉각적
으로 처분할 수 있는 1,000개의 빵을 가진 사람은, 각 티켓의 보
유자에게 언제든지 빵 1개의 배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다고 하면 1,000개 이상의 티켓을 감히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화폐의 경우에는 반대이다. 아무도 다시 제거하려는, 즉 지출하
려는 목적 이외로는 화폐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인해
화폐는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이기를 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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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청구권들이 화폐 대
신 사용될 수 있고 또 이 청구권들이 그것이 표시하는 권리들을
실행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보유자들의 손을 거칠 수 있다.
(이 청구권들은 화폐 일정액을 요구해서 수령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으
며, 일반적으로 그 태환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청구권들이 원래의 소
지자가 아닌 현재 보유자의 요구로 정말 태환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 청구권들의 보유자들이 그 청구권

의 신속한 태환성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한, 혹은 이런 확신
이 없는 사람에게로 청구권들이 이전되지 않는 한, 이 청구권들
은 계속 유통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완수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부채를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에게 실제로 가해진 비율만큼 청구권
상환을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두면 된다.
화폐에만 특이한 사실은, 화폐에 대한 (만기가 되고 안전한) 청
구권들이 그 청구권이 표시하는 화폐총액만큼이나 상업세계에
서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그와 같은 청구
권들은 화폐에 대한 완전한 대체재이며 그런 완전한 대체재로
서 만기와 안정성이라는 청구권들의 본질적 특성들이 인식되고
있는 시장들에서는 그 청구권들이 화폐의 모든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종류의 대체재를 그 발행자가 언제든지
태환할 수 있는 수량보다 더 많이 발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화폐증서(money certificate)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신용수단이 존재하게 되었다.
신용수단(fiduciary media)은 광의의 화폐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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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수단은 결과적으로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영향에 대한 탐구는 다음 장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4. 유통신용의 원천으로서의 예금
신용수단은 예금제도의 토양 위에서 성장하였다. 예금은 은
행권이 발행되고 수표로 인출될 수 있는 계좌가 만들어지는 기
초였다. 이것과는 독립적으로 주화들—처음에는 작았다가 나중
에는 중간 규모의—이 신용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은행권 혹은
수표로 언제든지 인출될 수 있는 예금을 받는 것을 신용거래의
한 유형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 견
해는 물론 정당화된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그런 경우는 신용
거래의 하나가 아니다. 만약 경제학적 의미에서 신용이 현재재
화 혹은 현재 서비스를 미래재화 혹은 미래 서비스와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문제의 그 거래를 신용이란 개념 아래 포함시
키는 것은 어렵다. 일정 총액의 화폐를 예금하고 그 대신 화폐
로 언제든지 교환될 수 있는 청구권—그에게 그 청구권이 언급
하고 있는 화폐총액과 정확하게 마찬가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을 획득하는 예금자는 미래재와 그 어떤 현재재도 거래하지 않
았다. 그가 예금에 의해 가지게 된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는 현재재이다. 그 화폐를 예금하는 것은 결코 그가 그 화폐가
지배하는 효용을 위해 즉각적인 처분권을 단념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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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일정액의 화폐를 주고 획득한 청구권은 그가 이것
을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태환하든지 아니면 아예 태환을 하지
않든지 그에게 마찬가지로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이 점으로 인
해, 그의 경제적 이해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가 지급한 시점
과 다시 지급받는 시점 간의 시간적인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가
치의 차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화폐를 주고 그와
같은 청구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그와 같은 보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간과될 수 있었다
는 사실은, 신용의 본질이 대부자가 차입자에 대해 믿는 신뢰도
에 있다는 오래되고 널리 수용된 개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누
구나 은행에 요구할 때 지급받는다는 청구권을 받고 돈을 건네
준다는 사실은 확실히 은행의 지속적인 즉각적 지급능력에 대
한 확신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이 신용거래가 아닌 까닭은
신용거래의 본질적 요소, 즉 현재재의 미래재와의 교환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된 잘못된 견해를
초래하는 데 기여했던 또 다른 상황은 화폐를 요구하면 지불하
는 화폐에 대한—화폐를 대신해서 양도될 수 있는—청구권으로
교환해 주면서 은행들이 수행한 사업이 그들의 신용사업의 특
정 영역—화폐수량에 가장 영향을 주며 현대의 화폐 시스템 전
체를 완전히 변모시켰던—즉, 유통신용의 제공과 매우 밀접하고
도 친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
은 오로지 특정 유형의 은행사업, 즉 화폐에 의해 보증되지 않
은 은행권의 발행과 계좌의 개설에 관해서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종류의 은행사업만이 화폐의 기능과 가치와 관련해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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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화폐의 수량은 이와는 다른 여타 신용거래에 의
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타 모든 신용거래들은 하나씩 발생하고 그와 같은 거래들
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양측에서 수행되는 반
면, 신용수단의 발행을 통한 신용의 제공은 신용거래를 일상적
인 일로 행하는 기업 편에서만 가능하다. 예금들이 받아들여져
야 하며 신용수단의 발행을 위한 필요조건들이 충족되기 전에
상당히 큰 규모로 대부가 제공되어야 한다. 은행권은 그것을
발행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신뢰를 받지 못하면 유
통될 수 없다. 거기에다가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의 이전에
의한 지불은 동일 은행 혹은—그 시스템의 참여자의 숫자가 큰
—별개의 은행업자들의 연합체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용
수단은 은행들과 은행가들에 의해서만 창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은행들과 은행가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유일한 사업
은 아니다.
은행사업의 한 분야는 특별한 언급을 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
면 비록 우리가 다루는 은행 활동들의 서클과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지만 화폐의 수량에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용수단의 발행의 기초로서 은행에 봉사하지 않는 예
금사업이다. 여기에서 은행이 수행하는 활동은 단지 중개자로서
일 뿐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려 주는 사람
이라는 영국의 은행가 정의는 완벽하게 적합하다. 이 분야의 은
행영업에서 고객들에 의해 은행으로 넘겨진 화폐의 총액은 고
객들의 화폐준비고의 일부가 아니라 일별 거래에 필요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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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돈의 투자이다. 일반적으로 두 집단의 예금들이 은행기법에
서 그것들이 가진 형식에 의해서조차 구별되고 있다. 당좌계좌
(current account)는 요구하는 대로, 다시 말해 사전예고 없이도 인

출될 수 있다. 이 계좌들에 대해서는 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
는 경우가 많지만,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투자예금에 대한
이자보다는 낮다. 다른 한편, 투자예금들은 언제나 이자를 가지
며 보통 사전에 행한 예고에 의해서만 재(再)지급된다. 그 동안
두 종류의 예금 간 은행기법의 차이들은 대개 희미해졌다. 저축
예금 시스템의 발달은 은행이 언제든지 예고 없이 저축예금의
소량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투자예금 영업분야에 은행으로 들어오는 총액이 커질수록, 대수
의 법칙에 따라, 특정일에 지불되는 총액이 재(再)지급이 요청된
것들과 균형을 맞출 확률이 더 커질 것이고, 은행이 자신의 약속
중 어떤 것이라도 파기하지 않아도 되게 해 줄 지불준비금은 더
작아질 것이다. 그와 같은 지불준비금은 경상계정(current-account)
의 준비금과 통합되면서 더 유지하기가 쉬워진다. 화폐문제가
은행에 모두 맡기기에는 그리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자영업자
혹은 크게 부유하지 않은 개인들은 이제 준비금의 일부를 은행
에 저축예금의 형태로 맡김으로써 이런 은행기법의 발전을 활
용한다. 다른 한편, 은행들 사이의 경쟁이 점차 당좌예금의 이
자율을 올리는 상황이 되자, 경상계좌 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으
므로 투자될 수도 있었을 화폐총액들이 임시적 투자로서 경상
계정에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들은 이
문제에 관한 원칙—즉, 어떤 한 거래의 형식적, 기술적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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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 경제적 성격이 우리에게는 그 중요성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은행들의 관점에서는, 두 지불준비금들의 통합 가능성이 두
가지가 완전히 독립적일 경우에 비해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한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예금영업 사
이에 연관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은행기법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며 어느 정도는 두 분야의 영업을 수행하는 예금은행들
이, 저축예금만 받아들이는 저축은행에 비해 가지는 장점을 설
명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결과적으로 예금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경상
계정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 은행 시스템의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이 상황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론적 탐구의 측면에서
는 별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화폐의 수량과 관련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유일한 은행업
의 한 영업부분에 관한 본질적인 사실은 이것이다. 고객들을 위
해 경상계정 영업을 하는 은행들은,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
에 예금된 화폐총액의 일부를 빌려 주는 위치에 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예들 들어 그들이 실제로 예금된 화폐의
일부를 빌려 주는지 혹은 신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은행권을 발
행하는지 혹은 그들에게 경상계정을 열어 주는지 그런 것은 별
로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서 중요한 유일한 상황은 그 대부가
제공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금으로부터 제공된다는
사실이다. 모든 여타 상황들에서는, 대부가 제공될 때마다 가용
한 부의 현존 기금으로부터 제공된다. 발권의 권리를 가지지 않
거나 고객들에 대해 당좌예금 영업을 하지 않는 은행은 그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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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원과 다른 사람들이 그 은행에 맡긴 자원의 합(合)을 넘어
서서 빌려 줄 수 없다. 은행권을 발행하거나 당좌예금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자원과
다른 사람들이 그 은행이 처분할 수 있게 해 준 자원의 합(合)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기금을 가지게 된다.

5. 유통신용의 제공
지배적인 견해에 의하면, 자신의 은행권으로 대부를 제공하
는 은행은 차입자들과 언제든 또는 어쩌다 은행권들을 가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용 협상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
로 보면 은행신용은 은행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은행권의 보
유자들에 의해 제공된다. 은행들의 개입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아마도 덜 신뢰가 가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을 대신해서 잘 알려
진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신용으로 대체하고, 그래서 채무자가

‘일반 대중’이 취하는 대부를 얻기가 더 쉽도록 만들어 주는 유
일의 목적을 가진다고 말해진다. 예를 들어 은행에 의해 어음이
할인되고 할인된 액수와 같은 금액이 은행권으로 지불되어 나
간다면, 이 은행권들은 단지 어음들을—그렇지 않았더라면 현금
대신에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달되었을 어음들을—대신하여 유
통되고 있다고 단언되고 있다. 발권은행 시스템의 발전 이전에
는, 특히 영국에서, 어음들이 그 이후보다 더 크게 유통되었다
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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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예를 들어 랭카셔(Lancashire)와 맨체스터에서 영국
은행의 지점이 개설될 때까지, 총지급액의 10분의 9가 어음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지 10분의 1만이 화폐 또는 은행권으로 이루어
졌다.202) 이제 이 견해는 문제의 핵심을 묘사하지 않는다. 은행
권을 받아들이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신용도 제공하
지 않는다. 그는 어떤 현재재에 대해서도 이를 미래재로 교환한
것이 아니다. 지급불능에 빠지지 않은 은행의 즉각적으로 태환
되는 은행권은 상업거래에서 화폐 대신 신용수단으로서 어느
곳에서나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도 화폐와 그가 현금으로
서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 은행권은 화폐
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현재재(現在財)이다.
은행권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될 수 있다. 하
나는 화폐와 그들을 교환하는 것이다. 회계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여기에서 차변거래(a debit transaction)와 신용거래(credit transaction)
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거래는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다. 왜냐하면 새로운 채무(liability)가 정확하게 상응하는 자산에
의해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그와 같은 거래에서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사실상 그와 같은 거래는 은행이 손실을
보게 한다. 왜냐하면 은행권을 제조하고 화폐 스톡을 보관하는
비용을 만회할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보증된 은행권의 발행은 신용수단의 발행과 연계되어

202) Fullarton, On the Regulation of Currencies, 2d ed.(London, 1845),
p.39;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London, 1867), p.314; Jaffé,
op. cit.,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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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이행될 수 있다. 신용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금으로서
은행권을 발행하는 것이 두 번째 가능한 발권방법이다. 법 규정
에 따르면 이것은 신용거래이면서 채무거래이다. 그러나 경제학
적 관점에서는 이것은 단지 신용거래인 경우이다.203) 사실 은행
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가지고 이 점을 보여 줄 수 있다.
대차대조표의 대변(貸邊)에는 제공한 대부와 현금준비금(the state
of the till)이 들어가며, 차변(借邊)에는 은행권이 들어간다. 만약

우리가 이윤과 손실 계정을 대차대조표 대신 만들어 보면, 전
과정의 진정한 속성에 대한 더 나은 이해로 나아갈 것이다. 이
이윤･손실 계정에는 그 원천이 암시적인 이윤, 즉 ‘대부에 따른
이윤’(Profit on loans)이 기록된다. 은행이 자기의 자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화폐를 빌려 줄 때, 이 이윤의 일부는 예금자들
에게 지불하는 이자율과 차입자들에게 물리는 이자율 사이의 차
이로부터 발생한다. 다른 부분은 유통신용의 제공으로부터 발생
한다. 이 이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은행이지 그 은행권의 보유
자가 아니다. 은행이 그것의 전부를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때로는 이윤을 그 은행권의 보유자들과 혹은 아마도 가
능성이 높은 예금자와 공유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이윤이
존재한다.204)
이제 1억 듀카가 화폐로 유통되고 있는 어떤 나라를 상상해
보자. 이 나라에서 한 발권은행이 설립되었다. 단순화를 위해

203) Jaffé, op. cit., p.153.
204) 이것은 헤르만(Hermann)이 언급한 은행 영업의 “잉여이윤”(Übergewinn)
이다. Hermann, op. cit., pp.50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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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은행의 자본은 은행영업 이외로부터의 보유고로서 투자되고
있다고 해 보자. 그리고 이 자본에 대해 국가에 발권의 권리를
양보한 대가로 매년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해 보자(이것은 일
부 발권은행들의 실제 상황과 밀접하게 상응하는 가정이다). 이제 그 은

행은 은행에 지급된 5,000만 듀카를 가지고 있으며, 이 5,000만
듀카를 배경으로 5,000만 듀카 가치만큼의 1듀카 은행권을 발행
한다. 그러나 은행은 5,000만 듀카 총액을 은행 지하금고에 남
겨 두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은행은 4,000만 듀카를 이자를 받고
외국 기업가들에게 빌려준다. 이 대부에 대한 이자가 총이윤(gross
profit)이 되며 (순이윤이 나오려면) 그중 은행권 제조비용, 행정비

용 등이 차감된다. 이 경우 그 은행권의 보유자들이 그 은행의
외국 채무자들에게 신용을 제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은행 자체에 신용을 제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제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사례를 일부 변경해 보자. 그 은행
이 4,000만 듀카를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들에게 빌려 준다고
해 보자. 이 중 한 사람인 A가 B에게 일정액, 예컨대 A가 B로
부터 구매한 재화의 비용만큼의 빚을 지고 있다. A는 그가 처분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P에 대해 그가 보유하고
있는 3개월 후 만기가 되는 청구권을 B에게 기꺼이 넘겨줄 의
향이 있다. B는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 만약 그가 스스로 다
음 3개월 동안 지금 즉각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던 화폐총액이
필요하지 않다면, 혹은 만약 그가 3개월 동안 상응하는 화폐총
액이 없어도 되면서 P에 대한 청구권을 기꺼이 넘겨받고자 하
는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는 오로지 그런 경우에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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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만약 C가
정말 그 연장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것은 세 가지 이유들—B로
하여금 당장의 지급이 아니라 3개월 경과 후의 지급에 만족하게
만드는—가운데 하나일 때뿐일 수 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신용거래의 사례들이자 현재재의 미래재와의 교환의 사
례들이다. 이제 이 거래들의 숫자와 정도는 가용한 현재재의 수
량에 달려 있다. 가능한 대부의 총량은 이 목적들을 위해 가용
한 화폐와 여타 재화들의 총량에 의해 제한된다. 대부(貸付)는
오로지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에 대한 처분권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것들이 없이도 당분간 지낼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제공
될 수 있다. 이제 그 은행이 그 분야로 4,000만 듀카를 대부시
장에 들고 들어오면서 진출할 때, 대부 목적을 위해 가용한 기
금은 정확하게 이 총액만큼 늘어난다.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자
율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은행이 어음을 할인할 때 단지 편리한 은행권 통화를 불편한
어음 통화로 대체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가?205) 은행권
이 정말 더 편리한 환어음의 일종일 뿐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급불능 상태가 아닌 은행의 그 보유자에게 요구하면 언제든
지, 즉 원한다면 즉각 일정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표시하는
은행권은 중요한 점에서 일정 시점에 혹은 기간이 지난 후 일정
액의 화폐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어음과 다르
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신용 시스템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
205) 예를 들어 심지어 빅셀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Wicksell, Geldzins und
Güterpreise [Jena, 1898],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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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람출급(一覽出給)어음(sight bill)206)은 그 은행권에 비견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에 의해 정규적으로 취하는 형식인, 신용거래
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기불(定期拂)어음(time bill)207)은 그
렇지 않다. 구매한 상품의 가격을 화폐로, 은행권으로 지불하거
나 여타 요구불(要求拂) 청구권의 이전을 통해 지불하는 사람은
현금거래를 한 것이며, 3개월 어음을 주고 구매가격을 지불한
사람은 신용거래를 한 것이다.208)
우리의 예에 비본질적인 변경을 약간 더 가해 보자. 이렇게
해 보면 그 문제가 아마도 더 명료해질 것이다. 그 은행이 처음
에 은행권을 5,000만 듀카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발행하였으며
그 은행권의 대가로 5,000만 듀카의 화폐를 받았다고 해 보자.
이제 그 은행이 추가적인 4,000만 듀카를 대부시장에 내놓았다
고 해 보자. 이 경우는 모든 방식에서 위에서 고려했던 두 가지
와 동일하다.
은행권 발행의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도 말하자면 현재의 어
음의 숫자의 증가와 동일한 의미에서 신용에 대한 수요를 증가
시킨 것으로 묘사될 수 없다. 오히려 반대이다. 그 발권은행은
신용을 수요하지 않는다. 은행은 그것을 제공한다. 추가적인 수
량의 어음이 시장에 들어올 때, 이것은 신용에 대한 수요를 증
206) 일람출급은 보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 어음은 수취인이
지급인에게 어음금액을 청구하면서 제시하면 바로 지급하여야 한다. (역
자 주)
207) 이것은 일람출급어음과는 달리 지정된 미래 시점에 지불하게 되어 있는
환어음을 지칭한다.
208) Torrens, The Principles and Practical Operation of Sir Robert Peel’s Act
of 1844 Explained and Defended, 2d ed.(London, 1857), pp.1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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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며, 그래서 이자율을 올린다. 추가적 수량의 은행권의 대
부시장 진입은 처음에는 반대효과를 가진다. 이것은 신용의 공
급의 증가이며, 그러므로 즉각적으로는 이자율을 낮추는 경향을
띤다.209)
정치경제의 역사에서 은행권과 어음 사이의 이 근본적인 구
분이 간과되었다는 것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가운데 하
나이다. 그것은 경제학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문
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고전학파의
저술들에서조차 이미 발견되고 나중에 통화학파(the Currency
School)에 의해 더 발전되었던 이 진정한 상황 인식이 어떻게 되

어서 후학들의 업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파괴되었는지 보여
주는 것이 주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210)

6. 신용수단과 간접교환의 속성
위에서 언급한 것들로부터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전통적 방
식은 신용수단의 특이성과 별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은 충분히 명백해졌을 것이다. 은행권과 당좌계정(current account)
209) Ibid., p.18.
210) 이 책의 초판이 출판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통신용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무수한 책들이 출판되었다. 그중 이 문제의 속성을 파악한 저술
중 다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Schumpeter,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Leipzig, 1912), pp.219ff.; Schlesinger, Theorie der Geldund Kreditwirtschaft (Munich and Leipzig, 1914), pp.133ff.; Hahn,
Volkswirtschaftliche Theorie des Bankkredits (Tübingen, 1920), pp.5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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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것들이 화폐로 태환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현상
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 특이성의 속성에 대한 적
절한 인식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 은행권 보유
자 혹은 당좌계정의 소유자를 신용의 제공자로 간주하는 것은
신용거래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은행권과 환어음(bills
of exchange) 일반 이 두 가지를 모두 유사한 ‘신용수단들’(credit
instruments)으로 취급한다면, 이는 그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희

망을 단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환어음 일반이라고 한 것은 일람출
급어음(sight bill)뿐만 아니라 정기불어음(time bill)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 교환의 행위의 속성이 신용수단의 채용에 의해 변
경되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완전한 실수이다. 은행권 혹은 당좌
계정 잔고의 양도에 의해 이행된 교환들뿐만 아니라 신용수단
들의 고용에 의해 이행된 교환들도 화폐가 사용된 간접교환들
이다. 비록 법률적 관점에서는 교환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의무가
화폐 조각의 이전에 의해 혹은 화폐 조각의 즉각적 배달에 대한
청구권의 양도—즉, 화폐대용물의 양도—에 의해 해제되는지 여
부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교환행위의 경제학적 속성에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예를 들어 지급이 수표에 의해
이루어질 때 상품들이 상품들에 의해 실제로 교환된다고 단언
하는 것은 단지 원시적 물물교환의 조악한 불편성의 경우를 제
외하면,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211) 여기에서 화폐에 의해 가능
211) Lexis, Allegemeine Volkswirtschaftslehre (Berlin, 1910) (Hinnenberg, Die
Kultur der Gegenwart, section II, Vol.10, Part 1), p.122; Lexis, Geld
und Preise (Riesser-Festgabe, Berlin, 1913), pp.83f. 마찬가지로 청산소
(淸算所) 사업(clearing-house business)에 대해서는 다음과 거기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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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여타 모든 간접교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직접교환과
는 대조적으로 화폐는 상품과 상품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화폐는 그 자체적으로 가치가 변동하는 하나의 경제재
이다. 화폐 혹은 화폐대용물을 획득하는 사람은 그것들의 객관
적 교환가치의 모든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화폐 조각의 물리적 이전에서도 그렇듯이, 은행권 혹은 수표의
지급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이지,
화폐가 전체 거래과정에 물리적으로 ‘사용되는’ 우발적인 상황
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상품들을 판매하고 수표로 지급받고 또
다른 거래에서 구매한 상품들에 대해 지불하기 위해 즉각적으
로 그 수표 자체를 사용하는 사람 혹은 자신의 처분하에 있는
계정의 잔고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상품을 상품들로 직접
교환하지 않았다. 그는 교환의 두 가지 독립적인 행동들을 취하
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행동들 간의 연계성은
여타 그 어떤 두 가지 구매들 간의 연계성보다 결코 더 밀접하
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안된 용어가 찾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용
어가 과거에 쓰이던 용어들보다는 논의 중인 현상의 속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고 새로운 용어를 지지하는
주장도 가능하다. 비록 부정확하고 피상적인 용어가 은행이론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이 자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데 주된 책임
된 문헌을 참고. Schumacher, Weltwirtschaftliche Studien(Leipzig, 1911),
pp.5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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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연구들의 상당수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이론은 법률 및 은행기법에 관한 질문들을 덜 중요하게
다루며, 제기하고, 법학이나 경영학에 의해 그려진 경계들과는
다르게 경계를 그린다. 이 점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위의 이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절차들의 법률적인
혹은 기술적인 속성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들을 언급한다고 해
서, 그것이 위의 이론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 될 수 없다. 이는
마치 경제적 고려들이 논쟁적인 법률적 질문들의 해결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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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신용수단의 진화

1. 신용수단을 발행하는 두 가지 방식
신용수단은 요구하면 주어진 액수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이 신용수단은 화폐의 기금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
며, 법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특성이 화폐단위로 된 채무의 이행
에 있어 이 신용수단을 화폐 대신 법정 지불수단으로 적합하게
만들고 수용되도록 한다. 이미 시사했듯이 중요한 것은, 법률의
죽은 규정이 아니라 실제 사업관행이므로 비록 어떤 것들은 법
률적 관점에서는 화폐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으로 간주될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신용수단으로 기능한다. 왜냐하면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사실상 사람들에 의해 신용수단으로
존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들이 화폐증명서인 한에
있어서는, 심지어 현대 명목화폐들과 금본위제의 확립으로부터
그 철폐 때까지의 독일 탈러(German thaler)조차도 화폐는 아니지
만 신용수단이었음을 보여 줄 수 있었다.
신용수단은 두 가지 방식, 즉 은행에 의해 그리고 여타 방식
으로 발행될 수 있다. 은행 신용수단은 발행주체의 부채를 구성
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사실이 그 특징이다. 그것들은 부채
로서 출현하며, 그 발행주체는 발행된 총액을 그것의 소득이나

제3부 화폐와 은행업

71

자본의 증가로 간주하지 않으며, 회계의 차변항목의 증가—만약
그 거래 전체가 손실로 기록되지 않게 하려면, 대변항목의 상응
하는 증가에 의해 균형이 맞추어져야 하는—로 간주한다. 신용
수단을 이렇게 취급하는 방식은 그 발행주체가 그것들을 그것
의 사업자본(trading capital)의 일부로 간주할 뿐 결코 그것들을
소비에 지출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필요
하게 한다. 이 투자들은 언제나 대부일 필요는 없다. 발행자는
스스로 신용수단의 발행으로 자기 손에 들어온 운영 자본으로
생산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일부 예금은행들은 때로는 대부
의 목적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생산을 위한 자원의 확보 목적
을 위해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몇 현대의
신용은행과 상업은행들은 그 자본의 일부를 이런 식으로 투자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화폐대용물의 보유자들, 그리고 스스
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느끼는 국가 입법자의 경우 이들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 과거에도 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과 관련해서 은행
관행 혹은 법률이 단기대부를 ‘담보’(cover)로 규정할 때까지 유
사한 문제가 존재했다.212)
그러나 신용수단의 발행자는 유통하게 된 신용수단의 가치를
소득 혹은 자본의 추가로 간주할지 모른다. 만약 이렇게 한다
면, 그는 자본으로부터 특별 신용기금을 따로 떼어내어 발행에
따른 부채의 증가를 담보하려는(cover) 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
212) Lotz, Geschichte und Kritik des deutschen Bankgesetzes vom 14.
März 1875(Leipzig, 1888), pp.7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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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그 발행의 이윤을 자기 주머니에 넣을 것이다. 명목화
폐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이윤은, 그 어떤 여타 소득을 지칭할
때와 마찬가지로 담담하게 주조차익(seigniorage)이라고 불린다.
신용수단을 유통시키는 두 가지 방식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발행자의 태도에 있다. 자연히 이 차이가 그 신용수단의 가치의
결정에는 아무런 중요성도 지니지 않는다. 발행방식의 차이는
역사적 요인들의 결과이다. 신용수단은 두 가지 다른 뿌리로부
터 나왔다. 즉, 한편으로는 예금은행들 혹은 지로은행들의 활동
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주조특권으로부터 나
왔다. 전자는 은행권과 당좌계정의 원천이다. 후자는 재무부증
권, 명목화폐, 그리고 통화(current money)—주조가 제한되었으나
그것이 실제로 요구불로 전체 액수가 화폐로 태환되었기 때문
에 신용화폐로도 법정화폐로도 간주될 수 없었던—의 원천이었
다. 오늘날 이 두 가지 발행방법의 차이는, 더욱이 국가가 신용
수단을 발행하는 데 있어 은행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행동하
려고 애씀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그
들의 주조의 이윤을 특별한 목적에 투하하고 이 이윤들을 부의
증가로 간주하기를 거부하는 관행을 지니고 있다.213)
은행들에 의해 발행된 화폐대용물의 두 가지 유형들 중에서
당좌계정은 더 오래된 것이다. 은행권은 사실상 그 발전된 형태
일 뿐이다. 그 두 가지가 법률가나 은행가의 눈으로는 서로 다
213) 예를 들어 1860년 1월 31일의 통화조례의 제8조에 의해 설립된 스위스
통화준비기금(the Swiss currency reserve fund)을 참고하라. Altherr,

Eine Betrachtung über neue Wege der schweizerischen Münzpolitik
(Bern, 1908), pp.6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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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들은 경제학자의 눈으로는 전혀 다르
지 않다. 그들 사이의 유일한 구분은 은행권에 유통상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는 은행권의 법률적 혹은 은행업적 혹은 상업
적 특이성에 있다. 그것은 이전되는 방식에서 쉽게 이전될 수
있으며 화폐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은행권들은 과거의 화
폐대용물, 당좌계정을 능가할 수 있었으며 예외적인 속도로 상
업세계를 관통할 수 있었다. 중간규모 혹은 소규모의 지급에 있
어서 은행권은 너무나 커다란 이점을 제공했기 때문에 당좌계
정은 은행권 옆에서 그 위치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19세기 후반
에 와서야 당좌계정은 다시 한 번 은행권과 함께 나란히 중요해
졌다. 대규모 거래에서는 수표와 청산지급이 은행권보다 유리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당좌계정이 부분적으로 은행권을 몰아낼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결코 사업의 어떤 내재적인 요구에서 찾
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좌계정은, 가끔 어떤 이유나 증거도
없이 단언하는 것이 유행이기도 하지만, 은행권에 비해 ‘더 높
은’ 형태의 화폐대용물이 아니다. 은행권이 많은 국가들에서 당
좌계정에 의해 대체된 것은, 은행권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방해
를 받았으나 당좌계정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장려되었기 때문이
다. 이렇게 간섭한 이유는 통화원리의 원칙들이 수용되면서 사
람들이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사이의 교환비율의 안정성에 주
는 위험을 은행권의 과다 발행에서만 보았을 뿐 은행예금의 과
다한 증대에서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신용 시스템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은행
권과 예금의 대비는 조그만 중요성을 지닐 뿐이다. 두 방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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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급에 있어서는 둘 중 하나가 더 적합하고 다른 지급에
있어서는 두 방식이 모두 적합하다. 만약 그들의 발전이 스스로
갈 길을 갔더라면, 이 사실이 의심할 여지없이 오늘날의 상태에
서보다는 더 명백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기술적으로는 덜 적
합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인위적인 수단들을 통해 하나 혹은
다른 종류의 신용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신용수단과 청산 시스템
만약 A가 B에게 양 한 마리를 받고 옷감 한 필을 주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A가 C에게 말 한 필을 받고 양 한 마리를 주
어야 한다면, 이 두 가지 교환거래가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방
식은 B가 A로부터 옷감 한 필을 받고 A를 대신해서 양 한 마리
를 C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A에게 양 한
마리를 옷감에 대한 교환으로 주는 의무로부터 벗어나고 A는 C
에게 말 한 필 대신 양 한 마리를 주는 의무로부터 벗어난다.
이 두 교환의 직접적인 거래는 네 번의 이전이 필요하지만, 이
절차는 단지 세 번의 이전만이 필요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교환을 쉽게 만들 가능성은 어떤 재화를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로 삼는 관행으로 인해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누구
나 동시적으로 빚을 지는 대신 어떤 대체가능 재화(fungible good)
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들의 숫자는 하나의 동일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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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재화—교환의 공통된 매개물—가 각 개별 거래들에서 교환
의 대상인 숫자가 증가하면 따라서 증가할 것이다. 화폐사용의
완전한 발달은 처음에는—심지어 아무튼 직접교환을 통해 실행
되었을 그와 같은 거래들을 두 가지 간접교환 행동들로 나누게
한다. 자신들의 제품을 직접 교환할 수 있었을 푸줏간 주인과
제빵업자는 자주 그들의 상호 관계들이 여타 거래들이 취하는
형식, 즉 화폐의 도움으로 거래가 이행되는 형식을 지니게 하기
를 선호할 때가 많다. 푸줏간 주인은 고기를 제빵업자에게 돈을
받고 팔며 제빵업자는 푸줏간 주인에게 돈을 받고 빵을 판다.
이것은 상호 간의 화폐적 청구권과 화폐적 채무를 일으킨다. 그
러나 여기에서 청산방식이 나타나게 됨은 분명하다. 이때 청산
은 각 당사자 측에서 다른 측에 실제로 돈을 건네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쇄의 방식을 통해 남은 액수만 화폐로 지급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역(逆)청구권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취소함으로써
거래를 마치는 것은 직접교환에 비해 중요한 장점이 있다. 화폐
의 사용과 연결된 모든 자유는 직접교환 거래를 특징짓는 기술
적 단순성과 통합된다.
신용거래 혹은 현재재의 미래재와의 교환이 관습적이 되어 간
다는 사실로 인해 그 방법의 고용이 가능한 경우들이 증가하자,
역(逆)청구권(counter-claim)의 취소에 의해 간접교환을 달성하는
방법은 아주 크게 자극을 받았다. 모든 교환이 현금으로 청산되
어야 할 때, 취소의 방법으로 그 교환들을 수행할 가능성은 푸
줏간 주인과 제빵업자에 의해 예시된 경우로 그리고 양 당사자
들의 수요가 동시적이라는 가정(물론 이런 경우는 드물게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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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족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기껏해야 소수의 사람들만이, 화
폐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어음(draft)이 거래의 청산에 사용되
는 작은 서클에 참여할 수 있음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
우에도 동시성이 여전히 요구될 것이며,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이 이런 거래방식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드물 것이다.
신용이 출현해서 사업거래가 수요와 공급의 동시적 발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 때까지 이런 어려움은 극복될 수 없
었다. 사실상 여기가 화폐 시스템에서 신용이 중요해지는 지점
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교환이 직접 교환인 한에 있어서는,
화폐가 스스로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로 확립되지 않았다면, 완
전한 효과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신용을 수단으로 해서 사람
들은 청산의 목적을 위해 두 사람 간 거래들을 비록 거래들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시간에 벌어지는 경우에도 마치 동시적인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제빵업자가 빵을 1년 동안
매일 구두수선공에게 팔고 그로부터 한 짝의 구두를 한 번만,
예컨대 연말에 산다고 해 보자. 만약 신용이 한 측의 채무를 연
기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현금지급 대신 상
쇄를 통한 청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더라면, 제빵업자 측
에서의 지불은, 그리고 자연히 구두수선공 측에서의 지불도 마
찬가지로, 현금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화폐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거래들은, 만약 청구권들이 어떤
한 집단 안에서 이전된다면 (서로 상쇄되는) 청구권과 역(逆)청구
권들이 동일한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게 될 때까지, 혹은 그
청구권들이 채무자들 자신에 의해 획득되어 소멸될 때까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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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청산될 수 있다. 지역 간, 그리고 국
제 간 어음 취급—최근 수표의 사용 혹은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
꾸지 않는) 여타 방법들의 추가에 의한—에서 동일한 종류의 것

이 거대한 규모로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그와 같은 상쇄가 가능한 경우들의 수가 매우 예외적인 방
식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214) 이 모든 경우들에서 우리는 화
폐의 도움을 받으면서 교환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거래 상
대방들 사이의 상쇄의 과정을 통해 화폐 혹은 화폐대용물들의
실제 사용이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화
폐는 여전히 교환의 매개물이지만 화폐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
은 그 화폐의 물리적 실존과는 독립적이다. 화폐가 사용되었지
만 실제로 존재하는 화폐 혹은 화폐대용물들의 물리적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은 화폐가 경제적 기능을 수행
한다. 화폐는 순전히 그 화폐가 현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이
유로 영향을 미친다.
(화폐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교환들을 청산하는 상쇄과정의 사용으로 인
해 초래된) 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교환의 매개물로

서의 화폐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화
폐에 대한 청구권들의 상호적인 취소에 근거해 있다. 화폐에 대
한 청구권들이 실제 화폐 대신 이전되기 때문에 화폐의 사용은
회피된다. 이 과정은 청구권과 부채가 함께 올 때까지, 채권자
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에 통합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고 나
면, 아무도 그 자신에 대한 채권자 혹은 채무자가 될 수 없기
214) Knies, Geld und Kredit (Berlin, 1876), Vol.2, Part I, pp.26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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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화폐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된다.215) 동일한 결과가 상호
취소, 즉 상쇄의 과정에 의한 역(逆)청구권들의 청산에 의해 더
빠른 단계에서 도달될 수도 있다.216) 둘 중 어느 경우이건 화폐
에 대한 청구권은 존재를 멈추며, 그 청구권 소멸시점까지 그
청구권을 발생시킨 교환의 행위가 완성된다.
취소 혹은 상쇄에 의해 청구권을 소멸상태에 가깝도록 해 주
지 않는 그 어떤 청구권의 이전도 화폐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없다. 사실, 만약 그 청구권의 이전이 화폐의 지불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대로 화폐에 대한 새로운 수요의 원천
이다. 이제 화폐로의 지급을 대신하는 청구권의 중지는 화폐대
용물의 사용과는 달리 매우 큰 상업적 중요성을 가진 적이 없었
다. 이미 만기가 도래한 청구권에 관한 한, 그 보유자는 일반적
으로 미지급 화폐총액의 상환을 청구하기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그 유효성이 전혀 논쟁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확립되지 못한 청구
권보다는 화폐 혹은 화폐대용물로 구매하기가 (그리고 시장에서
여타 거래들을 수행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항상 발견할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 보유자가 예외적인 경우에 지급의 방법
으로 그와 같은 청구권을 이전시킨다면, 새로운 보유자는 마찬
가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화폐로의
청구권들의 이전에 추가적인 장해요인은 그와 같은 청구권들은
단지 지급의 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수용될
215) l. 21, sec. 1 D. de liberatione legata 34, 3. Terentius Clemens libro
XII ad legem Juliam et Papiam.
216) l. 1 D. der compensationibus 16, 2. Modestinus libro sexto
pandect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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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사실이다. 즉각적인 지불이 강제될 수 있었던 상황에
서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청구권에 만족한다는 것은 신용을 제
공하는 셈이다.
상업적 필요조건들은 예전에 어음이라는 법률적 제도를 신용
수단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그것이 유통되도록 만드는 방식
으로 활용했다. 18세기 말 그리고 19세기 초 무렵, 유럽의 상업
센터들에서 화폐로의 지급 대신 상인들이 배서했던 어음들이
유통되었다.217)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었
기 때문에, 당장 현금을 원했을 경우에조차 아직 만기까지 시간
이 남은 어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상당한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지급이 이루어질 사람이 또한 즉각적인 화폐
대신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어음을 받아들일 것임을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그런 거래들에서 시간의 요소가 물론 고
려되고 결과적으로 할인이 허용된다는 사실은 아마도 추가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제 유통적 수단을 다루는 데 수반
되는 기술적 애로들—예를 들어 어음들의 서로 다른 수량들과
같은 여타 이유들로 인해 이미 다루기 어려운 문제인—을 증가
시킬 수도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음을
즉각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않고 그것을 상당 기간 보유하는
어음 소지자에게는—비록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매우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이윤을 제공하였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 어음은
어느 정도까지 신용수단의 부족을 충당할 수 있었다. 오랜 동안
217) Thornton, An Enquiry into the Nature and Effects of the Paper
Credit of Great Britain (London, 1802), pp.3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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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있을 만기 때문이 아닐지 모르지만, 소지자는 그것을 유
동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어음을 언제나 이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어음은 은행권들이나 예금이
신용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신용수단이 아니었다. 이 어음들은 신
용수단이 상업적 거래 목적에 사용될 때 화폐에 대한 완전한 대
체재가 되게 하는 특징적 측면들과 특성들, 예컨대 은행들의 자
의적 발행을 통해 그 수량을 무한정 증대시킬 수 있는 것과 같
은 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비록 기술적 애로들만으로도 그 어
음이 화폐대용물만큼 사용되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더
라도, 발행자들과 수용자들(acceptors)이 협력한다면, 어음의 일시
적 고용(bill-jobbing)과 그 기간의 정기적인 연장을 통해, 어음의
유통에 있어, 유통되는 수량이 무한정 늘어나게 하고, (청산되지
않고) 무한정 임대(lease)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

러나 어음 수량의 증가는 예외 없이 개별 어음들의 유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것은 시장의 자원을 감소시킨다. 사실 어떤 어
음의 보유자는, 은행권 혹은 당좌계정의 보유자들과는 구분되는
주체로서 대부자이다. 어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종전 배서자(背
書者)의 경제적 처지를 검토해 보며, 그 어음에 책임이 있는 발행

자와 여타 사람들의 경제적 처지를 특히 그 주된 수용자의 처지
를 또한 점검한다. 어음을 넘기는 사람은 누구라도 어음에 배서
를 하면서 지불의 책임을 떠맡는 것이다. 어음의 배서는 사실상
최종적 지불이 아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단지 제한된 정도까지
만 자유롭게 만든다. 만약 그 어음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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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종전보다 더 규모가 큰 상태로 재생될 것이다. 아무튼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의 특별한 엄격성과 서명자의 책임성
은 배제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어음을 화폐지급 대신
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권들—채무성에 관한 보통법의 조
항들이 별로 적합하지 않은—의 양도를 위한 도구로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바로 이 법적 엄격성과 책임의 비(非)배제성
이라는 특성들이기 때문이다. 화폐로 지불하는 대신 어음을 발
행하고 배서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로 확립되었든지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모든 각각의 지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거래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각각의 경우 지급의 과정
을 시작하기 전에 거래당사자들은 아직 어떤 미래 시점까지는
만기가 남은 청구권에 지불되어야 할 현재가격에 대해 특별한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었다. 만약 유통 중인 어음의 금액이
크게 상승한다면, 혹은 만약 그 배서(背書)한 사람들 중 어느 사
람의 지위의 확고함에 대해 의구심이 발생했다면, 상당히 괜찮
은 조건으로조차 그 어음을 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발
행인과 수취인은 그것이 만기가 되기 전에 어음 연장을 협상함
으로써 어음을 돌리더라도 그 어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하여야 했다. 아무런 마찰 없이 화폐처럼 손에서 손
으로 유통되는 신용수단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적인 지급 시스템 조직은 상쇄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
구권들의 청산을 주선하기 위한 제도들을 활용한다. 일찍이 중
세에 그 기원이 있었으나 청산소(clearing-house)의 엄청난 발전은
그 마지막 세기에 속한다. 청산소에서는, 끊임없이 회원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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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청구권들이 서로 차감되고 단지 화폐 혹은 신용
수단의 이전에 의해 청산될 잔고만이 남는다. 청산 시스템은 광
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은행 시스템에 관한 문헌에서는, 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감소—청산소의 운영으로 인한—와 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감소—신용수단의 확장으로 인한—사이에 충분한 구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행적이지 않다. 이것이 많이 나타나는 불명
확성의 원인이다.

3. 국내교역에서의 신용수단
가장 문명화된 국가들에서의 국내교역에서, 화폐의 도움
이 없었더라면, 즉 화폐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지지 않
았을 교환들을 이행하기 위해 화폐의 실제 사용은 필요 없게 되
었고 화폐대용물의 사용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동시에 화폐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며, 역(逆)청구권의 상쇄에 의해 청산되는 교
환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거의 모든—청산과정에 의해 해소
되지 않은—국내 지급들이 화폐의 사용 없이 단지 은행권과 화
폐에 의해 보장되지 않은—그 단어의 적정한 의미에서의 명목화
폐, 그리고 요구불로 태환될 수 있는 여타 주화들의—예금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여타 국가들에서는
신용수단은 유사한 정도로까지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법률적 불안정성이 발행자의 건전성—화폐대용물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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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수조건(sine qua non)—에 대한 확신의 형성을 방해하는 나
라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내국 지급의 대부분이 화폐의 실제
이전이 없이 단지 신용수단의 사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
라를 아무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화폐의 이전
에 대한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단지 중간규모 거래들에
서뿐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과 영국에서, 20에서 100마
르크와 1파운드와 5파운드 사이의 지급은 금화의 이전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에 비해 소규모 혹은 대규모인 지
급들은 대부분 명목화폐 혹은 은행권 혹은 화폐에 의해 부분적
으로만 지급준비된 예금의 양도에 의해 거의 배타적으로 이루
어졌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화폐가 독일, 영국과 같이 일련의 국가들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었으며 신용수단과 화폐증서로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오로지 입법적 간섭 때문이었다. 은행권(銀行券)의 성격에
관한 특정 견해에서 비롯된 이유들로 인해, 소액 은행권의 유통
은 반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218) 영국에서 1파운드 지폐에
항거하는 투쟁은 국왕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으며, 이 승리는 영
국 이외에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소액 은행권들
이 유럽대륙에서 받던 냉대는 영국에서의 견해에 근거하고 있
218) Baird, The One Pound Note, Its History, Place and Power in
Scotland, and Its Adaptability for England, 2d ed.(Edinburgh, 1901),
pp.9ff.; Graham, The One Pound Note in the History of Banking in
Great Britain, 2d ed.(Edinburgh, 1911), pp.195ff.; Nicholson, A Treatise
on Money and Essays on Present Monetary Problems (Edinburgh,
1888), pp.177ff.; Jevons, Investigations in Currency and Finance
(London, 1909), pp.27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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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건전한 사법부와 발달된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이
국가들에서 상업에서 실제 화폐의 고용은 화폐금액에 상응하는
수량만큼 소액 은행권들을 발행함으로써 어려움 없이 소액 은
행권의 고용으로 대체될 수 있었다.
화폐의 실제 이전이 신용수단과 화폐증서들에 의해 완전히
대체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 목적이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매
우 특이한 조건들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추구되었다. 은본위제
국가들—주로 인도 (그러나 상황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유사하였
다)—은 본위제에 대한 대논쟁 이후 단일 금속주의에 찬성하였

는데, 세계 금본위제를 수용할 것을 종용받았다. 그러나 영국
혹은 독일 제도들을 흉내 낸 화폐 시스템으로 이전해 가는 길목
에는 엄청나게 예외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나라
들의 화폐유통 속에 금화를 도입하려면, 엄청난 양의 금을 이
나라들로 운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는 유럽의 화폐시장
의 동요 없이는 실천하기 어려웠으며, 그렇게 했다면 이는 아마
도 커다란 희생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들의 정부는
한편으로는 (유럽 시장들을 교란시키지 않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부어 금의 가치를 올리지 않으려고 하였던 반면 다른 한편으로
는 은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으려고 하였다. 영국 정부는 인도
에서 런던 화폐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줄지 모르는 그 어떤 것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인도의 아시아 경쟁
자들—은본위제에 남아 있을 것으로 가정된—에 대해 은의 가격
하락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당분간, 비록 단지 외양만이라 하
더라도, 인도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옛 영국령 해협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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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1946), 그리고 여타 은본위제 국가들과 경쟁할 능력을 약

화시키는 어떤 조치들도 감히 취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금을 구
매하지 않으면서 혹은 은을 팔지 않으면서 인도의 금본위제로
의 이행을 시행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문제는 풀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정한 한계 안에서,
그 상황들은 복본위제(bimetallic) 국가들—1870년대 말 은의 자유
주조를 단절시켰던—의 상황과 유사하였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그 문제를 조심스럽게 (경제)과학적으로 고려해보면, 금 통화 없
이도 금본위제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금의 스
톡이 영국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는 점만이 영국과 다른 이 나라
인도에 금본위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은의 자유주조를 중단하
고 그것의 특정 비율—이 비율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 적정한
태환기금을 확립하여야 하겠지만—로 은을 금으로 태환한다는 것
을 선포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이미 미세한 부분까지 연구해
놓은 그와 같은 통화 시스템을 위한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리카도의 저술들로 돌아가기만 해도 되었다. 린드세이(Lindsay)219)
그리고 프로빈(Probyn)220) 이 두 사람은 이 길을 따랐으며 리카
도의 연구를 토대로 삼아 이런 종류의 통화규제를 위한 자세한
계획을 만들어 냈다. 두 사람 모두 은의 주조를 종식시키고자
했으며, 루피를 고정된 비율로 금으로 교환될 수 있게 하고자
219) Lindsay, A Gold Standard Without a Gold Coinage in England and
India(Edinburgh, 1879), pp.12ff. 1892년 익명으로 Ricardo’s Exchange
Remedy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동일 저자의 두 번째 팸플릿은 볼 수 없
었다.
220) Probyn, Indian Coinage and Currency (London, 1897), pp.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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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미래에는, 단지 루피가 법정화폐가 될 예정이었다. 두
가지 제안들은 약간의 사소한 부분들에서 달랐다. 그중 가장 중
요한 것은 프로빈은 루피가 인도 자체에서도 금으로 태환될 수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인데 비해, 린드세이는 태환이 영국에
서 금 지불준비금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두
제안들은 인도 정부에 의해 그리고 인도 화폐 시스템에 대해 연
구하도록 임명된 위원회에 의해 거부되었다. 평상의 금본위제는
실제 금 통화를 필요로 하며, 그와 같은 통화의 부족은 불신을
일깨울 것이라는 의견이 표출되었다.221)

1898년의 위원회 보고서는 당시 가장 저명한 전문가들이 서명
하였다. 프로빈과 린드세이의 추천안에 대한 그 위원회의 코멘
트는 결정적 논점에 관해 영국 제국의 최대 은행가들의 전문적
의견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사건의 진행은, 비록 정치
가들과 위대한 금융가들이 이론가들을 흥에 겨운 동정의 눈으로
불쌍하게 간주했지만, 이들이 아니라 이론가들이 옳음을 보여
주었다. 궁극적으로 인도에서 행해진 것은 비록 세부사항에서는
달랐지만 대략 그리고 전반적으로 프로빈과 린드세이의 추천안
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전에 은본위제였던 여타 국가
221) Report of the Indian Currency Committee 1898(in Stability of

International Exchange, Report on the Introduction of the
Gold-Exchange Standard into China and Other Silver-using Countries
submitted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ober 1, 1903, by the
Commission on International Exchange [Washington, D.C., 1903],
Appendix G), pp.(315).; Heyn, Die indische Währungsreform(Berlin,
1903), pp.54ff.; Bothe, Die indische Währungsreform seit 1893
(Stuttgart, 1906), pp.19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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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화폐 시스템은 정확하게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화되었다.
인도, 동남아시아의 옛 영국령 해협식민지(1826~1946), 필리핀, 그
리고 그들의 사례를 따랐던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현재의 통화
시스템은 피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그 특징이다. 즉, 국
내교역에서 화폐, 다시 말해 금으로 하는 지불은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적어도 유럽과 미국의 금본위제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희귀하며, 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실제 금의 유통은 화폐의 도
움으로 이루어진 지급총액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일 뿐이다. 인
도의 화폐 시스템 아래에서는 실제 지급이 은행권, 수표 그리고
지로 이전과 함께 주로 은화로 이루어진다. 이 은화는 부분적으
로는 시대의 유산에 따른 것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정부에 의해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주조로부터 상당히 큰 주조차익을 누리
는 재무부의 이득을 위해) 주조된다. 정부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

는 전환기금(conversion fund)은 이 은 주화들을 고정된 비율로 금,
금 증서 혹은 화폐에 대한 여타 요구불 청구권으로 교환해 주는
반면, 정부는 동일한 가격에서 금을 받고, 저장, 운송 등의 비용
을 공제하고, 무제한적으로 은 주화를 발행한다. 이 계획의 사소
한 세부사항들은 국가마다 서로 다르다. 그러나 그 속성에 관한
한 법적, 은행 기법상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은 주화가 법적 채무라는 근거에서 실제로 태환될 수 있는지 여
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요구가 있을 때, 실제로
태환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이다.222)
222) 세계대전 동안 인플레이션 기간의 인도 통화의 운명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고. Spalding, Eastern Exchange, Currency and Finance,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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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시아와 미주 국가들의 통화 시스템과 유럽 국가들이
한때 가지고 있던 통화 시스템 사이에는 전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두 시스템들 중 어느 시스템 아래에서도 실제
로 화폐가 이전되지 않으면서 신용수단의 양도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진다. 인도와 필리핀에서 화폐의 실제적인 이전의 횟수가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거나 혹은 독일과 영국에서는 화폐에 의
해 보증되지 않은 유통의 비율이 후자보다 적은 반면 영국과 독
일에서 실제 화폐의 이전이 또한 중간규모 지불에 있어 어떤 역
할을 했다는 사실은 매우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것은 단지 수치
상의 차이일 뿐, 질적 차이가 아니다. 신용수단으로 한 경우에
는 은행권과 수표가 지배적인 반면 다른 경우에는 은화가 지배
적이었다는 상황도 별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은 루
피는 실제로—그것의 태환에 대해 그 발행자인 국가가 책임을
지는—금속 은행권에 불과했다.223)

100년도 넘은 예전에 처음으로 이런 화폐 시스템의 계획을
발전시켰던 리카도의 생각의 열차를 따라가면서, 리카도의 생각
을 금환본위제(the Gold-Exchange Standard)라고 부르는 것이 관행
이다.224) 금환본위제라는 명칭의 적합성은, 리카도의 생각이 그
시스템을 특징짓는 것이 은행업과 통화기법의 특이성임을 강조
ed.(London, 1920), pp.31ff.
223) Conant, “The Gold Exchange Standard in the Light of Experience,”
The Economic Journal 19(1909): 200.
224) 1816년에 출간된 리카도의 다음의 팸플릿 참고. “Proposals for an
Economical and Secure Currency with Observations on the Profits of
the Bank of England,” in Works, ed. McCulloch, 2d ed.(London,
1852), pp.40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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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한 것일 경우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
나 만약 그것이 영국과 독일 유형의 금본위제와의 근본적 차이
점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금환본위제도라는 명칭은
기각되어야 할 이름이다. 이 국가들에서 금이 단순히 가격의 척
도로서 기능하는 반면 은 주화는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로 사용
된다고 단언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우리는 화폐의 가격측정
기능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당화가 별로 되지 않은 것임을 알
고 있다. 리카도가 말하는 의미에서, 측정과 가치의 척도를 말
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그러나 주관적 가치이론의 관점에서는
이런 개념과 유사한 개념들은 지지될 수 없다. 인도와 오스트리
아 헝가리에서 그리고 유사한 통화와 은행 제도를 가진 모든
여타 국가들에서, 금은 전쟁 이전의 영국 혹은 독일에서와 마찬
가지로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이었다. 두 시스템 사이의 차이는
단지 정도의 차이였을 뿐, 종류의 차이는 아니었다.

4. 국제교역에서의 신용수단
채무의 탕감 혹은 청구권의 상호 삭제에 의해 지급을 하는
관행은 국가들의 경계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실 이런
필요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느껴진 분야가 바로 서로
다른 지역 간 무역에서였다. 화폐의 운송은 언제나 적지 않은
비용, 이자의 상실, 그리고 위험을 수반하였다. 만약 다양한 거
래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들이 실제 화폐의 이전이 아니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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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계산이나 상호 상쇄에 의해 청산된다면, 이런 모든 비용들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장거리 간 거래에서 화폐 일정액의 실제
이전을 하지 않으면서 지급을 하는 방법을 발달시키는 예외적
으로 효과적인 동기를 제공하였다. 우리는 상당히 일찍부터 지
역 간 지불에서 어음의 사용이 확립되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우리는 나중에 수표, 그리고 통상적인 이전(우편
환), 케이블 전송 등을 발견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지역 간 청산

시스템—특별한 청산소의 도움 없이도 시장의 통상적인 자유로
운 활동을 통해 작동되던—의 근거를 형성하였다. 주어진 지역
내부에서 지급을 하는 경우, 청산과정을 통해 현금의 사용 없이
거래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에게 주는 장점은, 지역 간 지
급을 할 때의 장점에 비해 더 작으며, 따라서 (현금이 아닌 방법으
로 이루어진) 지역 간 지급은 상호 상쇄의 시스템이 청산소의 설

립으로 완전하게 작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
만약 청산 시스템이 어려움 없이 정치적 경계들을 넘어서서
스스로 국제적인 어음과 수표 시스템에서 세계를 포괄하는 조
직화를 이루었다면, 신용수단의 유효성은 모든 화폐대용물의 유
용성처럼 국내적으로 제한된다.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래
서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에서 청산과정 이후에 남은 액수를 청
산하는 데 있어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화폐대용물, 신용수단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은 국제 지급 시스템의 현재의 지
위와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간과되곤 한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사실상 (이미 반대 방향으로 비판을 받았던) 상
호취소의 시스템과 신용수단의 유통 사이의 혼동이 끼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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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제 지로거래에 관한 통상적인 주장에서 가장 명백하
게 드러난다. 국내 지로거래에서 지급은 화폐대용물—자주 신용
수단(즉 지로은행의 회원들의 잔고)의 이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제거래들에서는 화폐대용물은 별로 없으며, 국제 청산 시스템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조차도 그것을 도입하려는 의
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위 국제 지로 시스템—우
발적으로 다시 한 번 전쟁 동안의 인플레이션에 의해 없이 지내
온—은 국제 화폐적 청구권의 외형적 형식을 변경시켰을지 모르
지만, 그 속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음은 지적되어야 한다. 다양
한 국가의 은행들이 그들의 잔고로부터 고객의 잔고로, 직접 외
국은행의 고객들에게로 이전을 행할 권리를 부여할 때, 이것은
국제적인 잔고의 청산이라는 새롭고 추가적인 방법이 될 것이
다. 일정액의 화폐를 베를린에 있는 누군가에게 지급하기를 원
하는 비엔나 시민은 예전에는 우편환(international money order)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환전상에 가서 베를린에서 발행한 어음을
사서 이것을 채권자에게 보냈다. 일반적으로 그는 어떤 한 은행
—그 은행 측으로서는 외국의 어음이나 수표의 구매를 통해 그
거래를 수행했을 것이다—의 중개적 서비스를 활용했을 것이다.
나중에, 만약 그가 오스트리아 우체국 저축은행의 수표 시스템
의 회원이라면 그리고 그의 채권자가 독일 우체국의 시스템에
속해 있다면, 그는 적절한 우편환을 그 우체국 저축은행의 비엔
나 사무소에 보냄으로써 그 이전을 더욱 간단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더 편리하고 한때 일반적이던 유일한 방
법보다 사업세계의 수요에 더 잘 어울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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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우수한 방법일지라도 그것은 국제 화폐교류의 새로운 방
법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국제 지로 시스템의 잔고들이, 만
약 그것들이 어음에 의해 지불될 수 있었다면, 화폐의 실제적
이전에 의해 지불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국제 지로 시스템이 화
폐의 국제적 운송을 줄였음은 사실이다. 그것이 도입되기 이전
에도, 화폐를 베를린에 있는 누군가에게 지급하고자 했던 비엔
나 시민은 20마르크 어음을 사서 그것을 베를린으로 소포로 보
내지는 않았다.
국제적인 화폐대용물 그리고 다음으로 국제 신용수단을 창출
하려고 계산된 유일한 것이 국제 지로은행 혹은 발권은행의 설
립이었을 것이다. 세계은행에 의해 발행된 은행권 그리고 모든
종류의 화폐 청구권들의 청산을 위해 세계은행에 의해 개설된
계좌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때, 화폐의 운송에 의해 국내
지급 잔고들을 청산할 필요는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화폐의
실제 이전은, 세계은행에 의해 발행된 은행권의 이전 혹은 세계
은행에 있는 발행자의 계정에 대한 처분권을 주는 수표의 이전,
혹은 심지어 세계은행의 장부상에 간단한 입력으로 대체될 수
있었을 것이다. 국제 ‘청산소’—비록 그것이 어떤 한 지역에 집
중되어 있지 않고 또 국내 청산소만큼 엄격하게 조직되어 있지
는 않지만, 이미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의 잔고들은 국내 청산
소가 현재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지불되었을 것이다.
국가 간 은행(interstate bank)의 설립을 통한 국제 신용수단의
창출 제안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국제 지로 시스템
을—확장이라는 단어가 보통 사용되는 의미에서—확장시키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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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프로젝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함은 사
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 혹은 적어도 국가 간 은
행조직의 설립을 요구하는 일부 저술들에서는 국제 신용수단의
개념이 번득이고 있다.225) (이 저술들에 따르면) 그와 같은 국제기
구의 설립에 의해 제기될 조직화의 문제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형태의 조직으로서의 그리고 독
립적인 법적 주체로서의 세계은행의 설립은 아마도 그 새로운
창조의 가장 단순한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계
정들을 개설하고 화폐대용물을 발행하기 위해, 지불된 화폐총액
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특별한 중앙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
했을 것이다. 세계 지로당국과 세계 발권당국의 지불준비금을
개별 국가은행들이 관리하도록 그들의 보유로 남겨 둠으로써
민족적 허영심의 감수성으로 인해 아마도 은행영업의 지역적
집중에 반대할지 모르는 그런 방해물들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 모든 중앙은행의 지불준비금에 대해 두 가
지 총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지급 시스
템의 세계적 조직화의 기초로 봉사하고 그것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중앙은행 당국이 처분권을 가질 부분이며 두 번째
는 국내 화폐 시스템의 서비스에 계속 머무는 부분이다. 더 나
아가서 국제은행권과 여타 화폐대용물을 각국의 일반 개별 은
225) Patterson, Der Krieg der Banken, trans. from the English by
Holtzendorff(Berlin, 1867), pp.17ff.; Wolf, Verstaatlichung der Silberproduktion
und andere Vorschläge zur Währungsfrage(Zurich, 1892), pp.54ff.;
Wolf, “Eine international Banknote,” in Zietscrift für Sozialwissenschaft
(1908), Vol.11, pp.4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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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들에 남겨 둘 수 있을 것이며, 그 은행들은 단지 국제은행권
의 취급에 관해서만 세계조직 당국의 지시를 따르도록 요구될
것이다. 다양한 가능성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실제적인 것인
지 탐구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단지
국제 신용조직의 본질적 성격일 뿐이며 그 성격이 구체화된 실
제 형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논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만약 그 세계은행의 장부에 있는 잔고들
이 단지 현금지급에 의해서만, 혹은 화폐의 완전한 총액만큼의
현금지급에 의한 여타 계정으로부터의 이전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라면, 세계은행의 설립은 확실히 화폐수량의 운송을 불필요
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오늘날 국제 지급 시스템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화폐지급을 절약하는 효과는 내지 않을 것

이다. 그럼에도 화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었음은 사실
이다. 왜냐하면 이전 지급들이 아마도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작은 마찰을 일으키며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
전과 마찬가지로,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은 화폐의 실제 사
용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화폐는 세계은행의 저장고에 그대로
남겨져 있을 것이고 화폐를 넘겨줄 것을 요구할 권리만이 이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급액은 산술적으로 은행에 있는 화폐
예금의 총액에 의해 한정되었을 것이다. 화폐 일정액을 이전시
킬 가능성은 실제 화폐의 모습을 하고 있는 화폐의 총액의 존재
에 의해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족쇄들로부터 국제 화폐 시스템
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세계은행은 은행권을 대부로서 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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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신용에 의한 계좌를 개설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
다. 즉, 화폐 지불준비금을 부분적으로 빌려 줄 권리를 부여받
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국가 간 지불 시스템에는
이미 국내 시스템에서 채용된 신용수단들만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은 현존하는 화폐수량과는 독립적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달된 세계은행의 실현은 가까운 미래에 극복
이 불가능한 엄청난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이 난관 중 가장 작
은 난관조차도 개별 국가에서 사용중인 화폐의 다양성으로 인
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해 창출된 인플레이
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금속화폐로서 금에 기초한 세계
화폐단위를 가지는 상황으로 점차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더 중
요한 것은 정치적 고려들에 의한 애로사항들이다. 세계은행의
설립은 국제 법률에서의 그 지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난에
빠질 수 있다. 어떤 국가도 전쟁 등으로 세계은행에 의해 시민
들의 계정들이 몰수되는 위험을 초래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
은 주된 중요성을 지닌 질문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래서 어떤
국제 법률의 조항도, 아무리 조심성 있게 되어 있더라도, 개별
국가들이 그와 같은 조직의 회원이 되는 데 대한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별 국가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2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신용수단들을 발행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세계은행 시스템에 합류한 국가들이 신용수단을 발행
하는 은행이 따라야 할 정책에 관한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거의
226) 이 말들은 1911년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추가를 필요로 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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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발행할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에서조차도 해소할 수 없는 적의들을 노출시킬 것이다. 그
러므로 현재의 조건 아래에서는 신용수단을 발행할 권리를 지
닌 세계은행의 설립제안은 별 주목을 받지 못한다.227)

227) De Greef, “La monnaie, le crédit et le change dans le commerce
international,” Revue economique internationale 4(1911): pp.5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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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수단과 화폐에 대한 수요

1. 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에 미치는 신용수단의 영향
청산 시스템의 발달, 특히 원래의 청산소의 확장은 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화폐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교
환의 일부는 화폐 혹은 화폐대용물의 실제 물리적 유통이 없이
도 수행될 수 있다. 그래서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감소를
향한 경향성이 등장했었다. 이 경향성은 교환경제의 진보적 확
장의 결과로 화폐에 대한 수요의 엄청난 증가로부터 초래될 예
정이었던 화폐의 객관적 가치의 상승 경향을 상쇄시켰다. 신용
수단의 발전은 마찬가지 종류의 효과를 미쳤다. 상업에서 화폐
대용물로서 화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신용수단은 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이것이 신용수단의 커다란 중
요성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사이의 교환
비율에 대한 신용수단의 효과가 발견된다.
(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 가장 중요한 기관인) 청산소의

설립 및 발전과 함께 동등하게 협의의 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감
소시킨 가장 중요한 제도인 신용수단의 발달은 단순히 경제적
힘들의 자유로운 발휘에 맡겨지지 않았다. 상인과 제조업자들,
그리고 왕들과 국가 측에서의 신용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은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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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서의 이윤을 획득하려는 노력은 신용수단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유일한 힘들이 아니었다. 그 과정을 더 확장시키고 촉진시
키는 간섭이 신용수단에 대해 일어났다. 순진한 미다스(Midas)왕
같은 귀금속의 대규모 스톡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서, 그리고
이런 신뢰가 화폐문제에 대한 각성된 고려들로 대체되면서, 협의
의 화폐에 대한 국내 수요의 감소가 뛰어난 경제적 이득이 된다
는 견해가 힘을 얻었다. 애덤 스미스는 종이—말하자면 은행권—
에 의한 금과 은의 배제가 값비싼 교환의 수단을—동일한 서비스
를 수행하는—덜 비싼 것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는
한 나라에서 유통되는 금과 은을 모든 곡물들이 시장으로 나갈
때 그 위를 지나가야 하지만 아무 것도 자라지 않는 도로에 비유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은행권의 발행은, 말하자면 공중의
길이며 도로들 대부분을 들판과 목초지로 변환시키는 것을 가능
하게 만들어 주며, 이런 식으로 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량을 상
당히 증가시킨다.228) 리카도도 유사한 견해를 품고 있었다. 그도
은행권 사용의 가장 근본적인 이점을 공동체 유통수단의 사용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의 축소에서 찾고 있다. 그의 이상적인 화
폐 시스템은 공동체에 최소의 비용으로 불변의 가치를 지닌 화폐
의 사용을 확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 견해로부터 출발해
서 리카도는 귀금속으로 이루어진 화폐를 실제 국내 유통으로부
터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제안들을 만들었다.229) 고전
228) Smith, The Wealth of Nations, Cannan’s ed.(London, 1930), Vol.2,
pp.28, 78.
229) Ricardo, “The High Price of Bullion a Proof of the Depredation of
Bank Notes,” in Works, ed. McCulloch, 2d ed.(London, 1852), pp.26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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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 경제학자들이 발전시킨 화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지
급방법들의 속성에 대한 견해는 이미 18세기에 알려져 있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저술에서 수용된 이 견해가 상술되는 눈
부신 방식은 19세기와 20세기에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확
보하였다. 가끔씩 부딪힌 반대는 이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모든 국가들에서 은행정책의 목표는 화폐 절약적인 지급수단들
의 확장을 최고로 확보하는 것이다. 만약 금속화폐가 고용된다
면, 그와 같은 다른 지급수단들의 확장에 따른 화폐에 대한 수요
감축의 장점들은 명백하다. 사실 청산 시스템과 신용수단의 발
달은 적어도 화폐경제의 확장에 의해 초래된 화폐에 대한 수요
의 잠재적 증가에 보조를 맞추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화폐사용의 확장의 결과 발생했을, 화폐의 교환가치의 엄청난 증
가를 그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들과 함께 완전히 회피할 수 있었
다. 만약 이렇지 않았다면 화폐의 교환가치의 증가, 그리고 화폐
적 금속의 가치증가는 그 금속의 생산에 더 큰 추동력을 주었을
것이다. 자본과 노동은 여타 생산분야로부터 화폐적 금속의 생
산으로 전환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의문의 여지없이, 어떤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익의 증가를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
동체의 복지는 낮아졌을 것이다. 귀금속 스톡의 증가—화폐적 목
적들에 봉사하는—는 공동체의 개인 회원들의 지위를 개선시키
지 않았을 것이며, 욕구의 만족도를 높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왜
냐하면 더 작은 스톡으로도 화폐적 기능이 충족될 수 있었기 때
“Proposals for an Economical and Secure Currency” in ibid., pp.397ff.;
하권 88~90면 그리고 하권 293~298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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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다른 한편,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소비재의 생산에 사
용되었을 자본과 노동력 일부가 귀금속 채굴로 전환되었다면, 더
적은 수량의 경제재가 인간 욕구의 직접적 충족을 위해 가용했
을 것이다. 생산의 전환과는 별개로, 번영의 감소가 초래되는 까
닭은, 화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따라 벌어진 귀금속의 가격
상승의 결과로서 일부 수량들이 산업적 고용에서 화폐적 고용으
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적 고용에 가용한 스톡은 감소했
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귀금속을 생산하지 않
고 수입하는 어떤 경제 공동체를 상상한다면, 이 점은 특별히 명
백해질 것이다. 여기에 그 비용의 금액이 보완적 수량의 화폐적
귀금속을 교환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외국에 넘겨주어야 할 상품
들의 수량으로 표현된다. 귀금속을 생산하는 경제에서는, 그 문
제는 원리적으로는 동일하다. 모든 다른 점은 여타 생산분야들
에서의 희생과 귀금속 광산업에 대한 선호로 인한 복지의 손실
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을 뿐이다. 아마도 이것은 감각적으로 인
지되기는 귀금속 수입에 비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론에서는
귀금속 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금속의 화폐
적 용도로의 전환에 의해 가해진 추가적인 피해의 측정은 언제
나 화폐적 용도를 위해 다른 용도로부터 인출된 금속의 수량에
의해 주어진다. 법정화폐 혹은 신용화폐가 고용되는 곳에서는
지급의 청산방법과 신용수단의 사용의 확장을 지지하는 이 이유
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화폐가치의 상승을 피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 비록 이 고려가 결정적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지지하는 유일한 논점이다. 그것들이 고용되는 곳에서, 국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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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적 장치들을 설립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잘 작동하는 질서를
이루게 그것을 유지하는 원칙은 다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종이 은행권들을 최소의 생산비용으로 제조하는
것은 정책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생산비용의 문제
가 귀금속에 대한 화폐적 수요를 감소시키는 문제만큼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받을 수 없음은 즉각적으로 명백하다. 아무리 조
심스럽게 은행권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은행권의 생산비용은
결코 귀금속의 생산비용에 근접할 수 있을 만큼 클 수는 없을 것
이다. 만약 은행권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도 위조를 방지하는 예
방적 조치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단지 정교화에 필요한
생산비 절약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화폐)유통에 수
반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문제에 있어, 법정 화폐 혹은 신용화
폐가 고용될 때의 비용과 상품화폐가 고용될 때의 비용은 완전
히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2. 화폐에 대한 수요의 변동
화폐에 대한 수요의 발달에 대해 지불과 신용수단의 청산방
법이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화폐에
대한 수요의 변동이 지닌 성격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화폐에 대한 수요의 변동은, 그 수요의 발달의 객관적 조건들에
관한 한, 동일한 법에 의해 모든 공동체들에서 지배되고 있다.
화폐에 의해 중개되는 교환의 절차의 확장은 화폐에 대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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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대시킨다. 자연 방식의(in natura) 물물교환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간접교환의 감소는 화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간접교환 정도—오늘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의 변
동과는 별개로, (일반적인 경제발전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화폐
에 대한 커다란 변동이 발생한다. 인구증가와 분업의 진보는
(분업의 진보와 동시에 일어나는) 교환의 확장과 함께 개인들의 화

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그래서 (단지 개인들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총합인) 그 공동체의 화폐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킨다. 인

구의 감소와 교환경제의 퇴보는 수요의 위축을 초래한다. 이것
들이 화폐에 대한 수요의 커다란 변화의 결정요인들이다. 이 커
다란 변동들 속에서 더 작은 주기적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상업적 그리고 산업적 변동들에 의해, 현대 경제
적 삶에 있어 특이한 경기활황과 침체의 교체에 의해,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교체에 의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230)
파동의 정상과 골짜기는 언제나 수 년의 기간에 걸쳐 있다. 그
러나 단일 연도, 4분기, 수개월, 그리고 수주일 안에도, 심지어
단 하루 안에도 화폐에 대한 수요의 수준에는 상당한 변동이 존
재한다. 화폐의 사용을 포함하는 거래들은 특정 시점에 함께 몰
려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화폐에 대한 수
요는 특정 일자에 이루어질 거래의 몫을 결정하는 구매자 측의
관행에 의해 차별화되고 있다. 아침에 열렸다 저녁에 닫는 일별

230) 경기변동이 신용정책에 어떻게 달려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20장 신
용정책의 문제들 중 “13.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하권
263면) 이하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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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시장이 열릴 동안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열리지 않
을 때의 화폐에 대한 수요에 비해 급증하는 일은 아마도 드물
것이다. 화폐에 대한 수요의 주기적 상승과 하락은, 주간, 월간
그리고 연간 시장들에서 거래들이 집중해 있는 곳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유사한 효과가 매일 임금과 봉급
을 지불하지 않고 그 대신 매주, 매월, 매 4분기에 지불하는 관
습으로부터 초래된다. 지대, 이자, 그리고 상환 할부금(repayment
installments)은 일반적으로 특정 일자에 지불된다. 양복재단사, 푸

줏간 주인, 제빵업자, 서점주인, 의사 등의 계정은 매일 청산되
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청산될 때가 많다. 이 모든 제도들 속에
드러나는 경향성은 특정 일을 청산일 혹은 봉급일로 확립하는
상업적 관행에 의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달
중 중간 혹은 최종 일, 그리고 월말 가운데는 4분기의 마지막
날이 특별한 중요성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해 동
안 어떤 한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모든 지불들은 가을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영향을 준 상황은 자연의
섭리로 인해 농업에서 가을이 가장 주된 사업의 기간이라는 사
실이다. 이 사실들 모두가 반복적으로 철저하게 통계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오늘날 이것들이 은행과 화폐의 속성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공통된 자산이 되고 있다.231)

231) Jevons, Investigations in Currency and Finance, pp.8, 151ff.; Palgrave,

Bank Rate and the Money Market in England, France, Germany,
Holland and Belgium 1844-1900(London, 1903), pp.106ff.; 138; J.
Laughlin, The Principles of Money (London, 1903), pp.40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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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 상쇄(Reciprocal Cancellation) 시스템의 탄력성
지급 시스템에는—신용 시스템과 은행조직과 기법의 지속적
인 개선,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사이의 교환비율에 아무런 영향
도 주지 않으면서 화폐의 가용 스톡을 화폐의 수요수준으로 언
제든지 조절하는 능력 등을 통해 도달될 수 있다고 말해지는—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으로는 신용수단의 수량
과 (화폐의 이전을 대신할 수 있는) 은행거래들 혹은 사적 조치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의 수량 사이에, 전자를 후자에 엄
격하게 의존되게 만들 수 있었던 그 어떤 고정된 관계도 존재하
지 않는다고 말해지고 있다. 화폐와 그 대용물 말하자면, 화폐
스톡과 다양한 교환 및 지급 거래들 사이에 고정된 수량적 관계
가 존재한다기보다는 은행제도와 신용 시스템의 조직화가 상업
을 가장 높은 정도로 가용한 화폐의 수량에 독립적이게 만들었
다고 말해진다. 오늘날의 화폐조직, 청산, 그리고 신용 시스템은
화폐수량의 변동을 정리하고 그 변동을 무효화시켜서 가격들을
가능한 한 화폐 스톡으로부터 독립적이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
다고 말해진다.232) 다른 사람들은 이 조정능력을 단지 신용수
단, (지급이) 보장되지 않은 은행권233) 혹은 (지급이) 보장되지 않
은 예금들234)로 인한 것으로 돌린다. 이 단언들의 건전성이 시
232) Spiethoff, “Die Quantitätstheorie insbesondere in ihrer Verwertbarkeit
als Haussetheorie,” Festgaben für Adolf Wagner (Leipzig, 1905), pp.263f.
233) Helfferich, Studien über Geld-und Bankwesen(Berlin, 1900), pp.151f.;
Schumacher, Weltwirtschaftliche Studien (Leipzig, 1911), pp.5ff.
234) White, An Elastic Currency (New York, 1893),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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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될 수 있기 전에, 이런 단언들은 청산 시스템의 효과와 신용
수단의 발행의 효과들 사이의 혼동으로 인한 불명확성으로부터
나왔음이 틀림없다. 두 가지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한다. 서로
차감함으로써 역(逆)청구권들을 청산하는 관행으로부터 유래하
는 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먼저 동일한 날짜에 만기
가 되는 청구권과 역(逆)청구권들의 숫자와 금액에 의해 제한될
것이다. 그들 사이에 주어진 순간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 혹은 더 큰 금액의 청구권들이 두 상대방 사이에 상호 취소
될 수는 없다. 만약 화폐로 지급하는 대신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들—이전되는 자와 채무자에 의해 후자가 보유하는 전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취소되는—이 이전된다면, 상쇄과정의 영역은 확장
될 수 있다. 오늘날 모든 중요한 상업 센터들에 존재하는 청산
소들은 그와 같은 이전을 하는 데 따르는 기술적 법적 애로요인
들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래서 상호 취소의 시스템의 확
장에 매우 예외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 시스템은 여전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취소의 방법으로
청산될 수 있는 매우 많은 지급들은 여전히 화폐의 실제 이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발전된 청산 시스템
을 상상한다면, 그래서 모든 지급들이 처음 매일의 소매거래에
서의 지급들(실제적 이유들로 인해 성취하기가 쉽게 보이지 않는)조차
도 상호 삭감에 의해 청산되게 시도된다면, 비록 첫 번째와는
다르게 이것이 극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산 시스템의 확장
에 대한 두 번째 한계에 직면한다. 비록 공동체가 개인들의 상
대적 소득과 부(富)에 그리고 그들의 지불준비금의 규모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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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변동이 없는 안정된 조건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어진
시점에 이루어져야 할 모든 화폐이전들의 완전한 상호 취소가
가능한 것은, 단지 개인들이 받은 화폐가 다시 즉각 쓰이고 아
무도 알 수 없는 불확정적 지출에 대비해서 지불준비금에 화폐
총액을 보유하고자 하지 않을 그런 경우일 때뿐이다. 그러나 그
와 같은 가정들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결코 유
효해질 수 없기 때문에, 화폐가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로 조금이
라도 수요되는 한, 청산 시스템을 통해 청산될 수 있는 거래에
는 엄격한 한계가 존재한다. 광의의 화폐에 대한 어떤 한 공동
체의 수요는, 상호청산 시스템이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하게 발전
했더라도, 상황들에 따라 결정될 최저수준보다 더 밑으로 강제
될 수는 없다.
이제 청산 시스템이 당시 상황들이 허용하는 한계 속에서 실
제로 발전되는 정도는 결코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 스톡 사이
의 비율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 혹은 여타에서의 상대적 쇠퇴
는 그 자체로 청산 시스템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도 혹은 간접
적인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와 같은 발달은 언제나 특별한 원
인들 때문이다. 청산의 급진적 확장이 화폐에 대한 수요를, 상
업의 증대된 발전이 그 수요를 늘리는 바로 그 정도까지 정확하
게 감소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은 청산 시
스템의 성장이 결코 화폐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
다고 가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실
두 가지 계통의 발달은 완전히 서로 독립적이다.
가격들이 상승하는 시기 동안 더욱 활발하게 청산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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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발달을 통해 화폐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화폐의 객관
적 교환가치의 상승을 상쇄시키려는 의도적인 시도들이 이루어
질지 모르는 한에 있어서는 그들 사이에 연관이 존재한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통화정책의 목표가 화폐의 구매력의 상승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화폐
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작용하는 힘들이 자동으로 조절을 이루
는 경우가 아니며,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영향을 주려는 정
치적 실험의 사례이고, 이 조치들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수반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래서 청산 시스템에, 화폐의 객관
적 교환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화폐 스톡과 화폐에 대한
수요 사이의 불일치—그렇지 않았더라면 단지 화폐와 여타 경제
재들 사이의 교환비율의 적정한 자동 변화들에 의해서만 배제
될 수 있는—를 교정할 수 있는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별로 정
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는 쉽다. 청산 시스템의 발달은 화
폐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비율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과는 독
립적이다. 상호취소의 시스템의 팽창 혹은 위축이 화폐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서 독립적 현상이다. (이 상호취소의 시스템은—
여타 이유들로 인해 화폐와 상품들 사이의 교환비율에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경향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그 경향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지급의 회수와 규모의 증가가 화폐에 대한

유일한 결정요인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새로운 지급
들의 일부는 청산 시스템에 의해 청산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
도 역시,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그때부터는 모든 지급들 중
종전과 똑같은 비율의 청산에 대해 책임이 있게 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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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지급들 중 나머지는 만약 청산 시
스템의 관행적 정도 이상의 확장이 있었다면, 청산과정에 의해
청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확장은 화폐에 대
한 수요의 증가에 의해 자동적으로 불려져 나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4. 어음 특히 상업어음에 기초한 신용유통의 탄력성
주어진 시점에서의 광의의 화폐 수요에 대한 신용수단의 탄
력성의 원칙, 혹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동조절의 원칙은
은행이론의 현대적 논의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다. 우리는 이
원칙이 사실들에 부합하지 않음을 혹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이
원칙이 설명되거나 이해되는 형식에서는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의 증명은 동시에 화폐수량설의 반대론
자들의 가장 중요한 주장들 가운데 하나를 논파할 것이다.235)
투크(Tooke), 풀라르턴(Fullarton), 윌슨(Wilson), 그리고 그들의
초기 영국과 독일의 제자들은 발권은행들이 은행권 유통을 증
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쳤
다. 그들은 유통 중인 은행권의 수량은 그 공동체의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에 의해 정착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만약 지급의 횟수
와 액수가 증가한다면, 지급의 매개물도 역시 그 수와 액수에서
증가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한다. 또한 만약 지급의 횟수와 액
235) 8장 9절 마지막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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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감소한다면, 지급의 매개물의 수와 액수도 역시 감소할 것
임에 틀림없다고 말한다. 유통 중인 은행권 수량의 팽창과 위축
은 사업세계에서의 변동의 원인이 된 적이 결코 없으며 언제나
그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해진다. 그래서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
이 은행의 행위들은 단지 수동적일 뿐이며, 그들은 총유통량을
결정하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발행을 생산과 가격의 일반적 조건들
에 의해 정해지는 한계 이상으로 은행권을 발행하려는 모든 시
도는, 이것들이 지불을 하는 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 잉
여 은행권들의 퇴각에 의해 좌절된다는 것이다. 역으로, 은행의
은행권 유통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려는 시도들의 유일한 결과는,
경쟁은행에 의한 그 공백의 즉각적 충족이라는 것이다. 혹은 만
약 예를 들어 은행권 발행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러면 상업이 스스로 은행권을 대신할
어음과 같은 여타 유통수단들을 창출한다는 것이다.236)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은행권에 대한 논점을 예금에도 적용
할 수 있다는, 예금과 은행권의 본질적 유사성에 대한 은행학파
이론가들(the Banking Theorists)에 의해 설명된 견해와 조화를 이
루고 있었다. 신용수단의 탄력성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236) Tooke, An Inquiry into the Currency Principle(London, 1844), pp.60ff.;
122f.; Fullarton, On the Regulation of Currencies, 2d ed.(London,
1845), pp.82ff.; Wilson, Capital, Currency and Banking(London,
1847), pp,67ff.;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London, 1867),
pp,395ff.; Wagner, Geld- und Kredittheorie der Peelschen Bankakte (Vienna,
1862), pp.135ff. On Mill’s lack of consistency in this question, see
Wicksell, Geldzins und Güterpreise (Jena, 1898), pp.7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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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이다.237) 단지 정당화의 외양
만이라도 가지면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런 의미
에서뿐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듯이, 신
용수단이 발권은행으로 되돌아 오는 것은, 은행권의 형태로 돌
아오든 현금으로의 태환을 위한 은행권의 제시의 형태이든 혹은
예금의 인출에 대한 수요로서 돌아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공공
의 발권은행에 대한 신뢰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가정도 역시 투크와 그의 추종자들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은행학파의 근본적 오류는 신용수단 발행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 은행이 어음을 할인하거나 여타 방법으로 대부를
제공할 때, 그 은행은 현재재를 미래재와 교환하고 있다. 그 발
행자가 교환에서 건네줄 현재재—신용수단—를 실질적으로 거의
무(無)에서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부시장에서 현재재와
교환되는 미래재화의 수량이 고정된 수량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그럴 경우에만 신용수단의 수량의 자연적인 제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런 경우가 아니다.
미래재의 수량은 정말 외부적 상황들에 의해 제한되어 있지만,
시장에서 화폐의 형태로 제공되는 미래재의 수량은 그렇지 않
다. 신용수단의 발행자들은 요구되는 이자율을 자연이자율 아래
로 낮춤으로써, 즉 실질자본이 화폐의 매개 없이 자연 상태로(in
natura) 빌려진다면 공급과 수요에 의해 확립될 이자율 아래로

낮춤으로써 미래재에 대한 수요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다.238)
237) Laughlin, The Principles of Money (London, 1903), p.412.
238) Wicksell, op. cit., p.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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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다른 한편, 은행에 의해 요구된 이자율이 자연이자율
을 상회하게 되면 신용수단에 대한 수요는 완전히 멈출 것이다.
대부시장에서 표현되는 화폐와 화폐대용물에 대한 수요를 최종
적으로 분석하면 자본재에 대한 수요이거나 소비신용이 개입된
경우에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이다.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순전히 다른 경제재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비록 그가 단지 화폐보유고를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는
주어진 순간에 교환을 통해 다른 재화들을 획득하는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만약 그가 화폐를 만기
가 된 지급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적용
된다. 이 경우에는 여타 경제재를 받은 돈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돈을 받는 사람이다.
화폐와 화폐대용물에 대한 수요—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사이
의 교환비율을 결정하는—는 오로지 여타 경제재를 사고파는 개
인들의 행위에서만 표현된다. 오로지 예컨대 화폐가 빵과 교환
될 때, 경제재, 화폐, 그리고 상품의 개별 거래 당사자들의 가치
평가 척도에서의 위치가 드러나서 행동의 기초로 쓰인다. 그리
고 이로부터 정확한 산술적 교환비율이 결정된다.
그러나 수요되는 것이 다시 돈으로 갚아야 하는 화폐대부일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고려들이 그 문제 속으로 참작되지 않는
다. 그러면 단지 현재재와 미래재 사이의 가치차이만이 고려되
며, 이것만이 그 교환비율의 결정, 즉 이자율의 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 이유로 인해 은행원칙(the Banking Principle)은 발행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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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의존하지 않는 고정된 상황들에 의해 결정되는 수량보다
더 많은 신용수단이 유통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
러므로 어떤 남아도는 수량의 신용수단도 그 발행기관으로 되
돌아 와서 유통과정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다는 단언의 증명에
주요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화폐와는 달리 신용수단은 지급
으로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로서 들어온다고 풀
라르턴(Fullarton)은 가르친다. 신용수단은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그 대부가 상환될 때 그 은행으로 되돌아 들어온다는 것이
다.239)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풀라르턴이 간과한 것은 채무
자가 새로운 대부를 취함으로써 그 지급에 필요한 수량의 신용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미 풀라르턴과 그의 서클의 여타 저술가들에게서 발견되는
일련의 생각들을 따라, 그리고 영국과 대륙의 은행 시스템—이
시스템이 지닌 것으로 잘못 알려진 중요성과는 사뭇 다른 중요
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하겠지만—제도들을 지지
하면서, 최근의 은행이론 문헌들은 탄력적인 신용 시스템의 확
립에 있어서 단기 상품어음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지급
들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만약 그것이 지급수단의 수요와 즉
각적인 인과적 관계로 맺어졌더라면, 그 시스템에 대한 변화하
는 요구들에 가장 완벽하게 조정될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고 말해진다. 슈마허(Schumacher)에 따르면, 그것은 은행권을 통
해 행해질 수 있을 뿐이며 독일에서 은행권을 상품어음들(the

239) Fullarton, op. cit.,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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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y-bills)에 기초하도록 함으로써 행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의 수량은 경제활동의 강도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
하기도 한다. 할인영업의 채널을 통해, 이자획득의 상품어음
(commodity-bills)—그들의 금액이 항상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통

되는 데 한정된 능력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유효성은 한정된
기간 안에서만 유지되고, 그 건전성은 무수한 사적 개인들의 신
용에 의존하게 된다—대신 은행권들이 발행된다. (이 은행권들은
대량으로 잘 알려진, 반 공적인 기관에 의해 유통되며, 언제나 시간에 대
한 제약 없이 동일한 액수를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유통 능력이 금속화폐
에 비견될 만큼 상품어음에 비해 훨씬 더 넓다.) 할인된 어음의 상환

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으로의 교환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은행권들, 혹은 은행권들을 대신한 금속화폐가, 유통 중
이던 지급수단의 수량을 감소시키면서 그 은행으로 되돌아 흘
러들어 온다. 그래서 만약 화폐가 그것이 행한 서비스들에 대한
대가로 발행된 환어음으로 정확하게 정의된다면, 일반에 수용된
상품어음이라는 근거해서 발행된 은행권은 이 개념에 가장 완
전한 정도로 상응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그
까닭은 은행권이 그 서비스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밀접하게 결
합시키고, 정규적으로 다시 상품어음을 유통시킨 후 유통과정에
서 벗어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은행권의 발행과 경제
활동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상품어음의 수단으로 창출
된, 유통 중인 지급수단의 수량은 자동적으로 지급수단의 필요
의 변화에 조정된다고 주창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완전하
게 달성될수록, 그 화폐 자체가 가격들에 영향을 주는 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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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할 것임은 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가격의 결정도
상품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더욱 따르게 될 것이다.240)
이에 직면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은행권과 여타 화폐대
용물들 사이에, 화폐에 의해 보증되지 않은 은행권과 여타 신용
수단들 사이에 어떻게 근본적 구분의 획을 그을 수 있는지 그것
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언제든지 수표
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은, 그 예금들을 소매거래와 여타 특정
지급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어떤 사소한 기술적이고 법률적
인 세부사항들과는 별개로 하면, 은행권만큼이나 좋은 화폐대용
물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은행이 어떤 어음을 은행권으로
된 통화로 지불함으로써 할인을 하든, 혹은 지로계좌에 신용을
통해 할인을 하든 별 관심사가 아니다. 은행기법의 관점에서는
은행가에게 중요성의 차이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은행이 할
인영업에서만 신용을 발행하든 혹은 여타 단기대부도 제공을
하든 그것은 단연코 근본적인 쟁점이 아니다. 어음은 단지 특별
한 법적, 상업적 자격을 지닌 약속증서의 한 형태일 뿐이다. 어
음 형태의 청구권과 동일한 효과와 동일한 만기를 지닌 여타 청
구권 사이에 아무런 경제학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상품어음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단지 법률적으로만 신용구
매 거래를 통해 존재하게 된 ‘개방 장부 채무’(open book debt)와
다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어음에 기초한) 은행유통의 탄력
성을 말하든 혹은 (신용판매로부터 발생하는 단기청구권의 양도가 초

240) Schumacher, op. cit., pp.122f.

제3부 화폐와 은행업

115

래하는) 신용수단의 유통의 탄력성을 말하든, 결국에는 동일한

것에 도달한다.
이제 신용의 구매와 판매의 횟수와 정도는 신용수단의 발행
자인 은행들이 따르는 신용정책에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 만약
신용이 제공되는 조건들이 더 어렵게 된다면, 그것들의 횟수는
틀림없이 감소할 것이다. 만약 그 조건들이 용이해지면, 그 횟
수는 틀림없이 증가할 것이다. 판매가격의 지급의 지연이 있게
될 때, 오직 화폐가 즉각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만이 팔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은행신용은 전혀 징발되지 않을 것
이다. 그러나 화폐를 즉각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단지 그들이
그 거래로부터 그들이 얻은 청구권이 즉각 화폐로 전환할 수 있
다고 전망하는 경우에만, 신용을 판매할 수 있을 뿐이다. 여타
신용 제공자는, 단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의 현재재
들을 대부시장에 처분될 수 있게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
들은 다르다. 은행들은 신용수단의 발행을 통해 추가적인 현재
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행해지는 신용에 대한
모든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 요청들
의 정도는 단지 그들이 신용을 제공하면서 요구하는 가격에 달
려 있다. 만약 은행들이 자연이자율보다 더 작게 요구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신용수단의 신규 발행을 통해 돈벌이하기를 원한다면 당
연히 그들은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 그 은행들이 시장에 추가적인

신용의 공급을 제안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 요
청들은 증가할 것이다.)

은행에 의한 신용수단의 발행을 통해 제공된 그 대부가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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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기가 될 때, 대부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은행으로 돌아오
며 유통 중인 수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규 대
부가 그 은행에 의해 동시에 발행되며 새로운 신용수단이 유통
에 들어간다. 물론, 상품어음이론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신용수
단의 추가발행은 오직 새로운 상품어음들이 생기고 할인을 위해
제시될 때에만 발생한다며 여기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상품어음들이 만들어졌느냐 여부는 그
은행의 신용정책에 달려 있다. 어떤 한 상품어음 혹은 더 정확
하게는 일련의 상품어음들의 생애를 그린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
해 보자. 목화 딜러가 원료 목화를 방적하는 사람(실 만드는 사람)
에게 팔았다. 그 방적자가 상환할 어음을 발행하고 목화 딜러는
방적자로부터 받은 3개월 어음을 할인한다. 3개월 후, 그 어음
이 은행에 의해 방적자에게 제시될 것이며 그에 의해 상환될 것
이다. 방적자는 스스로에게 필요한 현금총액을 제공한다. 그동
안 그는 목화를 방적하여 실을 만들고, 이 실을 직공(織工, 베를
짜는 사람)에게 판다. 이 두 가지 판매와 구매 거래들이 실현될

것인지 여부는 이제 주로 은행의 할인율에 달려 있다. 판매자—
앞의 예에서는 목화 딜러, 둘째 예에서는 방적자—는 돈이 즉각
필요하다. 그가 구매가격의 지불이 지연되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3개월에 만기가 되는 총액에서 할인액을 뺀 금액이
적어도 그가 그의 상품을 그 이하로는 팔려고 하지 않는 금액과
같을 때이다. 은행의 할인율 수준이 이 계산에서 차지하는 중요
성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사례는 비록 판매
된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3개월이 걸려—그 기간 안에 어음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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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되며 신용의 징발(requisitioning of credit)이 없이 그들에 의해 지
불된다—도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논점을 증
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총
액은 그들에게 거래들—이 거래들은 은행 측의 신용의 제공을
통해 가능해졌다—로부터의 임금이나 이윤들로서 왔기 때문이
다. 우리가 할인을 위해 제시한 상품어음의 수량이 어떤 시점에
서는 증가하고 다른 시점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볼 때, 우
리는 이 변동들이 개인들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변동에 의해 설
명된다고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유일하게 가능한 결론은,
당시 은행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건들 아래서는 신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발행은행들이 그들이 부
과하는 이자율을 채권자와의 거래에서 자연이자율에 가깝게 한
다면, 신용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만약 그들이 이자율을 자
연이자율보다 더 낮도록 감소시킨다면, 신용 수요는 증가한다.
발권은행의 신용에 대한 수요가 변동하는 원인은 은행이 추구하
는 신용정책 이외의 아무 곳에서도 찾지 말아야 한다.
은행신용을 신용수단의 발행을 통해 제공할지 여부를 처분할
수 있는 힘 덕택에 은행들은 유통되는 화폐와 화폐대용물의 총
량을 무한정 증대시킬 수 있다. 은행들은 신용수단을 발행함으
로써 화폐에 대한 수요의 증가—그렇지 않았더라면 화폐의 객관
적 가치의 증가로 이끌었을 그런 화폐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화폐가치의 결정에 미칠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방식으로, 광의의
화폐 스톡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들은 대부의 제공을 제한함으
로써, 광의의 의미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수량을 감소시켜 화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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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교환가치의 감축—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저런 이유로
발생했을—을 회피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미 말한 것처
럼 은행들이 실제로 화폐수요의 증감을 상쇄하여 화폐가치가 유
리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은행신용의 제공의 모든 메커니
즘에서, 그리고 신용수단이 창출되고 다시 발행되었던 곳으로 돌
아가는 전반적 방식에서, 그와 같은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광
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바로 그 순간에, 혹은 신용수단
의 발행을 증가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나, 혹은 협의의 화
폐 스톡의 감소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감소로 이어질 바
로 그 순간에, 은행들이 신용수단의 발행을 증가하는 일이 벌어
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의 간섭은 화폐가치의 변동성
에 대한 기존의 경향을 강화시킬 것이다.
신용수단의 유통은, 흔히 단언되는 것과는 달리, 사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화폐 스톡에 대한 수
요를 자동적으로 흡수한다는 의미에서 탄력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긴축도 허용하듯이, 어떤 종류의 유통의
확장도, 심지어 완전히 무제한적인 확장까지도 허용한다는 의미
에서 이것이 탄력적일 뿐이다. 유통되는 신용수단의 수량은 어
떤 자연적인 제한도 없다. 만약 어떤 이유로 그것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인간의 어떤 종류의 의식적인 간섭, 즉 은행정책에 의
해 제한되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모든 은행들이 신용수단을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발행한다는 가정, 혹은 신용수단을 발행하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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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은행만이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에서만 사실이다. 여러 무
수히 많은 여타 은행들과 경쟁하면서 영업을 하는 어떤 한 은행
은 독립적인 할인정책을 수행할 위치에 있지 않다. 만약 경쟁자
들의 행동에 대한 고려가 그 은행이 은행신용 거래들에서 이자
율을 더 낮추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러면—그 고객의
확장과는 별개로—그 은행은 경쟁하는 은행들에 의해 부과되는
것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단지 신용수단에
대한 수요만 있다면 더 많은 신용수단을 유통시킬 수 있을 것이
다. 그래서 은행들은 화폐에 대한 수요의 주기적 변동에 대해
상당한 고려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일정 방식의 절차의
결여가 은행들로 하여금 독립적인 이자정책을 따를 수 없도록
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들은 화폐에 대한 수요의 변동에 발맞추
어(pari passu) 신용수단의 유통을 증가시키고 또 감소시킨다. 그
러나 그렇게 하는 데 있어, 은행들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돕는다. 그러므로 이런 정도까지 신용수단의
유통의 탄력성 이론은 정확하다. 그 이론은, 비록 그 원인에 대
해서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현상들 가
운데 하나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관찰된 현상을 설
명하는 데 잘못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로, 그
이론은 신용수단의 유통으로부터 파생되는, 시장의 두 번째 경
향을 이해하는 길을 완전히 봉쇄하고 말았다. 은행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한에 있어서는 신용수단의 유통의 계속된
증폭현상이 있음에 틀림없으며 결과적으로 화폐의 객관적 교환
가치의 하락이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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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5. 신용수단의 보증으로서의 어음의 배타적인 채택의 의미
1875년 3월 14일의 독일 은행법은 금 지급보증을 초과하여
발행된 은행권들이 교환어음(bills of exchange)에 의해 보증되어
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조항은 단지 상품
어음들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처방의 중요성은
통상적으로 그 법에 원인을 돌리는 중요성과는 차이가 있다. 그
법은 은행권 발행을 탄력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 법은,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은행권 발행을 화폐에 대한 수요의 조건들과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만들지도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훨씬
이전에 이미 붕괴되었던—환상들이다. 그 법은 그 법 덕택으로
여겨지는 은행권의 태환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언급될 것이다.
금속으로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은행권 발행의 한계는, 즉 은
행권의 형태를 띤 신용수단 발행의 한계는—필 조례(Peel’s Act)에
근거하고 있는—그 독일 법의 근본적 원리이다. 그리고 이 목표
를 가지고 설치된 다양한 여러 형태의 장애물들 중에서, 은행권
발행을 담보하는 자산들의 투자에 관한 엄격한 조항은 전혀 중
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들이 단지
청구권들로만 구성되지 않고 어음의 형태를 띤 청구권들로도
구성되고 있다는 것, 청구권들이 기껏해야 3개월 효력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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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3개월물이라는 것), 청구들이 배서(背書)한 사람들의 이
름—좋기는 3개, 적어도 지급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두 주체의
이름—을 달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조건들이 은행권의
발행을 제한한다. 애초에 국내 신용의 상당 부분이 은행으로부
터 멀리 떨어져 유지되었다. 의심의 여지없이 입법부에 의해
의도되었듯이, 비록—아마도 상품어음 개념의 법적 정의를 부여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그것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은행법으로부터 생략되었다 할지라도 은행권 지급보증을 상품
어음으로만 하게 하는 추가적인 제약으로부터 유사한 효과들이
발생한다. 이 한계가 사실상 신용수단의 발행의 제약에 해당하
였음은 그 은행법이 통과되었을 때 상품어음의 수량이 이미 제
약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신용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
는 너무나 줄어서 라이히스방크(Reichsbank)가 제공한 신용액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단지 투자의 목적으로만 그와 같은 어음
들을 선별하려고 시도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정도였다.241)

241) Prion, Das deutsche Wechseldiskontgeschäft(Leipzig, 1907), pp.120ff.,
29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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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신용 징발 정도의 주기적인 등락
은행들에 이루어진 요청들은, 화폐의 이전이 아니라 여타
경제재들의 이전에 대한 요청이었다. 잠재적 채무자들은 화폐가
아니라 자본을 찾고 있다. 그들은 화폐의 형태로 된 자본을 찾
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 화폐에 대한 처분능력이 아닌 아무것
도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 실제 자본을 시
장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
이다. 이제 (우리가 다루는 문제와 관련된) 특이한 것—경제학에서

100년 이상 동안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들 가운데 하나의 원천
이었던—은 잠재적 채무자의 자본에 대한 수요가 은행들에 의해
화폐대용물의 발행에 의해 만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단
지 자본에 대한 수요의 일시적인 만족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라
는 것은 분명하다. 은행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본을 불러낼
수는 없다. 만약 신용수단이 자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면,
즉 신용수단이 진정으로 채무자들에게 자본재에 대한 처분권을
확보해 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자본의 공급이 이루어
지는 원천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발견하기는 특별히 어렵지 않
을 것이다. 만약 신용수단이 화폐에 대한 완벽한 대체재이며 화
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한다면, 만약 그것들이 광의의
화폐의 사회적 스톡에 더해진다면, 그렇다면 신용수단의 발행은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사이의 교환비율에 대한 적절한 영향이
수반되어야 한다. 신용수단으로 제공된 대부의 차입자를 위해
자본을 창출하는 비용은 신용창출로 인해 귀결되는 화폐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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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가치의 변동에 의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부담한다. 그러
나 그 전체 거래의 이윤은 차입자들뿐만 아니라 그 신용수단을
발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돌아간다. (비록 이들이 널리 인정되고 있듯
이—그들이 이자를 낳는 예금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가 그들의 이윤을 공
유할 때처럼—때로는 그들의 이득을 다른 경제주체들과 공유해야 하지만
말이다.)

대부를 위해 은행에 접근하는 기업가들은 자본의 부족으로부
터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의 어음을 할인을 위해 제시하게 만드
는 것은 그 단어의 적정한 의미에서 화폐의 부족이 결코 아니
다. 어떤 경우에는 이 자본의 부족은 단지 일시적일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영구적일 수도 있다. 1년 내내 끊임없이
단기 은행신용을 구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의 경우, 자본의 부
족은 영구적인 것이다.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관한 한, 기업가들 측에서
의 자본의 부족을 일으키는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심지
어 잠정적으로 그 부족한 것이 투자자본인지 아니면 운영자본
인지의 문제를,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무시할 수도
있다. 때로는 투자자본을 부분적으로 은행신용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비록 운영자본의 방법으로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
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최근의 은행정책에 대한 논의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은행들은, 그들이 발행한 신용의 상당 부분을—고정자
본이 아니라 운영자본을 찾고 있는—산업기업들에게 대부를 제
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유동성을 위태롭게 하는 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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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다는 근거로 비판을 받았다. 오로지 신용수단의 발행으로부
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자산들을 유동적인 투자들로 제
한하도록 입법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었다. 이런 종류의 조항
들은—은행권 발행이 통화학파 원칙들의 영향 아래 다루어졌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예금 형태의 신용수단을 다루기 위해 고
안되었다. 우리는 이미 그것들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추
가적인 논의가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킬 것이지만, 이것들의
유일한 실용적 가치는, 모든 유사한 제한들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그것들이 신용의 무한정한 팽창에 반대하는 장애물들을 만
들어 낸다는 데 있다.
모든 기업들이 유지하는 현금보유고는 또한 그 기업의 운영
자본의 일부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어떤 이유로든 그 보유고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자본의 증가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그 기업이 이 목적으로 신용을 구한다면, 그 행동은
여타 그 어떤 이유로부터—예를 들어 공장의 확장 혹은 유사한
이유로—발생하는 신용에 대한 수요와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간
주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이미 언급한 것에 새로운 것을 전혀 보
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화폐와 자본시장의 일부 중요한 과정
들을 더 명확한 조명 아래 두고 볼 수 있게 해 주는 한 현상에
이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1년 중 특정 일들에 모든 종류
의 청산이 집중되는 상업적 관행이 있어서 이 특정 일에 다른
날에 비해 화폐에 대한 더 큰 수요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은 이
미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주말, 2주말, 월말, 분기말에 청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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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算日)의 집중은 화폐에 대한 수요, 그래서 물론 기업 측의 자

본에 대한 수요를 상당히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비록 기업가가
어떤 주어진 날짜에, 그날 혹은 다음날 지불해야 하는 채무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안전하게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가 수입을 직접 채무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여전히 드물 것이다. 필요한 수단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
권을 며칠 앞서서 확보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채무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할 정도로 아직은 지불기법이 충분
히 발달되지 않았다. 9월 30일에 은행에 만기가 되는 어음을 상
환해야 하는 사람은 보통 그날 이전에 그 어음을 지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에게 그 어음의 만기일 당일까지 도착하
지 않은 총액은 대개 이 목적에는 쓸모가 없다. 아무튼 어떤 주
어진 날짜에 받기로 되어 있는 영수증들을 먼 장소에서 같은 날
만기가 되는 지급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비실용적이
다. 청산 당일에는 그래서 반드시 개별 사업체 측에서는 화폐에
대한 증가된 수요가 있게 되며, 이런 수요는 급하게 발생했던
것만큼이나 다시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 물론, 이 화폐에 대한
수요도 역시 자본에 대한 수요이다. 중상주의적 용어법을 따르
는 위선적인 이론가들은 화폐에 대한 수요와 자본에 대한 수요
를 미묘한 구분을 하는 데 익숙하다. 그들은 화폐에 대한 수요
로서 단기신용에 대한 수요를, 자본에 대한 수요로서의 장기신
용에 대한 수요와 대비시킨다. 많은 혼동에 책임이 있는 이 용
어를 계속 사용할 이유는 거의 없다. 여기에서 화폐에 대한 수
요로 불리는 것은 자본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아닌 그 어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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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기업
이 현금보유고를 보충하기 위해 단기대부를 취한다면, 그 경우
는 현재재를 미래재와 교환하는 진정한 신용거래의 하나이다.
기업가의 화폐에 대한 증가된 수요와 결과적으로 자본에 대
한 증가된 수요—청산일들에 일어나는—는 신용발행 은행들에게
이루어지는 대부에 대한 요청의 증가로 스스로를 표현한다. 예
금이 아니라 은행권이 주요한 종류의 신용수단인 나라들에서는,
이것은 할인을 위해 발행은행에 제시되는 어음의 수량의 증가
에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 어음들이 실제로 할인된
다면, 유통되는 은행권의 수량의 증가에서 이것이 인식될 수 있
다.242) 이제 청산일 근방에서의 이런 은행권 유통 수준의 정규
적인 상승과 하락은 그 공동체에 존재하는 어음의 총량의 증가
에 의해 결코 설명될 수 없다. 어떤 새로운 어음들, 특히 그 어
떤 새로운 단기어음들도 은행에 할인을 받기 위해 제시되고 넘
겨지지 않는다. 만기 바로 이전에 협상되는 것은 정상적인 만기
를 가진 어음들이다. 그때까지는 그것들은, 비은행가들 혹은 신
용수단의 발행이 제한되어 있는 은행들의 포트폴리오에—은행들
이 소규모 고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든 아니면 법적 장애 때
문이든—포함되어 있다. 그 어음들이 대규모 발권은행들에 도달

242) 청산의 결정적인 날들 며칠 전 라이히스방크에서 민간은행들에 의한 재
할인의 일부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 그 까닭은 은행들이 자본이 부
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라이히스방크에 의해 지불이 요구된, 거의
만기가 된 어음들을 넘기고자 했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지점들의 네트워
크 덕분에 라이히스방크는 이 일을 그들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었다. 다
음을 참고. Prion, op. cit., pp.138ff.다음을 참고. ibid., pp.13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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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까지는 아니다. 중앙
유럽 발권은행들의 은행권 발행의 수량이 그 공동체에서 만들
어지는 어음의 수량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단언이 별
로 정당화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단지 일부 어음들이 신용수단
의 발행에 의해 할인되고 있다. 다른 어음들은 만기를 은행신용
이 사용되도록 요청하지 않은 채 끝낸다. 그러나 이 두 수량 사
이의 비율은 전적으로 신용발행 은행들이 따르는 신용정책에
달려 있다.
은행입법은 각 분기 말일 근방에 화폐에 대한 수요가 예외적
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감안하고 있다. 1909년 6월 1일
의 독일 은행(수정)법의 제2조는 통상적인 세금면제 5억5,000만
마르크의 은행권 할당을—매년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 마지
막 날에 관한 정보들에 근거하여 그 세금계정으로—7억5,000만
마르크까지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그렇게 함으로써 은
행들이 수십 년 동안 따랐던 관행인 하나의 절차를 허가해 주고
있다. 각 청산일(淸算日)마다 기업가의 신용에 대한 수요는 증가
하고 그래서 자연이자율도 역시 증가한다. 그러나 신용발행 은
행들은, 할인율을 전혀 인상하지 않거나 자연이자율의 상승에
상응할 정도로 증가시키지 않음으로써 대부에 대한 이자의 증가
를 상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그들
의 신용수단의 유통을 부풀리는 것이었다. 국가의 은행정책은
일반적으로 은행들의 이런 관행에 아무런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것이었으며, 이 정책은 의심의 여지없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
치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돕는다. 1909년의 독일 은행법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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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에 직접적인 지지를 했던 조치들을 취한 것이었다.

7.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에 대한 신용수단의 영향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화폐에
대한 수요의 변동에 대해 유통되는 신용수단의 수량을 자동적
으로 조절해 주는 그런 자동조절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
적으로 그런 모든 주장들은 소위 화폐유통의 탄력성이라는 단
언에 근거해서 화폐수량설에 실질적 중요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잘못된 근거 위에 세워진 것이다. 자유은행 시스템에서는 신용
수단의 스톡의 증가 및 감소는 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증가
및 감소와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자연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
데, 이는 화폐 스톡의 증가 및 감소가 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
의 증가 및 감소와 그런 관계를 지니지 않는 것과 다름 없다.
그와 같은 관계는 단지 신용은행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
고 노력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존재할 뿐이다. 이와는 별개로 그
들 스스로는 서로 독립적인 그 두 종류의 변동들 사이에 성립될
수 있는 유일한 연계는, 정책에 의한 연계, 말하자면 광의의 화
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화폐의 객관적 가치의 증
가를 상쇄시키기 위해—그런 정책을 펴지 않게 될 때 예상되는
—신용수단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그런 정책에 의한 연계와 같
은 것이 있을 뿐이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을 심지어
개략적으로도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지난 세기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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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일어났던 신용수단의 증가가 화폐
수량의 증가와 함께 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보조를
맞추었는지, 혹은 그 뒤를 따랐는지, 혹은 앞섰는지 여부를 판
단할 수는 없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적어도 광의
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증가의 일부는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영
향을 화폐와 유통되는 신용수단의 수량의 증가에 의해 탈취당
했다는 것일 뿐이다.

130

화폐와 신용의 이론 (하)

제18장

신용수단의 상환

1. 화폐와 화폐대용물 사이의 완전한 동등성의 필요성
화폐대용물—즉, 지불능력이 모든 의심을 넘어서는 사람에
게 행사될 화폐에 대한 완전히 유동적인 청구권—이 그것이 지
칭하는 화폐총액과 똑같은 크기의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에 괄
목할 만한 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다음과 같은 의문
이 제기된다. 지불능력이 너무나 완전하게 확실해서 모든 의구
심을 넘어설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나 이
상의 은행—지불능력에 대해 하루 전날에도 아무도 감히 의구심
을 품지 않았던 은행들—이 불명예스럽게 붕괴했다는 사실이 지
적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완
전히 인간의 기억으로부터 지워지지 않는 한, 그것은 적어도 화
폐에 대한 가치평가와 언제든지 지불될 수 있는 화폐에 대한 청
구권의 가치평가 사이에는—비록 인간의 예측력에 관한 한, 이
후자는 완전히 건전하다고 간주된다 하더라도—약간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와 같은 질문들이 은행권들과 수표들에 대한 신뢰의 부족—
이것은 필연적으로 화폐대용물이 화폐에 비해 낮은 가치를 가
지게 한다—의 가능한 원천을 드러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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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다른 한편, 비록 화폐를 화폐대용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즉각 충족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화
폐대용물을 화폐보다 더 높게 가치평가를 하게 하는 이유들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나중에 논의할 것이다. 게다가 이
모든 상황들과는 상당히 별개로 신용수단의 질에 대한 의구심
들은 오늘날 거의 지지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지적되어야
한다. 중간규모 그리고 대규모 금액의 화폐대용물의 경우, 명목
주화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성격의 의
구심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들의 필요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화폐대용물의 경우에는 손
실의 가능성은 현재의 조건들 아래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규모 중앙은행들에 의해 발행된 화폐대용
물과 관련한 손실의 가능성은 적어도 특정 종류의 화폐의 보유
자를 위협하는 본위화폐의 자격박탈의 위험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
이제 화폐총액과 동일한 금액의 즉각적인 지급에 대한 안전
한 청구권들 사이의 완전한 동등성은 전체 화폐 시스템에 대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결과—즉, 화폐가 법정 지불수
단이 되거나 수용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이런 유형의 청구
권을 법정 지불수단으로 삼거나 수용할 가능성—를 야기한다.
교환은 화폐의 매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은 불변인 채
남는다. 구매자들은 화폐로 구매하며, 판매자들은 화폐를 받고
판매한다. 그러나 교환은 언제나 화폐 일정액의 이전(移轉)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환은 화폐에 대한 청구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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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할당(割當)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화폐에 대한 청
구권—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은 그 청구권을 획
득한 사람이 그 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
면서—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된다. 그것들은 완벽하게
화폐의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면 왜 입찰자들이 스스로 그
것들을 상환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가? 유통되고 있는 청구권은
계속 유통될 것이고 화폐대용물이 된다.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은행이 자신의 고객들이
고객들 사이의 거래들에 필요한 수량보다 더 많이 발행하지 않
는 한, (그리고 모두가 그 은행의 화폐대용물을 화폐 대신 받아들이는 고
객으로 간주되는 한,) 그러면 상환을 위한 은행권의 제시 혹은 예

금의 인출에 의해 화폐대용물 배후의 권리가 강제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발권은행은 고객들의 서클 외부의
사람들과의 거래 필요성이 그 청구권의 보유자들로 하여금 청
구권의 상환을 요구하게 만들 때까지 그것의 화폐대용물이 유
통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것은 사실상 그 은행이 신용수단을
조금이라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바로 그것이다. 즉, 신용
수단이 대변하는 금액의 즉각적 태환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준비상태로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화폐대용물
을 유통되게 해 주는 것이다.
(신용수단을 발행하고 그 신용수단이 언급하는 화폐총액과의 동등성을
유지시킬 책임이 있는) 기관은, 사람들이 이 신용수단을 화폐대용

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불을 해야 할 때, 그 신용수
단 보유자들이 화폐로 교환하기 위해 제시하는 신용수단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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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신속하게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화폐
의 가치와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권과 예금의 가치 사이의 차이
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 일부 보유자의 신뢰 상실에 따른 신용수단의 발행자로의 회귀
만약 발행주체가 신용수단과 그 신용수단이 언급하는 화폐
간 동등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그 신용수단의 보유자 중 일부
의 신뢰 부족으로 인해 발행주체에게로 되돌아온 신용수단을
상환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 견해는 전환기금(conversion fund)의 중요성과 대상을 인
식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자신의 계산대를 신용수단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보유자들이
포위했을 때 그 발행주체로 하여금 신용수단의 상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전환기금의 기능일 수는 없다. 신용수단의 유통능력
에 대한 신뢰는 개별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이에 의해
공유되거나 아니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신용수단이 그 기능
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언급하는 화폐총액과 완전히
동등하다는 조건 아래에서이다. 신용수단은 그 발행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비록 단지 그 공동체의 일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화폐총액과 동등하지 않게 된다. 다른 아무도 의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은행의 지불능력을 확신하
기 위해 은행권을 상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골뜨기가 혹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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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는 은행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코미디언일 뿐이다.
은행은 그의 계좌에 대해 어떤 특별한 조치나 특별한 예방조치
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용수단을 발행하는 어떤 은행도
만약 모든 이가 상환해 달라고 은행권을 제시하거나 예금을 인
출하기 시작하면, 지불을 보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와 같
은 은행은 금융공황에 대해 무기력하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시스템과 정책도 그 은행을 도울 수 없다. 이것은 신용수단의
속성 바로 그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그 속성은 신용
수단을 발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배할 수 없는 화폐총액
을 지불할 의무를 부과한다.243)
지난 2세기의 역사에서 우리는 한 번 이상의 그와 같은 재난
들을 겪었다. 그때 은행권 보유자들과 예금자들의 맹공격에 굴
복했던 은행들은, 신용을 경솔하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자본
을 묶어둠으로써, 혹은 국가에 대부를 융통해 줌으로써, 붕괴를
자초했다고 질책을 받았다. 은행의 이사들에게 극심한 비난들이
퍼부어졌다. 국가 자체가 신용수단의 발행자인 곳에서는 그 신
용수단의 상환 가능성의 유지가 불가능해지면 그 책임은 은행
경험에 기초한 금언들에 반해서 이를 발행했던 행동에 돌려졌
다. 이 태도가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은 명백하다. 비록 은행들이
자산들을 단기투자에, 즉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실현될 수
있는 투자에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채권자들의 요구를

243) Ricardo, “Proposals,” in Works, ed. McCulloch, 2d ed.(London, 1852),
p.406; Walras, Études d’économie politique appliquée (Lausanne,
1898), pp.36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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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은 단지 은행들이 보유한 청
구권들은 통보가 이루어진 후에 만기가 되는 반면, 은행의 채권
자들의 은행에 대한 청구권은 요구하면 곧바로 지불되어야 한
다는 사실로부터 유래한다.
그래서 신용수단의 속성 속에는 해소할 수 없는 모순이 놓여
있다. 그것의 화폐와의 동(同)가치성은 그것이 언제든지 그럴 자
격이 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화폐로 태환된다는 약속, 그리고 적
절한 예방조치들이 이 약속이 효과적이게 만들기 위해 취해진
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 그러나—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
용수단의 속성에 개재되어 있다—그렇게 약속된 것은 은행이 대
부를 완전하게 유동적이게 유지할 수 없는 한에 있어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그 신용수단이 은행영업이 작동되는 중에 발
행되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 보유자
들의 신뢰가 상실된다면, 즉각적인 약속의 이행은 언제나 실현
될 수 없다.

3. 신용수단 발행에 반대하는 경우
신용수단의 발행자가 은행공황(panic)의 결과들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 혹은 심각한 은행인출사태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회피할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리카도(Ricardo)
의 시대 이전에 이미 지적되었던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은, 우리
가 원한다면 신용수단 창출의 금지요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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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저술가들이 이 태도를 취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금속의 후원
을 받지 않는 은행권의 발행 자체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금속의 보호가 완전히 이루어진 신용수단으로
청산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청산거래들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
였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시 두 가지 요구를 결합하였
다.244) (사실 이 마지막 요구가 유일한 논리적 입장이다.)
이와 같은 요구들은 충족되지 못했다. 만약 화폐경제의 유효성
이 신용수단의 창출에 의해 예외적으로 크게 증가되지 못했다면,
화폐경제의 누진적인 확장은 화폐에 대한 수요의 엄청난 확장으
로 이끌고 갔을 것이다. 신용수단의 발행은 화폐의 객관적인 교
환가치의 증가가 초래했을 경련과도 같은 경제적 충격들을 회피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화폐적 수단들의 사용비용을 감소시켰
다. 신용수단은 그 발행자에게 수지맞는 수입의 원천을 열어 주
었다. 신용수단은 그것을 발행하는 사람들과 그것들을 고용하는
공동체 둘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현대 은행 시스템의 초기
에 신용수단은 은행들의 신용협상(credit negotiation) 활동을 강화
시키는 추가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신용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협상이 단순히 신용협상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더
라면 수익성이 있기 어려웠다. 그 결과 현대 은행 시스템은 그
출발을 방해했던 장애물들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244) 예들 들어 다음을 참고. Tellkampf, Die Prinzipien des Geld- und
Bankwesens (Berlin, 1867), pp.181ff.; Erfordernis voller Metalldeckung der
Banknoten(Berlin, 1873), pp.23ff.; Geyer, Theorie und Praxis des
Zettelbankwesens, 2d ed.(Munich, 1874),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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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지불준비가 된 은행권을 제외한 여타 모든 은행권의
발행금지와 (수표와 청산 영업의 기초로 봉사하는) 예금의 대부금지
는 거의 완전하게 은행권 발행을 억제하고 거의 수표와 청산 시
스템을 질식시키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금지
에도 불구하고 은행권들이 여전히 발행되고 또 예금계좌들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여기에 개재된 비용들을 보상받지
않은 채 기꺼이 이를 부담하고자 하여야 한다. 비록 가끔씩 그
런 일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그 누군가가 발행자인 경우는 매우
희귀할 것이다. 미국은 사업세계를 은(銀) 주조의 불편함으로부
터 벗어나게 해 주기 위해, 그리고 실버달러의 사용확대에 걸림
돌 가운데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 (당시 통화정책적인 이유로 실버달
러의 사용확대가 바람직하게 여겨졌다) 은 증서(silver-certificate)를 창출

하였다. 마찬가지 통화정책적인 이유로, 일반 대중의 지폐에 대
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금화가 사용되게 만들기 위해 금 증서
(gold-certificate)가 창출되었다.245)

때로는 일반 대중은 은행권, 수표, 혹은 지로이전(giro transfers)
을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기술
적인 이유들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기꺼이 이것들을 사용하고
자 한다. 예금된 화폐총액에 대한 청구권을 이전할 때에는 주화
의 물리적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주
화의 물리적 사용에 대해 반대한다. 매우 큰 금액의 화폐를 저
장하고, 이것을 화재나 홍수, 강도나 절도로부터의 위험에 대비
245) Hepburn, History of Coinage and Currency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1903), p.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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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험에 드는 것은 보통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개별 상인들
에도 항상 사소한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지급명령에 의해
지불되는 지급보증서(warrant), 그리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인
할 때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수표책(check-book)은, 주화들에
비해 부정직한 취급에 잘 노출되지 않는다. 주화의 매끄러운 표
면은 그것이 어떻게 획득되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아무런 이야
기도 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지어 보유자 개인에 대
한 정보는 알려 주지 않는 은행권조차도 파괴되지 않게 보관하
고 약탈로부터 안전하게 간직하기가 부피가 큰 금속 조각들에
비해 더 용이하다.
은행들에 예금된 대규모의 축적된 화폐가 털기에 훨씬 유리
하고 매력적인 대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강탈로부
터 거의 완벽하게 안전하도록 예방적 조치들을 취할 수 있고,
대규모 예금들을 악천후에 의한 돌발적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도 마찬가지로 더 용이하다. 은행들이 은행의 귀중품
보관 궤들을 정치적 힘을 지닌 사람들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지
켜내는 것이 더 힘든 일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심지어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달성되었다. 스튜어트가(家) 혹은 다보우스트가의
기습공격(coups de main)도 현대에서는 반복되지 않았다.
은행의 중개를 통한 지급을 하게 된 추가적인 동기들 가운데
하나는,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주화의 무게와 순도를 결정하
는 데 수반되는 어려움이 제공하였다. 주화의 품질저하는 암스
테르담과 함부르크의 유명한 은행들이 설립되게 만들었다. 암
스테르담 은행의 고객들이 예치나 인출을 할 때마다 지불했던

제3부 화폐와 은행업

139

2.5퍼센트의 수수료246)는 은행통화의 신뢰성이 제공하는 이득
에 비하면 별로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운송비용의 절감과
더 커진 편리함은, 은행을 통한 지급의 여타 장점들이었는데,
특히 은 혹은 심지어 구리 표준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에서 이
런 장점들이 감안되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14세기 중반에 일찍
이 부유한 상인들에 의해 발행된 특정 증권들이 수요가 많았던
까닭은 이 증권들이 무거운 동전들의 운반에 수반되는 비용과
불편함을 피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247) 지역 간 수표와
청산 영업 그리고 우체국 오더 서비스가 발달하기 이전에, 은
행권이 때로는 금속통화에 대해 더 높은 할증금을 받고 발행되
었는데, 이 할증금 현상은 이런 관점들을 통해 쉽게 설명될 수
있다.248)
신용수단의 발행금지가—가끔씩 단언되는 것과는 달리—결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사형선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하다. 은행들은 여전히 신용을 협상하고 빌려 주기 위해 빌리는
영업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은행들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신용
수단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주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신
용수단이 억압된 이유이다.

246) Dunbar, Chapters on the Theory and History of Banking, 2d ed.
(New York, 1907), P.99.
247) Kiga, Das Bankwesen Japans, Leipziger Inaug. Diss., p.9.
248) Oppenheim, Die Natur des Geldes (Mainz, 1855), pp.24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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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환기금
화폐대용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화폐대용물에 익숙
하지 않아서 화폐 대신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업거래를 할 때는 그 화폐대용물을 화폐로 바꾸지 않을 수 없
다. 그는 화폐대용물과 화폐 사이의 동등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
는 주체에게 가서 그 화폐대용물이 구체화하고 있는 청구권을
실행한다. 그는 그 증권(혹은 명목주화 혹은 유사한 형태의 통화)을
태환을 위해 제시하거나 자신의 예금을 인출한다. 이로부터 도
출되는 결론은 화폐대용물을 발행하는 주체는 누구나 그의 고객
들이 그들 사이의 사업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많이
신용수단을 유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초과하여 발행
된 모든 것들은 그 발행자에게로 되돌아갈 것이고 만약 그가 그
의 사업 전체가 세워진 기초를 허물고 싶지 않다면, 그는 이것
들을 화폐로 교환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앞 장에서 언급되었고 다음
장에서 언급될 관점에서는, 이것이 단지 몇몇 공존하는 은행들이—제한된
유통능력을 가진—화폐대용물을 발행할 때에만 그렇다는 점을 여기에서
또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만약 단 하나의 은행만이 화폐
대용물을 발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화폐대용물들이 무제한적인 유통 능
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신용수단의 발행의 확대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다. 만약 모든 은행들이 그들의 화폐대용물들의 발행에 대해 공동사업
을 하고 그 화폐대용물들의 유통을 균일한 원리들에 따라 확대한다면, 그
경우는 화폐대용물 발행은행이 하나뿐일 때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가정된 상황들에서는, 어떤 한 은행이 그 고객들이 사
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화폐대용물을 발행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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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 이를 초과한 모든 것은 틀림없이 다시 그 은행으로
되돌아 흘러갈 것이다. 그 초과발행된 것이 화폐증명서의 하나
인 한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아무런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신용수단의 초과발행은 재앙을 부른다.
결과적으로 신용발행 은행의 영업에서 준수되어야 할 주요
규칙은 매우 명백하며 간단하다. 즉, 은행들은 고객들이 서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량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신
용수단을 결코 발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널리 인정되듯이
이 금언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대단히 큰 어려움들이 존재한
다. 왜냐하면 고객들 측에서 필요한 수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하
게 결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은 쉽게 오류에 빠지게 할지도 모를 불확실
한 경험적 방법에 의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
고 경험이 많은 대부분의 은행가들과 은행 이사들은 보통 이 문
제를 비교적 매우 잘 관리한다.
신용발행 은행들의 단골들이, 단순히 은행의 단골들로서, 정
치적인 경계들을 넘어서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심지어 서로 다
른 국가들에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조차도 화폐대용물들
의 발행에 그들의 개별 지점들에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한다. 현
재의 정치적 조건들 아래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들에 주소지를
가진 은행기업들의 균질적인 경영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
리고 은행기법과 입법의 어려움들과 마지막으로 통화기법의 어
려움들도 역시 균질적 경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개
별 국가들 안에서도, 두 범주의 신용은행들을 구별하는 것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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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특권은행이 있다. 이 특권은행은 발권
에 대한 독점 혹은 준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은행의 오랜 역사
와 금융자원들, 그리고 특히 그 나라 전체에 알려진 뛰어난 명
성이 그 은행에 특별한 위치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 일
련의 경쟁은행들이 있다. 이들은 발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
으며, 그 명성과 지급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
도 이들은 그들의 화폐대용물의 유통능력에서, 그 뒤에 국가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뒷받침하고 있는 특권 은행과 경쟁할 수 없
다. 서로 다른 원리들이 이 두 가지 종류의 은행의 정책들에 적
용된다. 두 번째 집단의 은행들로서는, 그들에게 돌아온 화폐대
용물들의 상환을 위해 자신들로 하여금 중앙은행의 신용을 요
구하면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산의 총액을 유지하기만 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신용수단의 유통을 가능한 한 확
대한다. 만약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고객들이 흡수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신용수단을 발행하면, 그래서 그들의 신용수단
의 일부가 상환을 위해 제시된다면, 그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그들의 포트폴리오로부터 어음들을 재할인함으로써 혹은 증권
들을 담보로 잡음으로써 그 상환에 필요한 자원들을 입수한다.
그래서 신용발생 은행들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추축해야 하는 정책의 본질은 언제나 중앙은행이 신용을 제공
하기에 적합한 기초로 간주하는 그런 자산들의 수량을 언제나
충분히 많이 유지하는 데 있다.
중앙은행들은 더 강력하고 뛰어난 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자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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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해야 하며, 그들의 정책의 모습도 이에 따라 만들어야 한
다. 만약 그들이 너무 많은 화폐대용물들을 유통시켜 보유자들
이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 그들은 상환기금에 의해 제공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출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들의 신용수단이 고객들의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킬 수량보다 더
많이 유통되게 할 수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말한 것
처럼, 이 필요들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간접
적인 평가만이 가능할 뿐이다. 광의의 화폐에 대한 총수요 중에
서 신용수단에 의해 충족될 수 없는 비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 중앙은행의 고객들이 아닌 사람들과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화폐수량—즉, 외국 무역의 목적들에 필요한 수량—일
것이다.
국제무역을 위한 화폐에 대한 수요는 두 가지 요소들로 구성
되어 있다. 그것은 먼저,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상대적 정도와 강도의 변화의 결과로서 한 국가에서 다
른 국가로 균형점—그 균형점에서는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모든 곳에서 동일한 수준이 된다—이 재확립될 때까지 운송되
는, 그런 화폐의 총액에 대한 수요로 구성된다. 이런 이유로 필
요해진 화폐의 운송을 회피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대규모의
화폐—아마도 세계의 모든 화폐조차도—가 예치되어 있고, 그
예치금이 화폐증서, 즉 화폐에 의해 완전하게 보증되는 은행권
이나 예금잔고의 발행에 기초가 되는 국제 예금은행의 설립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도 주화의 물리적 사용을
중지시킬지 모르며 어떤 상황들에서는 비용의 상당한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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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경향이 있을지 모른다. 주화들이 사용되는 대신 은행권
이 전송되거나 그 은행의 장부에 화폐의 이전이 기입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외부적 차이들은 그 과정의 속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화폐의 국제적인 이전의 또 다른 동기는 상품과 서비스들의
국제적인 교환에서 발생하는 수지(잔고)들에 의해 제공된다. 이
것들은 반대 방향으로의 이전에 의해 청산되어야 하며, 그러므
로 이론적으로는 청산과정을 발전시킴으로써 완전히 그것들을
배제할 수 있다.
외환거래 그리고 최근 외환거래와 결합된 외환과 관련된 거
래에는 그와 같은 거의 모든 화폐의 이전을 서로 상쇄시키는 멋
진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바다에서 두 척의 배가
만나서, 그중 한 척은 런던에서 뉴욕으로 금을 가져가고 다른
한 척은 금을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져가는 것은 단지 예외적인
일일 뿐이다. 화폐의 국제적 이전은 일반적으로 단지 화폐에 대
한 수요와 화폐의 스톡 사이의 비율의 변동에 의해 통제되고 있
다. 이 변동들 중에서 가장 실제적 중요성을 지닌 것은 새로 주
조한 귀금속을 세계를 통해 분배하는 것으로, 런던이 자주 중개
상 역할을 떠맡았던 과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예외적인 원인으
로 인해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의 화폐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갑자기 변화하지 않는다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화폐의
이전은 특별히 엄청난 규모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변동들이 새로운 생산에 따른 화폐 스톡의 변동들만
큼 더 크지 않다고 가정되거나, 적어도 그런 변동들이 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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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을 크게 앞지르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점은 단지 개략적인 추정에 의해서만 지지를 받지만)
화폐의 구매력을 공통된 수준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움직임들
은 크게 보아 혹은 전적으로 화폐의 추가적 수량의 분배상의 변
동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경험적 근거에서 어떤 한 국가의 화폐에 대한 상대적 수요—
즉, 다른 국가들에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정도와 강도에 대비
된 그 나라의 화폐(이 용어는 앞으로 계속 광의로 이해될 것이다)에 대
한 수요의 정도와 강도—가 상대적으로 단기간 안에는 화폐와
신용수단 전체의 수량이 현재 수량의 아주 작은 비율 이하로 침
몰시킬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
다. 물론 그와 같은 추정은 필연적으로 다소간 자의적인 요소들
의 결합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에 의
해 나중에 전복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수량이 매우 보수적
으로 추정된다면, 그리고 만약 국제무역의 상태가 그 나라 안에
서 유통되는 신용수단의 수량이 그 추정된 수량을 넘어 증가하
지 않고 아무런 화폐증서도 발행되지 않는 한, 비록 단지 일시적
일지라도 국가 간 화폐의 이전을 필요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적정한 고려가 또한 이루어진다면, 상환기금(redemption fund)
의 축적은 완전히 불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될지 모른다. 신용수
단의 발행이 이 한계를 넘지 않는 한, 그리고 물론 그것이 기초
하고 있는 추정치의 정확성을 가정할 때, 신용수단의 상환에 대
한 아무 수요도 발생할 수 없다. 만약 예를 들어 은행권, 재무부
증권, 명목화폐, 그리고 독일에 지금 유통 중인 예금들의 수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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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대한 담보(cover)로서 은행들의 금고에 예치된 총액만큼
감소한다면, 그 화폐와 신용 시스템은 아무튼 변화되지 않을 것
이다. 따라서 화폐의 매개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사업을 거래할
수 있는 독일의 능력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249) 신용수단
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단지 화폐에 의해 보장되지 않은 은행권,
예금 등이다. 가격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를 묘사하는
것이 이 책의 이 부분의 과제이다—은 화폐에 의해 보장된 것들
이 아니라 단지 이런 것들뿐이다.
만약 유통 중인 신용수단의 수량이 외국무역의 추정할 수 있
는 최고 필요량에 의해 주어진 한계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유지
된다면, 만약 그 문제에 개입하는 추가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상환기금은 완전히 없어도 될 것이다. 이 상황은 다음과
같다. 만약 외국 지급을 위해 화폐 일정액이 필요했으며 화폐대
용물의 교환을 통해 그 총액을 획득하여야 했던 사람들이 단지
무수한 화폐교환 거래들—아마도 시간과 수고의 지출을 수반하
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절차는 그 어떤 비용을 들이게 하겠지만
—을 통해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화폐대용물과 화폐의
완전한 동등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전자가 할인되어 유
통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단지 이 이유로 인해, 비록
실제로 유통 중인 화폐수량이 외국과의 교역을 위해 충분하다
고 할지라도 일정액의 상환기금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부터 나오는 결론은 완전히 담보되는 증권과 완전히 지급보증

249) 이 사례는 1914년 이전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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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예금—원래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이런 형태의 화폐대
용물의 사용에 익숙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필요했던—은 오늘날
여전히 피상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신용수단
과 함께 보유되어야 한다. 전혀 화폐로 담보가 되지 않은 은행
권 혹은 예금통화—즉, 완전히 신용수단으로 이루어진—는 여전
히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만약 우리가 자족적인 은행들의 상환기금들을 가만히 쳐다보
면, 우리는 그 기금에서 상당히 불규칙적인 다양성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화폐대용물—특히 증권 형태로 발행되는—의 담보
의 종류와 수량은 상당히 다른 사고의 계열들로부터 구축된 일
련의 규칙들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중상주의적 용도에 의해 그리
고 부분적으로는 입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을 관찰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들을 말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야심에 찬 시스템이라는 명칭은, 대개 화폐와
신용수단의 속성에 관한 잘못된 견해에 근거하고 있는 경험적
규칙들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용수단의 발행은 자연
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인위적 제한에
의해 제약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모든 화폐정책에
깔려 있는 질문—즉, 불가피하게도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감축이라는 결과를 가진 신용수단의 무제한적 증가가 장려되어
야 하는가?—은 암묵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되고 있다.
신용수단의 유통에 대한 인위적 제한의 필요성—엄격하게 과
학적인 근거에서든 그리고 실제적인 편의성의 근거에서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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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은 19세기 전반(前半) 동안의 경제학적 탐구의 산물이
다. 여타 견해들에 대한 승리는—우리의 과학에서는 드물게 보
는 일이지만—수십 년의 생생한 토론을 끝냈으며, 동시에 신용
수단의 발행에서 불확실한 실험의 기간을 결론지었다. 그 이후
지나간 수년 동안, 그것이 기반했던 근거들이—때로는 잘못된
근거를 가진, 때로는 진정한 반대들에 근거한—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담보가 되지 않은 증권들의 발행을 제한한다는 원칙은
은행입법에서 기각되지 않았다. 비록 그 제한이 단지 증권의 형
태로 된 신용수단에 적용되며 예금의 형태로 된 점증하는 신용
수단의 발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 그것의
실질적 중요성을 수십 년 전에 비해 더 약화시키고 있다고 하더
라도, 오늘날에도 그것은 여전히 문명화된 국가들의 은행정책에
서 본질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신용수단의 제한은 또한 인도, 필리핀, 그리고 비록 다른 옷
을 걸치고 있지만, 그들을 모방한 국가들에서, 화폐와 신용 시
스템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상환기금
과 유통 중인 신용수단의 수량 사이에는 아무런 수량적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것을 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지 정
확하게 새로운 표준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신용수단의 수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라도, 기
술적 애로들에 봉착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정 주화의 형태를 띤
신용수단의 추가적 발행은, 명목주화(token coinage) 등의 발행이
다른 곳에서 규제되는 나라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에 권한
이 유보되었다(그것은 대개 특별한 입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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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수단에 대한 소위 은행방식의 담보
지급 가능성(solvency)과 유동성(liquidity)이라는 표현들은 그
것들이 은행의 상황에 적용될 때 언제나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
고 있다. 그것들은 때로는 동의어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통적 의견은 그것들을 두 가지 다른 상태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 두 개념들의 명확한 정의와 구분은 보통 시도되지 않고
있음은 인정되어야 한다.)

어떤 은행이 자산들을 현금화하면 필연적으로 적어도 모든
채권자들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결과를 줄 수 있게끔 자신의 자
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행을 지급 가능한(solvent)
상태라고 말한다. 유동성은 그 은행의 모든 채무를 완전하게뿐
만 아니라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즉, 채권자들로부터 지불
유예의 성격을 지닌 그 어떤 것도 요청할 필요가 없는—그 은행
의 자산상태를 일컫는다. 유동성은 특별한 유형의 지급 가능성
이다. 만기가 된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사람은 유동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비록 그가 3~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이자와
(그런 지연이 그동안 채권자에게 입힌) 여타 비용들과 함께 채무를

지불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아무런 의구심도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그런 지위는 불변이다.
예전부터 상법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사업의 전반적 운영
을 통해 유동성을 존중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 조건은 상인
의 삶에 특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누구든 채권자에게 채무
지급을 연기해 줄 것을 간청해야 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어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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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거절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사태를 만든다면, 비록 그
가 그 이후로는 자신의 모든 미해결 부채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사업의 명성을 위기에 처하게 한
것이다. 모든 사업들은, 우리가 이미 신용협상 은행들의 영업
원리로서 만났던 규칙, 즉 만기가 된 모든 청구권의 완전하고도
정확한 청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규칙
아래 놓여 있다.250)
신용발행 은행들로서는 신중한 행위(prudent conduct)라는 이
근본적인 규칙은 실현 불가능하다. 신용수단의 일부는 유통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발행된 신용수단의 이 부분으로부
터 야기되는 청구권들은 그 실행이 강제되지 않거나 최소한 동
시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 위에 설립되어 있다
는 것이 그 은행들의 속성 속에 들어 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고 채권자들이 카운터에 몰려드는 순간 신용발권
은행들은 붕괴될 운명에 처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여타 은
행들과 일반적인 사업들처럼 투자의 유동성을 목표로 삼을 수
없다. 그들은 정책의 목표를 지급가능의 상태에 두는 데 만족해
야 한다.
단기대부에 의한 신용수단의 발행의 담보가, 신용수단의 속성
과 기능에 특이하게 적합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되고, 그리
250) 15장 3절 이하를 보라. 그러나 이 “은행업에 적합한 담보의 원리”(principle
of the banking adequate cover)가 은행들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다른 사
업들에서도 유효하다는 사실은 종종 무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참고. Schulze-Gaevernitz, “Die deutsche Kreditbank,” Grundriss der
Sozialökonomik, Part V, section 2, pp.24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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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징적으로 은행방식의 담보’(characteristically banking type of
cover)라는 표현이 그 방법에 적용될 때, 이것은 관습적으로 간과

되고 있다.251) 그 까닭은, 유동성에 관한 일반적 규칙을 신용발
행 은행들의 특별한 상황에 일관되게 적용해 보면, 그것이 그러
한 은행들에 적합한 투자 시스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용발행 은행의 자산들이 단기어음들로 구성되는지 혹은 담보대
출(hypothecary loan)로 구성되는지는 일반적인 은행쇄도의 경우에
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만약 은행이 당장 대규모 화폐를 필요로

251) Wagner, System der Zettelbankpolitik (Freiburg, 1873), pp.240ff. 신용
은행의 영업과 관련한 ‘황금률’(the golden rule)은 다음의 유명한 문헌
에서 그 고전적 표현을 드러내고 있다. “황제 폐하의 명을 받아 프랑스
재무부장관 몰리앙 백작을 통해 프랑스 은행에 발송하는 1810년 5월
29일자 르아브르 청구서”(Note expédiée du Havre le 29 Mai 1810, à
la Banque de France, par ordre de S. M. l’Empereur, et par
l’entremise de M. le comte Mollien, ministre du Trésor)저자는 다음의
재출간물에서 인용하고 있다. Wolowski, La Question des Banques
[Paris, 1864], pp.83-87):
“은행은 항상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우선 은
행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주주
들에 대해서는 그들 각자가 출자한 자본의 몫을 서로 분배하게 함으로
서 대비해야 한다. 은행은 (자신이) 끝나지 않으려면, (부채를) 끝낼 준
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Il faut qu’une banque se maintienne en
état de se liquider à tout moment, d’abord, vis-à-vis des porteurs de
ses billets, par la réalisation de son portefeuille, et, apres les
porteurs de ses billets, viv-à-vis de ses actionnaires, par la
distribution à faire entre eux de la portion du capital fourni par
chacun d’eux. Pour ne jamais finir, une banque doit etre toujours
prête à finir)(p.87).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리앙(Mollien)은, “기한이 한두 달인 유효어음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은 단지 “3개월이라는 기
간 안에” 은행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잡범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
다. (ibid.,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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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은행은 단지 자산을 처분해서 그것을 획득할 수 있을
뿐이다. 공황에 빠진 일반 대중들이 은행권의 이행을 위해 혹은
예금들의 상환을 위해 은행의 카운터로 시끄럽게 몰려온다면,
그 은행으로서는 만기가 30일밖에 남지 않은 어음도 수년 동안
상환 받을 수 없는 주택저당채권보다 조금도 더 유용하지 않다.
그와 같은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들을 협상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여지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들에서는, 장기 혹은 심지
어 환매할 수 없는 청구권들조차도 단기 청구권에 비해 실현시
키기가 용이할지 모른다. 위기의 시기에는 정부연금과 주택저당
채권은 아마도 상업어음들보다 원매자를 찾기 쉬울지 모른다.
은행들이 누리는 대중들의 신뢰에 관한 한, 대부분의 국가들
에서 두 범주의 은행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발권
중앙은행—보통 은행권을 발행할 권리를 지닌 유일한 은행—은
정부에 의한 중앙은행의 부분적인 혹은 전반적인 관리와 그 은
행의 모든 활동들이 따라야 할 엄격한 통제 때문에, 예외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252) 중앙은행은 여타 신용발행 은행들—
수행해야 할 영업이 그와 같은 단순한 유형이 아닌, 자주 이윤
을 위해 책임질 수 있는 것보다 더 위험을 감수하는, 그리고 적
어도 일부 국가들에서는 신용의 협상, 신용수단의 발행을 통한
신용의 제공과 같은 원래의 은행의 영업 이외에도 예컨대 회사
설립의 영업과 같은 추가적인 일련의 사업들을 수행하는—에 비

252)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 아래 은행 시스템이 재정비되기 이
전 시기의 미국에서는 위기 발생기에는 청산소(clearing houses)의 회원
인 은행들의 조직들이 만들어져 중앙은행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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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더 큰 명성을 누린다. 2급 은행들은 어떤 상황들 아래에서는,
중앙은행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대중의 신뢰를
잃을지 모른다. 이 경우 그들은 그들을 대신하는 중앙은행으로
부터 신용을 확보하고 (그들의 자원들이 고갈된 다른 경우들에서 정말
은행들은 또한 그렇게 한다) 그렇게 그들의 채무들을 정확하게 전부

충족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유동성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매일 만기가 되는 그들의 채무들이, 중앙은행이 선불
에 대한 충분한 담보라고 간주하는 그런 자산들에 의해 균형이
맞춰지는 한에 있어서는, 이 은행들이 유동성의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부 은행들은 이런 의미에서조차 유동적이지 못
한 상태에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개별 국가들의 중앙은행
들은 유사하게 만약 그들이 단지 그들의 신용수단—해외의 자매
기관들에 의해 가능한 투자로 간주될—의 발행에 대해 그와 같
은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더라도 유동성의 지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조차 신용은행 시스템을 유
동성의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로 남을 것이다. 모든 은행들에 대한 신뢰의 동시적 상실은
필연적으로 일반적인 경제적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단기대부에 자산을 투자함으로써 어떤 은행이 상대적으로 짧
은 시간 안에 채권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이것은 신뢰의 상실에 직면해서 오로지 은행권과 예금의
보유자들이 동시에 그 은행에 그들에게 빚지고 있는 것을 즉각
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절한 것으로 판
명될 것이다. 그와 같은 가정은 별로 현실에서 있음직하지 않

154

화폐와 신용의 이론 (하)

다. 신뢰의 부족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신뢰부족이
존재한다. 유동성의 지위가 적어도 신용발행 은행들의 특별한
상황들과 관련해서 형식적으로는 확보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이 존재한다. 만약 그와 같은 은행들이 단지 그들이 언제든지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조건 아래에서 대부를 했
다면, 유동성의 문제는 물론 그들로서는 간단한 방식으로 해소
될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물론 문
제의 해결이 전혀 아니라 문제의 보류에 불과하다. 그 은행의
지위는 그 은행으로부터 빌린 사람들의 지위의 희생으로 겉보
기에 유동적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는 정확하게 동일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기 때
문이다. 은행의 채무자들은 빌린 돈을 그들의 금고 속에 넣어두
지 않고, 아마도 지체하지 않고 인출해 낼 수 없는 것이 확실한
생산적인 투자에 투입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혀 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해결불능의 상태인 채 남아 있다.

6. 단기담보(cover)의 중요성
신용발행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투자로서 단기대부를 선호
한다. 법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그
러나 아무튼 그들은 여론에 의해 이렇게 강제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선호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그러나 잘못 생각되고 있는 것
과는 달리, 신용수단이 상환되는 데 있어서의 더 큰 용이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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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이 심각한 충격들로부터 과거에 은행
신용 시스템을 유지했던 정책이었음은 사실이다. 그 정책을 무
사하면 언제나 보복을 당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에
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유들은 단기담보(short-term cover)의 주창자들이 습
관적으로 내세우는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이유들 중 하나로 덜 비중이 있는 것으로는 단기대부의
형태로 이루어진 투자는 장기투자에 비해 그 건전성을 판단하
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매우 많은 단기투자들에 비해 더 건전
한 무수한 장기투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어떤 투자의 건전성은, (은행이) 해야 할 일의 전부가 단지 특
히 다음 수주일(週日) 혹은 수개월 동안의 시장의 일반적 상황들
과 채무자의 상황들을 조사하는 것일 때가 그것이 수년 혹은 수
십 년의 문제일 때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큰 확실성을 가지고
판단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이미 언급하였다.253) 만약 신
용수단의 발행을 통한 신용의 제공이 짧은 시간이 지난 후 상환
되어야 하는 대부들로 제한된다면, 신용수단의 발행수량에는 어
떤 제한이 존재하게 된다. 신용발생 은행들로서는 단지 단기대부
만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규칙은 수 세기 동안의 경
험의 결과물이다. 그것이 언제나 오해되어 왔었던 것은 그것의
운명이었다. 그러나 비록 그렇더라도 그 규칙의 준수는 신용수단
의 발행을 제한하는 것을 돕는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253) 하권 117면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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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발행 은행들의 투자의 안정성
신용협상 은행들에 비해 신용발행 은행들이 건전성 문제의
해결이 더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니다. 만약 신용수단이 오로지
충분한 담보 위에서만 발행된다면, 그리고 만약 신중한 경영진
아래에서조차 손실들은 언제나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들
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보증기금(guarantee fund)이 그 은행의
주식자본(share-capital)으로부터 창출된다면, 그 은행은 비록 지불
약속에서 구체화한 기간 이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신
용수단을 완전히 상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보의 건전성은, 신용수단에 관한 한,
단지 부차적인 중요성을 띨 뿐이다. 그것은 적어도 어떤 의미에
서는 그들의 유통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신용수단은 심지어 아무런 담보도 없이 발행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이런 일은 국가가 명목화폐들을 발행하고 그들이
상환을 위한 특별기금에 그 주조차익을 헌납하지 않을 때, 발생
한다. (어떤 상황들 아래서는, 주화들의 금속적 가치 자체가 부분적 담보
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전체로서의 국가는 어떤 종류의 특별기금
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담보를 제공하는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 비록 신용수단이 완전히 그 발행자의 자산으로

담보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의 궁극적 발생이 아
니라 그것들의 상환의 시기가 의문인 경우, 이것은 그들의 유통
능력을 지지해 주는 어떤 종류의 영향력도 전혀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발행자가 그것들을 재빨리 상환할

제3부 화폐와 은행업

157

것이라는 예상에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간과했던 것이 장기주택채권(mortgage)과 같은 비(非)유
동성 자산들로 구성된 기금들을 통해 신용수단의 발행을 보장하
는 데 목표를 둔 모든 제안들과 실험들에 깔려 있는 오류이다.
만약 상환을 위해 제시된 화폐대용물들이 즉각 그리고 완전하게
화폐로 상환된다면, 이 상환에 필요한 현금준비를 넘어서는 아무
런 재화의 스톡도 신용수단과 화폐 간의 동등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그 화폐대용물들이 완전히 그리고
즉각 화폐로 상환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화폐와 동등하다고 계
산되지 않을 것이다. 그 까닭은 바로 언젠가 그 요구—그 화폐대
용물의 보유자들이 그 화폐대용물이 구체화하고 있는 청구권의
근거 위에서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어떤 재화들이 어디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그것들이 지칭하고 있는 화폐총액보다 더 낮게 가치를 평가 받
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상환은 의구심 속에 있고 기껏해
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화폐대용물이기를 중지할
것이다. 만약 그것들이 교환의 매개물로 계속 사용된다면, 그것
은 어떤 한 독립적인 가치평가를 받을 것이고, 더 이상 화폐대용
물이 아니라 신용화폐(credit money)이다.
신용화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즉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로
봉사하는—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청구권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금에 의한 ‘보장’(cover)은 불필요한 과잉의 것이다. 그 청구권
들이 (채무의 변제에) 제공되고 화폐로서 수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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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단순한 청구권들로서 그들에게 부여되는 가치를 넘어 교
환가치를 획득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기금은 그 문제에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보증과 그 목적들을 위한 기금들
에 관한 규제들의 중요성은 신용수단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
것들이 간접적으로 발행될 수 있는 수량에 제한을 만들어 낸다
는 사실에 있다.254)

8. 상환기금의 구성요소로서의 외국환어음
화폐대용물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의 결여로 인해 은행으로
되돌아온 화폐대용물의 상환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상환기금의
목적이 아니고, 단지 그 은행의 고객들에게 그 은행의 고객들이
아닌 사람들과 거래하는 데 필요한 교환의 매개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금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외부인
들과 거래를 하는 데 화폐가 아니면서도 화폐처럼 사용될 수 있
는 것들로 구성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이런 것들 속에는 외국
의 화폐대용물들뿐만 아니라 국제 청산 영업의 기초를 형성하
는 모든 청구권들, 예컨대 주로 외국 어음들—즉, 외국이라는 특
정 장소에서의 어음들이 포함된다. 화폐대용물의 발행은 그 은
행 고객들의 그 은행의 고객집단 안에서 교류하기 위한 (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에 의해 주어진 수량을 넘어서 증가될 수 없
254) Nicholson, A Treatise on Money and Essays on Present Monetary
Problems (Edinburgh, 1888), pp.6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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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로지 고객집단의 확장만이 그 유통의 확장을 향한 길을
준비할 수 있다. 국가의 발권중앙은행—그 영향력이 정치적 경
계에 의해 제한된—으로서는, 그와 같은 확장은 불가능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상환기금의 일부가 외국 은행권에 혹은
외국 어음들, 외국 수표들, 그리고 외국은행들에 예치된 단기예
금들에 투자된다면, 이 경우에는 은행이 그 고객들의 외국과의
거래를 위해 화폐 이외에는 아무것도 상환기금으로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그 은행들이 발행한 화폐대용물들 중 더 큰
비율이 신용수단으로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용
발행 은행은 심지어 그것이 발행한 거의 모든 화폐대용물들을
신용수단으로 변형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많은 국가들의 사적
은행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들은 그 자체가 화폐대용물들로 구성된 지불준비금을 보유함
으로써, 그들이 발행한 화폐대용물들의 즉각적인 상환을 위해
관습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단지 화폐대용물들을 담보하는 이것
들이 화폐증서들인 한에 있어서는, 발행된 화폐대용물들은 신용
수단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발권중앙은행들이 또한 화폐대용
물들과 외국 어음들을 그들의 전환기금들 속에 채택하기 시작
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금세공인(金細工人)들이 한때 그들에게 안전한 보관을 위해 맡
겨진 화폐의 일부를 빌려 주기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
은행들이 그들의 금속 스톡을 외국의 어음들과 여타 외국 신용
들에 투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한 사례가 함부르크 지로
은행에 의한 행동이었다. 그 은행은 습관적으로 지불준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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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런던의 어음들로 보유하였다. 19세기 마지막 4분기 동안
일련의 발권은행들이 이를 모방하였다. 그 은행들이 이 담보
(cover) 시스템을 수용한 것은 이윤에 대한 관심에서였다. 상환

기금의 일부를 외국 어음들과 여타 쉽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
는 외국 잔고들에 투자한 것은 준비금을 유지하는 비용을 줄이
려는 의도에서였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발권중앙은행이 외국 어
음으로 된 포트폴리오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했던 까닭
은 국내 할인영업이 충분히 수지가 맞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
었다.255) 일반적으로 말해, 이런 식으로 경비를 절약하려고 시
도했던 것은, 작고 재정적으로 취약했던 국가들의 발권중앙은행
들과 정부 상환기금들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 그러한 절차는 더욱 널리 모방되
었다. 상환기금 전체를 외국의 금(金) 청구권들에 투자하는 정책
이 보편적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만약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이 금환본위제(金換本位制)로 넘어가고 상환기금을 금이 아니라
외국의 금에 대한 청구권으로 보유한다면, 금은 더 이상 화폐적
목적들로는 전혀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금의 가치 중에서 화폐
로서의 사용에 근거했던 부분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외국 어
음에 투자한 상환기금을 가진 금환본위제도의 유지는 금본위제
전체의 토대를 허물어 버린다. 우리는 제20장에서 이 논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255) Kalkmann, “Holland’s Geldwesen im 29. Jahrhundert,” in Schmoller’s
Jahrbuch, Vol.25, pp.2249ff.; Witten, “Die Devisenpolitik der Nationalbank
von Belgien,” in ibid., Vol.42, pp.62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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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화폐, 신용 그리고 이자

1. 문제의 성격에 대해
이 장(章)의 목적은 유통되는 화폐의 수량과 이자율 수준 사
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화폐수량과 화폐수요 사이의 비
율의 변화가 화폐와 여타 경제재 사이의 교환비율의 수준에 영
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일어
난 상품가격의 변화들이 1차 재화와 고차(高次) 재화에 동일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일이 남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폐와 소비재 간 교환비율의 변동들만을 고려하였으며 화폐와
생산재 사이의 교환비율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 절차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소비재들의 가격의
결정이 기초적인 과정이며 생산재의 가치의 결정은 그것으로부
터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재 혹은 생산재는 그 가치를
그들을 사용하여 미래에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들의 가
치로부터 도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치는 장래의
제품들의 완전한 가치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며 보통 그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문다. 자본재의 가치가 그들의 예상되는 제
품들의 가치보다 작은 그 격차(margin)가 이자이다. 이자의 기원
은 현재재(現在財)와 미래재(未來財) 사이의 자연적인 차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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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6) 만약 화폐적 결정요인들에 기인한 가격변동들이 생산재
와 소비재를 서로 다른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그리고
그 가능성은 부주의하게 없는 것으로 치부될 수 없다—그렇다면
그것들은 이자율의 변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의해 제시된
문제는 비록 그것들이 보통 개별적으로 다루어지지만 두 번째
문제와 동일하다. 이자율이 신용수단을 발행하는 은행들의 신용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은행들이, 그들의 신용수
단을 발행할 능력 덕분에 가능해진 대부들에 대해, 그들에 의해
부과되는 이자율을—그 이자율이 그들의 대부영업의 기술적 운
영비용에 의해 정해진 한계에 이를 때까지—하락시킬 수 있는
가? 우리가 여기에서 직면한 이 질문은 은행신용의 무상(無償)적
성격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된 질문이다.
비전문가 집단에서는 이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풀린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화폐는 현재재의 판매에서 교환의 공통된 매개
물로서 기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미래재를 얻기 위한 현재재
의 교환 그리고 현재재를 얻기 위한 미래재의 교환에서도 이런
256) 이 장 전체를 통해 내가 뵘바베르크의 이자이론의 용어와 방법을 따르
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그 이론의 고수자라거나 그 이론이 이자 문제
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이 연구하는 주제에서 이자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자
세히 드러낼 여유가 없다. 그것은 너무 멀지 않은 장래에 출간되길 바
라는 다른 특별한 연구로 넘겨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뵘바
베르크의 저술에 근거해서 나의 주장을 전개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뵘바베르크의 위대한 업적은 지금까지 이자율의 문제를 다루었던
모든 사람들의 저술의 기초이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사람들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한 이해의 길을 처음으로 열어 준
사람이다. 그는 처음으로 이자율의 문제를 화폐가치의 문제와 연결시키
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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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을 촉진시키는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다. 생산과정에서 자본재와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가는 무엇보다 먼저 그것들을 구매할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직접교환을 통해 자본재를 이전하는 것
은 이제 통상적이지 않게 되었다. 자본가들은 생산자들에게 화
폐를 선불해 준다. 그러면 생산자는 그 화폐를 생산수단을 구매
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한다. 그들이 처분할 수 있는 자
본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가들은 생산재가 아니라 화폐를 필요
로 한다. 자본에 대한 수요는 화폐에 대한 수요의 모습을 띤다.
그러나 이것은 그 현상의 속성에 대해 우리를 속이지 못한다.
보통 화폐가 풍부하다든가 부족하다고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자
본이 풍부하든지 부족한 것이다. 화폐의 진정한 희소성 혹은 풍
부성은 공동체에서 직접적으로 감지될 수 없다. 즉, 그것은 화
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영향 그리고 그렇게 유발된 변동
의 결과들을 통해서가 아니면 느껴지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화폐의 효용은 순전히 그것의 구매력—그것은 언제나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그런 수준이다—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공동
체는 언제나 화폐의 사용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만족을
향유한다.
이것은 오랫동안 인식되지 못했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대개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상태에 의해 설정된 경계를 넘어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은 기업가는 화폐의 부족을 불평하기 쉽
다. 할인율이 상승하면, 이는 은행들의 인색함에 대한 새로운 불
평, 혹은 신용을 공여하는 은행들의 능력을 제한하는 규칙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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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입법자들의 불합리성에 대한 새로운 불평을 야기한다. 신용
수단의 증대는 모든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서 추
천된다. 인플레이션의 경향성에 대한 대중적 인기의 대부분은
이와 유사한 사고방식에 기초해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견해에
찬성하는 것은 단지 비전문가들만이 아니다. 데이비드 흄과 애
덤 스미스의 유명한 주장들이 제시된 이후, 전문가들은 이 점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57) 자본 스톡의
규모와 구성은 이자율의 수준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 이자율은 신용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만약 법률 조항들 때문에 그들의 손이 묶여있지만 않다면, 은행
들이 이자율을 올릴 필요 없이도 신용에 대한 가장 큰 수요들조
차도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것임을 보여 주려는 시도들이 새로운
저술가에 의해 거의 매년 출현한다.258)
통찰력이 약해서 꿰뚫어 볼 줄 모르는 피상적인 관찰자는 위
의 견해나 유사한 견해를 확인해 주는 많은 징조들을 발견할 것
이다. 발권은행들이 그들의 은행권 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된 수
량을 넘어설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껴서 할인율을 인상하려고 나
선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가장 즉각적인 원인은, 입법자들
이 만든 발권을 규제하는 법률 조항일 것이다. 소위 머니 마켓,
즉 단기자본투자 시장에서의 이자율의 일반적인 인상은 할인율
인상의 결과로서 발생하며, 적어도 발생해야 하는데, 이 할인율
257) Hume, op. cit., pp.303 if.; Smith, op. cit., Vol.II, pp.243ff.; 다음도
참고. J. S. Mill, op. cit., pp.296f.
258) 예를 들어 다음을 참고. George Schmidt, Kredit und Zins, Leipzig
1910, pp.3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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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상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겉모습을 지닌 채) 전국적 수준의 은행
정책이 맡아야 할 임무로 간주된다. 이런 할인율 인상에 비해
더 두드러진 현상은, 중앙은행들이 단지 은행 이자율(bank rate)
의 인상만으로는 머니 마켓(money market)에 바람직한 수준의 (자
금의) 일반적인 희소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을

넘어선다고 판단할 때 중앙은행들이 취하는 조치259)이다. 그들
은 여타 전국적인 신용발행 은행들에 의해 요구되는 이자율을
인상시키는 즉각적인 목적을 가진 조치들을 취한다. 영국 은행
(Bank of England)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콘솔 공채(상환기간이 없
는 영구공채)를 공개시장에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습관이 있으

며,260) 독일 라이히스방크(Reichsbank)는 재무부 증권을 할인을
위해 내어놓는 습관이 있다. 만약 이 방법들이, 그 방법들의 시
장에서의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만 고려
된 것이라면, 입법과 은행들의 자기추구 정책들이 이자율의 인
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
다. 경제생활의 복잡한 관계들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는 모든 그

259) 여기에서 의미하는 조치는 아래에 예를 들고 있는 영국 은행의 사례에
서처럼 공채의 공개시장 매각 혹은 매입을 통한, 즉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통화정책을 지칭하고 있다. 이런 조치가 은행 이자율 인상 혹은
인하보다 더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역자 주)
260) 그 거래는 ‘화폐 시장에서’(for money) 자신의 콘솔의 일부를 판매하고
즉각 콘솔들을 ‘계정으로’(on account) 구매하는 은행에 의해 실행된다.
계정(on-account)가격은 더 높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의 만기가 된 이자
율의 더 큰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격 간의 마진은 은행
이 대부에 대해 지불하는 보상을 나타낸다. 이것이 수반하는 비용은 은
행이 이제 대부영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사실로 보상이 된다. 다음
을 참고. Jaffé, Das englische Bankwesen, 2d ed.(Leipzig, 1910),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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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입법 조항들이 자본주의에 유리하고 생산자 계급들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들로 보이게 한다.261) 그러나 정통 은행정책
의 방어는 그들의 주장에 있어 위의 비판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
이 아니었다. ‘본위제의 보호’ 그리고 ‘지나친 투기의 통제’와 같
은 슬로건 뒤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대해 그들은 더 괄목할 만
한 통찰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 그들의 장황한 논의들은, 어떤
것도 증명할 능력이 결여된, 통계적 데이터들로 관대하게 꾸며
져 있고, 그들은 주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론의 큰 질문들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회피하고 있다. 최근의 은행정책에 관
한 무가치한 엄청난 분량의 출판물들 중에서 묘사적 성격의 일
부 뛰어난 업적들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소수의 명
예로운 예외들을 빼면, 그들의 이론에 대한 기여는 통화학파와
은행학파 사이의 대(大)논쟁에 의해 남겨진 기념저술에 비교될
수조차 없다. 은행 시스템의 이론에 관한 한 과거의 영국 저술
가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겠다는 결심 아래 이를 시도하였
다. 그들의 탐구들이 집중한 질문은 은행들의 신용제공에 한계
가 존재하는가 여부였다. 그것은 신용의 무상(無償)적 성격에
대한 질문과 동일하다. 그것은 이자율의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19세기의 첫 40년 동안 영국 은행(the Bank of
England)은, 할인율을 변경시킴으로써, 제공되는 신용의 수량을

단지 제한적인 정도로만 규제할 수 있었다. 1837년까지 제거되
지 않았던 이자율의 법률적 제한 때문에, 영국 은행은 할인율을

261) 예를 들어 다음을 참고. Arendt, Geld - Bank - Borse, Berlin, 1907,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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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로 올릴 수 없었다. 그리고 영국 은행은 이자율이 4% 이
하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262) 당시 자본시장의 상태
에 맞게 영국 은행이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는 최선의 수단은 할
인활동의 팽창과 수축이었다. 이것이 왜 은행이론에 관한 과거
저술가들이 대개 단지 은행권 유통의 증가와 감축만을 이야기하
는지—이것은 당시 상황들이 할인율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언급
을 정당화했던 이후에도 여전히 보유되고 있는 하나의 표현 양
식이다—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것은 그 문제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두 문제들 모두에서 쟁점이 되는 유일한 점은 은
행들이 가용 자본을 넘어서는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여부이다.263)
이 질문에 대해 양 학파들 모두 의견의 일치를 보이며 “그렇
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영국
저술가들은 경제활동의 속성에 대해 뛰어나게 깊은 이해를 가
지고 있었다. 그들은 당시의 이론적 저술들에 대한 철저한 지식
을, 그들 자신의 관찰들에 근거한 경제적 삶에 대한 통찰력과
결합하였다. 그들의 엄격하게 논리적인 훈련이 그들로 하여금
빠르고 쉽게 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해 내
고, 진리의 외부 껍질을 그 껍질이 둘러싸고 있는 진리의 핵심
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본질적인 것들을 보호하였다. 이자율의
262) Gilbart, The History, Principles and Practice of Banking, revised ed.
by Michie, London 1904, Vol.I. p.98.
263) Wicksell, Op. cit., p.74. 정말 당시의 저술가들조차도 자주 이자율의 변
화 문제를 실제로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 문헌을 참고. Tooke, op.
cit.,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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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에 관한 그들의 견해들은 상당히 나뉘어져 있으나—그들 중
다수는 사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매우 애매한 개념밖에 없었
는데, 이 문제의 중요성은 경제학의 발전의 다음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명시적이 되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경제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율의 수준은, 화폐에 대한 수요의 위축에 의해 야
기될지 모르는 생산적 목적들에 이용될 수 있는 재화들의 스톡
의 증가의 고려와는 별개로, 화폐(혹은 유통되는 여타 지급매개물)의
증가 혹은 감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음이 확실하다는 데
대해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는, 두 학파의 길은 갈라졌다. 투크, 플
라르턴,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은 은행들이 산업계의 필요를 넘
어서는 수준으로 은행권 발행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그 어떤 능
력을 가질 수 있음을 단호하게 부정하였다. 그들의 견해로는,
특정 시점에 은행이 발행한 지급의 매개물들은 경제계의 필요
조건들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절된다. 즉, 그 지급의 매개
물들의 도움으로, 당시 주어진 가격들의 수준 아래에서 이루어
져야 할 모든 지급들이, 기존의 화폐수량의 사용에 의해 청산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조절된다는 것이다. 유통이 포화되자마
자, 그 어떤 은행도, 그 은행이 발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든지 그
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은행의 자본으로부터 혹은 그 예금자
들의 자본으로부터가 아니면, 계속 신용을 제공할 수 없다.264)

264) Tooke, op. cit., pp.121ff.; Fullarton, op. cit., pp.82ff.; Wilson, op. cit.,
pp.67ff. 바그너는 그의 다음 문헌에서 위 저술가들의 사고들을 따르고
있다. Die Geld- und Kredittheorie der Peelschen Bankakte , pp.13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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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들은 오버스톤 경(Lord Overstone), 토렌스(Torrens), 그리고
여타 사람들—이들은 은행들이 그들의 은행권 발행을 자의적으
로 확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가정하면서 출
발했고, 시장의 교란된 균형이 그런 일이 있은 후 어떤 식으로
다시 균형을 재확립하는지 그 방식을 결정하고자 시도했다—의
견해와 직접적으로 반대된다.265) 통화학파는 화폐의 가치에 관
한, 그리고 신용의 제공이 상품들의 가격들과 이자율에 대해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그 자체로 완전한—을 제안했다. 그 원
칙들은 경제적 가치의 속성에 관한 지지될 수 없는 근본적인 견
해에 기초해 있었다. 화폐수량설의 통화학파식의 변형은 순전히
기계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학파는 확실히 이에 대해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이 그 당시의 경제원칙
을 넘어설 욕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화학
파의 탐구범위 내에서는, 그것은 극히 성공적이었다. 이 사실은
통화학파 이후에 출현해서 통화학파가 놓은 기초들 위에서 탐
구를 했던 사람들로부터 고맙게 여기는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
다. 이제 은행이론에 관한 모든 저술들의 전체 내용들의 일부가
되고 있는 통화학파의 영향력을 경시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이
점은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통화학파 시스템이 보인 단점
들은 그들의 반대자들의 비판적 예봉의 쉬운 목표물이 되었고
은행 원칙들의 고수자(固守者)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했다는 것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약 이것이 그들이 했던 것 전부라면,
265) Torrens, op. cit., pp.57ff.; Overstone, Tracts and other Publications
on Metallic and Paper Currency, London 1858, pa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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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들이 단지 스스로 통화원칙의 비판자로서만 선언했다면,
그들에 대해 이를 이유로 반대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
의 영향력에 대한 재난 같은 일은 그들이 화폐와 은행 시스템의
포괄적 이론을 창출했다고 주장하고 그 주제에 관한 그들의 부
언(附言)(obiter dicta)이 그와 같은 이론을 구성한다고 상상한다는
데 있다. 그 단점이 경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논리적 예리함
과 그 문제의 복잡함을 관통하는 깊은 통찰력은 부정할 수 없는
고전학파 이론 대신, 그들은 일련의 단언들—항상 정확성을 가
지고 형성되지 않았던 단언들과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단언들—
로 대체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멩거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의 과학(경제학)에 관습적이던 화폐문
제를 다루는 방법을 위한 길을 포장하였다.266)
플라르턴과 그의 제자들의 치명적 오류는, 심지어 태환 가능
한 은행권들도 영구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태를 지속할 수 있
으며 신용수단의 과잉—그 결과는 유통화폐 수량을 증가할 때의
결과와 유사하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비록 플라르턴이 주장한 것처럼, 대부로 발행된 은행권들은 그
대부의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그 은행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것은 우리에게 은행이 그 대부
의 반복적인 연장을 통해 유통 중인 은행권들을 유지할 수 있는
지의 질문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은행학파에
의해 취해진 입장의 핵심에 놓여 있는 단언, 즉 공공의 수요를

266) Wicksell, op. cit., pp.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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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은행권을 유통되게 만들고 영구적으
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단언은 지지될 수 없다. 왜냐하
면 신용에 대한 수요는 고정된 수량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자율이 떨어지면 팽창하며, 이자율이 올라가면 위축된다. 그
러나 명시적으로 대부 목적을 위해 창출된 신용수단으로 이루어
진 대부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율은 은행들에 의해 먼저 은행영업
에 사용된 자본의 한계효율에 의해 정해진 한계로까지, 즉 실제
적으로 영(零)까지 낮추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크(Tooke)
의 학파에 의해 지어진 건물 전체는 붕괴한다.
두 유명한 영국 학파들 사이의 논쟁의 역사적 전개를 보여
주는 것은 아무리 유혹적인 과제일지라도 우리의 과제가 아니
다. 우리는 크게 모욕받던 통화학파의 저술들이 일반적으로, 특
히 독일에서 가정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용하고 유익한 생
각들로 나아갈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반추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통화학파는 단지 투크와
뉴마르크(Newmarch)의 가격들의 역사(History of Prices), J. S. 밀
의 원리(Principles), 그리고 그들이 다루는 문제들의 속성에 대
한 이해가 결핍된 은행원칙(Banking Principle)의 독일식 유형과
같은 그 반대자들의 저술들을 통해 알려져 있다.
우리가 신용수단의 창출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이자율
수준에 대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는 화폐수량의 변동과 이자율의 변동 사이의 관계라는 문제에
대해 몇 면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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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폐 스톡과 화폐수요 간 비율의 변동, 이자율의 변동,
그리고 두 변동 간의 관계
화폐 스톡과 화폐수요 간 비율의 변동은 궁극적으로 이자율
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적으로 상
상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다. 이자율과, 시장에서의 거
래에 참여하는 개인들에 의해 보유된 화폐수량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의 사회적 분배에서의 이동을 통

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작동하는 간접적인 연계가 존재할 뿐이다.
화폐 스톡과 화폐에 대한 수요 사이의 비율의 변화,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사이의 교환비율의 변
동은 오로지 금속화폐가 고용되고 산업적 용도로 가용한 금속
의 수량에 변동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에 직접적인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비산업적 용도로 가용한 금속 수량의
증가 혹은 감소는 국민생존기금(the national subsistence fund)의 증
가 혹은 감소를 알리며 그래서 그것은 이자율의 수준에 영향을
준다. 이 현상의 실제적 중요성이 매우 사소하다는 것은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매일의 자본축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남아프리카에서 금의 발견들에 의해 야기된
생존기금의 증가분이 (혹은 새로 채광된 귀금속 전체가) 전적으로
산업적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면 발생했을 생존기금의 증가가 얼
마나 작은지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든지 상관
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로지 그 금속의 비화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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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와 연결된 현상임을 보여 주는 데 있다.
이제 화폐적 기능에 관한 한, 여기 모든 것이 추가적인 수량
의 화폐가 생산재와 소비재를 확보하는 데 균일하게 고용될 것
인지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은 긴 논의를 필요로 하
지 않는다. 만약 추가적 수량의 화폐가 소비재에 대한 수요와
고차의 상응하는 재화들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동일한 비율
로 증가시킨다면, 혹은 만약 화폐수량을 유통상태로부터 인출하
는 것이 이 수요들을 정확하게 동일한 비율로 감소시킨다면, 그
렇다면 그와 같은 변동들은 이자율의 수준에 영구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데 대해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소득과 재산권의 이동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 변동
의 본질적 결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소득
과 재산권의 분배상의 모든 변동은 이자율의 변동도 또한 수반한
다. 100만 크로넨의 총소득이 1,000명에게 분배되어 있다고 해보
자. 100명이 각각 2,800 크로넨을 받고, 900명이 800 크로넨을 각
각 얻는 방식으로 분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00명이

1,000 크로넨씩 각각 얻는 방식으로 분배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런 분배상의 차이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
로 말해, 큰 소득을 가진 개인들은 작은 소득을 가진 개인들에 비
해 미래에 대하여 더 나은 준비를 한다. 한 개인의 소득이 더 작
을수록, 미래재에 대비한 현재재에 그가 부여하는 프리미엄은 더
클 것이다. 역으로 증가된 번영은 미래에 대한 증가된 준비, 그리
고 미래재에 대한 더 높은 가치평가를 의미한다.267)
267) Fisher, The Rate of Interest, p.9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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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스톡과 화폐에 대한 수요 간 비율의 변동들은 오로지
그것들이 불러오는 재산과 소득의 분배에서의 이동을 통해서만
영구적으로 이자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소득과 재산의
분배가 저축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수정된다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현재재와 미래재의 가치 사이의 비율도
후자에 유리하게 수정될 것이다. 사실상 이자율의 결정을 도와
주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국민생존기금의 수준은, 저축의 증
가로 필연적으로 변경된다. 한 공동체에서의 생존수단의 기금이
클수록 이자율은 더 낮다.268) 이로부터 즉각 따라 나오는 결론
은 화폐 스톡과 화폐에 대한 수요 간의 비율의 특별한 변동들은
이자율의 수준에 동일한 효과를 준다고 언제나 인정될 수 없다.
즉, 화폐 스톡의 증가가 이자율의 하락을 초래하고 화폐 스톡의
감소가 그것을 증가하게 한다고 단언될 수 없다. 이 중 어느 쪽
결과가 발생하는지는 언제나 새로운 재산의 분배가 자본의 축
적에 유리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그것을 구
성하는 특별한 요인들의 상대적 수량적 비중에 따라 각 개별 경
우마다 다를 것이다. 실제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그것에
대해 어떤 확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들은 화폐에 대한 총수요와 화폐의 총 스톡 간의 비율의
변동에 의해 야기된 이자율에 대한 장기적 효과들이다. 그것들
은 소득과 재산의 분배에서의 이동—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에 의해 야기된—의 결과 발생하며 이 변동들만큼 영구적

268) Bohm-Bawerk, op. cit., II Abt. p.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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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이행기 동안 단지 일시적 성격을 가지는 이자율
의 여타 변동들도 발생한다. 이미 언급한 것이지만, 화폐의 교
환가치의 변동에 따라 일반적인 경제적 결과들이 발생하는 것
은 부분적으로는 그 변동들이 모든 곳에서 동시적으로 균일하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단지 점
차 시장 전체를 통해 확산되어 갈 뿐이라는 사실로부터 기인한
다. 이 과정이 계속되는 한 차별화된 이윤과 차별화된 손실들
이 발생할 것이며, 이 차별화된 이윤과 손실은 사실상 이로부터
소득과 재산의 분배상의 변동들이 발생하는 원천이다. 일반적
으로 처음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기업가들이다. 만약 화폐
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하락하면, 그 기업가는 이득을 본다. 왜
냐하면 그는 여전히 생산비의 일부를 더 높은 가격수준에 상응
하지 않는 가격들로 충당시킬 수 있는데 비해 다른 한편, 그는
제품을 그동안 발생한 변동들에 상응하는 수준의 (높아진) 가격
으로 처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화폐의 객관적 교
환가치가 상승한다면 기업가들은 손실을 본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제품들에 대해 가격수준의 하락에 상응하는 가격을 확보
할 수 있을 뿐인데 비해 생산비용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들에서
만 충족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경우, 기업가들의 소득들
은 이행기 중 증가한다. 둘째 경우, 그것들은 하락한다. 이것은
이자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 큰 이윤을 얻고
있는 기업가는 만약 필요하다면 기꺼이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
할 의사가 있을 것이고, 더 커진 이윤이라는 동일한 전망에 이
끌린 여타 잠재적 채무자들의 경쟁은 더 높은 이자율의 지불을

176

화폐와 신용의 이론 (하)

필요하게 만들 것이다. 사업이 나쁜 기업가는 단지 낮은 수준
의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고, 경쟁의 압력은 대부자들로
하여금 더 낮은 이자율에 만족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하락
하는 화폐가치는 상승하는 이자율과 손을 잡고 가며, 상승하는
화폐가치는 하락하는 이자율과 손잡는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
가치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한, 이것도 지속된다. 이것이 중지될
때, 이자율이 다시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의해 지시되는 수준으
로 회귀한다.269)
그래서 이자율의 변동들은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 스톡간
비율 변동의 즉각적인 결과로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율의 변
동은 오로지 재산의 사회적 배분의 이동—이것은 (화폐에 대한 수
요와 화폐 스톡간의 비율의 변동이 초래하는)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

가 변동하면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에 의해 만들어
진다. 게다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과 이자율의 변동
사이의 정확한 관계에 관한 자주 반복되는 질문은 불행한 개념
적 혼동을 드러낸다. 현재재와 미래재의 상대적 가치평가들의
변화들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과 다른 현상이 아니
다. 둘 다 모두 기존 경제조건들이 변환되는 하나의 과정—최종
적 분석으로는 동일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의 일부이다.
이제 그 과정에 대해 그것이 받을 자격이 있는 고려들을 해 나
가면서, 우리는 제2부에 포함된 주장에서 소홀히 한 것을 보충
하고 틈을 메울 것이다.

269) Fisher and Brown, op. cit., pp.5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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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형이자율과 화폐이자율 사이의 연결
신용수단의 발행에 의해 야기된 (광의의) 화폐 스톡의 증가
는 그 발행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산의 사회적 분배가 변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신용수단이 은행들에 의해 발행된다
면, 그 발행주체는 그가 받는 추가적인 부(富)를—그들이 직접
생산과정을 시작하고 수행하든 혹은 간접적으로 생산자들에게
빌려 주든 관계없이—순전히 생산적 목적들에 고용하는 경우에
는, 이 변화는 특히 자본의 축적에 유리하다. 그래서 일반적으
로 신용수단의 발행에 기인하는 현재재 공급 증가의 가장 즉각
적인 결과로서 발생하는 대부시장에서의 이자율의 하락은 부분
적으로는 영구적임에 틀림없다. 즉, 그것은 여타 사람들의 재산
의 감소에 의해 후일 야기되는 반응으로도 완전히 씻겨나가지
않을 것이다. 은행들에 의한 신용수단의 광범한 발행은 자본축
적의 강한 충동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이자율의 하락에 기여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지점에서 다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한편
으로는 신용수단의 발행의 증가 혹은 감소, 그리고 다른 한편으
로는 이자율의 감소 혹은 증가—신용수단의 증가 혹은 감소가
재산의 사회적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초래하
는—간에 그 어떤 직접적인 산술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단순히 다음과 같은 상황, 즉 한편으로는 재산의 재분
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 내의 기존의 재화 스톡
이 고용되는 방식에서의 차이들,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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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황으로부터 도출된다. 재산의 재분
배는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그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취했을 결
정과는 다른 결정을 하도록 만든다. 그들은 그들의 처분하에 있
는 재화들을 다른 방식으로 다룬다. 그들은 그것들을 현재의
(소비적) 고용과 미래 (생산적) 고용 간에 다르게 배분한다. 만약

개별 경제주체들이 재화들을 사용하는 용도가 변경되고 이 변
경들이 서로 상쇄되지 않고 한쪽 또는 다른 쪽 용도에 잉여를
남겨 놓는다면, 이것은 국민생존기금(national subsistence fund)의
크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국민생존기금의 규모의 변경
은, 이자율에 발생하는 변화의 가장 즉각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이미 보여 준 것처럼, 그것은 결코 광의의 화폐 스톡의 변동의
정도와 방향에 의해 모호하지 않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 분배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광의의 화폐
스톡의 변화와 이자율의 변화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확립될
수 없다. 사실 광의의 화폐 스톡의 증가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
라도, 그것이 신용수단의 증가에 의해 발생했는지 아니면 협의
(狹義)의 화폐 스톡의 증가에 의해 발생했는지 상관없이, 이자율

은 결코 영(零)으로 감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상태는 단지
(발생한)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의 이동이 국민생존기금을—더 생

산적인 ‘우회적’ 생산방법들을 채택함으로써 생산을 증가시킬
모든 가능성들이 소진될 정도로—증가시킬 때에 한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생산부문에서 생산의 시작시점과 그
제품의 향유 사이에 경과한 시간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의미하
며, 또 생산이 너무 수행되어서 제품의 가격들이 각 고용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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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요인들(primary factors)에 대해 단지 동일한 보수를 지불하기
에 꼭 충분할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매
우 내구적인 재화들에 관한 한, 영의 이자율 상태가 의미하는
것은 그 내구재들의 수량과 내구성이 너무나 엄청나게 증가해
서, 그 내구재들의 서비스가격(임대료)이 너무나 낮게 떨어져서
단지 그 투자의 할부상환금을 겨우 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택의 연간 임대료가 떨어져서 그 주택의
늘어난 내구연한이 끝날 무렵 연간 임대료들을 합한 총액이, 단
지 주택건설의 원래 비용과 동일한 총보수에 불과한 상황이 발
생하려면, 주택의 공급이 얼마나 증가되어야 하는지 그 정도를
개념화하기는 불가능하다. 하락하는 비용의 조건들 아래에서 어
떤 재화의 존속기간이 거의 무한정 증가할 수 있는 곳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재화의 서비스들은 실질적으로 자유재가 될 것
이다. 재산의 재분배에 뒤이어 나올 수 있는 국민생존기금 규모
의 증가가 결코 이 정도로 커질 수는 없음을 보여 주기 위해 엄
밀한 증명을 하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
런 획득할 수 없는 정확한 증명이 없이도 개입된 수량들을 추정
하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신용수단 유통의 증가에 의해
초래된 재산의 분배의 이동에 관해, 우리는 더 나아가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매우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전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 같다. 비록 우리는 이것을 연역적으로든 귀납적으로
든 증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교
적 합리적인 단언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있
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더 이상의 주장도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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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할 수 없는 명제들에 기초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들어갈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은행들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신용에 대한 이자율을 그들의 운영비용(예를 들어 은행권
제조비, 직원들의 봉급 등)을 넘어서는 어떤 수준으로도 낮출 수 있

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경
쟁의 힘이 여타 대부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례를 따를 필요가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다른 힘들—자
동적으로 이자율을 자본시장(즉, 현재재와 미래재가 서로 교환되는 시
장)의 상황들에 의해 결정되는 수준으로 복귀하게 만드는—이 작

동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이자율을 이 한계까지 낮추는 것은 완
전히 그 은행들의 능력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보통 ‘신용의 무상(無償)적 성격’(gratuitous nature of credit)이
라는 구호로 언급된다. 그것은 은행이론의 주요 문제이다.
그것은 중요한 이론적, 실제적 중요성이 자주 간과되는 문제
이다. 이에 대한 주요 책임은 이 문제가 제기되는 적절하지 못
한 방식에 있다. 현 시대에, 신용의 무상적 성격의 문제는 특별
히 실제적인 이슈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순수이론의 질문
들에 대한 경향성은 오늘날의 경제학자들 속에서는 별로 두드
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무시된 문제이다. 그러나 만
약 그 문제가 언급되는 방식을 조금만 변경하면, 심지어 일상사
와 관계된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이런 무시
가 정당화될 수 없음은 명백해진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
용수단의 신규 발행은 소득과 재산의 사회적 분포를 변경시킴
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자율에 변동을 가져온다. 그러나 대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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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온 새로운 신용수단은 또한 이자율에 직접적인 효과를 낸
다. 그들은 현재재의 추가적 공급이며, 결과적으로 이자율을 하
락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이자율에 대한 이 두 가지 효과들
사이의 연결은 명백하지 않다. 양자를 조화되게 혹은 아니게 하
는 힘들이 존재하는가? 현재재가 미래재와 교환되는 시장에 신
용수단의 공급이 증가하면 이것이 처음에는 (그 공급증가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분배의 변화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은 가장 높은 정도로 존재한다. 그 문제는 그런 단계에
머무르는가? 신용수단의 증가를 의심의 여지없이 뒤따를 이자의
즉각적인 하락이 최종적인 것인가 아닌가?
지금까지 이 문제가 경제학자들의 손에 다루어진 취급은 그
문제의 중요성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다. 그 진정한 속성은 대
부분 오해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처음부터 부정확하게 언
급되는 곳에서 해결을 위한 차후의 시도들이 성공적일 수 없었
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심지어 그 문제의 핵심을 정
확하게 이해하였던 소수의 이론가들조차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류에 빠졌다.
한 집단의 저술가들에게, 그 문제는 별로 어려울 것이 없어 보
였다. 은행들이 은행신용 영업에서 이자율을 그들의 운영비용들
에 의해 정해지는 한계로까지 낮추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부
터, 이 저술가들은 신용이 무상으로, 더 정확하게는, 거의 무상
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결론을 도출하면서, 그들의 원칙은 암묵적으로
이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그 원칙은 이자를 광의의 화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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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한다—참으로 수
긍하기 어려운 단순성을 보여 주는 견해이다. 과학적 비판가들
은 경멸스럽게 취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태도이다. 그것은 피상적으로 언급할 가치도 별로 없다. 그
러나 이자율의 속성에 관한 바로 이 견해들이 대중적 여론에서
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견해들이 끊임없이 새롭
게 제시되고 있으며 은행정책 수단의 기초로서 추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270)
그 문제에 대해 정통적, 과학적 견해가 보이는 태도도 지지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정통 과학적 견해는, 이 문제에서
은행주의 고수자(固守者)들이 정한 사례를 따르면서 그 문제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사실상 그것은 다르게 할
수 없다. 만약 유통되는 신용수단의 수량이 결코—위에서 정의
한 의미에서의—그 수요를 넘어설 수 없다는 의견이 유효하다
면, 은행들은 무상으로 신용을 제공할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물론 그들은 그들이 제공한 대부
의 주요 비용들을 넘어서는 수준의 변제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
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신용수단의 발행으로부
터의 이윤—그 은행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스스로 받았을—이
이제는 차입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본
적으로 그 문제를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견해에
270) 예를 들어 독일 은행개혁에 관한 가장 최근의 문헌, 일례로 위에서 인용
한 슈미트(Schmidt)의 저술(p.379 n.3을 참고. 역사적 연구서로는 Law,
Proudhon, Macleod, 그리고 여타 사람들이 이 원칙의 창시자와 고수자
로 간주되는 정도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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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자의적으로 유통되는 신용수단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것
은 그 은행들의 능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의 발행의
한계로 인해 은행들의 할인정책의 일반적 이자율에 대한 영향
력은 단지 작은 범위 안에 머물 것이다.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
은 신용발행 은행들에 의해 부과되는 이자율과 여타 신용거래
들에서 일반 경제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율 사이에는 단지
중요하지 않는 차이들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이 주장에서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를 발견할 기
회를 가졌다. 그 은행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유통되는 신용수단의
수량은 널리 인정되듯이 그 은행들이 받는 할인에 대한 요청들
의 숫자와 강도에 의해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요청들의 숫
자와 강도는 은행들의 신용정책과 독립적이지 않다. 대부에 대
해 부과되는 이자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은행들은 신용에 대한 수
요를 무한정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은행들—심지어 투크
와 플라르턴의 가장 정통적인 제자들조차 부정하지 않듯이—은
신용에 대한 이 수요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용수단의 발행을 자의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명백한 이유
로, 경쟁자들이 다르게 행동하는 한에 있어서는, 어떤 한 개별
은행은 이것을 할 입장에 있지 않다. 그러나 왜 어떤 한 격리된
공동체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모든 신용발행 은행들이, 함께 균
일한 절차에 의해 이 일을 할 수 없는지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
같다. 만약 우리가 단지 하나의 영업 중인 신용발행 은행이 존재
하는 어떤 격리된 공동체를 상상한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더
나아가 (정말 명백한 것이지만) 그 은행이 발행한 신용수단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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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화폐대용물로 사업에서 자유롭게 고
용될 수 있다면, 은행업에 관한 정통 이론의 단언들의 약점은 가
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의 신용수단의
발행에 대한 제한은 그 은행이 스스로 설정하는 것 이외에는 존
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지어 통화학파조차도 그 문제를 만족스런 방식으로
다루지 못했다. 통화학파는 단지 세계에 몇 개의 독립적인 집단
들의 은행들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에 이 은행들의 집단들이 모
두가 균일하고 평행하는 신용정책을 따르지는 않고 있다는 가
정에서 출발하여, 신용수단의 인플레이션의 결과들을 검토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보인다. (철저한 역사적 탐구를 하면 아
마도 다른 결론으로 이끌지 모른다.) 신용수단—19세기 전반(前半) 동

안 어떤 즉각적인 실제적 중요성도 거의 없었던—의 일반적 증
가의 경우는 그 탐구의 범위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통
화학파는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고려할 기회조차 가지
지 못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청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직
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심지어 빅셀(Wicksell)의 가장 주
목할 만한 시도조차도 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러나 적어도 그 문제를 명확하게 언급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빅셀은 자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 naturliche Kapitalzins)
혹은 실제 자본재가 화폐의 개입 없이 대부되었더라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었을 이자율, 그리고 화폐이자율(the Money
Rate of Interest, Geldzins) 혹은 화폐 혹은 화폐대용물로 된 대부에

대해 요구되고 지불되는 이자율을 구분한다. 화폐이자율과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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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화폐
이자율에 대해 이자율을 그들의 비용들에 의해 정해진 최소한
으로 내려가게 압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이에 따라 그들의 신
용수단의 발행수량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화폐이자율이 조만간 자연이자율 수준으로 돌아갈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문제는, 말하자면 어떤 방식으로 이
(화폐이자율과 자연이자율의) 궁극적 일치가 초래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271) 이 점까지 빅셀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의 주장은 모순을 불러일으킨다.
빅셀에 따르면, 언제나 그리고 모든 가능한 경제적 조건들 아
래에서, 그 수준에서는 상품가격들의 일반적 수준이 더 이상 위
로 혹은 아래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런 평균 화폐이자율의 수준이 존재한다. 그는 이것을 정상이자
율(normal rate of interest)이라고 부른다. 비록 어떤 이유들(우리의
현재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로 인해 두 이자율이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지배적인 자연이자율에 의
해 결정된다. 어떤 원인들로부터이든 상관없이 그 원인으로부
터 평균이자율이 정상이자율 아래에—어떤 정도만큼 아래이든
그리고 그 차이가 아무리 작더라도—있고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면, 누진적인 그리고 궁극적으로 엄청난 가격의 상승이 발
생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그는 말한다. (가격의 상승은 자연적으로
그 은행들이 조만간 이자율을 인상하게 만든다.)272) 이제, 가격의 상

271) Wicksell, op. cit., pp.vff.
272) Wicksell, op. cit., pp.vff., III; also, The Influence of the R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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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에 관한 한, 이것은 조건부로 양보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
은 여전히 왜 상품가격들의 일반적 상승이 은행들로 하여금 이
자율을 인상하도록 유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될 수 없는 채
남는다. 신용수단의 유통을 제한하는 규제들에서, 그 규제들이
입법되었든 혹은 상업적 관습에 의해 확립되었든 상관없이, 이
에 대한 동기가 있을 것임은 명백하다. 혹은 여타 은행들의 절
차에 대한 필요한 고려가 동일한 종류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빅셀이 말한 것처럼 단지 신용수단이 유통
중이며, 그 수량이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은
행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신용수단의 발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왜 증가하는 가격들과 대부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가 은행들로 하여금 대부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
율을 인상하도록 유도하는지를 알기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빅
셀조차도 이에 대해, 사업에서의 금 주화와 은행권의 필요성이
가격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더 커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그들이
빌려 준 총액을 되돌려 받지는 않으며 그 중 일부는 일반 대중
의 수중에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생각
해 낼 수 없었다. 그리고 은행 지불준비금은 결과적으로 고갈
되는 반면, 은행의 총부채는 증가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적으
로 은행들로 하여금 이자율을 올리게 유도한다.273) 그러나 이
주장에서 빅셀은 그가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가정을 모순

Interest on Prices (Economic Journal, Vol. XVIII, 1907), pp.213ff.
273) Wicksell, The Influence of the Rate of Interest on Prices, op. cit.,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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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만들고 있다. 그 현금준비 수준에 대한 고려와 신용수단
의 발행으로부터 초래되는 부채들에 대한 현금준비의 관계는
그가 묘사하는 가설적 은행의 관심사일 수 없다. 빅셀은 유통
이 전적으로 신용수단으로만 구성되고 있다는 그의 원래 가정
을 갑자기 잊은 것 같다. 그는 처음에는 올바르게도, 그 가정에
커다란 비중을 두었다.
빅셀은 신용수단의 유통에 대한 두 번째 한계를 지나가는 식
으로 우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는 자연이자율의 평균적인
수준에 상응하는 것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은행들이
산업적 용도를 위한 귀금속의 고용에 의해 정해진 한계에 봉착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화폐의 구매력이 너무나 낮다면, 그것은
금의 생산을 저해하고,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금의 산업적 소
비를 증가시키고, 소비가 생산을 초과하기 시작하는 순간 야기
될 (금의) 부족은 은행 현금준비금으로부터 메워져야 할 것이
다.274) 이것은 금속화폐가 고용될 때에는 완벽하게 옳다. 신용
수단의 증가는, 신용수단의 증가가 초래하는 화폐의 객관적 교
환가치의 감소가 그 금속의 화폐적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가치를 흡수하기 전에 정지되어야 한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
치가 그 금속의 산업적 용도의 가치 아래로 침몰하는 순간, 가
치의 추가적 하락은 (그것은 물론 화폐대용물의 구매력에도 동일한 정
도로 영향을 줄 것이다) 그 금속을 산업적 목적으로 필요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 금속의 더 값싼 공급원인 은행들의 카운터로 몰려

274) Wicksell, Geldzins und Guterpreise, p.10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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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만들 것이다. 은행들은 더 이상 발행을 확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객들이 단지 신용수단을 화폐로 교
환함으로써 이윤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 발행된 모든 신용수단은 즉각 그 은행들로 되돌아갈 것
이다.275) 그러나 이것을 보여 주는 것은 우리를 문제의 해결 쪽
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들어서게 해 주지 않는다. 그 물질—
그것으로부터 화폐가 만들어지는—의 하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
가 그 산업적 고용에 의해 정해지는 수준을 도달하는 순간, 신
용수단의 추가적인 발행이 제한되는 메커니즘은 물론 단지 상
품화폐의 경우에만 유효하다. 신용화폐의 경우, 단지 그 화폐에
구체화된 청구권이 상품화폐를 언급하는 경우에만 그것이 유효
하다. 그리고 법정화폐(fiat money)의 경우에는 그것은 결코 유효
하지 않다. 매우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요인이다. 이 한계는 먼
장래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효과적일 때에도 그
것은 신용수단의 발행을 증가시킬 상당한 여지를 여전히 남긴
다. 그러나 은행들이 대부에 대한 이자율을 이 넓은 한계들 안
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만큼 인하하는 것이 계속 가능하다는 결
론은 이것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다음에 나올 주장이 이를
증명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275) Walras, Etudes d’economie politique appliquee, pp.34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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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발행 은행들의 이자정책의 생산에 대한 영향
절차의 균일성을 가정하면, 신용발행 은행들은 신용수단의
발행을 무한정 늘릴 수 있다. 대부에 대한 이자율을 감소시킴으
로써 자본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고,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제외
하고는 대부를 제공하는 비용이 허용하는 정도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은행들의 능력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은행들은
대부시장에서 그들의 경쟁자들로 하여금 이자율을 그의 수준에
상응하게 인하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대부에 대한 이자율은 처
음에 신용발행 은행들에 의해 거의 영에 가깝게 내려갈 수 있
다. 이것은 물론, 오로지 신용수단이 일반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가정, 즉 그런 신뢰를 받고 있어서 만약 즉각적인 현금
상환의 약속이행의 요구가 그 은행들에 이루어지면(그것이 신용
수단의 속성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그 보유자들이 은행들의 건전

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가정 아래
에서만 사실이다. 이것을 가정하면 예금의 인출 혹은 은행권의
상환을 위한 제시가 유일하게 가능한 이유는, 그 개별 은행들의
고객의 서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불하기 위한 화폐에
대한 수요의 존재이다. 은행들은 화폐를 지불함으로써 반드시
그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 은행들의 신용수단은
—그 은행의 고객 중에는 동일한 은행의 다른 고객들이 그에게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이 경우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그래서 은행들이 화폐로 구성된 상환기금을 보유하여야
할 필연성은 없어진다. 그 자리는 다른 은행들의 신용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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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지불준비기금이 차지해도 된다. 만약 우리가 전 세계
신용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은행에 집중되어 있다고 상상한다
면, 이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더 이상 은행권의 제시나 예금의
인출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협의의 화폐에 대
한 수요 전체가 사라질지 모른다. 이런 가상들은 전혀 자의적이
지 않다. 신용수단의 유통이 오로지 발행주체들이 일반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가정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
았다. 왜냐하면 의구심이 조금 들면 이것이 즉각 신용유통을 포
함하고 있는, 카드로 만든 집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
다. 게다가 우리는 모든 신용발행 은행들이 그들의 신용수단의
유통을 최대한 확장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그들의 길 앞에 놓인 유일한 장애물은 일
반 대중의 저항이 아니라 법적 처방들과 은행권과 예금들의 담
보와 관련된 사업관습들이다. 만약 신용 시스템에 대한 아무런
자의적인 제한도 없다면, 그리고 만약 개별 신용발행 은행들이
병렬적(parallel) 절차에 동의할 수 있다면, 화폐사용의 완전한 중
지(cessation)는 시간의 문제일 뿐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논
의를 위의 가정에 기초를 두는 것은 완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제 만약 이 가정이 유효하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금속화
폐의 경우에 적용되는 이미 언급된 제한을 무시한다면, 실제적
으로 말하자면 신용수단의 발행에는 더 이상 아무런 한계도 존
재하지 않는다. 대부에 대한 이자율과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
의 수준은 오로지 은행들의 경상비용(running costs)—(논리적 필연
성은 없지만) 우연하게도 그것은 예외적으로 매우 낮은 최소한에

제3부 화폐와 은행업

191

불과하다—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은행들이 신용을 제공하는 조
건들을 완화시킴으로써, 은행들은 신용수단의 발행을 거의 무한
정 늘릴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화폐의 객관
적 교환가치의 하락에 의해 동반되어야 한다. 은행들의 신용수
단 발행의 결과인 화폐가치의 평가절하에 의해 취해진 그 과정
은 어느 정도 협의의 화폐 스톡의 증가의 경우에 그 과정이 취
하는 것으로부터 혹은 신용수단이 은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발행되는 경우 그 과정이 취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의 본질은 동일할 것이다. 왜냐하면 화폐의 객관
적 교환가치의 감소가 광산 소유자들로부터 혹은 법정화폐, 신
용화폐, 혹은 명목화폐(token money)를 발행하는 정부로부터, 혹
은 신규 발행된 신용수단을 대부의 형태로 그들의 처분 아래 가
지고 있는 사업체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는 문제
이기 때문이다.
신용수단이 정말 일반 대중의 불신을 일깨우지 않으면서 무
한정 증대될 수 있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한 고통스런 고려는 필
요 이상일 뿐만 아니라 한가하고 쓸모없는 일이다. 우리가 다루
고 있는 이론의 문제에서는 그것은 어떤 중요성도 가지기 어려
운 질문이다. 우리는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대부에 대한 이
자율이 거의 영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탐
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탐구는 화폐이자율과 자연이
자율 사이의 괴리—우리가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던—로부터 발
생하는 결과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이유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상품화폐의 시스템 아래서는 화폐의 객관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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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치가 그 금속의 산업적 용도에 의해 결정되는 수준으로 하
락한 이후에는 신용수단이 계속 증대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우
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만약 신용발행 은행들이 대부에 대한 이자율을 당시 전체 경
제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수준, 즉 빅셀의 자연이자율 아래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런 종류의 상황이 초래할 특별한 결과들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발생한다. 이제 이자율이 자연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런 두
이자율 사이의 괴리를 배제시키는 힘이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것인가?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전혀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첫눈에도 매우 흥미롭게 보이고, 우
리가 더 자세하게 검토한다면, 현대 경제활동의 많은 측면들을
이해하는 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임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는 신용수단의 발행 증가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철저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의
우리의 과제는 단지 신용발행 은행들의 일률적인 절차가 주어
져 있을 때 자연이자율과 화폐이자율이 상정할 수 있는 괴리의
일반적인 경제적 결과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명백히 단
지 은행들이 이자율을 자연이자율 아래로 내리는 경우를 고려
하기만 하면 된다. 반대의 경우, 즉 은행들에 의해 부과되는 이
자율이 자연이자율 위로 인상되는 경우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
만약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들은 대부시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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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으로부터 그 어떤 다른 두드러진 결과도 얻지 못한 채 단지
후퇴하게 될 것이다.
자연이자율의 수준은,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생산기간
의 장기화의 생산성, 그리고 정당화될 수 없는 생산기간의 추가
적인 장기화의 생산성에 의해 제한될 것이다. (자본의 도움으로 생
산기간의 장기화가 가능한데) 이런 자본의 단위에 대한 이자율은

언제나 그 정당화될 수 있는 장기화의 한계수익(marginal return)
보다 더 작아야 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장기화의 한계수익보다
는 더 커야 한다. 생산기간—그렇게 정의된—의 길이는, 한편으
로는 정확하게 전체 가용한 생존기금이 필요한 정도, 다른 한편
으로는 생산과정의 지속기간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
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더 짧
다면, 모든 노동자들은 더 이상 그 전체 생산기간 동안 (임금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는 고용되지 못한 경제적 요인들
의 급박한 공급제안일 것이며 이는 기존의 산업구조에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276) 이제 만약 대부에 대한 이자
율이 인위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힘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의해 확립되는 자연이자율 아래로 감소되었다면, 기업가들은 더
긴 생산기간을 시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유도된다. 더 긴 우
회적 생산과정들이 더 짧은 과정들보다 절대적으로 더 큰 수익
을 산출할 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들로부터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더 작다. 왜냐하면 비록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지

276) Bohm-Bawerk, op. cit., pp.61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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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 장기화가 정말 지속적인 수익의 증가를 가져다준다고 하
더라도, 어떤 점에 도달된 이후에는 그 증가의 폭 자체가 감소
하는 수량일 것이기 때문이다.277) 그래서 단지 이 작아진 추가
적 생산성이 여전히 그 기업가에게 유리할 때에 한에 더 긴 우
회적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에 대한 이자율
이 자연이자율과 일치하는 한, 그것은 그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
이다. 더 긴 생산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손실을 가져올 것이
다. 다른 한편, 대부에 대한 이자율의 인하는 반드시 평균 생산
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다. 오로지 새로운 우회적 생산과
정들이 출발되었다면, 신규 자본이 생산에 고용될 수 있음은 사
실이다. 그러나 시작된 모든 새로운 우회적 생산과정은 이미 출
발된 것들에 비해 더 우회적일 것임에 틀림없다. 기존에 출발된
것들에 비해 더 짧은 새로운 우회적 과정들은 가용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본은 물론 언제나 가용한 것 중 최단(最短) 우회적
생산과정—그런 과정이 최고의 수익을 낳는다—에 투자되기 때
문이다. 자본이 더 긴 과정들에 고용되는 것은 단지 모든 짧은
우회적 생산과정들이 활용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생산기간의 확대는 단지 생존수단이 노동자들과 기업
가들을 더 긴 기간에 지원해 줄 정도로 충분히 증가했거나 아니
면 생산자들의 욕구들이 충분히 감소해서 그들로 하여금 동일
한 생존의 수단이 더 긴 기간에도 충분하게 되었을 경우에만 실
제적이다. 이제 신용수단의 증가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277) Bohm-Bawerk, ibid., pp.l5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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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효과를 내는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를 초래한다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런 부의 재분배는 저축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이어
질 수도 있다.) 금속화폐가 고용되어 있을 때 화폐의 가치하락은

그것이 일부 금속의 화페적 용도에서 산업적 용도로의 전환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재화 스톡의 증가로 직접 이어질 수도 있
다. 이 요인들이 고려되는 한에 있어 신용수단의 증가는, 우리
가 필요하다면 보여 줄 수 있듯이, 정말 심지어 자연이자율의
하락까지 야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탐구해야 할 경우는 다른 것
이다. 우리는 신용수단의 증가에 의해 초래된 자연이자율의 감
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이자율보다 더 낮은 수준
으로 은행들에 의해 부과되는, (신용발행 은행들이 시작하고 필연적
으로 대부시장에서 나머지 주체들이 따르는) 화폐이자율의 감소에 관

심이 있다.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은행들의 능력에 대해서
는 이미 설명하였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간재들의 증가가 없었고 평균 생
산기간을 확대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시장에서 더
긴 생산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율이 확립되었다. 그래서 비록 최
종적 분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비실제적임에도 불구하고, 생
산기간의 확장이 당분간 이윤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있을
수 없다. 비록 생산에 고용된 자본재가 아직 소비재로 변형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위해 가용한 생존수단이 모두
고갈되는 시점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이자율의 하락이 저축
을 위한 동기를 약화시키고 그래서 자본의 축적의 속도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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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출수록 그 시점은 훨씬 더 빨리 찾아올 것이다. 생존수단은
생산과정의 전 기간에 걸쳐 노동자들을 유지시키기에 불충분한
것이 판명될 것이다. 생산과 소비는 계속되므로—그래서 매일
새로운 생산과정이 시작되고 다른 생산과정은 완성되고 있으므
로—이 상황은 소비재의 완전한 결핍이 갑자기 드러나서 인간
의 존재를 위기로 빠뜨리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소비를 위
해 가용한 재화의 감소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소비의 감소로
표현된다. 소비재의 시장가격들은 상승하며 생산재의 가격들은
하락한다.
그것은 대부시장이 은행들의 간섭에 의해 교란이 된 후에 시
장의 균형이 재확립되는 여러 방식들 가운데 하나이다. 은행들
이 자연이자율에 비해 더 낮게 대부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작할
때 만들어진 증가된 생산성은 처음에는 생산재의 가격들을 상
승하게 하는 반면, 소비재의 가격들도 비록 마찬가지로 상승하
기는 하지만, 단지 더 약화된 정도로만—즉, 단지 그 가격들이
임금의 상승에 의해 상승되는 한에 있어서만—상승한다. 그래서
은행들의 정책에서 기원하는 대부에 대한 이자율의 하락을 향
한 경향성은 처음에는 강화된다. 그러나 곧 반대 방향의 움직임
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소비재 가격들은 상승하고, 생산재 가격
들은 하락한다. 다시 말해 대부에 대한 이자율은 다시 상승하
며, 다시 자연이자율에 접근한다. 이 반대로의 움직임은, 이제
신용수단 수량의 증가에 내재된 광의의 화폐 스톡의 증가는 화
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에 의해 강화된다.
이제 이미 보여 준 것처럼, 화폐의 가치하락이 계속되는 한 대

제3부 화폐와 은행업

197

부에 대한 이자율은, 만약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변하지 않
았더라면 요구되고 지불되었을 수준을 상회하여 상승할 것에
틀림없다.278)
처음에 은행들은 아마 그들의 이자정책을 상쇄시키는 이 두
경향들에 대해 끊임없이 대부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율을 감소
하고 새로운 수량의 신용수단들을 유통시킴으로써 이에 반대하
려고 노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광의의 화폐 스톡을 더
많이 증가시킬수록, 화폐가치는 더 빠르게 하락하고, 이자율에
대한 역(逆)효과는 더 강해진다. 은행들이 신용유통을 확장하려
고 아무리 안간힘을 쓰더라도, 이자율의 상승을 정지시킬 수 없
다. 비록 그들이 신용수단의 수량을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까지 계속 증가시키기로 결심하고 있더라도, (사용 중인 화폐가 금
속화폐였고 그 한계—그 아래에서는 은행들이 현금상환을 유예하지 않고
서는 화폐와 신용단위의 구매력이 낮아질 수 없는—가 도달했기 때문인지
혹은 대부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율의 감소가 은행들의 운영경비들에 의해
정해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인지는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의도한

결과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신용수단의 홍수는, 그 중지가 예견될 수 없을 때,
필연적으로 화폐와 신용단위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이
어지고 더 나아가 끝을 알 수 없는 공황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
278) 하나가 다른 하나를 상쇄하게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두 동향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밀에 의해 강조되었는데(Mill, Principles pp.319ff.) 이
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야기된 이자율의 증가가, (만약 은행들에 의해
발행되었다면) 은행권의 추가적 발행이 (그리고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금의 추가적 수량이) 은행 이자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상쇄될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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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279) 그렇게 되면, 대부에 대한 이자율도 역시 필연적으
로 유사한 정도와 방식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은행들은 궁극적으로 자연이자율을 더 낮추려는 안간
힘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차 재화의 가격들과 더 높은 고
차재 사이의 비율은 자본시장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만 은행들의 간섭에
의해 교란될 수 있다.) 이 비율은 대략적으로 다시 확립될 것이다.

그리고 화폐 측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요인들에 따른 유일하게
남은 교란의 흔적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일반적 상승일
것이다. 과거의 생산재와 소비재간 가격비율들의 정확한 재확립
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 까닭은 한편으로는 은행들의 간섭
이 재산의 재분배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
부 시장의 자동적인 회복은—지나치게 확장된 생산의 우회적 생
산과정에 투자된 자본의 일부가 손실되었다는 신호인—일부 위
기의 현상을 내포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산재를 이윤을 낳
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용도들로부터 여타 용도들로 이전하
는 것은 실제적이지 않다. 그들 중 일부는 인출될 수 없고 그러
므로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지거나 적어도 덜 경제
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치의 손실
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은행신용의 인위적 확장이 단지 4퍼센
트의 순 이윤을 만들어 내는 사업의 설립에 책임이 있다고 가정
해 보자. 대부에 대한 이자율이 4.5퍼센트인 한에 있어서는, 그
와 같은 사업의 시작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사
업이 가능해진 것이 신용수단 발행의 확장에 의해 이자율이 3.5
279) 상권 350~356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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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로 하락한 때문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위에
서 묘사된 방식으로 시작될 반응을 가정해 보자. 대부이자율이

4.5퍼센트로 다시 상승한다.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이윤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사업이 완전히 정지될
지 혹은 그 사업이 기업가들이 더 작은 이윤을 가지고 꾸려가기
로 결정한 후 계속 수행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일이 발생
하든, 어떤 경우이든, 개인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관
점에서도 가치의 손실이 있었다. 더 중요한 욕구들을 만족시켰
을지 몰랐을 경제재가 실제로는 덜 중요한 욕구들의 만족을 위
해 고용되었다. 단지 이미 이루어진 실수들이 다른 길로의 전환
을 통해 교정될 수 있을 경우에만 손실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
다.

5. 신용과 경제위기
우리의 은행이론은 통화원칙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궁극적
으로 경기변동의 이론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통화학파가 이 문
제를 철저하게 탐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통화학파는 신용
발행 은행들 측에서의 제약되지 않은 신용확장으로부터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통화학파는 은행들이
영구적으로 자연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통화학파는 덜 야심적인 목표를 세우고 만약
어떤 한 나라의 은행들이 신용수단의 발행을 다른 나라들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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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들에 비해 더 확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의문
을 제기하는 정도로 만족하였다. 그래서 통화학파는 ‘외부 유출’
(external drain)의 원칙에 도달하였으며 19세기 중반에 발생했던

영국의 위기들의 설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만약 우리의 위기의 원칙(doctrine of crises)이 더 최근의 역사
에 적용되려면, 은행들이 신용을 확장하고 신용수단의 발행을
팽창하는 데 있어 그들이 할 수 있었을 만큼 멀리 가지 않았음
이 지켜져야 한다. 그들은 언제나 이 한계를 도달하기 훨씬 이
전에—그들 자신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전의 위기들을 잊지 않았
던 모든 사람들의 측면에서 커지는 불안감 때문인지 혹은 그들
이 신용수단의 최대한의 유통규모에 관한 입법적 규제들에 순
응해야 했기 때문인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떠났다. 그리고 그
들이 붕괴할 필요가 있기 이전에 위기가 발생하였다. 우리가 아
무튼 대부의 제한이 경제위기들의 원인이라고 혹은 적어도 경
제위기들의 직접적인 도화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사
실이라는 언급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이다. 만
약 은행들이 단지 대부에 대한 이자율을 계속 감소시킨다면 그
들이 시장의 붕괴를 계속 연기시킬 수 있었다는 언급도 마찬가
지이다. 만약 그 강조점이 ‘연기’시킨다는 단어에 찍힌다면, 이
런 계열의 주장은 더 이상의 법석을 떨지 않으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은행들은 그 붕괴를 연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
상의 신용수단의 유통을 확장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순간
이 궁극적으로는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재난이 발생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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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더 나쁠 것이며, 시장의 공격적 투자 경향에 정반대되는
쪽으로의 반작용은 더 강해질 것이다. 대부에 대한 이자율이 자
연이자율 수준을 하회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본시장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생산과정의 우회적 정도도 더 크게 채택되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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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신용정책의 문제들

Ⅰ. 서론적 언급

1. 신용정책의 충돌
통화학파(the Currency School)의 시대 이후, 신용수단의 발행
에 관해 유럽과 미국의 정부에 의해 채택된 정책은 전체적으로
다음의 개념에 의해 인도되었다. 그 개념이란 바로 은행들이—
종국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절정에 달하게 될—가격의 상승을 일
으킬 정도로 신용수단의 발행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은행에 대해 일종의 제한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반대되는 목표들에 의
해 계속 파기되었다. 신용정책을 통해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려
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싼 화폐’(즉, 낮은 이자)와 ‘합리적인’(즉,
높은) 가격들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20세기 시작부터, 이런 노력

들은 두드러지게 힘을 얻었다. 전쟁 동안, 그리고 전후 약간의
기간에 그런 노력들이 지배적인 목표들이었다.
신용정책의 이상한 부침들은 과거에 신용정책이 풀고자 했던
실제 과제들과 미래에 풀어야 할 과제들을 다시 회고해 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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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는 묘사할 수 없다. 비록 그 문제들 자체는 언제나 동일할지
라도, 그 문제들이 취하는 형태는 변한다. 그리고 우리의 과제가
그 문제들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겨내는 것이라는 바로 그 이유
로 인해 우리는 먼저 그들을 오늘날의 옷차림으로 입혀 놓고 연
구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우리는 먼저 전쟁 전에 그들이 보여줬
던 모습으로서, 그러고 나서 전쟁 직후의 시기에 그것들이 취했
던 모습으로서 드러냈던 문제들을 별도로 고려할 것이다.280)

Ⅱ. 전쟁 전의 신용정책의 문제들281)

2. 필 조례
필의 은행법(Peel’s Bank Act)과 그 법이 기초하고 있는 개념
들은 여전히 오늘날 신용정책이 궁극적으로 지배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심지어 영국 은행입법의 사례를 따르지 않는,
혹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그렇게 충실하게 따르지 않는 국가
들조차도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상한 현상에 직면해 있다.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문헌
들은 고정된 할당량만큼 금속에 의해 담보되지 않은 증서를 발
행하는 시스템에 대해 가장 격렬하고 열정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고, 또 필 조례를 잘못된 이론의 불행한 입법적 산물이라고
280) 그 후 일어난 문제들에 대한 언급은 23-31 페이지 참조.
281) [편집자 서문 2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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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차게 부르고 있고 통화원리가 계속해서 이미 논파된 잘못
된 가설체계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
로는 하나의 입법에 이은 또 다른 입법이 무담보 은행권의 발행
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놀랍게도,
정부 측에서의 이 조치가 은행학파의 이론에 대한 그들의 견해
로 인해 논리적으로 가장 격심하게 무담보 은행권 발행 제한 조
치를 저주하였을 사람들로부터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비판을 불러오지 않았다. 은행권의 과다 발행의 가능성을 부인
하고 ‘탄력성’을 그들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하는 은행 원칙으
로부터 출발한다면, 그 은행권이 화폐에 의해 담보가 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은행권 유통에 대한 어떤 제약도 필연적
으로 유해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제약은 은
행권 발행의 주요한 기능, 즉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변화시
키지 않으면서 화폐 스톡과 화폐에 대한 수요 사이에 조정을 해
주는 장치(contrivance)로서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
이다. 투크의 추종자들에게도 금속에 의해 담보되지 않은, 유통
중인 은행권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해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은 바람직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그들은 금속
스톡과 은행권 유통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치를 비난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저술가들의 이론적 주장들
과 그들이 이 주장들로부터 도출하는 실용적 결론들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심각하게 여겨질 필요가
있는 그 어떤 저술가도 무담보 은행권 발행을 제한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근본적으로 교란시킬지 모르는 제안들을 감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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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하지 않는다. 단 한 사람도 확정적으로 그들의 완전한
철폐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비(非)일관성만큼 현대 은행이론
의 내재적 불확실성과 독립성의 부족을 더 잘 보여 주는 것은
없다. 심각한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은행권 발행이 어떤
방법으로든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은행정
책의 문제에서 정부 지혜의 본질로 수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반대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는 과학도 언제나 이
도그마에 양보함으로써 끝난다. 그 도그마는 오늘날 아무도 증
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를 논박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보수주의가 그들로 하여금 지적(知的) 경
연장—수년 동안 계속되었고 거기에 당시 최고의 지성들이 참여
했던—에서 기념비로 서 있는 법률에 간섭하기를 방해하고 있
다. 그리고 세계의 대표적인 은행(영국 은행)의 사례가 모든 다른
은행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세대에 걸친 경제학자들의 결
론들은—실제 은행 경험의 결과로 간주되던—의견들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다.
많은 심각한 오류들이 통화원리에 포함되어 있다. 가장 심각
한 것은 은행권과 은행예금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의 실패에 놓
여 있다.282) 반대자들은 능란하게 그 시스템 속의 이 약점들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가장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었다.283) 그러나
282) 다음을 참고. Torrens, The Principles and Practical Operation of Sir
Robert Peel’s Act of 1844 Explained and Defended, 2nd ed.(London,
1857), pp.8ff.
283) 다음을 참고. Tooke, An Inquiry into the Currency Principle (London,
1844), pp.2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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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학파의 원칙은 수표와 예금의 속성에 대한 그 견해에 의해
그대로 서 있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은행원리를 고수하는 사람
들의 공격을 잠재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정하는 것으로 충분
하다. 즉, 은행권의 발행에 관한 통화학파의 명제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또한 예금계좌의 개설에 적용한다. 이 점에 대한 통화
학파의 실수는, 은행학파가 저지른 실수에 비하면 그 중요성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의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은행영업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의 기초들
이 형성되고 있던 당시 영국 예금 시스템의 상대적으로 후진적
인 발달상태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더 나아가 은행
권에 의한 지급과 수표에 의한 지급 사이의 법적 가치들이 쉽게
실수를 야기할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무튼 용서될 수
없는 실수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필 조례에 관한 한, 그런 실수를 만들어 낸 그 이론의
바로 이 단점은 유리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그것은 그 체계
속에 안전밸브를 포함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안전밸브가 없었더
라면 사업의 필요조건에서의 뒤이은 증가를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필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오류는—은행권의 유통을 제한
함으로써 진행하는 모든 여타 시스템들과 공유하는—그것이 광
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동반하는, 금속에 의해 담보되
지 않은 은행권의 할당량(쿼터)의 확대를 예견하지 못한 데 있
다. 과거에 관한 한, 그 조례는 특정 수량의 신용수단의 창출과
이것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결정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
을 비준하였다. 그것은 이 신용수단의 발행의 효과를 상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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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시장을 충격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것은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신용
수단의 발행을 통해 화폐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모든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상승을 완화시키거나
전적으로 방지할 모든 미래의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이것은 신
용수단의 창출을 완전히 억제하고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안정화에 대한 모든 부수적 이점들을 포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에 해당한다. 그것은, 그 본질에 있어 모든 신용수단을 일언
지하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제안과 거의 전혀 다르지 않는, 보복
적인 영웅적 치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이론가들의 계산에는 무엇인가 간과
된 것이 있다. 그들은 무담보 예금들이 크게 보아 무담보 은행
권과 마찬가지임을 깨닫지 못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무담보 예
금에 대해 은행권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을 빠트렸
다. 신용수단의 발달이 은행권의 발행에 달려 있는 한, 필의 조
례는 완전히 그것을 제한하였다. 그것이 예금계좌의 개설에 달
려있는 한, 그것은 전혀 간섭을 받지 않았다. 런던과 그 주변에
서의 발권의 권리는 영국 은행의 배타적 특권이었다는 상황으
로 인해 영국의 은행 시스템의 기법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발전
하고 있었는데, 예금에 대한 간섭 부재는 그 기법들이 더욱 이
방향으로 발달하게 만들었다. 예금 시스템은 은행권 시스템의
희생으로 발달하였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것은 상관없는 일이
다. 왜냐하면 은행권과 예금은 둘 다 동일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의 조례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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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그 창안자들이 의도했던 정도와 방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
하지 못했다. 신용수단은 은행권의 형태로는 억제되었지만, 예
금의 형태로 발달하였다.
은행업에 관한 독일 저술가들이 은행권과 예금 간의 근본적
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견해를 견지했음은 사실이다. 그
러나 그들은 주장(contention)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은행권 대 수표라는 이 특별한 질문—수년간 모든 논의의 핵심
이슈였던—과 관련된 부분보다 더 독일 은행이론의 내재적 약
점이 더 명백한 분야는 없다. 그들처럼 영국 은행학파로부터
은행권과 수표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배웠고 이 점을
습관적으로 강조하는284) 사람은 누구라도, 적어도 은행권 시스
템이 예금은행과 수표—그리고 이와 연관된 당좌계좌, 장부신
용, 그리고 청산소라는 시스템—에 비해 ‘신용경제의 초기의 낮
은 단계’를 대변한다는 단언을 지지해 주는 자세한 증명을 기꺼
이 제공하여야 한다.285) 확실히 영국과 미국에 대한 참조는 이
단언의 정확성에 대한 증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필
조례와 일반적인 은행권 발행의 제한에 대한 확고한 반대자의
입에서 나온 것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앵글로색슨 국가들
에서의 예금 시스템의 커다란 중요성과 은행권(銀行券)의 감소하
는 상대적 중요성은 필 조례의 산물이다. 그 결과, 은행이론에
관한 독일 문헌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모순들로 가득 차

284) 다음을 참고. Wagner, “Banknotes,” in Rentzsch, Handworterbuch der
Volkswirtschaftslehre (Leipzig, 1866) p.91.
285) 앞의 책 p.201에서 Wagner, “Kredi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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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286)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은행권의 억압—서로 다른 방식으
로 그리고 서로 다른 이유들로 인해, 그러나 동일한 근본적인 생
각들의 결과로서—그리고 그 억압에 상응하는 예금의 중요성의
성장, 그리고 여기에 더 보태진 상황—즉, 예금은행의 조직이 위
험한 위기 동안 일반 대중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건전
성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상황—은 심각한 교란으로 이끌었다. 영
국에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행권에 대한 신뢰는 유지되는
반면, 예금의 형태로 신용수단을 유통하는 은행들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는 일이 반복해서 벌어졌다. 그와 같은 국민 사업조직의
일부의 붕괴가 확실하게 포함했을 결과들이 회피되었던 조치들
은 잘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그 자신의 은행권의 발행을 증가
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영국 은행에 의해 대규모의 신용수단
의 부족에 기인한 (화폐) 유통의 틈을 메우려는 시도가 있었다.
미국에서는—법이 이 해결방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청산소 증서(clearinghouse certificates)가 동일한 목적에 봉사하였
다.287) 두 국가 모두에서, 이 장치에 입법적 기초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로우의 법안(Lowe’s bill)은 통과되지 못
했으며, 심지어 미국에서 올드리치브린란드 조례(Aldrich-Vreeland
Act)의 법안도 단지 부분적인 성공만을 거두었다.288)

286) 슘페터의 이 모순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참고. Weltwirtschaftlche Studien
(Leipzig, 1911), pp.62ff.
287) Cannon, Clearinghouses: Their History, Methods and Administration
(New York, 1900), pp.79ff.
288)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은 그 후 미국에서 금융공황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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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유통을 제한하는 많은 시스템 중 그 어떤 것도, 신용
수단의 추가적 창출에 대해 극복할 수 없는 방해물을 설치할 능
력이 궁극적으로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 점은 은행권의 모
습을 띤 신용수단의 새로운 발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던 필 조
례에도 적용될 뿐 아니라, (필 조례와는 달리) 화폐에 의해 담보되
지 않은 은행권의 증대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여지를 남겨 두었
던, 여타 국가들의 발권은행 입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말하자
면 1844년의 영국의 조례와 1875년의 독일의 조례 간에는 근본
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전자는 언제나 금속에 의해 담보되
지 않은 은행권 유통의 할당량을 엄격하게 고정하지만, 후자는,
그것이 단지 은행권 유통의 특정 비율에 대해서만 금속에 의한
담보가 제공될 것을 요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
한다는 점에서, 특정 한계 안에서는 미래에 은행권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신용수단의
발행을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된 여지의 범위에 달려있다. 만약
무담보 은행권 유통의 확장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 범위가 넓었더라면, 독일의 법률은 영국의 법률과는 근본적
으로 다른 결과들을 초래했을 것이다. (독일의 법률과 동일한 원리
에 근거한 여타 법률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법률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유통을 다른 방식으로 제한하고 시도하는 법률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법
률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사실 독일 법률은 이런 일이 벌어

지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았음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두 법률
사이의 차이는 단지 정도의 차이였을 뿐, 종류의 차이는 아니었
화하기 위해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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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모든 법률들은 은행권의 형태로 된 신용수단의 발행을
제한하였지만 예금의 형태로 된 신용수단의 발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은행권의 발행을 더 어렵게 만들자
이것이 필연적으로 예금의 사용을 증대시켰다. 은행권 대신, 예
금계좌가 두드러진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런 변화는 신용 시스
템의 발달에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었다. 은행권은
예금보다 중간규모와 소규모거래들에서 기술적으로 우월하다.
(그런 규모의 거래여서) 은행권이 화폐대용물로 사용되었을 많은

경우들에 수표 혹은 청산이전(clearing transfers)은 사용될 수 없었
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은행권 형태의 신용수단의
발행제한은 신용수단 전반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미합중국 법률은 예금 형태의 신용수단의 발행
도 제약하였다. 그러나 이런 제약은 단지 일부 은행들, 즉 여러
주(州)에서 영업을 하는 내셔널뱅크에만 적용되었고, 그 결과 이
제약은 미국의 예금영업을, 미국과 유사한 규제들이 전혀 확립
되지 않았던 여타 국가들의 예금영업과 확연히 구분되게 만들
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신용수단의 무제한적인 확장을 가로막는 진정한 장애물은 은
행권 발행의 법률적 제한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
한은 결국 단지 특정한 종류의 신용수단에만 영향을 준다.) 중앙집권화

된 세계은행의 부재, 혹은 모든 신용발행 은행들 측의 일률적
절차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은행들이 그들 사이에 신용의 확
대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한, 신용수단의 유통은 정말
천천히 증가될 수 있을 뿐이지, 일망타진 식으로 증가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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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개별 은행은 단지 조그만 발자국을 앞으로 뗄 수 있을
뿐이고, 그런 다음 다른 은행들이 자신의 사례를 따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모든 은행은 다른 은행들의 이자율 정책에 맞추
어 자신의 이자율 정책을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

3. 할인정책의 속성
발권중앙은행들의 할인정책의 속성에 대해 가장 애매하고
부정확한 개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마치 그와 같은 목적을 위
해 희생을 하는 것이 그 은행들에게 유리하다는 듯이, 그들의
주요한 과업이 현금준비금의 보호라고 자주 말해지고 있다. 그
러나 이에 못지않게 널리 퍼져 있는 견해는, 바로 다른 은행들
의 상황들을 감안하는 할인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은행들의 의
무가 단지 전도된(perverse) 입법에 의해 그들에게 부과되었으며,
그리고 값싼 화폐—이중적 의미에서, 즉 화폐의 낮은 구매력과
낮은 이자율—라는 이상(理想)이 특정한 시대에 뒤떨어진 법적
조항들을 폐지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과 같은 견해의 논박에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다. 화폐와 신용수단의 속성에 대해 모든 것이 말해진 이후,
은행들의 할인정책의 목표에 대해 그렇게 많은 의구심은 존재
하기 어렵다. 모든 신용발행 은행은 대부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
율은 여타 신용발행 은행들과 일정한 정도로 비슷하게 고정해
야 한다. 그 이자율은 이 수준 아래로 침몰하도록 허용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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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침몰하면, 그 은행의 빠르게 확장하
는 고객집단에 의해 여타 은행들의 고객들에게 지불하기 위해
필요해질 화폐총액이 그 은행의 지급 가능성이 위험에 처하게
되게끔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인율을 인상함으로써 은행은
자신의 지급능력을 보호한다. 이 목적은 확실히 상환기금을 보
호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신용수단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상환기금은 별로 큰 중요성을 가지지 않음은 이미 설명하였
다—여타 은행들에 비해 더 낮은 이자율의 요구로부터 초래될
신용수단의 유통의 인위적인 확장을 회피하고 그래서 신용수단
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회피함으로써 달성된다. 은행들은 비록
은행권 담보에 관한 입법적 규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할인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 라이히스방크의 특정 조치들이 국내 머니 마켓에
대한 고려 때문인지 혹은 국제 머니 마켓의 상황들에 대한 고려
때문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보통 그 질문이 제기되는 형식
에서는, 질문은 무의미하다. 자본재의 이동성—오늘날에는 관세
와 같은 법률 조항에 의해 혹은 여타 장애물들에 의해 별로 제
한되지 않고 있는—은 동질적인 세계 자본시장의 형성을 초래하
였다.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대부시장에서, 순이자율은
더 이상 국내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고려
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 수준이 그 나라의 자연이자율에 의
해서가 아니라, 모든 곳의 자연이자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화폐와 여타 경제재 간의 교환비율이 모든 장소들에서 동일하
듯이, 1차재와 고차재들 간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모든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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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현대 국제무역 시스템 전체는 만약 자본재의 이동성
이 제한되었더라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독일에서 해외 자
본투자의 금지 혹은 적어도 이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성공할 전망이 얼마나 작은지
를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어떤 한 국가가 국제무역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음을 보여 주는 것은 우리의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 국가가 국제무역에 참여함에 따라 또 그렇게 하는
한, 그 시장은 단지 세계시장의 일부일 뿐이다. 가격들은 국내
적으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결정된다. 그 결정요인에서의 어떤
변화가 독일공화국(the Reich)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
를 들어 미국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이자율이
오를지 모른다는 사실은, 예를 들어 외국의 추수상태에 따른 곡
물가격의 상승에서만큼 더 두드러지지는 않아 보인다.
(경제)정책을—국내시장을 염두에 둔—국내시장들의 하나의 세

계시장으로의 확장과 결합의 추세와 화해시키기는 쉽지 않았다.
수세기 전에 도시경제의 국민경제로의 발달이 직면했던 저항보
다 더 강한 것이 19세기와 20세기에 국민경제의 다음 단계인
하나의 세계경제로의 발달에 대한 반대이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지역적 이해관계를 극복했던 동질성의 느낌과 같은 것이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 정책의 기조를 만들고 있는 민족적
적개심에 대한 결연한 강조는—비록 이 시도들이 해치는 이해관
계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아마도 경제적 통합
의 시도들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생산자의 관점에서는 낮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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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들은 모든 악들 가운데 최대의 악으로 비치며, 모든 국가에서
경쟁을 감당할 수 없는 생산자들이 그들이 지닌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세계시장의 값싼 상품들을 국내시장으로부터 지키고
자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그들이 개별 경우에 이 일에 성공할
지 여부는 크게 보아 서로 반대되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영향
력의 강도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모든 개별 상품의 경우에, 높
은 가격들에 대한 생산자의 이익은 개방된 시장에서 외국 경쟁
의 가격인하 효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이
다. 그 문제는 단지 두 집단들의 충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영
향력의 분배는, 자본거래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을 때에는 이와
다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채권자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과 충돌하면 언제나 최악을 얻는다. 자본가의 이해관계는
화폐정책에 대변되는 적이 별로 없다. 아무도 해외로부터의 자
본의 수입에 대해 이것이 국내시장에서 이자율의 하락 압력으
로 작용하고 자본가들의 소득이 감소한다는 근거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 반대이다. 보편적으로 지배적인 견해는, 이자율이
가능한 한 낮아지는 것이 그 공동체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대규모 자본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본의 국제적거래에 관한
한, 채무자로서가 아니라 단지 채권자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 이 (최소이자율 선호) 정책은 외국투자에 장애물
을 설치하려는 노력에서 표출되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것은 현대 국가들이 자본의 수출을 판단하는 유일한 관점은 아
니다. 여타 고려들도 그 문제에 감안된다. 어떤 것들은 수출을
지지하고 어떤 것들은 그것에 반대한다. 예를 들어 상품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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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수출에 대한 지급의 연기가 가능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현재재를 넘겨주고 그것과 교환하여 미
래재들이 획득된다. 그리고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결과적으로
자본의 수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그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2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출에 관해
이 국가들에 의해 채택된 정책은, 다른 고려들 중에서 국내 이
자율을 낮게 유지하려는 노력에 의해 유도되었음이 강력하게
주장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동일한 동기가 자본이 부족한 국
가들로 하여금 국제적 채무자의 역할을 하게 해서 수입을 장려
하도록 유도한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내 이자율을 하락
시키려는 시도는 소위 화폐시장(머니 마켓)에서, 즉 단지 자본투
자에 대한 시장에서 특별히 더 두드러진다. 소위 자본시장에서
는, 즉 장기 자본투자에 대한 시장에서는, 간섭을 통해 어떤 것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 적다. 아무튼 취해진 어떤 조치들
도 후자보다는 전자에서 훨씬 더 빨리 효과적이 된다. 그 결과
장기 자본시장에서보다는 머니 마켓에서 대부에 대한 이자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크다. 그러나 머니 마켓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의 수요가 지속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보
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신용수단의 속성에 관한, 그리고 은행
신용에 관한 오류들에 놓여 있다. 금의 상대적으로 조그만 유출
이 어떤 부국(富國)의 강력한 발권중앙은행으로 하여금 할인율을
289) 다음을 참고. Sartorious von Waltershausen, Das volkswirtschaftliche
System der Kapitalanlage im Auslande (Berlin, 1907), pp.12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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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하도록 유도할 때, 이런 할인율 인상이 아닌 그 공동체를—
해로운 효과로 간주되는—이자율 상승 속으로 밀어 넣지 않으면
서도 금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그 국가가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방
식에 기인한, 국내 이자율의 세계 이자율로의 자동적인 조정임
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 나라가 간단하게 그리고 단지 은
행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치들을 통해 국제 자본거래의 참여로부
터 단절될 수 없다는 사실이 완전히 간과되었다. 이것만이 어떻
게 대규모 수출국가들에서 ‘신용을 싸게 만드는’ 조치들을 요구
한 바로 그 사람들이 수출무역으로부터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
들이라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제조업자들이—그들에게는 해외의 사건들에 기인하는 할인율의
모든 인상은, 발권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수출될 금을 요구불로
제공할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방향으로 은행 시스템을 변경하
라고 탄원하게 만드는 촉진제이다—이자율의 상승은 오로지 자
본수출을 금지하고 그 나라를 국제무역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함
으로써만 효과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들은 곧 마음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이 시사점들은 비록 그 문
제에 대한 학문적 취급은 여전히 바람직한 어떤 것을 남겨 두고
있지만, 이미 상당한 정도의 일반적 인식을 획득한 것 같다. 독
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통화의 ‘격리’를 요구했던 집단은 또한
국내시장의 차단을 요구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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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추천되고 있는 조치들을 하나
씩 검토하고 그 조치들이 예상된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 주는 것은 쓸 데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4. 금 프리미엄 정책
먼저 국제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수준 이하에서 금을
확보하기가 더 비싸고 어렵게 만듦으로써, 국내 머니 마켓에서
의 할인율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해 보자. 이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프랑
스 은행이 수행했던, 금 프리미엄 정책이다.
오늘날 5프랑 은화가 여전히 법적으로 유통되는 주화라는 상
황을 감안하면, 프랑스 은행은 그 은행권을 금화 혹은 이 은화
가운데 선택해서 상환해 줄 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은행은 때
때로 수출 목적을 위해 금의 획득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그 권
한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을 획득하고 금을 포기하기
는 전혀 어렵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은행은, 비록 그렇게 할
의무는 없는 경우에도 금화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5프랑 은화
들을 교환해 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자에게 화폐대용물이라
는 성격을 부여하였다. 자연스럽게 이런 편리성은 국내 사업의
목적들을 위해서는 거의 사라지지 않았다. 은행권과 5프랑 은화
들은 무제한적인 일반 대중의 신뢰를 누렸고 이것들이 화폐대
용물로서 사용될 가능성은 조금도 의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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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수출을 위해 금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다. 프랑스 은행이 소위 ‘타당한’ 무역의
필요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 수입된 상품들, 특히 곡물이나 목
화에 대해 지불하기 위해 금이 필요했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금을 인도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금이 국내와 외국
의 이자율 차이에 대해 투기를 하려는 목적으로 요구되었다면,

‘당연히’ 금은 인도되지 않았다. 이 (투기적) 목적의 충족을 위해
서는 은행은 프랑스 금화인 나폴레옹을 전혀 발행하지 않았다.
다만 은행은 주괴와 외국 금화(金貨)를 오로지 3,437프랑(1킬로그
램의 순금(純金)을 구매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불하게 했던 금액)의 4퍼센

트에서 8퍼센트의 추가적 비용을 물게 하고 발행하였다. 이 ‘금
프리미엄’의 정확한 액수를 언급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비율은
결코 공식적으로 발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290)
금 프리미엄 정책의 목적은, 국제화폐시장의 조건이 그 은행
으로 하여금 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할인율을 인상하지 않
을 수 없도록 하는 순간을 최대한 연기하는 데 있었다. 프랑스
금융정책에서 낮은 수준의 할인율은 예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제3공화국 정부는 정부가 지지하는 계급들의 이익에 맞
게, 그 계급들의 주요한 투자였던 랑테(rentes)의 높은 지위를 손
상하게 할지 모르는 어떤 것도 회피하여야 했다. 심지어 단지

290) Rosendorff, “Die Goldprämienpolitik der Banque de France und ihre
deutschen Lobredner,”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21 (1901): 632ff.; Dunbar, Chapters on the Theory and History of
Banking, 2d ed.(New York, 1907), pp.14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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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높은 할인율조차도 언제나 랑테 시장에서는 위험하였
다. 왜냐하면 그것이 랑테의 보유자들 중 일부가 그들의 자본을
더 유용하게 재투자하기 위해 채권을 처분하도록 유발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장의 교란—이로부터 초래될 지 모
르는—랑테의 가격에 불비례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비록 그 프리미엄 정책은 결코 잘못 그 정책에 부여되는 중요성
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목표로 삼은
결과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프랑스에서 할
인율이 낮은 것을 앞에서 묘사한 조치로 돌리는 것은 무엇보다
잘못된 것이다. 만약 프랑스에서 다른 국가들에서보다 할인율이
더 낮았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원인들 때문이다. 프랑스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 자본이 가장 풍부한 나라이다. 그
러나 그 국민은 일반적으로 주도적이고 기업가적인 지질을 별
로 크게 부여받지 못하였다.291) 결과적으로 그 자본은 이민을
가야 했다. 이제 자본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총(總)이자율에 포
함된 위험부담에 대한 프리미엄은 무시하더라도, 대부에 대한
이자율은 틀림없이 자본을 수입하는 국가에서보다 더 낮을 것
이다. 자본가들은 국내와 해외 투자의 수익성을 비교하면서, 일
련의 심리적 요소들에 의해 다른 조건들이 같을 때, 전자를 후
자보다 선호하게 이끌린다. 이것은 왜 장기투자와 단기투자가
프랑스에서 독일과 같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더 낮은 이자를 얻
는지 설명하는 데 충분하다. 그 원인은 일반적인 경제적 원인이

291) Kaufmann, Das französische Bankwesen (Tübingen, 1911), pp.3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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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은행정책 혹은 통화정책이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
는 문제이다. 프랑스에서의 이자율과 해외에서의 이자율의 비율
은, 프랑스 은행의 프리미엄 정책에 의해 오랫동안 일반적인 경
제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강제할
수 없었다. 프랑스 은행은 경제적 문제를 지배하는 법칙들 위에
있지 않다. 할인율의 수준을 고정하면서, 프랑스 은행은 자연이
자율의 수준에 대해 적정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내시
장에 영향력을 가지는 여타 모든 신용발행 은행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은행은 국내 단기투자들에 대한 이자율을, 국내 자본가
들에게 외국투자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여서 은행 자체의 지
급능력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여타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은행은 단 하나의 방법으로만, 즉 할인율을 인상함으로
써292) 금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그 프리미엄
정책을 고용하는 것은, 국제 머니 마켓의 상태가 필요하게 만
든, 할인율의 인상을 단기간 연기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 프리
미엄은 금을 수출하는 것을 더 비싸게 만들고, 그래서 이자차익
거래(interest arbitrage transactions)의 수익성을 감소시킨다. 프랑스
와 외국의 이자율의 차이가 외국의 이자율의 하락을 통해 프랑

292)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 Rosendorff, op. cit., pp.640ff., 그
리고 다음 에세이에 인용된 구절들을 참고. “Die neue Richtung in der
Goldpolitik der Bank von Frankreich,” Bank-Archiv. 7(1907): (72)ff., 여
기에서 위 에세이에 인용된 이 구절들은 프랑스 은행의 설명으로부터 취
한 것인데 거기에 할인율의 인상을 “현금보유고를 지킨다고 알려진 유일
한 방법”(seul moyen connu de défendre l’encaisse)으로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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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곧 변경될 것이라고 널리 믿고 있었다면,
차익거래자들은 금을 전혀 수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거래의 조그만 이윤이 그 프리미엄에 의해 너무나 크게 감소
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프랑스 은행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단기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
로는 할인율을 올리는 것을 회피하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자
율 사이의 차이가 충분히 커져서, 그 프리미엄으로 인해 금의
확보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단기 외국투자가
여전히 수익성을 약속하게 만들 때마다, 그리고 차익거래의 결
과가 당장 일어날지 모를 외국 이자율의 감소의 전망으로 인해
위태롭게 되지 않을 때마다, 심지어 프랑스 은행도 이자율을 증
가시키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중앙은행이 프리미엄의 연속적인 증가를 활용하여, 환율의
하락이 요구하는 것처럼, 계속 금점(gold point) 혹은 수출 한계를
강제로 뒤로 밀어낸다면 금의 수출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이 가
능하다고 단언되었다.293)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옳다. 잘 알
려진 것처럼 그 조치는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현금지
급 정지로 알려져 있다. 현금지급 정지 조치를 채택하는 은행은
그 은행의 신용수단으로부터 화폐대용물이라는 성격을 박탈하
는 셈이다. 만약 그 은행의 신용수단이 교환의 일반적 매개물의
기능을 계속한다면, 이는, 화폐대용물이 아닌 신용화폐로서의
기능이다. 이렇게 되면 그 신용수단의 가치는 독립적인 변동 아

293) Landesberger, Währungssystem und Relation (Vienna, 1891),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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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널리 인정되고 있듯
이 은행이 완전히 독립적인 할인정책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은행은 이제 지급불능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부과하는
이자율을 어떤 원하는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용수단의 발행을 확대함으로써 대부에 대한 이자율을
자연이자율 아래로 낮추려고 노력하는 은행정책이 시행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조명해 준다. 이 점은 이미 자세히 논의하였
다. 현재 맥락에서는 중요성을 가진 두 번째 논점이 존재한다.
만약 은행의 간섭이 대부에 대한 이자율을 국제적 조건들에 의
해 주어지는 이자율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보존하도록 한
다면, 국내와 해외 이자율의 격차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가들은
그들의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려고 훨씬 더 노심초사할 것이다.
외국의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왜
냐하면 외국의 자본재는 더, 국내 자본재는 덜 수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율의 하락이, 은행의 화폐와 세계 화폐인
금 사이의 관계를, 즉 예전의 환율을—그 은행의 은행권과 예금
들이 신용화폐가 아니라 여전히 화폐대용물이었을 때 존재했던
환율을—재확립시키는 힘들을 자동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
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화폐 시스템의 메커니즘은 두 종류
의 화폐의 교환가치를, 이들 중 어느 한가지와 나머지 재화들
사이의 교환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그 ‘자연적’ 수준으로 가져오
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우에는 금을 지불해 주
기를 거부하는 나라에 반대하여 움직이는 것은 자연적 환율 자
체이다. ‘독립적인’ 이자정책은 필연적으로 누진적 통화가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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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이어지게 된다.
그 정책을 그들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채택하면, 틀림없이 그
단위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급속하게 하락하는, 신용화폐 혹은 법
정화폐본위제도로 가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금 프리미엄 정책을 주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사실 그
들은 바로 이 사실을 특별한 이점으로 간주하려는 성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소간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2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코 프랑스 은행이 금 프리미엄
정책을 수행하던 방식이 아니었다. 프랑스 은행은 고정된 한계
를 준수하였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한계 이상으로 프리미
엄이 상승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1,000분의 8이 아마
도 프랑스 은행이 요구했던 최고의 프리미엄이다. 그리고 이것
은 확실히 은행 측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경우의 속성
위에 기초한 것이었다. 프랑스 정부와 정부에 의해 통제된 은행
의 경영진의 눈에는, 8퍼센트의 금 프리미엄의 결과로 나타날
통화가치 절하의 정도는 인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
공동체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반응들의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평가절하를 회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간주되었다. 그래서 프랑
스의 골드 프리미엄 정책은 금의 수출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
었으며, 단기에 그것을 연기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제 이 사실
만이 홀로, 그리고 이자율들 간의 차이가 너무나 미미하고 순간
적이어서 할인율이 전혀 인상될 필요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294) Ibid., p.105, 그리고 Über die Goldprämienpolitik der Zettelbanken (Vienna,
1892),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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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에 대한 이자율의 인하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해외 이
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간 동안 이자율의 상승에 의해 상
쇄되었다. 자본가들에게 자본의 투자를 위해 프랑스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게 보일 정도로 해외의 대부 이자율이 매우 낮아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상황의 장기적인 지속이 예
상될 수 없었거나, 이자율 간의 격차가 매우 크지 않았다면, 상
황이 역전될 때 뒤이은 자본의 송환은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가
능할 것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래서 금 프리미엄 정책은 금의 프랑스로부터의 유출에 장애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금의 유입을 방해하였다. 그것
은 특정 시점에서는 대부에 대한 이자율을 감소시켰지만, 여타
시점들에서는 그것을 상승시켰다. 그 정책이 프랑스를 국제적
자본거래로부터 전적으로 제외시키지 않았음은 사실이다. 그것
은 단지 그런 거래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것은 양 방
향으로 작용하였다. 그 정책의 효과는, 그 강도가 과장되게 추정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주로 단기투자에 대한 이자율은 프랑스
에서 여타 국가들에서보다 더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
다. 프랑스에서 그 이자율은, 예를 들어 영국에서만큼 그렇게 낮
게 가라앉은 적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높게 올라간 적도 없다.
이것은 런던과 파리의 대부 이자율의 움직임의 비교를 통해 매
우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금 프리미엄 정책이 그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묘사되던 효
과들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은 더욱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다. 한
때 그것을 모든 악의 치유책으로 간주하던 사람들이 점차 침묵

226

화폐와 신용의 이론 (하)

을 지키고 있다.

5. 금 프리미엄 정책과 유사한 정책들
프랑스 은행으로 하여금 금 프리미엄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했던 법률 조항들은, 최근까지 순수 금본위제에 있었던 나
라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금 주화가 중앙 신용발행은행을 포
함한 그 어떤 지급자(payer)에 의한 무제한의 법적 지불수단(legal
tender)인 어떤 화폐대용물, 법정화폐, 혹은 신용화폐에 의해 보

충되지 않았던 곳에서는, 그 신용수단들이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이 부과되지 않은 채 총액면가치 그대로 상환되어야 했다.295)
그러나 실제로는 이 은행들도 역시 앞에서 묘사했던 프랑스 은
행의 절차와 그 정도에서는 다르지만 확실히 종류에서는 다르
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개의 국가들에서는, 발권 중앙은행은 영국의 은행법의 패턴
을 따라 단지 법정 지불수단인 은행권을 그 나라의 금 주화로
상환하는 의무만 가지고 있었다. 이 의무가 법정 비율로 혹은

295) 심지어 탈러가 여전히 무제한적인 법정 지불수단이었고 프랑스의 5프랑
짜리와 비슷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에도, 독일 라이히스방크는 그
렇게 하도록 자주 충고를 받기도 했으나 결코 프랑스 패턴의 금 프리미
엄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도 탈러의 수량이 상대적으로 작
다는 상황보다는 독일 전체를 통한 밤버거(Bamberger)의 영향력 때문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870~1871년 이후의 기간의 은행과 통화개혁
의 원칙들과 공개적인 결별은, 당시 지배적인 의견의 관점에서는 불가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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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주화보다는 금괴(지금)를 획득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있
도록 만드는 가격으로 금 주괴(鑄塊)를 수출자에게 인도하는 것
을 언급한다고 이해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해된 것은 현재 화
폐 시스템의 정신에 부합하며, 화폐정책의 궁극적 목표들과도
부합한다. 그래서 1889년까지 영국 은행이 자발적으로 은행권
들의 요구가 있을 때, 완전한 중량을 가진 금 주화로 표시된 그
은행권의 가치를 금괴로 지불함으로써 상환한다고 그 의무를
확장하였다. 영국 은행은 이것을 단 한 번에 영구적으로 표준
금의 온스 당 77s. 10½d.로296) 그 금괴를 판매하는 가격을 고
정시킴으로써 이를 행하였다.297) 상당한 기간 대륙의 발권은행
들은 이 사례를 따랐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다른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고 궁극적으로는 영국 은행도 역시 과거의 정책을 포기
하고 대륙의 은행들의 관행을 채택하였다.
프랑스 은행과는 별개로, 영국 은행과 독일 라이히스방크, 즉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신용발행 은행들은 수출 목적으로 열
등한 가치를 가진 닳은 금 주화들을 발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영국 은행에 의해 수출을 위해 발행된 소버린(sovereign)은 새
로 주조된 소버린에 비해 보통 2~3퍼센트 더 못했다. 수출 목적
을 위해 금 주화를 독일 라이히스방크로부터 인출하는 어떤 사
람에 의해 수령된 20마르크 조각들의 무게는,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7.943그램이었다. (이에 비해 표준 20마르크의 평균은 7.965

296) s.는 영국화폐 단위인 실링(shilling)을 의미하며, 1/20파운드에 해당한다.
d.는 영국의 화폐 단위인 페니를 뜻하며 1/100파운드이다.
297) Koch, Der Londoner Goldverkehr (Stuttgart, 1905), p.708.

228

화폐와 신용의 이론 (하)

그램이었다.) 즉, 약

1 퍼센트의 1/4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주조

가치보다 더 낮았다.298) 영국 은행은 때때로 금괴를 발행하기를
완전히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단지 77s. 10½d.—이 가격
만이 1889년까지 통상적이었다—를 넘어서는 가격에서만 그것들
을 발행하려고 했다.299)
이 조치들의 범위와 효과들에 관해서는 이미 프랑스의 금 프
리미엄 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 이외에 추가할 것은 없다. 그
차이—흔히 표현되듯이—는 단지 수량적일 뿐 질적인 것이 아니
다.300)
여타 ‘작은 도구들’—금의 수출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채택되
던—은 그 효과를 금 프리미엄 정책과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가
298) Ibid., pp.81f.
299) Clare, A Money Market Primer and Key to the Exchanges, 2d ed.
(London, 1893), p.22.
300) 로젠도르프(Rosendorff)는, 금을 지불하는 영국 은행과 라이히스방크의
절차와 프랑스 은행의 금 프리미엄 정책 간에 원칙상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
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 것 같다. (Rosendorff, “Die Goldprämienpolitik
der Banque de France,” p.636). 로젠도르프는 그의 견해를 다음의 주장
에 근거하고 있다. 즉, 프랑스 은행은 프랑스 금 주화를 지불하기를 완전
히 거절하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 프리미엄 금액을 무한정 올릴 수 있는
데 비해, 영국 은행과 라이히스방크는 프랑스 은행과 대조적으로, 언제나
그들의 은행권을 현재의 금 주화로 지불하고 금을 지불하기를 거절하려
고 시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은행들은 금괴의 판매가격을 단지 주조비
용과 마모에 대한 감안만큼만 올릴 수 있다. 로젠도르프는, 프랑스 은행
이 ‘이론적으로’ 금 프리미엄을 무한정 올릴 수 있다는 언급으로부터 자신
의 주장을 펼침으로써, 그의 책 나머지에서 말한 것과 완전 그대로 모순
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상 법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
실과는 별개로 프랑스 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프랑스 화폐체제를 완전히 변형시킬 것이다. 프랑스 정부와 내각
이, 그와 같은 절차가 내포하는 신용화폐본위제로의 이행을 비준할 것이
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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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 라이히스방크가 은행법 제18항
(section)에 호소하여 때때로 베를린을 제외하고 수출 목적을 위한

금의 발행을 금지했을 때, 이 조치는 금 수출자들에게 베를린으로
부터 수출지까지 금을 운송해야 하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시킴으
로써 금의 수출을 더 비용이 들게 만드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6. 소위 화폐에 대한 ‘부적절한’ 수요의 충족 거부
프랑스 은행은 공식보고서에서, 그들의 금 프리미엄 정책은
단지 투기적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을
불리하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반복해서 단언하고 있다. 프랑스 은
행은 프랑스 무역의 타당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금을 확보하
려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장애도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301)
그러나 ‘타당한’ 수요, 그리고 그 반대인 ‘타당하지 못한’ 수요가 무
엇을 말하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구분은 분명 다음과 같은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301) 그래서 1898년 요약(Compte rendu, pp.12 f.)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다. “프
랑스 은행이 대량의 금보유고를 유지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이로 인해 무역에서 얻게 되는 이익에 손실이 가해져서는 안
되며, 또한 가장 타당한 수요인 프랑스 시장 내의 금 확보를 위해 무역상이
요구하는 지불수단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Si nous nous efforçons de
conserver de grandes disponibilités métalliques et de les ménager le
mieux possible, nous ne devons pas non plus perdre de vue les
intérêts du commerce et lui refuser les moyens de payement qu’il
réclame pour les besoins les plus légitimes, c’est-à-dire pour
l’approvisionnement du marché français.)

230

화폐와 신용의 이론 (하)

상품거래와 자본거래는 두 개의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경제활
동 분야이며 어느 한 쪽을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제
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차익거래(arbitrage dealing)에
대해서는 금을 내어주길 거부하는 것이 해외로부터 상품을 획
득하는 비용을—수입업자의 구매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그가 필
요한 총액을 처분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높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이 주장은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록 우리가
자본에서의 거래는 단지 재화의 교환이라는 일반적 과정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금의 인출이라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는 것은 아무 것도 고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금에 대한 서로 다른 요청들에
대한 차별적 취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
다. 만약 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금의 수출이 수익성이 있어 보
이지 않는다면, 수입된 원자재들은 실제로 부분적으로 혹은 전
부, 수출된 상품들에 의해 지불되었을 것이다. 수입업자는 은행
으로부터 금을 획득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시장
으로 가서 프랑스 수출 사업에서 기인하는 어음들을 구매할 것
이다. 만약 환율이 대략—차익거래자들에게 부과되는—프리미엄
액수만큼 프리미엄 때문에 오른 반면, 금이 그 은행에 의해 프
리미엄 없이 전달되었더라면, 이것은 수입사업을 유리하게 해
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아마도 어떤 상황들에서는 비록
완전히 수입업자들 사이의 경쟁의 상태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은 그 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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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고자 했던 변동을 겪을 것이다. 위쪽 금점(gold point)은
그 프리미엄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너무 높게 고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금에 대한 수요와 수출을 위한 ‘부적절
한’ 금에 대한 수요의 구분은 실제로는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
할 필요가 있다. 수입품에 대해 지불하기 위한 금에 대한 수요
는 적절하다고 불릴지 모르지만, 이자율의 차이를 활용하려는
생각으로 일시적 투자로서 외국 어음을 구매하기 위한 금에 대
한 수요는 부적절하다고 불릴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쪽 범주로
도 분류될 수 없는 많은 중간지역에 속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은행이 외국의 국가들, 지방자치체들, 그리고
회사들에 의해 아마도 대부의 잔고로 보유되는 예금의 인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혹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은행(the Austro-Hungarian Bank)—반복적으로 어음들을 차익거래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음을 발행하기를 거부했다고 비
난받았던—이 해외로부터 국내증권들의 투기적 재구매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가능했을까?302)
302) 나의 다음 논문 참고. Das Problem gesetzlicher Aufnahme der Barzahlungen
in Osterreich-Ungarn, p.1017. 만약 오스트리아 헝가리 은행이 프랑스
은행의 사례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따랐더라면, 그 은행은 프랑스 은행
이 달성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달성했을 것이다. 프랑스 은행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그 은행의 행동은 금의 유출뿐만 아니라 금의 유입
도 제한했을 것이다. 채권국인 프랑스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스
트리아에서 의미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프랑스에서는 자본의 수입제
한(매우 예외적으로만 발생할 것이지만)은 용인될 수 있다. 해외로부터
의 끊임없는 자본의 수입에 의존하는 오스트리아에서는, 그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중에 자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데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자본이 오스트
리아로 보내지기 전에 이미 비엔나의 이자율과 해외의 이자율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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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권 중앙은행 보유 금속 스톡을 강화하는 여타 조치들
발권 중앙은행들의 가능한 최대한의 금 준비금을 구축하려
는 노력은 프리미엄 정책과 이와 유사한 시스템과는 완전히 정
반대의 외양을 가진 장치들을 고용하게 유도하였다. 그들이 금
수입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은행들은 금 수입업
자들의 비용을 감소시켜 주려고 노력하곤 하였으며, 그래서 아
래쪽 금점(lower gold point)을 낮추곤 하였다.
이 장치들 중 하나가 금 수입업자에 대한 이자가 없는 혹은
저이자 부담의 선불을 제공하는 관행이었는데, 이는 영국, 프랑
스, 그리고 독일에서 모르지 않았던 관행이었다.303) 본점에서뿐
만 아니라 국경 근처에 입지한 지점들에서도 금을 구매하는 관
행이 존재하였다.304) 이 장치들 중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이
특정한 종류의 금 주화를 그것의 금속적 가치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관행이었다. 만약 은행이 금 수출업자에게, 금괴나 그
나라의 주화들 대신 그가 그 금을 보내고자 하는 나라의 주화를

격차가 발생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오스트리아에서의 이자
율이 더 높을 것임을 의미할 것이다. 다른 한편 오스트리아의 단기자본
의 수출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더 커다란 격차가 있지 않는 한
수익성이 있지 않을 것이란 사실로 인해 자본수출이 위에서 언급한 자
본수입의 불리한 점을 상쇄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로부터 서구국가들로의 자본수출(에 관한 문제)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03) Koch, op. cit., p.79; Die Reichsbank 1876-1900(Berlin, 190l), p.146.
304) Obst, Banken und Bankpolitik(Leipzig, 1909), pp.90f.; Hertz, “Die
Diskont und Devisenpolitik der österreichisch-ungarischen Bank,”
Zeitschrift für Volkswirtschaft, Sozialpolitik und Verwaltung 12(1903): p.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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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다면, 은행은 그것들의 금 함량에 상응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얻을 수 있었다. 수출업자는 재주조의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었고 국내 주화들이 어느 정도 닳았을 수 있다는 사실
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서 은행은 미래의 금 수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의
현재 금 주화들에 대해 그것들의 금속 함량에 상응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로 동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305)
이 모든 조치들은 외국은행들에 의해 채택된 금 프리미엄 정
책들과 이에 관련된 장치들에 대항한 무기들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다. 만약 국가 A의 중앙은행이 A로부터 국가 B로의 수출을
위한 위쪽 금점(upper gold-point)을 올리려고 노력하였다면, B에
있는 은행은 그것을 낮추려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만약 단지 사
용된 주화들이 수출 목적으로 A에서 발행되었다면, 금의 함량을
초과하는 가격이 B에서 A국의 주화들에 대해 지불될 때 이 절차
는 무효화된다. 그 장치들과 반대방향의 장치들이 대개 보상적
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금점들 간의 괴리—그렇지
않았더라면 필연적으로 은행들의 간섭으로부터 초래했을—는 사
실상 발생하지 않았다.

305) Koch, op. cit., pp.79ff.; Hertz, op. cit., p.521; Spitzmüller, “Valutareform
und Währungsgesetzgebung,” in Oesterreichischen Staatswörterbuch,
2d ed., Vol.2,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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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할인율 인하수단으로 장려한 수표와 청산거래
독일에서—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금이 유통되고 있었던—금을 수표와 청산거래들의 확대를 통
해 유통으로부터 인출해 내어 그것을 라이히스방크의 금고에
넣어 두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던 적이 있었다. 이 활동
의 목표는 베를린의 카우프만샤프트의 연장자들(the Elders of the
Kaufmannschaft)의 1907년 5월 2일자 회람에 다음의 효과를 얻으

려는 것이었다고 적혀 있다. “독일에서의 높은 이자율의 원인
들을 추적해 보면 그 원인들은 대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독
일 사람들이,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을 위해 유통의
현금 매개물(금과 은)을 더 많이 사용하고, 아직—유통의 매개물
로서 금과 은의 사용, 또한 은행권과 재무부 증권의 사용을 대
체할 수 있는—절차, 즉 수표와 청산 시스템의 사용에 익숙하
지 않다는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만약 상당한 비율의 지급
들이 한 계좌로부터 다른 계좌로의 이전에 의해 혹은 수표에
의해 청산될 수 있었더라면, 이것은 은행증권 형태뿐만 아니
라 금과 은 형태의 대규모 금액의 통화를 절약하게 해 주었을
것이고, 이 절약된 통화는 발권은행들, 특히 발권 중앙은행인
라이히스방크의 지불준비금에 축적되었을 것이다. 더 많이 이
것이 발생했을수록, 라이히스방크가 충족해야 할 통화에 대한
수요는 더 작았을 것이고, 라이히스방크의 현금준비금은 더
강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들이 실현되었더라면, 이것은 라이히
스방크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이자율의 감소에 크게 기여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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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306)
여기에 현대 은행이론에 깔려 있는 이론적 견해의 약점을 설
명해 주는 매우 명확한 사례제시가 들어 있다. 이자율 수준이
통화에 대한 수요에 달려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발권 중앙은행
의 현금보유고의 강화가 전국의 이자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내며 그것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낸다고 인정받고 있
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일부 혹은 여타 사적 개인의 견해에 불
과한 것이 아니라, 높은 존경을 받던 회사, 베를린 카우프만샤
프트(the Berlin Kaufmannschaft)의 견해이며 또한, 모든 사람이 알
듯이, 독일 경제정책 일반의 지도자들의 견해이다. 경제현상의
본질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아무리 나뉘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점에 관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비록 이 근본적 오류가 잠시 무시되더라도, 그 원칙의 약점을
무엇보다 그들의 모순을 간과하기는 불가능하다. 1870년대의
은행법에서 제공된 라이히스방크 은행권에 대한 담보의 비율은
신성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예컨대 1/3의 비율 대신 1/4 혹은

1/5의 비율로 대체함으로써 이 조항들을 변경할 가능성은 결코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그 법의 기초가 된 가정들은 변경된
반면, 그 법의 법문은 유지되어야 한다. 화폐적 담보에 대한 조
항이 만들어지지 않은 예금의 형태로 된 화폐대용물이 증대될
때, 신용수단의 수량은 증대된다. 이것은 심지어 이론적으로 정
확한 은행원리의 일부 주장도 실제 정치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306) 또한 다음을 참고. Proebst, Die Grundlagen unseres Depositen-und
Scheckwesens (Jena, 1908), pp.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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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보여 준다. 투크와 플라르
턴은 은행권과 예금(그들은 수표로 표현하고 있다) 사이에 아무런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지적한다. 그들의 현대의
계승자들은 이 논의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부터 감히 논리적 결
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신용수단이 은행권인지 아니
면 예금인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지지한다.307)
만약 독일에서 유통 중인 금의 일부와 은행권 일부가 예금
형태의 신용수단으로 대체되었다면, 이것은 오로지 잉여 상태가
된 금이 해외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 한
해 이자율의 하락을 가져왔을 수 있다. 금속으로 담보되지 않은
은행권을 마찬가지로 금속으로 담보되지 않은 예금으로 대체하
는 것은 이 맥락에서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단지 금속으로
담보된 은행권이 금속으로 담보되지 않은 예금으로 대체되는
한에 있어서만, 화폐증서(money-certificate)의 유통이 감소하고 신
용수단의 유통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은 다른 나
라들로 수출을 위해 풀려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결과가 담보
와 은행권 사이의 비율의 감소에 의해서 도달될 수 있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보비율의 감소라는 더 단순한 방법은, 실
제로는 다른 방법에 비해 정확하게 똑같이 안전하거나 정확하
게 똑같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
으로 여겨지고 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없어도 되게 된 금이 수
출되었다면, 독일 국민들의 처분 아래 있는 여타 경제재들의 스
307) 지배적 서클들에서 이 점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한
것은 단지 최근에 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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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은 이에 상응해서 증대되었을 것이다. 독일로부터 쫓겨난 금
의 수량이 해외에서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하락을 가져오
면서 흡수되었다고 가정할 때, 단지 그 하락이 사소한 것일지라
도 이자율의 하락을 가져왔을 수 있다. 그러나 수표와 청산 시
스템의 확장을 주장하는 독일의 최고의 주창자들은 이런 종류
의 제안을 하면서 이 점을 생각해 내지 못했다. 그들은 예금 형
태의 신용수단의 유통의 확장을 추천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라이히스방크가 은행권으로 제공했던 신용에 대한 수요
를 만들어 낸 신청서들의 수와 정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믿었
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대부에 대한 이자율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희망하였다. 이 모든 것에 심각한 오류가 존재한다.
대부에 대한 이자율의 수준은 광의의 국내 화폐 스톡의 수량에
의존하지 않으며, 물론 유통 중인 신용수단의 수량에도 의존하
지 않는다. 라이히스방크로 하여금—자연이자율과 할인율 사이
에 발생하는 그 어떤 긴장도 방지하였을—할인율 정책을 목표로
삼게 한 것은 담보에 관한 법률적 규제들이 아니라 자신의 지급
가능성에 대한 불가피한 관심이었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요구불 화폐대용물의 상환에 필요한 화폐
스톡이 하나의 중앙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소위 단일지불준비
기초(single-reserve basis)에 근거해서 신용 시스템이 조직화되어
있다. 이 국가들의 모든 신용발행 은행들은 위기의 시기에는 궁
극적으로 이 중앙은행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이 나라들에서 금
의 외부 유출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그 은행의 이사
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중지시키는 조치들을 가정 먼저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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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도 그들이다. 금 유출의 첫 번째 효과들이, 그들이 책임
을 지고 있는 기관의 이익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중앙은행에 의한 할인율 인상은, 보통 공개시장에서의 거래
들 및 민간은행과 그들 고객들 사이의 거래들에서 대부조건들
의 엄격성 강화에 선행한다. 그래서 피상적인 비판가들은 “이
뒤에 그러므로 이 때문에”(post hoc ergo propter hoc)라는—전후와
인과관계를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는—결론으로 비약한다. 아무
것도 이보다 더 잘못된 판단은 없다. 심지어 발권 중앙은행의
(법적) 절차들과는 아주 별개로, 민간은행들과 화폐를 발행하는

여타 은행들은 세계시장에서 지배적인 이자율에 맞추어 그들의
이자율 정책을 조정하여야 한다. 마치 중앙은행으로부터 그런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 은행들로부터 일정한 총액이 이자차익
거래의 목적으로 인출될 수 있다. 사실 자본의 이동성이 제한되
지 않는 한, 어떤 한 나라의 신용발행 은행들이 독립적인 신용
정책을 따르기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Ⅲ.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신용정책의 문제들

9. 금환본위제도308)
인플레이션이 화폐 시스템을 혼동에 빠뜨렸을 때, 통화정책
의 주요 목표는 인쇄기들을 정지시키는 것이었다. 일단 그렇게
308) 독자들은 이 책이 1924년에 쓰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24. H.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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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나면,—일단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증대시키는 정책조
차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음을 마침내 배우게 되
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임을 알게
된다. 가능한 한 빨리 금환본위제(gold-exchange standard)를 확립하
려는 시도들이 취해졌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오스트리아에서

1922년 말 발생했던 일이며, 그 이후 적어도 당분간 오스트리아
에서 달러 환율은 고정되었다. 그러나 현존 상황에서는 달러 환
율의 불변성은 금 가격의 불변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
스트리아는 달러환본위제(dollar-exchange standard)를 가지고 있으
며, 그래서 간접적으로 금환본위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독일,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여타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즉각적인
목표로 보이는 통화 시스템이다. 오늘날 통화정책의 분야에서
유럽적인 열망은 금본위제로의 복귀로 한정되고 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왜냐하면 금본위제는 예전에 전체적으로
볼 때 만족스럽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금본위제가 불변의 객관
적 교환가치를 가진 화폐라는 달성할 수 없는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음은 사실이지만, 금본위제는 정말로 화폐 시스템을 정부들
과 변덕스런 정책들의 영향으로부터 지켜냈다.
그러나 여전히 금본위 시스템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침식되고 있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개별적 지급에서 금의 물
리적 사용의 철폐와 거대 발권은행들의 금고에 금 스톡의 축적
이었다. 다음 단계는 일련의 국가들에 의해 발권 중앙은행의 금
준비금(혹은 그것을 대신한 상환기금)을 실제 금이 아니라 금에 대
한 외국 청구권으로 보유하는 관행의 채택이었다. 그래서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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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적들을 위해 사용되던 금 스톡의 대부분이 점차 소수의 대
규모 발권은행들에 축적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 은행
들은, 예전에 발권 중앙은행들이 개별 국가들에서 중앙 준비금
은행들이 되었듯이, 세계의 중앙 준비금은행들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이런 발달을 창출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이를 약
간 앞당겼을 뿐이다. 아직 그 발달은 산업용도로 흡수되지 않은
모든 새로 생산된 금이 하나의 센터로 흘러들어 가는 단계에 이
르지는 않았다. 영국 은행(Bank of England)과 일부 여타 국가들
의 발권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대규모 스톡의 금을 통제하고 있
다. 그들 중 몇 은행들은 금의 연간 생산량의 일부를 취하고 있
다. 그러나 금 가격의 변동은 오늘날 본질적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따르는 정책에 달려 있다. 만약 미국이 금을 현재 가
지고 있는 정도로 금을 흡수하지 않았다면, 금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상품들의 금 가격들도 상승했을 것이다. 달러가 금의 고
정된 수량을 대변하는 한에 있어서는, 미국은 무제한적으로 잉
여 금을 받아들이고 상품들을 금을 받고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금의 가치의 급속한 하락은 지금까지는 회피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 정책은, 상당한 희생을 내포하고 있어 어느 날 변할
지 모른다. 그러면 금 가격의 변동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은 다
른 국가들에 가격들의 추가적인 상승을 피하기 위해 통화제도를
금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지에 대한 의문을 필연
적으로 야기할 것이다. 스웨덴이 한때 금 주조국을 폐지함으로
써 크로네를 과거 금 패리티 위로 올리려고 시도했듯이, 아직
금본위제 위에 있거나 금본위제로 복귀하고자 하는 여타 국가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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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행동할지 모른다. 이것은 금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을
의미하며 아울러 화폐적 용도로서의 금의 유용성의 감소를 의미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아시아의 화폐에 대한 수요를 무시한다
면, 우리는 지금도 부당한 과장이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금이, 그 가격의 변동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상품이기를 멈추었다.” 금 가격의 변동들은 오늘날 하나의 정부,
즉 미합중국의 행동에 실질적으로 달려 있게 되었다.309)
긴 발달과정의 이 결과에서 예견될 수 없었던 것은, 금 가격의
변동이 하나의 정부만의 정책에 의존되게 될 수 있다는 상황뿐
이다. 미국이 여타 국가들에 대해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경제적
지위를 달성했다는 것, 그리고 여타 국가들(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
아,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그것을 포기했었던

데 비해, 큰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 모든 국가들 중에서 미국만이
금본위제를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이것이 그 전쟁 동안 벌어졌던
일의 결과이다. 그러나 만약 금 가격이 미국 단독의 정책에 달려
있지 않고 넷 혹은 다섯 정부들의 정책들에도 역시 달려 있었더
라도, 그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금환본위
제를 단지 가난한 국가들을 위한 하나의 편의주의적 방편으로서
가 아니라 하나의 일반적인 화폐 시스템으로 추천했던 금환본위
제의 주창자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였다. 그들은 금환본위제가
마침내는 화폐정책의 관점에서 금의 가장 중요한 특성—즉, 그
가치의 변동에서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금으로부

309) Keynes, A Tract on Monetary Reform (London, 1923), pp.16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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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박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금환본
위제는 금을 권좌에서 몰아내려는 목적에서 추천되거나 채택되
지 않았다. 리카도(Ricardo)가 원했던 전부는 화폐 시스템의 비용
을 줄이려는 것이었다. 19세기의 마지막 10년으로부터 계속 은
혹은 신용화폐본위제를 포기하고자 했던 많은 국가들에서, 실제
금 통화를 가진 금본위제보다는 금환본위제가 채택되었는데, 이
는 금에 대한 새로운 수요의 성장이 금 가격의 상승과 상품들의
금 가격의 하락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금환본위제의 주창들이 어떤 동기에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
지 상관없이, 금환본위제의 증가하는 대중적 인기의 결과에 대해
서는 전혀 의심이 있을 수 없다.
만약 금환본위제가 유지된다면, 그 변동들이 금의 변동보다
통제하기에 용이한 신용화폐본위제로 금환본위제를 대체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조만간 반드시 야기된
다. 만약 금 가격의 변동이 정치적 간섭에 상당히 많이 의존한
다면, 왜 정부정책이 여전히 제약되어야 하는지—이 제약의 정
도는 가격정책을 좁은 한계 속으로 제한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그래서 왜 정부의 손을 (묶지 말고) 완전히 자유롭게 풀
어 주지 않는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금환본위제도는
화폐 시스템을 정부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게 만드는 결과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으므로, 화폐적인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금의
비용—전 세계에 의해 부담되는—은 절약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완전한 정부 통제가 소망스럽지 않다면, 하나의 대안
만이 남게 될 것이다. 금환본위제로부터 실제로 금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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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복귀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10. 금 통화로의 복귀
금의 실제적 사용으로의 복귀는 확실히 거의 환영받지 못할
효과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금 가격의 상승 혹은 동
일한 것이지만 상품들의 가격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일
반적으로 소망스럽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왜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는 이미 다루었다. 우리는 확신 있게, 그와 같은 가격의 하
락은 금을 유통에서 몰아내는 과정에 의해 야기된 정도만큼이
나 큰 불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
은 상황에서 금본위제가 멀지 않아 다시 사업의 나쁜 상태에 대
한 책임이 있다고 책망을 받을 것임을 예측하는 데 날카로운 통
찰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금본위제는 가
격을 낮추고 이자율을 올리게 만들었다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특정한 종류의 금본위제 ‘수정’안들이 제안될
것이다. 이 모든 반대들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본위제로의 복귀
를 권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심각하게 그 복귀를 고려하
기를 요구한다.
한 가지 고려만으로도 금환본위제의 폐기와 금의 실제적 사
용의 재도입을 추천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정책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이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필요
성이다. 지난 세기 말에서부터 계속,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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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제 유통으로부터 제한하는 것이 화폐정책에서 국가주의의
목표였다. 첫째, 국가주의는 금 보유고를 발권 중앙은행에 집중
시킴으로써, 기존의 은행법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통화를 팽창하
고자 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주의는 전쟁 금고를 원했기 때
문이다. 셋째, 국가주의는 사람들을 금 주화의 사용으로부터 격
리시켜, 다가오는 큰 전쟁 시기의 인플레이션 정책을 위한 길을
포장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널리 인정되듯이, 그와 같은 노력들에 반대하는 것으로는 전
쟁을 막는 것도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 목적을 위한 대부의 증대를 금지하자는 칸트(Kant)의 제안
은 극도로 순진하다.310) 그리고 신용수단의 발행도 그런 금지의
범위 안에 넣어 두려는 것은 한층 더 순진한 생각이다. 오로지
한 가지, 자유정신의 태도만이 전쟁을 정복할(없앨) 수 있다—그
것은 전쟁에서 오직 파괴와 인간 절멸을 보며, 전쟁은 승리자에
게조차 상처를 준다고 간주하므로, 전쟁의 발발을 결코 원할 수
없다. 자유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결코 전쟁이 존재하지 않
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이익과 손해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되었더라도 어떤 규칙
과 규제들도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없다. 만약 전쟁이 이
득이 된다고 간주된다면, 화폐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률들은 전
쟁으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놓아 두지
않을 것이다. 어떤 전쟁의 첫 번째 날에도, 전쟁에 반대하는 장

310) Kant, Werke, Vol.5, Zum ewigen Frieden(Insel-Ausgabe), pp.66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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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되는 법률들은 모두 폐기될 것이다. 실제로 1914년에 모든
호전적인 국가들의 화폐적 입법이, 한마디의 항의가 감히 나오
지 못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전복되었다. 통화입법을 통해 미래
의 전쟁정책들에 대해 반대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금의 국내 유통이 미래에 폐지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을 때에는, 전쟁의 도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제안에 찬성하는 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될 수는 없다. 만약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금의 실제 사용
에 익숙해 있다면, 그들은 1914년에 유럽의 국민들이 했던 것보
다는 더 강하게 인플레이션 정책에 저항할 것이다. 정부들이 전
쟁이 화폐 시스템에 미친 반작용에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정책을 정당화하도록 의무가 부과
될 것이다. 실제 금 통화의 유지는 개별 국가들에게 상당한 비
용을 부과할 것이며, 처음에는 가격들의 일반적 하락으로 이끌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나 만
약 화폐 시스템에 요구되는 서비스들이, 전쟁, 혁명, 그리고 파
괴에 대한 준비라는 다른 서비스들이라면, 이 모든 불리한 점들
은 거래의 일부로 수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바로 이 관점에서, 은행권의 화폐단위의 문제에 접근해
야 한다. 만약—적어도 최소한 금 주화들의 몇 배를 충당하는—은
행권의 발행이 금지된다면, 일상생활의 거래에서는 금 주화들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제통화협약에 의해 가장 잘 출
현될 수 있다. 징벌적(懲罰的)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 국가들이 그
와 같은 협약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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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은행의 자유 문제
최근 수년 동안의 사건들은 오랫동안 끝난 것으로 간주되던
문제들을 재개하였다. 은행의 자유에 관한 질문이 그 가운데 하
나이다. 이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간주되었던 것처럼 완전히 해
결된 것으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간주될 수 없다. 이제 더 이
상 실제로는 상환되지 않아서 무가치(無價値)해진 은행권과 관련
된 불행한 경험들은 한때 은행권 발권의 권리를 소수의 특권 기
관들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발권은행들의 국가규제의 경
험은 통제되지 않은 사적 기업들의 경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지 않았다. 역사상의 발권은행들과 청산은행들의
모든 실패들은 독일에서의 은행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에 비교
한다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은행 시스템의 통제에 찬
성하는 말들은 모두, 은행권 발행의 국가규제에 대항하여 오늘
날 제시될 수 있는 반대들 옆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말로 왜소
해진다. 국가주의적 주장들—은행권 발행의 자유에 반대하여 한
때 대두되었던—은 더 이상 확신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은행분야
에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가주의는 실패였다.

19세기 발권은행을 국가에 의한 악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유주의적 입법이 세운 안전판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화폐본위제의 보호를 위한 모든 법률적 조항들을 경멸스럽게
취급하기는 그 무엇보다 쉬웠다. 모든 정부들, 심지어 가장 약
하고 무능한 정부조차도 어려움 없이 그 제도를 조종할 수 있었
다. 그들의 은행정책들은 그들로 하여금 금본위제가 방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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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사태—즉, 화폐의 가치가 정치적 힘들의 영향 아래 복속되
는 것—를 만들어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힘을
자신들에게 돌린 정부들은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식
으로 남용하였다. 그러나 여타 정치적, 이념적 요소들이 그대로
인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단순히 은행들의 자유가 사태를 다르
게 만들었을 것이라거나 혹은 다르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은행업의 자유가 지난 두 세대에 걸쳐 제1차 세계대전의 발
발 이전 유럽 전역을 통해 지배적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은행권
이 법정통화(legal tender)가 되지 않았으며, 은행권들이 지급수단
으로 제공될 때마다 언제나 그 진위뿐만 아니라 그 건전성에 대
해 조사를 했다고 해 보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은행들에 의해
발행된 은행권은 거부되었다고 해 보자. 그러나 대규모의 잘 알
려진 은행기업들의 은행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법
정 지불수단(legal tender)이 아닌 시기에도, 거대 발권 중앙은행
들의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유통되었다고 해 보자. 여
기에서, 세계 은행 카르텔의 위험이 없었으므로 은행들은 그들
의 은행권을 현금으로 상환할 단순한 필요성 때문에, 낮은 이자
율을 부과함으로써 그들의 은행권 유통을 확대하려는 절제 없
는 노력을 삼가게 되었다고, 혹은 적어도 그 위험이 은행권 시
스템의 입법적 규제 아래에서 더 크지는 않았다고 추가적으로
가정해 보자. 한마디로 전쟁의 발발에 이르기까지는, 그 시스템
이 실제 존재했던 것보다 더 잘 작동하지도 혹은 더 나쁘게 작
동하지도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이슈가 된 질문은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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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28일 이후 더 좋게 그 자신의 것을 보유했는지 여부이
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다. 호전적인—그리고 중립적인—국가들의 정부들은 은행입법의
전체 시스템을 펜을 몇 번 굴림으로써 전복시켰다. 그리고 그들
은 만약 그 은행들이 통제되지 않았더라도 꼭 마찬가지 일을 했
을 것이다. 그들이 재무부 증권을 발행하려고 나설 필요성은 전
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은행들에게 국가에 대부를 제공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고, 그 은행들로 하여금 이 의무를 실
행할 수 있게 그들의 은행권을 상환할 의무를 중지시키고, 그
은행권들을 법정 지불수단(legal tender)으로 만들어 주었다. 소수
의 사소한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은 달랐을 것이지만, 그 효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정부들로 하여금 은행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은행조직의 그 어떤 기술적인, 법률적인,
혹은 경제적인 단점이 아니라, 국가주의와 전쟁을 지지하는 일반적
감정에 의해 그들에게 부여된 힘 때문이다. 그들은 여론이 그들에
게 그렇게 할 도덕적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화폐 시스템을 지
배할 수 있었다. “필요성은 법을 알지 못한다.”(Necessity knows no
law) 이 격언이 모든 정부들의 유사한 행동들에 대한 변명으로

봉사하였다. (사실 독일 정부처럼 그 격언을 고수하고 있음을 직설적으
로 고백하여 그 솔직함 때문에 오히려 더 비난받기도 한 정부도 있었다.)

기껏해야 이미 설명한 것처럼, 미래의 국가주의적인 은행 시
스템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한되어 있으나 효과적인 보호는 작
은 단위의 증권발행을 금지함으로써 확보될지 모른다. 다시 말
해, 은행업에서의 통제되지 않은 사적 기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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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은행권 발행의 자유에 대한 간섭에 의해 가능할 수도 있
다. 이런 하나의 금지를 별개로 하면, 은행권 발행은 그 어떤
법률적 제한이 없이, 그리고 물론 그 은행권에 법정 지불수단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그 어떤 입법적 특권도 없이, 그대
로 놓아 두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업의
자유는 그 자체로 총체적인 인플레이션 정책으로의 복귀를 불
가능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쟁을 위한 재정적 준비의 문제를 별개로 하면, 발권은행들
일반과 특히 신용발행 은행들의 중앙집권화, 독점화, 그리고 국
가 통제는 철저하게 불건전한 것이다. 지난 20~30년 동안 은행
업에 대한 문헌은 상업적 기법들의 세부사항들 가운데에서 너
무나 철저하게 길을 잃어 버렸고, 경제학적 관점을 모조리 포기
하였으며, 그리고 가장 위장되지 않은 종류의 국가주의 주장의
영향에 너무나 완전히 스스로를 내맡겨 버렸다. 그 결과 무엇이
은행들의 자유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는 고
려들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두세 세대 전의 은행업 문헌과 정
책을 지배했던 개념들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당시 발권은행
시스템은 거리의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이익에 맞게 규제
될 것이라고—그래서 은행 실패들이, 혹시 사업적 문제들에 기
술이 없거나 영업을 해 보지 않은 사람들(노동자들, 봉급 고용자들,
공무원들, 농부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규제될 것이라고—가

정되었다. 그 주장은 은행권의 가치를 테스트할 수 없는 사적
개인들은 그 은행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었다. 물론 그것은 그 무가치성(無價値性)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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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간의 언급으로도 충분한 그런 주장이다. 그 어떤 은행 정
책도 최근의 국가주의의 정책만큼 소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당시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던—그 주장은 통화원리
에 의해 제공되었다. 이 원칙의 관점에서 금에 의해 담보되지
않은 그 어떤 증권의 발행도 위험하며, 그리고 경제위기의 재발
을 없애기 위해, 그와 같은 발행은 제한되어야 했다. 통화원칙
의 이론적 중요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통화학파가 제안한
수단들이 효과적인지 혹은 효과적일 수 있었는지 혹은 여전히
효과적일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것
이외에 더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우리는 이미 통
화원리가 통찰했던 위험들이 단지 모든 신용발행 은행들이 어
떤 한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 균일한 절차를
따를 때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제 각 개별 국가에서
발권은행들의 독점화는 이 절차의 균일성(均一性)에 그 어떤 장
애물을 두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균일성을
크게 용이하게 만들었다.
전쟁 이전 마지막 세대에 있어, 은행업의 자유에 반대하는 결
정적 주장으로 상정되었던 것은 통화학파가 가졌던 생각과 정반
대의 것이었다. 그 전쟁 이전에 은행업에 대한 국가통제를 원했
던 것은 바로 그 목적, 즉 만약 은행들이 완전히 자유로웠더라면
상환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들을 통해 요구했을 이자율 수준 아래
로 국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현금상
환의 의무를 가능한 한 무효화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

제3부 화폐와 은행업

251

시도가 모든 신용발행 은행 시스템의 초석이 되었다. 이것이 당
시 관행적으로 은행정책이라고 불리던, 모든 작은 편법들—개별
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누적적으로는 비록 일시적이라
고 하더라도 일정한 효과를 지닌—의 의도였다. 그런 편법들의 의
도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낚싯바늘로든 아니면 갈고리
로든—미끼로든 사기성 협잡으로든—할인율을 낮게 유지하라(By
hook or by crook to keep the rate of discount down).

그들은 은행의 이자율을 자연이자율 아래로 인하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자연적인 그리고 법적인 장애물들을 우회하는
길을 만들었다. 사실 은행정책의 목적은 할인정책의 필요성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이란 제1차 세계전쟁의 발발이 인플
레이션을 언제든 쓸 수 있는 길을 남겨줄 때까지는 은행정책이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만약 발권은행 시스템과 신용수단의 전체 시스템에 대한 규
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들이, 규칙과 금지들을 선호하는
국가주의적 편견 없이 검토된다면, 그것들은 은행업의 자유를
주장하는 최종 방어자 중 한 사람의 결론과 다른 결론으로 이끌
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은행권 발행에 특유한 단 한 가지의 위
험이 존재한다. 모든 사람이 계약(commitment)을 하게 될 때, 언
제나 어디에서나 그것을 완수하도록 엄격하게 요구되는, 보통법
의 의무로부터 풀려나게 될 위험. 이 위험은 독점 시스템 아래
에서 무한히 더 커지고 위협적이다.”311)

311) Horn, Bankfreiheit (Stuttgart l867), p.37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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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셔의 상품본위제(Commodity Standard) 제안
일반 경기변동들이 은행의 신용정책에 의거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견해가 근거를 더 많이 얻을수록, 더 열성적으로 경제에
서 활황과 불황이 교대로 출현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법들이 탐
구되고 있다. 무담보 은행권의 발행에 최대한의 제한을 설정함
으로써 주기적인 일반적 경제위기들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
이 통화학파의 목표였다. 이에 이은 명백한 추가적인 조치는,
단순히 은행권의 발행뿐만 아니라 그 어떤 형태의 신용수단이
든 그 발행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의 이론에서 계산되지 못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정책에서 제공되지 못한 틈새를 메
우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신용발행 은행들은 더 이상 균형이자율
보다 너 낮은 이자율을 제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새로운 수량
의 신용수단을 유통되게 하여 경제에 자의적인 자극을 주는 즉
각적인 결과와 두려워하던 경제위기를 불가피하게 불러오는 최
종적인 결과를 불러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적 조치가 실제로 취해질 것인지는 명백하게
당장의 미래에 일반적으로 은행들에 의해, 그리고 특히 거대 발
권 중앙은행에 의해 추구될 신용정책의 종류에 달려 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만약 여타 은행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면, 하나의 은행이 자체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한 나라의
모든 은행들이 혹은 몇 나라들의 모든 은행들이 신용수단의 발
행을 증가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세계 모든 신용발행 은행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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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내려는 암묵적 동의는 오로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달
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 단지 신용의 작은 증가에
불과한 증가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최근 신용정책의 과잉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호가 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아직312) 상황들이 어떻게 모습을 정해갈 지 알 수 없다. 만약
이제 신용발행 은행들이 그들의 유통을 확대하기가 더 쉬워졌
다고 판명된다면, 신용수단의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지
못한 실패는 경제적 삶의 안정성에 최대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
을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의 시기에 금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였다. 1896년 이후 계속 상품의 가격수준은 계
속 상승하였다. 이 움직임—한편으로는 증가된 금의 생산에 의
해 설명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수단의 증가된 사용에 의해
설명되는—은 여전히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도 여전히 더
현저해지고 있다. 금은 일련의 인구가 많은 국가들에서 유통에
서 사라졌으며, 금이 여전히 화폐적 기능을 계속하던, 그러나
줄어들고 있는 지역으로 흘러들어 갔다. 물론 이것은 금의 구매
력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가격은 팽창된 통화를 지닌 국가들에
서뿐만 아니라 금본위제로 남아있던 국가들에서도 상승하였다.
만약 오늘날 지폐통화를 가지고 있는 그 국가들이 금으로 복귀
한다면, 금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
들의 금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 효과는 만약 다양한 유형의

312) 독자들은 이 책이 1924년에 저술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H.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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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환본위제가 금 통화 대신 채택되었다면 달라질 것이다. 그러
나 만약 금이 화폐로서 채택되는 지역이 다시 확대된다면, 완전
히 배제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그것은 모든 국가들이 다시 금본
위제를 채택할 때 비로소 중지될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거의

30년 동안 계속되었던 금의 가치하락이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
그러한 전망은 특별히 즐거운 것이 아니다. 가능한 한 가장
안정적인 구매력을 가진 화폐의 창출 바로 그것을 목표로 하는
제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론가와 정치가들의 주목을 받
았던 상황들에서는 그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화폐의 구매력을 안정시키려는 피셔 계획의 근본적인 아이디
어는 금본위제의 ‘상품’본위제로의 대체이다. 상품본위제에 관한
종전의 제안들은 상품본위제를 귀금속본위제를 보완하는 것으
로 생각하였다. 그 제안들의 의도는 일정 시간까지는 만기가 되
지 않은 화폐적 부채들이, 일반적인 의무적 입법을 하든 혹은
당사자들 간의 특별한 계약적 합의를 하여, 화폐의 명목적 총액
이 아니라 그 채무가 해소될 때의 화폐총액의 구매력이 그 채무
가 이루어졌을 당시의 빌린 화폐총액의 구매력과 동등하게 해
주는 화폐총액을 지급함으로써 해소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
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귀금속이 여전히 화폐적 기능을 수행해
야 한다고 의도하였다. ‘통계표 본위제’(tabular standard)는 단지
이연된 지불(deferred payments)의 기준으로만 효력을 지닐 예정이
었다. 그러나 피셔는 더 야심찬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상품본위제는 단지 금본위제를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대체하려는 것이다. 그 목적은 금환본위제의 근본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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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통계표 본위제’와 함께 영리하게 조합함으로써, 달성할 계
획이었다.
금환본위제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대용물들은 금본위제에 있
던 국가들에서는 금으로 혹은 어음으로 상환될 수 있다. 피셔가
금으로의 상환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셔
는 그 통화단위들이 더 이상 금의 고정된 무게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이 시작될 시점에서의 화폐단위의 구매력에 상
응하는 금의 수량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피셔에 의해 고안된 미국에 대한 모델 어음(Bill)에 따르면 달
러는 변동하는 구매력을 가진 금의 고정된 수량이 아니며 불변
의 구매력을 지닌 변화하는 수량의 금이 된다. 가격통계들에 근
거한 계산들이 인덱스 수치의 구축을 위해 매달 사용된다. 이
인덱스 수치는 어느 정도로 달러의 구매력이 직전 월(月)에 비
해 증가하거나 하락했는지를 가리킨다. 그러면 화폐가치의 이
변동에 맞추어, 1달러를 대변하는 금의 수량은 증가하거나 감소
한다. 이것이 달러 상환의 기능이 신탁된 은행들에서 달러가 상
환될 때 받는 금의 수량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달러를 요
구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1달러를 지불할 때 그 1달러에 대해
받는 금의 수량이다.
피셔의 계획은 야심적이지만 간단하다. 아마도 피셔의 특별
한 화폐이론—어떤 결정적 문제에 대해 그것의 부적절성은 이미
언급되었다313)—에 어떤 방식으로도 결코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313) 상권 222면 이하 참고. 피셔는 특히 이 독립성을 언급하고 있다. (Stabilizing
the Dollar, New York 1920, p.90). 앤더슨도 비록 그가 그의 책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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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는 것은 어쩌면 불필요할지 모른다.
피셔 계획안을, 인덱스 수치의 과학적 정확성에 부여된 상당
한 의구심과 관련해서, 그리고 화폐가치의 변동으로부터 야기되
는 장기계약의 의도치 않던 변경들을 배제하는 데 있어, 그 인
덱스 수치들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게 만들 가능성과 관련해서
다시 비판할 필요는 없다.314) 피셔의 계획에서 인덱스 수치의
기능은 화폐단위의 매월 구매력의 변동에 대한 계기로서 봉사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을지 모른다. 즉,
최단기의 화폐가치의 변동을 결정하기 위해, 인덱스 수치들이
적어도 실제적 목적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확성을 가진 채 사
용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피셔의 계획
은 아무튼 화폐가치 변동의 사회적 결과들을 개선시킬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안이 사업 관
행에 관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장기 신용거래에 대한 화폐가치의 변동의 효과들이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 상쇄된다면, 금본위제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인덱스 수치들에 근거한 상품화폐본위제의 채택은 틀림없이 과
잉의 쓸모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이것은
확실히 화폐가치의 점진적 변동—그 정도도 방향도 예견될 수

Value of Money에서 피셔 방식으로 전환된 화폐수량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 다음의 문헌 참고.
Anderson, The Fallacy of “The Stabilized Dollar”(New York, 1920), pp.6f.
314) 상권 11장(288면 이하)과 상권 311면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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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의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 19세기 말 이래 계속 진행되
어 온 금 가치의 하락은 이자율의 변동에서는 그 어떤 표현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화폐가치의 변동을 측정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만족스런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하
더라도, 장기 신용거래들을 위한 통계표 기준의 채택은 (그 인덱
스의 채택에 관한 결정은 각 특정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맡겨진다) 결코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덱스 수치
들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술적 어려움들은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크다. 인덱스 수치들을 계산하는 모든 방법들의 과학적
부적절성은 ‘정확한’ 수치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그래서
어느 것도 일반적인 승인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순수한
이론적 관점에서 똑같이 부적절한 많은 가능한 방법들 중 어떤
한 방법의 선택은 자의적인 것이다. 이제 각 방법은 서로 다른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 그 방법들에 대한 채무자들과 채권자들
의 의견들도 역시 다를 것이다. 법률에서 혹은 인덱스 수치들을
계산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당국에 의해 서로 다른 해결책
들이 채택된다는 사실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장기
신용거래에서 새로운 불확실성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이
미치는 영향력은 금의 가치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신용거래들
의 기초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오히려 더 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장기 신용거래에 관한 한 피셔의 제안들에도
역시 해당된다. 단기 신용거래에 관한 한, 심지어 현재와 같은
화폐 시스템의 조직화 아래에서도 화폐가치의 미래 변동들은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장기 신용거래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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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가치의 미래 변동을 감안하기 어려운 이유는 심지어 상대
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장기 변동의 방향과 정도를 미리 아는 것
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에 대해서는 몇 주, 그
리고 심지어 몇 개월을 넘어서는 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품가격의 수준의 동향을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동향은
결과적으로 단기신용을 포함하는 모든 거래들에서 감안되고 있
다. 머니 마켓 이자율—단기투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그렇게 불리고 있다—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상품가격에서 곧
있을 변동들에 대한 사업세계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가격들의 상승의 예상과 함께 상승하며, 가격들의 하락 예상과
함께 하락한다. 이자가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업적 합의
들에서는, 피셔의 계약 아래에서 사업기법상의 필요한 조정을
하는 데 아무런 특별한 어려움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상황에서 필요한 유일한 조정은, 이자율의 미래의 계산들에서
상품가격 수준의 변동에 대한 모든 고려들을 감안하지 않는 것
이다. 그러나 명시적 이자율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합의의 일부
여타 조건들에서 이자율이 암묵적으로 허용된 거래들에서는 문
제가 약간 더 복잡하다.
신용구매의 경우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이 점에 대한 논의를
도와줄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5개월이라는 연속적인 기간
동안의 인덱스 수치가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첫 달을 100
으로 보았을 때 매월 1%만큼 산술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가정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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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인덱스 수치

1 달러가 상환될 순금의 수량(1/100 그램)

1

100

160.0

2

101

161.6

3

102

163.2

4

103

164.8

5

104

166.4

3개월의 신용으로 2월에 상품들을 구매했던 사람은, 구매가
이루어졌던 당시의(2월의) 달러의 금 함유량보다 5월에 달러 당
순금 0.048그램씩 더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이제 (피셔의 계획이
아니라) 현재의 관행에 따르면,

2월에 있었던 거래에 합의된 거

래조건은 가격들의 예상된 일반적 상승을 이미 감안하였을 것
이다. 당시 결정된 구매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그들이 가졌던
미래의 가격들이 어떻게 될지에 관한 즉각적인 확률에 대한 견
해들을 이미 표현하였다. 이제 피셔의 계획 아래에서, 구매가격
은 여전히 합의된 수치의 달러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가격들의 상승은 두 번 감안될 것이다. 명백히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피셔의 계획이 실행되려면, 신용에
의한 구매와 여타 신용거래들에 관한 현재의 일상적인 관행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금본위제 아래에서 1월에 3개월의 신용으로 105달러
에 어떤 상품을 구입했을 어떤 사람이 상품기준의 도입 이후 해
야 할 모든 것은, 그가 금 달러로 구매했을 것보다 더 비싸게
사지 않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금의 가치의 예상되는 변동들을
감안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정확하게 그 변동을 3달러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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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는 단지 160×105/164.8=101.94(달러)의
구매가격을 지불하기로 합의해야 할 것이다. 피셔의 프로젝트는
사업에서 다른 기법이 필요하게 만든다. 이 기법이 순수 금본위
제 아래에서 사용되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단순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피셔의 계획이 실행되든 그렇지 않든 두 경우
모두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은, 그들이 취급하는 상품가격들의 특
별한 변동뿐만 아니라 가격들의 일반적 수준의 변동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유일한 차이는 그들이 투기적인 의견의 결과를 평
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용거래들과 연계되어 일어나는 화폐가치의
변동들의 결과에 관한 한 피셔의 계획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
는지 알 수 있다. 장기 신용거래에서 피셔의 계획은 (단점들로 인
해 결코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던) 과거의, 종종 논의되던 통계표 기

준을 진보시킨 것이 아니다. 장기거래에서 금본위제에 대한 보
완책으로서 상품기준의 사용은 인덱스 수치들을 계산하는 모든
방법들의 근본적인 부적절성으로 인해 실제로 적용될 수 없다.
화폐가치의 변동이 이미 다른 방식으로 감안되는 단기 신용거래
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잉의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나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들은, 그 변동들이 모
든 상품들과 서비스들에 관해 동시적으로 그리고 균일하게 표
현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또 다른 종류의 사회적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 피셔의 계획은 이런 종류의 결과들로부
터도 아무런 구원을 약속하지 않는다. 피셔는 실제로 화폐가치
의 변동에 따른 이런 종류의 결과를 결코 언급하지 않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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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런 변동들이 화폐로 계약된 채무관계에 대한 영향으로부
터 야기하는 효과들에 대해서만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계산이 되었든 상관없이, 인덱스 수치는 가격변동들
의 평균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계산된 평균 수치보
다 더 많이 변화하는 가격들이 있을 것이고, 더 적게 변화하는
가격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는
가격들도 있을 것이다. 평균과 다르게 변화하는 상품들을 취급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언급된 방식으로(제2부, 제12장 제3절과
4절) 금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선택된 인덱스 수치에 표현되는 것으로서의 상품가격들
의 평균적인 변동에 따른 달러 가치의 조정은 이것에 영향을
거의 줄 수 없을 것이다. 금의 가치가 하락할 때, 판매하는 상
품들에 대한 가격의 상승이, 그들이 구매해야 하는 상품들에 대
한 가격의 상승보다 먼저 시작한다는 사실에 의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미 높은 가격에서 구매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취급하는 상품들을 종전의 상황
들에 상응하는 낮은 가격에 계속 팔아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들의 이해관계가 손실을 입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피셔의
제안을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화폐가치의 변동들이 모든 여타
경제재들과 관련하여 동시적으로 균일하게 발생하게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화폐가치의 변동들의 사회적 결과들은, 심지어 혹시
피셔의 상품기준의 지원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없앨 수 없
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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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
어빙 피셔(Irving Fisher)의 체제는, 금(金)에 대해 반감을 가지
는 현대의 통화정책 경향의 전조를 보여 준다. 미국과 앵글로색
슨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예외적인 방식으로 인덱스
방법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이 방법들의 과학적 엄밀성은 아직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
실, 그 방법들은 기껏해야 조악한 결과들 이상을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한 방법의 혹은 다른 방법의 계산이
선호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은 과학적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
다는 사실은 완전히 간과되고 있다. 어느 방법이 선호되어야 할
지에 관한 질문은 언제나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되고 있다. 화
폐이론가들과 통화 통계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방법들이—화폐가
치의 결정을 지배적인 정당(政黨)들의 정치적 결정들로부터 독립
되게 만들어 주는—명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화폐가치와 상품가격의 변
동들이 가격통계로부터 계산된 수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화
폐 시스템은, 정부가 가치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타
종류의 화폐 시스템에 비해 정말 조금이라도 정부의 영향력에
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금(金) 시장 상태는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데에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있
을 수 없다. 영국의 금본위제의 양식을 따른 실제 금 사용으로
의 복귀, 혹은 인덱스 수치에 따라 규제되는 구매력을 지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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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폐본위제도로의 이행이 그것이다. 금환본위제는 오로지 만
약 국제적인 동의가 각 국가에 그 능력에 상응하는 금 스톡을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면, 미래의 통화 시스템의 가능
한 기초로 고려될지도 모르겠다. 주로 금 통화로 된 외국 어음
에 투자한 상환기금을 가지고 있는 금환본위제는 장기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일반적 해결책이 아니다.

1912년에 출판된 이 책의 독일어 초판은 화폐와 신용의 미래
에 관한 역사를 엿보는 시도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주장의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간섭이 가능한 한 회피되어야 한다는 것이 화폐정책의 근본
적인 원리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신용수단은 그 속성에 있어
화폐와 거의 다르지 않다. 신용수단의 공급은, 원래 화폐의 공
급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 수량의 변동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영향을 주는 방식도 원래의 화폐의
수량의 변동에서와 똑같다. 그러므로 신용수단은 논리적으로 원
래의 화폐에 대해 확립되었던 것과 동일한 원리들 아래 놓여져
야 한다. 신용수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폐와 여타 경제재
간의 교환비율에 대한 인위적인 영향력을 가능한 한 배제한다는
동일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차재(goods of higher order)
와 저차재(goods of lower order) 사이의 교환비율들에 신용수단의
발행에 의해 일시적인 변동을 야기할 가능성과 자연이자율과
화폐이자율 사이의 괴리와 연관된 파괴적인 결과들은 동일한
결론으로 이끄는 상황들이다. 신용 시스템에 대한 인위적인 영
향력을 배제하는 유일한 길이 신용수단의 모든 추가적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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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억제하는 것뿐임은 이제 명백하다. 필 조례의 기본적 개념들
은 다시 천명되어야 하며 은행 잔고의 형태를 가진 신용의 발행
을 법률적 금지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당시 필의 영국에서보다
더 완전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처음에 그와 같은 급진적인 조치들의 실행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일지 모
른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금의 생산과 은
행신용의 발행의 증가가 현재 화폐에 대한 수요에 비해 상당히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
의 견고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유사한 결과가 판매자(販賣者)들에 의한 겉보기
에 일방적인 가격고정—화폐가치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 가격고
정의 효과는 이미 자세히 검토되었다—으로부터 도래한다. 생활
비의 일반적 상승에 대한 불평들—아직 오랫동안 계속될—은 통
계적으로는 입증도 반박도 될 수 없는 이 가정의 정확성에 대한
입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광의의 화폐 스톡의 성장에 대한 제
한은 무조건 화폐단위의 구매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
다. 그런 제한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발생했을 화폐가치의 하락
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미래의 화폐와 신용정책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추가
적인 하락을 저지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전
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계층들—임금과
봉급 소득자들—은 화폐가치의 계속적인 하락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그들에게 이런 방향에서 안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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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안들도 그들의 가장 따뜻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 제
안들이 어떤 것일지, 얼마나 그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예측하기
가 어려운 문제들이다. 아무튼 경제학자들은 예언자로서 행동하
도록 요청 받은 것은 아니다.” 그 주장을 하는 과정의 다른 곳
에서, 조금이라도 통계적 표준(the tabular standard)에 의해 그려진
방향의 화폐 시스템을 시도하고 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우리는 시장의 조직을
현재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버려야 하
며, 이미 성취된 것에 만족해야 한다. 혹은 우리는 이미 도달된
것을 보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현재 수준의 완벽성을 유지하
는 데 들어 있는 위험들에 주목하기보다는 현행 교환의 기구를
개선하는 데 관심이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미 성취한
것을 보유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교환의 현대적 조직이 필연적으로 계속 존재할 것으로 가정
한다면, 이는 실수일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 안에 자기 파괴의
씨앗을 품고 있다. 신용수단의 발달은 반드시 자체 붕괴로 이어
질 것이다. 일단 신용수단의 유통과 신용 정책에 대한 공통된
원리들이 서로 다른 신용발행 은행들에 의해 합의에 이른다면,
혹은 일단 신용발행 은행들의 다양성이 유일한 세계은행으로
대체된다면, 더 이상 신용수단의 발행에 아무런 한계가 없을 것
이다. 처음에 신용수단의 발행 증가가 가능한 것은 오로지 화폐
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화폐적 금속의 여타 가능한 용도들에 의
해 결정되는 수준으로까지 낮아질 때까지일 것이다. 그러나 법
정화폐(fiat money)와 신용화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한계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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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상품화폐의 경우에도 그런 한계는 넘어
설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단 화폐대용물의 고
용에 따라 화폐에 의해 중개되는 교환 거래들에서 실제로 화폐
를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결코 이런 상태로
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면, 그 한계가 통과되는 순간, 화
폐대용물을 상환할 의무는 제거될 것이며 그래서 은행신용 화
폐(bank-credit money)로의 이행이 쉽게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발행에 대한 유일한 한계는 은행영업의 기술적 비용
에 의해 조성될 것이다. 아무튼 이 한계들이 도달되기 훨씬 이
전에, 신용수단의 발행 증가의 결과들이 날카롭게 느껴질 정도
로 분명해질 것이다.”
그 이후 우리는 화폐 시스템들의 붕괴를, 너무나 갑작스런 붕
괴를 전 유럽의 일련의 국가들에서 경험하였다. 전시와 전후 기
간의 인플레이션, 예견되었던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인플레이션
은 과거에 유례가 없던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우리는 이
혼란을 극복하면서 전쟁 전에 작동되던 시스템으로부터 별로
다르지 않을수록 훨씬 더 좋게 될, 화폐 시스템의 새로운 조직
화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 다시 성취될 교환의 조직화는 이
책을 통해 계속해서 언급되던 모든 단점들을 드러낼 것이다. 정
부에 의한 화폐 시스템의 인플레이션적인 오용에 대항해서 그
리고 은행들의 신용수단의 유통의 확장에 대항해서 안전판을
세우는 것은 미래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안전판만으로는 교환을 촉진시키는 화폐와
신용수단의 기능의 평화스러운 발전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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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분하지 않다. 화폐는 생산수단의 사적 재산권에 기초한 사
회질서에서 자유시장 메커니즘의 일부이다. 오직 정치세력들이
생산수단의 사적 재산권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은 곳에서만, 화
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가능한 한 최대로 안정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는 정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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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부 화폐 재건

이 제4부는 미제스가 1952년에 저술하였으며, 1953년 예일대학교 출판
부에서 발간한 미국판본에 처음 등장하였다.

제21장

건전화폐의 원칙

1. 고전학파의 건전화폐 개념
19세기 화폐이론과 정책의 지침이 된 ‘건전화폐의 원칙’(the
principle of sound money)은 고전학파 정치경제학의 산물이다. 이

원칙은 18세기 무렵 발달한 사회철학, 그리고 그 다음 세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정당들에 의해 널리 보급
된 자유주의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자유주의 원칙(liberal doctrine)은 시장 시스템을 최선의, 심지어
유일하게 가능한, 사회의 경제적 조직화의 시스템으로 보고 있
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도는 가장 적합한 사람의 손에 생산
의 통제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다. 시장 시스템은 소비자들로 하
여금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가장 저렴한 방
법으로 제공하는 공급자들을 선택하게 하는 힘을 가지게 한다.
그 결과, 기업가들과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은, 즉 자본가들과 지
주들은 구매력을 행사하는 소비자 대중의 주권 아래 복속된다.
시장 시스템은 국가들과 그 시민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착실하
게 성장하는 인구를 부양할 풍성한 삶의 자양물을 그들에게 공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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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분업 아래에서 평화롭게 협력하는 체제인 시장경제는
그 구성원들에게 국내의 강도들과 해외의 적들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없이는 작동할 수 없었다. 폭력적 침략은
무장 저항과 억제에 의해서만 제압될 수 있다. 사회는 국방, 국
가, 경찰력의 기구를 필요로 한다. 사회의 방해받지 않는 기능
이 작동하려면, 실제 침략자에 대비한 끊임없는 준비에 의해 이
기능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위험이 용수철처럼
불거져 나온다. 그런 정부기구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침략자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봉사하기로 한 사람들을 향
해 돌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 기구들을 다루도록 위임해 준 사
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지배자가 폭군으
로 변해 그 시민들을 노예화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주
요 정치문제이다. 폭압적 정부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식하지 않
도록 방어하는 것은 서구 역사의 본질적 주제이다. 서양의 특징
적 측면은 다양한 국민들의 자유 추구이며, 이는 동양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관심사이다. 서구 문명의 모든 기적적인 성취
는 자유의 나무에서 자란 과실이다.
건전화폐 개념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범할 수 있는 폭력적인
침범에 대항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서 고안
되었다. 만약 우리가 이 점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개념
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념적으로 건전화폐는 정치적
헌법과 권리장전과 같은 분과에 속한다. 헌법적 보장과 권리장
전에 대한 요구는 왕에 의한 자의적 지배와 과거 관습의 준수
거부에 대한 반동이었다. 건전화폐의 공리(公理)는 먼저 주화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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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라는 국왕의 관습에 대한 반응으로서 제기되었다. 이 공리는
나중에—미국의 대륙통화(the American continental currency)의 경험,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영국 제한시기(the British restriction period)의
지폐 경험을 통해—정부가 한 국가의 통화 시스템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정밀하게 다듬어지고 완성되
었다.
현대의 은밀한 폭정은, 스스로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뽐내고
있는, 자유의 소극성(negativity)을 비난하고 나선다. 이 비난은 진
정한 비판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개념의 문법적
형식에 대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권은 소극적 방식
으로뿐만 아니라 적극적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시민권이 소
극적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 시민권이 악(惡)을 없애
려고 고안되었고, 국가가 전체주의적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고
안되었기 때문이다. 시민권이 적극적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 시민권이 사적 소유권의 체제—문명이라고 불린 것을
가져다준 유일한 사회체제—의 부드러운 작동을 보존하려고 고
안되었기 때문이다.
건전화폐 원리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시장현상에 대한 분
석으로부터 도출되었다기보다는 역사적 경험에 대한 그들의 해
석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이 역사적 경험은, 경제이론에 정통한
좁은 반경의 소수의 사람들을 훨씬 뛰어넘는 광범위한 대중들
이 느낀 것이었다. 그래서 건전화폐의 개념은 자유주의 정강(政
綱)에서 가장 인기 있던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자유주의의 친

구들과 적들 모두가 건전화폐를 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적 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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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理)로 생각하였다.

건전화폐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띤 금속 본위를 의미하였다.
즉, 기준 주화들은 사실상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정확하게 결
정된 기준 금속의 일정한 중량이어야 했으며, 오로지 기준 주화
들만이 무한대의 법정 지불수단(legal-tender)의 자격을 가지며, 그
래서 토큰 주화들(token coins)과 유사화폐 지폐들은, 이를 제시
하면 지체 없이, 법정(法定) 기준 화폐로 상환되어야 한다.
이런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건전화폐의 지지
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그러나 곧 그 기준을 둘러싼 투
쟁이 벌어졌다. 그 기준으로 은을 선호했던 사람들이 패배하고
금과 은의 복본위제(bimetallism)의 실현 불가능성이 드러나자 궁
극적으로 건전화폐의 원칙은 금본위제를 의미하게 되었다. 19세
기 말, 전 세계 사업가들과 정치가들은 금본위제의 필수불가결
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법정화폐 체제 혹은 은본위제도
아래에 있던 국가들은 금본위제의 채택을 그들 경제정책의 최
우선 목표로 삼았다. 금본위제의 우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공식적 원칙의 대변자들인 교수, 은행가, 정치가, 그
리고 신문과 잡지의 편집자들은 이들을 이상한 괴짜로 치부하
고 무시하였다.
건전화폐의 지지자들이 그런 무시 전략을 채택한 것은 심각
한 실수였다. 그 어떤 이념이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
적으로 보이든, 이를 한마디로 틀린 것으로 취급하고 마는 것은
소용이 없다. 현저하게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원칙조차도 조심
스런 분석을 통해 내재된 오류들을 명백하게 밖으로 드러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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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조목조목 반박되어야 한다. 건전화폐 원칙은 적대적
논리들이 지닌 환상들을 논파함으로써 비로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건전화폐의 핵심적 원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나 19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건전화폐 원칙에
대한 과학적 지지는 별로 굳건하지 못했다. 고전학파의 가치이
론의 관점으로부터 건전화폐 원칙의 타당성을 보여 주려는 시
도들은 그렇게 설득적이지 않았다. 더구나 고전학파의 가치개념
이 기각되어야 했을 때에는 고전학파의 시도들은 더 이상 논리
적이지도 못했다. 그러나 고전학파의 가치이론을 대체한 새로운
가치이론의 대표자들은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그들의 연구를
직접교환의 문제들에 국한하였고 화폐와 금융의 문제는 경제학
에 친숙하지 않던 사람들의 손에 남겨 두었다. 단지 우연히 얕
은 수준에서 화폐문제를 다루는 경제학 논문들과, 통화와 금융
에 대한 책들도 없지 않았지만, 이 논문과 책들은 경제학 체계
속에 화폐와 금융이란 그들의 주제를 통합해 보려는 시도는 아
예 하지 않았다.315) 마침내 현대의 가치이론, 즉 주관적 한계효
용 원칙은 화폐의 구매력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등
장하기 시작하였다.316)
이런 상황 아래 있었으므로, 우리는 왜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이
제기한 가장 말이 안 되는 건전화폐 원칙에 대한 반대조차도 건
전화폐 지지자들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는지 어렵지 않게 이
315) Mises, Human Action, 1949, pp.204-206.
316) 이 책의 상권 179-186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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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 금본위제가 그 명성을 잃게 된 까닭은, 너무나
오랫동안 금본위제 지지자들이 그 장점들을 드러내고, 반대론자
들의 핵심적 교리의 오류를 논파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전혀 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금본위제의 미덕들과 단정된 단점들
금본위제도의 우월성은, 화폐단위의 구매력이 정부와 정당
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결정되게 한다는 사실에 있다. 게다가 금
본위제도는 지배자가 의회의 재정과 예산에 관한 특권을 교묘하
게 회피하지 못하게 한다. 행정부가 순환(循環) 법정화폐(fiat money
in circulation)의 수량을 증가시켜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도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의회는 행정부의 재정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회의 정부재정 통제는 행정부
가 그런 수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금본위제는 대의(代議)정부 시스템이 기능하도록 하는
헌법적 보장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도구이다.

1850년대 캘리포니아와 호주에서 금 생산이 상당히 증가하자,
사람들이 금본위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면서 금본위제를
공격했다. 그 시절에 미셸 슈발리에(Michel Chevalier)는 그의 책,
향후 금의 가치 하락(Probable Depreciation of Gold)에서 금본위
제 포기를 권장하였고, Beranger는 그의 시(詩)에서 동일한 주제
를 다루기도 했다. 하지만 나중에 이러한 비판들은 잠잠해져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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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금본위제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비난을 받
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대로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가장 광신적인 인플레이션주의자들도 그들의 진
정한 의도를 숨기고 그들이 단지 금의 불충분한 공급이 만들어
내는 긴축적 압력의 경향을 상쇄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
언한다.
그러나 지난 몇 세대에 걸쳐 분명 모든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률은 압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화폐가격과 화
폐임금은 일반적인 하락 경향을 거의 나타낸 적이 없어서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다루지 않더라도 무방할 정도가 되었다.317)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경험한 것은 그 정반대, 즉 장기적인 화폐
의 구매력 저하 경향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구매력
저하의 장기적 경향은 단지 신용팽창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출
된 붐이 붕괴될 때 그 여파로 일시적으로만 중단되었을 뿐이다.
금은 상품에 비해 저렴해졌다. 비싸지지 않았다. 금본위제의 적
(敵)들은 기존의 물가와 임금의 상승 추세를 반전시키라는 게

아니라 이를 가속화시키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화폐의 구매력을
더 빠르게 낮추기를 원했다.
그러한 과격한 인플레이션주의는 물론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
다. 그러나 그 인기는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의 효과에 대한 잘
못된 이해로 인한 것이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요구했던 것은,
그들이 팔고 있던 상품들과 서비스들의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317) 이 문제에 대해서는 Human Action, pp.463-46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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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들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었다. 감자 농부들은 감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른 가격들이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른 가격들이
감자 가격보다 먼저 오르거나 높은 비율로 상승하면 그들은 손
해를 본다. 만약 어느 모임에서 어떤 정치인이 정부가 가격이
올라가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연설한다면, 청중은 그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청중 각자는 서로 다른 가격의 상
승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아득한 옛날부터 인플레이션은 부유하고 가혹한 채권자를 희
생시켜 가난하지만 유덕한 채무자(poor worthy debtors)들의 부담
을 덜어 주는 방법으로 추천되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 아래에
서 전형적 채무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동산, 기업, 보
통주(common stock)를 소유한 부자들이다. 대개 이들은 은행, 저
축은행, 보험회사, 채권소유자(bondholder)들로부터 돈을 빌린다.
전형적인 채권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규모 자산가들
로서 채권과 저축계좌를 보유하거나 보험상품을 구매했던 사람
들이다. 만약 이 보통사람들이 반(反)채권자 정책을 지지한다면,
이는 그들 자신이 바로 채권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팽창정책(easy-money policy)의 희생자가 반드시 부
자들일 것으로 여기는 것은 격세유전적인 유물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과
정에는 어떤 마술 같은 요소가 들어 있다. 정부의 마술 한마디
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획득하고자 했을 상품
과 교환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창출된다. 마법사, 마녀, 요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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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들의 기술은, 재무부의 신비한 재주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
것없는 창피한 수준인가! 교수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정부는 화폐를 인쇄함으로써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돈을 마
련할 수 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선언했다. 수입을 위한
조세들은 이제 “없어도 된다.” 얼마나 놀라운가!318) 그리고 정부
에 대해 조세수입으로 모든 지출을 충당하여 균형예산을 지키
라고 요구하는, 낡아빠진 정통 경제학의 고집스런 지지자들은
얼마나 악의적이고 반인류적인가!319)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열성지지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은 인플레이션이 일반 대중의 무지라는 조건 아래에서만 작동
하며, 인플레이션이 화폐단위의 구매력에 미치는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은 작동을 멈춘다
는 사실이다. 평상시, 즉 정부가 화폐에 변조를 가하지 않는 시
기에는 사람들은 화폐문제들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화
폐단위의 구매력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상당히 순
진하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다양한 상품들의 화폐 가격에 일어
나는 변화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그들은 서로 다른 상품들
사이의 교환비율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
다. 그러나 그들은 한편에는 화폐를 놓고, 다른 한편에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들을 놓았을 때 두 편 사이의 교환비율도 마찬가
지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인플레이션의 불
318) A. B. Lerner, The Economics of Control(New York, 1944), pp.307-308
참고.
319) B. Ruml, “Taxes for Revenue Are Obsolete,” American Affairs 8
(1946):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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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가격들이 치솟을 때, 그들은 상품의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폐가 점차 값싸지고
있음을 눈치 채지 못한다.
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에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
지고 있는지 분별하고 그들의 사업을 그의 통찰에 맞게 조정하
고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 이득을 추구한다. 압도적 다수는 상
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비(非)인플레이션 시기
에 획득한 관행대로 그대로 움직인다. 나중에 그들은 분개해서
시장 교란의 진정한 원인을 더 빨리 이해한 사람들을 ‘악덕 모
리배’라고 공격하고 자신의 곤궁해진 처지에 대한 책임을 이들
에게 돌린다. 이런 대중의 무지는 인플레이션 정책의 불가결한
기초이다. 인플레이션은 가정주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한 작동한
다. “나는 프라이팬이 몹시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사람들이 인플
레이션이 계속되고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여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임을 발견하는 순간, 인플레이션 정책은 급작스런 종말을 맞
는다. 가정주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인플레이션 정책은
중대 고비를 맞는다. “나는 지금 새 프라이팬이 필요하진 않아.
어쩌면 1년 혹은 2년 후 하나 정도 필요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중에 사면 훨씬 비쌀 테니까 오늘 사두는 게 좋겠어.” 그렇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의 파국적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이다. 인플레
이션의 마지막 국면에서는 그 가정주부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
는 지금 테이블이 하나 더 필요하지도 않고 어쩌면 영원히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정부가 화폐라고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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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쪼가리들을 1분이라도 더 지니고 있느니 지금 저 테이블
하나를 사는 게 현명해.”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을 고의적으로 기만하는 것을 정부재정
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 추천할 만한 일인지, 그 문제는 접어
두기로 하자. 그와 같은 기만의 정책은 자기패배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잘 적용된다. “당신은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다.”(언젠가 누군가는 당신의 속임수를 알게 된다.) 궁극적으로 군중
은 통치자의 계략을 알아채게 된다. 그러면 영리하게 조작된 인
플레이션 계획은 붕괴한다. 정부에 순응하는 관변 경제학자가
무엇이라고 하든, 인플레이션주의는 건전화폐 정책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화폐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임시적인
변통일 뿐이다. 인플레이션 정책의 가장 주요한 문제는 대중들
이 그들의 통치자들의 계략을 꿰뚫어 보기 전에 어떻게 중단할
것인가이다. 일반인들이 그 본질적 특징들을 무시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상
당히 큰 순진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덱스 수치 방법은, 화폐 한 단위의 구매력에 일어난 변화를

‘측정하는’ 매우 조악하고 불완전한 수단이다. 사회문제의 분야
에서는 숫자 사이의 불변적 관계들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정이 가능하지 않으며 경제학은 결코 수량화될 수 없
다.320) 그러나 인덱스 지수 방법은, 그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320) 위의 제11장, 그리고 Human Action, pp.55-57, 347-34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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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적인 움직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인플레
이션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단 사람들
이 인덱스 수치들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정부는 인플레
이션의 속도를 저하시키도록 압력을 받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 정책이 단지 위기의 소나기를 피하려는 임시변통이
었으며 머잖아 중단될 것임을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 관변 경제
학자들은 여전히 지속적 화폐관리 정책으로서의 인플레이션의
우월성을 칭송하겠지만, 정부로서는 그 적용에 제한을 두지 않
을 수 없게 된다.
의도적인 인플레이션 정책은 기만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
냐하면 그 정책을 적용하여 추구하려는 효과는, 오로지 정부가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책의 결과들에 대해 잘 모르게
하는 데 성공할 때에만 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간섭주의정책
의 대표자들 대부분은 그와 같은 속임수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
로 인해 이 정책의 추진을 주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
으로는 정부가 하는 것은 결코 잘못일 수 없다. 그러나 경제학
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대 주장에 직면해서는 그들은 고
고한 도덕적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없다. 경제학자들의 눈으로
는 주요 이슈는 인플레이션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커다란 제약 아래 시행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제약하에서 시행되더라도 단지 제한된 기간 이외
에는 작동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의존 정책
은, 금본위제도와 같은 영구적 기준에 대한 심각한 대안으로 간
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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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정책에 호의적인 주장들은 현재 금본위제가 붕괴
되었고 결코 다시 시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증거 없이) 단정된
사실을 강조한다. 그들에 의하면, 국가들은 더 이상 금본위 게임
의 규칙들을 지키려 하지 않으며 금본위제의 보존에 수반되는 비
용들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금본위제가 붕괴되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러 정부들
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펼칠 평탄한 길을 포장하기 위해 금본위제
를 철폐하였다. 금본위제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탄압과 강제를 위
한 모든 음습한 기구들—경찰, 세관원, 형사법정, 감옥, 어떤 국가
들에서는 처형자—이 동원되어야 한다. 엄숙한 맹세가 깨어지고
소급 법률들이 공표되었다. 헌법 조항들(provisions of constitutions)
과 권리장전(bills of rights)이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았다. 굴종적인
저술가들은 정부가 한 일을 칭송하였으며, 불환화폐(fiat money)

100년의 새벽이 밝았다고 환호하였다.
그러나 이 새롭다고 단정된 화폐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현저
한 사실은 그것의 완전한 실패였다. 이 화폐정책이 국내시장들
에서 기존의 법정화폐를 대체했고, 다른 집단의 희생 아래 일부
개인들과 집단들의 물질적 이해에 봉사했음은 사실이다. 게다가
이 화폐정책은 노동의 국제적 분업의 해체에도 상당히 기여하
였다. 그러나 이 정책이 국제적 혹은 세계적 기준의 지위에서
금을 배제하지는 못했다. 만약 당신이 어느 신문의 금융 지면을
흘끗만 보더라도 금이 여전히 세계의 화폐임을 금방 알게 된다.
이에 비해 다양한 정부 인쇄 부서들의 다채로운 종이제품들은
그 어느 것도 세계 화폐가 아님을 알아채는 데는 오래 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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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이 종잇조각들은 금 1온스 당 그 가격이 안정적일수록
더 가치를 인정받는다. 오늘날 국가들이 국내 금본위제로 복귀
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감히 암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그를 미치광이로 취급해 묵살할 것이다. 이 테러리즘은 상당기
간 지속될지 모른다. 그러나 세계 기준으로서의 금의 지위는 난
공불락이다. “금본위제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취했다고 해서 그
나라 화폐당국이 자국 화폐단위의 가격을 금의 단위로 고려할
필요성에서 탈출하지는 못한다.
금 본위 게임의 규칙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저술가들이 무엇
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약 금을 사고팔거나
보유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이를 강제하는 데 판사들과 경찰관
들, 밀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면, 금본위제가 만족스럽게
기능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금본위제는 게임이 아
니다. 그것은 시장현상이며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회제도이다.
그 보존은 어떤 특정한 규칙들이 준수되느냐의 여부에 의존하
지 않는다. 그저 정부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기를 삼가면 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정부 불간섭이라는
이 조건을 게임의 규칙으로 단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마치 바울의 생명 보존이 바울 생명 게임의 규칙들에 사람들이
순응하느냐에 의존한다는 선언이 타당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이다.321) 만약 누군가가 바울을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하면, 바울
321) 마치 금본위제가 얼마나 건강한 제도냐에 그 보존이 달려 있듯이, 바울
의 목숨은 그의 건강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금본위제를 폐지하려
고 국가가 의도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한, 금본위제는 존속한다. 바울의
목숨도 그가 건강하다면, 누군가 찔러 죽이지 않는 한 유지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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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죽을 것임에 틀림없다.
금본위제의 모든 적들이 금본위제의 주요 악덕이라고 일축하
는 것이 정확하게 금본위제의 주창자들의 눈에는 그 주요한 미
덕—즉, 신용팽창 정책과의 양립 불가능성—이다. 금에 반대하는
저술가들과 정치인들의 서투른 감정 섞인 반대의 핵심은 바로
이 팽창주의(膨脹主義)의 오류이다.
팽창주의 원칙은 이자율—즉, 미래재화의 현재재화에 대한 할
인—은 그 어떤 종류의 인간행동에도 실재하는, 그리고 사회제도
와는 독립적인, 인간의 가치평가의 본원적 범주(originary category)
라는 사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1년 혹은 100년 후 먹을 수 있는 사과 하나(에 대한 권리)와 지
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사과 하나(에 대한 권리)가 있을 때 두 사
과에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팽창주의자들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하
고 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자(利子)는, 정당화되지 않은 제
도가 돈을 빌려 주는 사람들의 이기적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생산의 확장에,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복지에
걸림돌일 뿐이다. 그들은 말한다. 이자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이다. 그러므로 그 높이는 화폐의 공급의 크

데 국가가 특별히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본위제의 규칙으로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게임의 규칙이 아니라 금본위제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소극적 조건이다. 그래서 이런 국가의 불간섭의 조건을 금
본위제의 규칙이라고 부르고, 국가의 이 규칙에 순응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잘못된 언어의 사용법이자 잘못된 절차라는 것이 미제스의 생각이
다.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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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달렸다. 만약 법이 인위적으로 추가적 화폐의 창조를 제한
하지 않았더라면, 이자율은 하락할 것이며, 심지어 영(零)의 수
준으로까지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긴축’(contraction) 압력
은 사라질 것이며, 자본의 부족도 없어질 것이고, 아울러 금본
위제의 ‘제한주의’(restrictionism)로 저지된 무수한 사업 프로젝트
들은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이가 번영을 누리도
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금본위제 게임의 룰’을 깨
는 것이다. 그 룰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경제적 폐단들
의 주된 근원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원칙들이, 민족주의적 슬로건과 뒤섞이면서,
무지한 정치가들과 선동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분리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로 하여금 저이자율 정
책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금본위제의
고수이다. 금본위제는 우리의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우리의 할
인율의 수준을, 국제 화폐시장에서의 조건에 상응하는 수준으
로, 그리고 외국 중앙은행들의 할인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
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자들’이
단기 해외투자를 위해 우리나라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것이고,
이로 인해 귀결되는 금이 유출됨으로써 우리 중앙은행의 금 보
유고가 법적 기준 아래로 하락하게 된다. 만약 우리의 중앙은행
이 그 은행권을 금으로 상환할 의무가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금의 인출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우리의 중앙은행이 화폐
이자율의 수준을,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 독점에 의해 지배되
는, 국제 화폐시장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도 더 이상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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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이 주장과 관련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주장이 정확하게
채무국들에서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 채무국들로서는
국제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의 작동은 해외펀드의 유입을 의미하
며 결과적으로 이자율의 하락 경향이 나타났다.322) 이 주장은

1870년대와 1880년대 독일에서, 그리고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유
행했다. 그러나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은행과 은행가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많은 자금을 빌려 주었는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는 당시에 금본위제의 폐지를 심각하게 언급하는 경우조차 거
의 없었다. 영국이 세계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후였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서야 비로소 영국에서도 이런 주장이 제
기되었다.
물론 그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이는 법정화폐와 은행
의 순환 신용이 ‘존재하지 않는’ 자본재를 대신하게 할 수는 없
다는 사실로부터 나온 결론이다. 신용팽창은 초기에 붐을 만들
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붐은 슬럼프, 불황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경제위기가 재발되는 것은, 정확하게 정부들과—정
부에 의해 감독을 받는—은행들이 값싼 이자율로 대출해 줌으로
써 사업들이 잘되게 하려고 반복적으로 신용팽창을 시도하기
때문이다.323)
322)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채무국에서 이자율을 더 떨어뜨리고 싶어서 금본
위제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역자 주)
323) 이 책의 제3부는 화폐적 경기이론, 순환신용 경기이론, 혹은 오스트리안
경기이론으로 불리는 경기순환이론의 제시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있다.
Human Action, pp.535-583; 787-7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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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전고용의 원칙
인플레이션주의 혹은 팽창주의 원칙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
지만, 본질적 내용은 항상 똑같다. 가장 오래되었으며 가장 단
순한 유형으로는, 화폐의 공급이 불충분하다는 단정적 주장이
있다. 야채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한다. 사업 상황이 좋지 않은
까닭은 나의 현재 혹은 잠재적 고객들이 구매를 늘릴 충분한 돈
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그의 말이 옳다. 그
러나 그가 그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순환화폐의
수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을 더 보태는 순간, 그의 말은 옳지
않다. 그가 진정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의 고객들과 잠
재 고객들의 주머니에 있는 화폐의 수량이 증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는 화폐의 수량은 불변인 채 있는 상태이다.
그는 특별한 종류의 인플레이션을 요구하고 있다. 즉, 추가적인
새로운 화폐가 특정 집단의 사람들, 즉 그의 고객들의 현금보유
속으로 흘러들어 가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그가 인플레이션 이
득(inflation gain)을 얻게 해 주는 인플레이션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주창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까
닭은, 그가 팔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들이 그가 구매하
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들에 비해 먼저 상승하고 더 많이 증
가해서 자신이 이득을 보는 사람들 속에 속할 것이라고 추론하
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 속에 속
한다면 아무도 이를 주창하지 않을 것이다.
애덤 스미스와 장 밥티스트 세이(Say)는 단번에 영원히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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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야채가게 철학을 논파하였다. 오늘날 그것은 케인스 경에 의
해 부활되어 완전고용정책이라는 이름을 달고 소련연방에 완전
히 복속되지 않은 모든 정부들의 기본정책 중 하나가 되고 있
다. 아직 케인스는 세이의 법칙에 대항하여 그럴 듯한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의 제자들과, 다양한 정부들, 유엔, 기타
국내 혹은 국제기구 소속의 경제학자들도 케인스에 비해 전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케인스 완전고용 정
책 속에 내재된 오류들에 새 옷을 입혀 내놓고 있으나, 이들의
주장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스미스와 세이가 아주 오래 전 이미
논파한 오류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임금률은 시장현상이며, 특정한 질의 노동의 특정한 수량에
대해 지불되는 가격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노동을 그 대
가로 받고자 하는 가격에 팔 수 없다면, 그는 요구하는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실업상태에 머물게 된다.
만약 정부 혹은 노조가 임금률을, 자유 노동시장의 잠재적 가격
보다 더 높게 고정시키면, 그리고 만약 그들의 최소가격 명령을
강요와 강제를 통해 집행하게 되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들 가운데 일부는 실업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와 같은 제도적인
실업은 오늘날 자칭 진보성향의 정부들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방법들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이것이 친(親)노동 정책이라고 잘
못 명명된 조치들의 진정한 결과이다. 임금소득자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실질임금을 상승시키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1인당 투자되는 자본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이 이런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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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조사할 필요는 없다. 공식적 신조들에 대해 회의적인 책들
도 있지만, 도서관은 이런 책을 널리 구매하지 않으며, 학교는
교과과정에서 이런 책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출판
사들은 이 책들을 출판하기를 꺼린다. 신문들이 사람들에게 인
기 있는 신조들을 비판하는 경우도 드물다. 노조에서 구독거절
운동을 벌일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 ‘사회적 이득’(social gain)을 획득했다고 믿고 있
으며, 실업의 확산이 자본주의에 내재한 악(惡) 가운데 하나라고
믿으며, 결코 자기들이 자랑하는 정책들로 인해 야기되지 않았
다고 아주 진지하게 믿고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소비에트 블록 이외에서 현재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명성
과 위신—그리고 교육과 언론 분야에서의 그들의 동맹자들의 명
성과 위신—은 ‘진보적’ 원칙과 너무나 서로 분리될 수 없을 정
도로 엮여 있어서 그들은 이 진보의 원칙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만약 그들이 정치적 야망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들의 정책이 대량 실업을 영구적인 현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고집스럽게 부인해야 하며, 그들의 조치들의 부정적 효
과들에 대한 책임을 자본주의에 덮어씌워야 한다.
완전고용 원칙의 가장 특징적 측면은 이것이 시장에서 임금
률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을 다
룰 때, 그들은 임금률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이 임금률을 보
는 방식에서는 임금률의 높이가 실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실업과 관련해서는 임금률이 전혀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실업이 있으면, 진보의 원칙은 말한다. 정부는 완전고용이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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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까지 유통화폐의 수량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그들은 이 조
건 아래 유통화폐의 수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지 ‘완전고용’ 정책일 뿐
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고용 정책의 용어상의 기이함에 대해서는 눈살
찌푸리기를 자제할지 모른다. 주요 논점은 순환화폐(money in
circulation)의 모든 수량증가가 가격들과 임금들의 상승 경향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만약, 상품가격들의 이런 상승에도 불구하
고 임금률이 전혀 상승하지 않는다면, 혹은 만약 상승이 충분히
지연되어서 상품화폐들이 상승한 이후에 발생한다면, 임금률이
너무 높아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
나 그와 같은 상품가격과 임금률의 실현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은 임금률로 인한 실업자들이 줄어드는 것
이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 순환화폐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정책
을 실행할 필요가 없다. 정부나 노조의 압력에 의해 집행된 최
저임금률의 높이를 낮추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여러 다른 (부정적) 효과들을 잉태시키지 않을 수
있다.

1930년대 일부 국가들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존은, 정부
나 노조에 의해 고정된 화폐임금률의 상승에 뒤이어 곧바로 실
행되지는 않았다. 인플레이션은 실질임금률의 하락에 버금가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실업자의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다. 1936년 케인스 경은
고용주들이 화폐임금의 협상을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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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노동자들로부터 더 강렬한 저항에
직면하지만, 가격상승의 결과로서 실질임금률이 점진적이고도

‘자동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그 저항이 더 작다고 선언하였다.324)
그러나 이 선언은 시대에 뒤떨어져 뒷북을 치는 격이었으며, 그
후 여러 사건들의 진행으로 쓸모없게 되었다. 대중들이 이미 인
플레이션의 교묘한 책략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 구매력의 문
제들과 지수 수치들이 노조의 임금률 협상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인플레이션을 선호하는 완전고용의 주장은 케인스와 그
의 추종자들이 정부의 진보적 경제정책들의 기본적인 원리로
선언할 당시에 이미 시대에 뒤진 상태였다.

4.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주장
인플레이션을 옹호하는 모든 경제적 주장은 지지될 수 없다.
그 오류들은 이미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논파된 지 오래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옹호하는 하나의 정치적 주장이 있으므
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분석이 요구된다. 서적이나 논문, 그
리고 정치적 연설들에서는 그 정치적 주장에 의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주장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지
만, 그 주장에 흐르는 개념은 정치가들이나 역사가들의 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24)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1936),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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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지자들은 건전화폐의 원칙을 충분히 받아들인다. 그들
은 사이비들이 저지르는 인플레이션정책에 대한 실수를 공유하
지 않는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주의가, 필연적으로 경제적 격변
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자기패퇴적인 정책임을 깨닫고 있으
며, 인플레이션정책의 시혜적 효과들이라고 선전되는 것도 실
은, 인플레이션정책의 지지자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플레이
션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악(惡)에 비해 더 바람직하지 않음
도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단호하게 필요한, 혹은 적어도 인플레
이션에 의존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긴급사태들이 있다고 여전
히 믿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한 국가는 인플레이션 효과와는
비교될 수 없는 더 재난적인 악(惡)들에 의해 위협을 당할 수 있
다. 만약 건전화폐의 원칙을 일시적으로 철폐함으로써 한 국가
의 자유와 문화의 완전한 절멸을 피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절
차에 대해 그 어떤 타당한 반대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반대는 결국 작은 악보다 큰 악을 선호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정책을 옹호하는 이 긴급사태 주장의 중요성을 제
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국가의 저항력에—물질적인 자
원의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정신적, 도덕적 강인성에 있어서도—
인플레이션이 아무 것도 보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장 군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 장비는 생명과 관련된 목적이 아닌 덜 중요한 목
적들을 위한 소비를 제한함으로써, 그리고 이전에 축적된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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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소비함으로써 남겨진 활용 가능한 수단들로부터 마련되
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시민들 다수가 그들의 최선의 능력으
로 저항하고, 그들의 독립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그와 같은 희
생을 각오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의
회는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방법들을 채택
할 것이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정책에 의존하게 되어 초래될 화
폐제도의 변조 없이도 경제적 동원 혹은 방어 경제라고 불리는
것에 도달할 것이다. 커다란 위기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를 인플레이션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
긴급 인플레이션정책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묘사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
다. 그것의 가장 특징적 측면은, 정부의 의견과 국민 다수의 의
견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반목이다. 이 점에서 단지 국민 소수
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정부는 공공지출의 상당한 증가와 이
에 상응하는 사적 가계들의 더 많은 검약을 요청하는 긴급상황
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다. 그들은 정부가 묘사하는 만큼 조건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고 생각하거나 위기에 처한 가치들의 보존이 그들이 감수해야
할 희생만큼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혹은
다수의 의견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의 문제는 제기할 필
요가 없다. 아마도 정부가 옳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갈등
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을 위해 통치자가 선택하
는 방법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민들은 통치자들에게 국민들
의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을 생략할 권력과 도덕적 권리를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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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들은 이를 사칭
하고 있다. 그들은 제시된 조치에 포함된 비용에 대해 일반 대
중을 속임으로써 국민들의 협력을 얻고자 열망한다. 겉으로는
대의적 정부의 헌법적 절차에 순응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실질적으로는 선출된 공무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
며 국민들의 보호자의 행동인 것이다. 선출직 행정가는 더 이상
자신을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는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총통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위기는 이것이다. 국민 혹은 국민 다수
가 그들의 통치자의 정책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단지 그 정책들의 실행이 그들에게 부
담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정도까지만, 이 정책들을 지지한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다른 사람들, 즉 부자들이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세금들에 대해서만 지지하는 투표를 하는 까닭은 이 조세
들이 그들의 물질적 복지를 손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국민들의 이런 태도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적어도 가끔
씩은 국민들에게 참된 이익이 되는 것을,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
로 봉사해 제공하려는 진지한 소망에 의해 출발했을 것이다. 그
러나 이 목적을 위해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의존하였다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자구를 완벽하게 충실히 순응하였더라도,
정부가 대의정부(representative government)의 원칙들에 반하는 방
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중의 무지를 이용하고 있
으며, 또 대중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투표자들을 속이
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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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정책의 승인 여부가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문명의 이상(理想)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큰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서양의 자유
는 동양 노예제의 맹공격에 대항하여 그 기반을 가질 수 없다.
의회의 대표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조세로 거둘 수 없거나 일반
대중의 저축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도 없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정부로서도 인플레이션에 의지하면, 그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른다. (동의를 얻지 못해) 새로이 창출된 법정화폐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승리에 필요한 물질적 희생을 제공하기를
기피하는 국민이라면, 승리에 필요한 적당한 정신적 에너지는
결코 표출되지 못할 것이다. 자유와 문명을 위한 투쟁에서 성공
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장비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정신이다. 영웅적 정신은 인
플레이션으로 구매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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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장

현행 통화체제

1. 경직적 금본위제
제1차 세계대전 전야(前夜)에 존재했던 모든 유형의 금본위제
와 금환본위제 시장은 그 나라 화폐단위의 금 패리티(gold parity)
였다. 그 금 패리티는 정당하게 공표된 법률에 의해 정확하게
결정되었다. 사람들은 이 패리티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
한다. 패리티 법률 덕분에, 국가 통화 시스템의 단위는 실질적
으로는 금이라는 금속의 일정한 중량을 의미하였다. 은행권이
법정화폐의 지위를 부여받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은행
권은 금으로 상환되었으며, 중앙은행들은 은행권을 제시하며 요
구하면, 액면 가치 그대로 완전히 상환하였다.
나중에 정통 혹은 고전적 금본위제라고 불린 진정한 금본위
제와 금환본위제 사이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였다. 고전적 금본
위제 아래에서는 개인 시민들과 기업들의 현금보유 속에 금화
(gold coins)가 있었으며 그것들은—은행권과 함께, 수표, 부분적

주화(fractional coins)와 함께—사업상의 거래에서 사용되었다. 금
환본위제도 아래에서 금은 국내 사업의 거래에 사용되지 않았
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금괴와 외환을 국내 통화에 대해 법정
패리티를, 고전적 금본위제 아래에서의 금 마진만큼을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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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비율로 팔았다. 그래서 금환본위제도 아래에 있던 국가들
은 국제금본위제의 체제 속에 고전적 금본위제 아래에서 못지
않게 통합되었다.

2. 유연본위제(The Flexible Standard)
유연본위제—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발전
된 제도—는 금환본위제로부터 비롯되었다.

(1) 금이나 외환에 대한 국내 통화의 패리티는 법률에 의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폐문제에 대해 위임을 받은 정부
기구에 의해 고정되었다.

(2) 이 패리티는 일반 대중에게 미리 고지되지 않은 채 급격
한 변동을 겪을 수 있다. 패리티는 유동적이다. 그러나 이 유연
성은 실질적으로 언제나 국내 통화의 금과 금에 대해 가치가 하
락하지 않은 외국 통화들에 대한 교환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되었다.

(3) 만약 패리티의 추락의 정도가 너무 두드러지면, 그것은
평가절하라고 불린다. 만약 하향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해당 통
화가 새로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어떤 한 통화의 교환가치를 선택한 패리티보다 낮게 떨어지
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제시된 그 어떤 물량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칭 비정통적인 정치가
들의 귀에 상환이란 용어는 유쾌하지 않은 뉘앙스를 풍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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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 용어는, 은행권의 소지자가 액면가대로 상환받을 법적
으로 보증된 권리를 가지고 있던 과거를 상기시킨다. 현대의 관
료들은 페깅(pegging)이란 용어를 선호한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페깅과 상환은 완전히 똑같은 것을 가리킨다. 둘 다 모두 해당
통화가 판매를 위해 내어놓은 그 어떤 물량이라도 상환 혹은 페
깅 기구에 의해 정해진 가격에 모두 구매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떤 지점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게 방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물론 이 점—패리티—은 유연본위제 아래에서는 법률로 고정
되어 있지 않으며, 그 기구는 자유롭게 이 비율에서 내놓은 물
량을 매입하기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외환의 가격은 이 패
리티를 배경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 만약 정부가 자유롭게 변
동하는 기준을 채택할 의사가 없다면, 페깅은 곧 더 낮은 수준
에서 재개된다. 즉, 외환의 가격은 이제 국내 통화를 기준으로
더 높아진다. 그와 같은 사건은 때로는 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4) 어떤 나라들에서는 페깅 조작의 실행이 중앙은행에 맡겨
져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서는 비슷한 이름을 지닌 소위 ‘외환균
등화 계정’이라는 특별한 기구에 맡겨진다.325)

325) 그와 같은 외환 균등화 계정들의 설립으로 이끌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는, Human Action, pp.45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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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변동통화(The Freely Vacillating Currency)
만약 정부가 추가적 신용 혹은 법정화폐(fiat money)에 제약
을 가한다면, 그리고 여론이 인플레이션적인 정책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완전히 중지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인플레이션적
인 통화 시스템은 수년 동안 지배적이 될 수 있다. 그 나라는,
통화의 단위가 국제금본위에 대해 교환가치가 춤추는 통화로부
터 귀결되는 모든 효과들을 경험한다. 이 효과들에 대해, 자유변
동통화는 나쁜 통화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통화
는 지속될 수 있고, 필연적으로 붕괴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변동통화의 특징적 표지는 그 통화의 어떤 수량이든 그
소유자는 재무부, 은행 혹은 여타 그 어떤 경제주체에 대해서도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률적으로 혹은 실
질적으로 그 어떤 상환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 조각들은 화폐의
대체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원래의 화폐이다.
정부가 그 통화가격의 금이나 여타 외환에 대비한 급속한 하
락에 놀라 시장에서 금과 외환을 일정량 매도함으로써 그 하락
에 대응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가끔씩 특히 1920년대 유럽의 인
플레이션 시기에 일어났다. 이것은 차라리 비상식적인 조치였
다. 만약 정부가 시장에서 후일 다시 사들일 물량을 처음부터
발행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훨씬 간단하고도 효과적이었을 것
이다. 그와 같은 조치들도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 그 조치들이 언급되어야 할 유일한 이유는 정부와 정부의
기관들이 때로는 그 조치들을 (특정 수준으로 고정한다는 의미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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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인) 못 박기(pegging)라고 잘못 언급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유변동통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달러, 신(新)
달러이다. 이것은 금이나 외환으로 상환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
는 유통되는 은행권의 수량을 계속 증가시키고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예금의 수량을 늘림으로써 인플레이션정책에 몰두
하고 있다. 만약 재무부가 정책자문자들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
도록 허용되었다면, 달러는 1923년의 독일 마르크처럼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 경제학자들 측의 강력한 항의들이 국가 전
체에 경종을 울렸고 재무부에 제약을 가하도록 만들었다. 인플
레이션의 속도는 완화되었다. 그러나 달러의 미래는 한편으로는
소수의 경제학자들, 다른 한편으로는 무지한 선동가들과 그들의

‘비정통적인’ 동맹자들 사이의 계속되는 투쟁의 운명에 놓인 상
태여서 불안하다.

4. 환상의 본위제(The Illusive Standard)
그 가공의 본위제는 기만 위에 기초해 있다. 정부는 국내 통
화와 금 혹은 외환 사이의 패리티가 존재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환상
적인 수준에서보다 더 낮은 교환비율이 나타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정부는 그 어떤 조치로도 이런 가공의 패러티를
실제적인 패러티로 만들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정부는 통화에 아
무런 태환성이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것처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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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려고 고집하며 가공의 교환비율에서 벗어난 비율에서의 거
래들을 금지하고 있다. 여타 비율에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사
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며 엄격하게 처벌을 받는다.
그와 같은 규정의 강력한 집행은 모든 외국과의 화폐적 거래
를 정지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국민들이 소유한 외환을 강제로 수용하고 수용당한 사람들에게
공식적 명령에 따르면 수용당한 외환보유에 상응하는 국내 통
화의 수량으로 보상한다. 이런 강제수용은 정부에 외환을 다룰
국내 독점을 부여한다. 이제 정부는 그 국가에서 외환의 유일한
판매자이다. 정부가 획득한 명령에 맞추어 정부는 공식적 환율
에서 외환을 판매한다.
정부 간섭에 의해 훼손당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국내 통화(A)
와 외환(B) 사이에 어느 통화로 상품들을 사고팔거나 아무런 차
이가 없게 만드는 환율이 성립되고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B를
주고 특정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A를 받고 판매함으로써 이익
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특정량의 A를 판매하려
는 상인들로부터 발생하는 B의 수량에 대한 특정한 수요가 발
생할 것이다. 이런 특정한 수요는 오로지 더 이상 이 두 통화들
단위로 표현된 가격들 사이의 가격 불일치로부터 이윤을 얻을
기회가 없을 경우에만 사라질 것이다. 시장환율은 어떤 사람도
외환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에 의해 유지된다. B를 주고 A를 구매하든 혹은 A를 주고

B를 구매하든 시장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전자는 B로 표현된 A의
가격, 후자는 A로 표현된 B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은 이윤을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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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중재거래들은 이 가격에서 중지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외환의 구매력 패리티 이론이 묘사하는 과정이다.
구매력 패리티 원칙의 작동을 상쇄시키려는 목적으로, 외환통
제정책이라고 과장되게 불리는 정책들이 시도되지만, 이 정책들
은 한심할 정도로 실패하고 만다. 외환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몰
수하는 것은 수출관세와 다를 바 없다. 그것은 수출을 감소시키
고 그래서 정부가 몰수할 수 있는 외환의 수량을 감소시킨다.
다른 한편, 외환을 시장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수입에 보조
금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그래서 외환에 대한 수요를 증
가시킨다. 가공의 본위제와 그 주요 수단인 외환통제는 (다소 부
적절한 명칭이지만) 외환부족이라는 상황을 초래한다.

희소성은 경제재의 본질적 특징이다. 수요에 비해 희소하지
않은 재화들은 경제재가 아니라 자유재이다. 인간의 행동은 자
유재들과는 관계가 없으며, 경제학은 자유재를 다루지 않는다.
그와 같은 자유재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지불되지 않으며, 그 대
가로 아무 것도 획득되지 않는다. 금 혹은 달러가 공급이 부족
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립하는 것은 자명한 것을 말하는 것에 불
과하다.
달러의 희소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묘사하고 싶은 상황은 다
음과 같다.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고정되고, 정부의 전 기구
들에 의해 강제되는 가공적인 패리티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는
판매되기 위해 시장에 제공된 달러를 초과한다. 이것은 훼손되
지 않은 시장이 시장가격을 결정했을 수준보다 더 낮은 최고가
격을 강제하려는 모든 시도들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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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타니아인들은 그들이 루리타니아 제품들을 수출함으로써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외국제품들을 소비하고자 한다.
루리타니아인들이 외환부족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선언
하는 것은 이 상황을 묘사하는 매우 어색한 방식이다. 그들의
곤경은 그들이 국내 혹은 해외의 소비를 위해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야기되었다. 만약 달러가 자유
시장에서 100루리타리아 루르를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정부가
가공적인 50루르 패리티를 고정하고 그 비율을 외환통제를 통
해 강제한다면 사태는 악화된다. 루리타리아의 수출은 감소하고
외국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대한다.
물론 루리타리아 정부는 그러면 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고안
되었다고 단정된 다양한 조치들에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조치가 시도되든지 상관없이 달러의 ‘부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외환통제는 오늘날 기본적으로는 외국투자의 실질적인 강제
매입을 위한 도구이다. 그것은 국제자본과 머니 마켓을 파괴하
였다. 그것은 수입의 배제, 그리고 수입배제에 의한 여러 국가
들로부터의 경제적 고립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의 주요 도구이
다. 그래서 그것은 서구 문명의 쇠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 가
운데 하나이다. 미래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상세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실제 화폐문제들을 언급하는 데 있어, 그것이
불임(不妊)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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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장

건전화폐로의 회귀

1. 화폐정책과 전면적 계획으로의 현재의 경향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화폐 문제의 현 상태는 불만족스러우
며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개혁이 필요한지,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커
다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정성에 대해, 그리고 인플레
이션적이지도 디플레이션적이지도 않은 본위제에 대해 혼돈된
논의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들 논의에서 채택된 용어들의
애매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여전히 그 원칙들을 적용함으로써
현재의 화폐적 혼란을 창출했던 자기모순적인 가짜 원칙들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화폐질서의 파괴는 다양한 정부들이 저지른 고의적인 행동의
결과였다. 정부통제하의 중앙은행들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준 시
스템이) 이런 무질서와 붕괴의 과정에서 (정부에 의해 채택된) 도구

들이었다. 통화제도 개선을 위한 계획들은 하나같이 정부에게
통화 문제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우위를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
라, 초특급 특혜를 부여받은 초대형 은행들이 화폐 문제를 해결
한다는 환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무용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술가들은 여전히 인류를 값싼 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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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넘쳐나게 해 줄 세계은행에 대한 꿈에 탐닉하고 있다.
이 모든 계획들의 공허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그
계획의 입안자들의 사회철학의 논리적 귀결이다.
화폐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교환의 매개물이다. 그것은 시
장현상이다. 그 분야는, 개인들 혹은 개인들의 집단들이 생산수
단의 사적 소유와 노동의 분업에 기초한 사회 속에서 거래하는
사업의 분야이다. 이 방식의 경제조직—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
—은 현재 정부와 정당들에 의해 하나같이 저주를 받고 있다.
교육제도들, 대학에서 유치원까지, 언론, 라디오, 그리고 영화,
출판사, 극장들은, 자본주의를 모든 해악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
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에 의해 거의 완전히 지배되고 있다. 그
들 정책의 목표는 소위 그들이 단언하는 시장경제의 무계획성
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계
획이라는 용어는 물론 당국에 의해 경찰력에 의지하여 강제되
는 중앙계획을 지칭한다. 그것은 각 시민들이 그들의 삶을 계획
할 권리를 무효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계획은 개별 시민들
을 중앙계획위원회—그 위원회가 정치국(Politburo) 혹은 국가위
원회(Reichswirtschaftsministerium) 혹은 그 어떤 다른 명칭으로 불
리든 상관없이—의 커다란 그림 속에서 마치 장기판의 졸(卒)과
같은 존재로 만든다. 이런 의미의 계획은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와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주창했던 사회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모든 생산활동에 대한 통제를 정부로 이전하며 그래서
시장을 완전히 배제한다. 시장이 없는 곳에서는 화폐 또한 존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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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경제정책의 현재 경향성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미국과 여타 나라들은 여전히 시장경제의 특징적 측면들을 유
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사업통제의 대표적 주창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공정거래당(Fair Deal party)은 어떤 가격, 임금, 이윤이 공정하
고 어떤 것이 공정하지 않은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경찰력과
법원을 통해 강제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더 나아가 신용팽창을 통해 이자율을 공정한 수준으로 유지하
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당은
소득과 부의 평등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제도를 강요한다.
이 원칙들 중 첫째 혹은 마지막 것 중 하나라도 철저하게 적
용을 한다면 이는 다름 아닌 사회주의의 확립으로 귀결될 것이
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태가 이 정도로까지 진척되지는 않았다.
경제적 자유를 주창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아직 완전히 분쇄되
지는 않았다. 모든 가격과 임금들의 직접 통제, 그리고 저소득
층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여기는 수준 이상의 소득을 모두 완전
하게 몰수하는 제도의 영구적 확립을 막으려는 반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철의 장막의 이쪽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전체주의적인
전면적 계획경제의 열광적 지지자와 그 적(敵)들 사이의 전투는
여전히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다.
이 일대(一大) 갈등 속에서 공적 통제의 지지자들은 인플레이
션정책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은 방만한 지출과
선심성 보조와 투표자들에 대한 뇌물 제공이라는 그들의 정책
에 드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 인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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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불가피한 결과인 물가의 상승은, 그
들에게 가격통제를 확립하고 그래서 한 단계씩 전반적 계획경
제의 창출이라는 그들의 계획을 실현해 갈 수 있는, 환영할 만
한 환경을 제공한다. 인플레이션이 초래한 경제계산의 혼란으로
인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아래서의 이윤이 실질적인 이윤인
것으로 잘못 착각한다. 그 이윤들은 초과이윤이라는 잘못된 이
름 아래 과세됨으로써 투자된 자본의 일부가 몰수된다. 불평불
만과 사회적 불안을 퍼뜨리는 데 있어, 인플레이션은 복지와 진
보의 자칭 대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사회전복적인 선동선전을
하기에 적당한 조건들을 만들어 낸다. 지난 20년간의 정치적 환
경이 제공한 정치적 풍경은 정말 놀랍다. 정부는 주저 없이 대
규모 인플레이션에 나섰으며 관변 경제학자들은 적자재정지출
과 ‘팽창적’ 화폐정책과 신용관리정책을 번영, 굳건한 진보, 그
리고 경제적 개선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선언
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 정부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인플레이
션의 불가피한 결과를 낳은 주범으로 기업들을 지목하고 공격
하였다. 그들은 높은 가격과 임금률을 만병통치약으로 주장하
고, 정부가 ‘국민소득’(물론 가치가 하락하는 통화로 표현된 것)을 증
대시켰다고 칭송하는 반면, 사적 기업을 엄청난 가격들을 부과
하고 막대한 이윤을 남긴다고 비난하였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면
서, 정치가들은 자본주의가 희소성을 만들어 낸다고 선전하며,
거대기업들의 음흉한 음모가 없었더라면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고 풍부했을 것이라고 주창하는 뻔뻔함을 지니고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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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천만 명의 투표자들은 이 모든 말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
이고 있다.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경제정책들은 인플레이션이 없이는 불
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들은 건전화폐의 정책
을 수용할 수도 없으며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적자재
정지출정책도 포기할 수 없으며, 인플레이션의 불가피한 결과들
이 만들어 내는 반(反)자본주의 선동에 적합한 환경의 제공도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이 인플레이션 없이 그렇게 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화폐유통량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격통제제도를 확립하는 것, 즉 그들의 정책들로부터 불가피하
게 발생하는 위기를 탈출하려는 헛된 계획이다.
인플레이션의 포기와 건전화폐로의 복귀를 포함하는 화폐재
건은 단순히 일반적인 경제정책의 구조의 변화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법상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자유의 보존
에 적대적인 이념들이 지배하는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화폐가
존속할 수 없다. 시장경제를 붕괴시키는 이념에 물든 집권정당
들이 그들의 가장 가공할 무기인 인플레이션을 스스로 박탈하
는 개혁에 찬성하지 않을 것임은 확실하다. 화폐재건은 먼저 미
국에서 뉴딜과 페어딜의 슬로건에 의해 표방된 소위 진보적 정
책들의 완전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폐지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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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불가결한 금본위제
건전화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이 19세기에 의미한 바
로 그것, 즉 금본위제를 의미한다.
금본위제의 탁월성은 그것이 정부의 조치와 독립적으로 화폐
단위의 구매력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사실에 있다. 금
본위제는 ‘경제 독재자들’의 손으로부터 그들의 가장 가공할 무
기를 빼앗는다. 그것은 그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겉보기에 마르지 않는 정부의 지갑으로부터
나오는 하사금들로 인해 득을 볼 것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금본
위제를 분노에 차서 공격을 하는 이유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배자들이 오로지 정당하게 공포된
법률에 따라 거두어들인 조세만을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정부들이 대중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
면 어느 정도까지 빌릴 수 있느냐는 것은 화폐 문제들의 취급과
는 별 상관이 없는 질문들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더 이상 유
통되는 화폐의 수량과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은—즉, 일반대중에
의해 지불된 예금에 의해 100퍼센트 보증되지 않는—수표들의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인플
레이션이 남의 눈을 피해 슬쩍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떤 뒷문도
열려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긴급상황도 인플레이션으로의
복귀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은 어떤 한 국가가 그 독
립성을 방어할 필요가 있는 무기도 아니며, 그 어떤 (사업) 프로
젝트에 필요한 자본재도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불만족스러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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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조건들을 치유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통치자들로 하여
금 그들의 정책들이 초래한 재앙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모면하
도록 도와줄 뿐이다.
제안된 개혁의 목표들 가운데 하나는 정부와 은행들이 무에
서 유를 창조하여 그 국가나 개별 시민들 중 아무도 더 가난하
게 만들지 않으면서 이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지
니고 있다는 미신을 혁파하여 영원히 없애는 것이다. 근시안적
관찰자는 단지 정부가 새로이 창출된 화폐를 지출하여 이루어
내는 것들만 본다. 그는 정부가 그런 성취에 필요한 수단을 마
련하느라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보지 못한다. 그는 인플레이션
이 추가적인 재화들을 창출하지 않으며 단지 부와 소득을 일부
집단의 사람들에게서 다른 집단으로 이전할 뿐임을 깨닫지 못
한다. 게다가 그는 인플레이션의 2차적 효과, 즉 과오투자와 자
본의 소비(decumulation)를 알아채지 못한다.
모든 색채의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의 격정적인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종식
시킬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케인스주의는 대학에서조차 체면을 잃고 있다. 수년 전 같았으면
정부들은 적자재정지출, 새로운 총수요 창출(pump-priming), 그리
고 국민소득의 증대를 자랑스러워하였다. 그들은 이 방법들을
폐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더 이상 으스대지는 않
는다. 그들은 심지어 가끔 균형예산을 취하고 화폐적 안정을 이
루는 것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님을 인정하기도 한다. 건전화폐로
의 복귀에 대한 정치적 가능성은 여전히 취약하지만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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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이래 그 어떤 다른 기간보다도 더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전화폐 지지자들은 재정 목적들을 위한
인플레이션의 제거 그 이상으로 나아가길 바라지 않는다. 그들
은 발권기능이 있으면서 채무자에게 수표발행이 가능한 계좌에
신용을 제공하는 은행들로부터 정부가 그 어떤 채무를 지는 것
도 방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빌려 주기 위한 목적의
신용팽창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방지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개혁은 크게 보아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인플
레이션이 있기 이전에 지배적이던 상황으로 되돌리는 데 있다.
그들의 건전화폐에 대한 개념은 건전화폐를 훼손시켰던 영국
은행학파(British Banking School)의 모든 오류들을 안고 있었던 19
세기 경제학자들이 지니고 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들은 여전
히 유럽 은행 시스템과 통화들의 붕괴를 초래했고 거의 주기적
인 경기침체의 재발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시장경제를 불신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이 책의 제3장과 나의 책 인간행동(Human Action)에 제시된
것에 이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더 보탤 필요는 없다. 만약
경제위기의 재발을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붐을 만들어 내고
불가피하게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신용팽창을 피해야 한다.
논의를 위해 우리가 이 이슈들을 언급하기를 게을리한다면,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점은 현재 경제조건들이 은행신용 팽창
의 19세기 대변자들이 염두에 두었던 것과는 더 이상 같지 않
다는 사실이다.
이 정치가와 저술가들은 정부의 재정적 필요들이 특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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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받은 은행들과 은행의 채무청산에 주요하고도 실질적으로 유
일한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였다. 이 사실들로부터 도출된 논리
적 결론은, 우리가 특권화된 은행들을 모두 철폐하고 모든 은행
들을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신뢰에서 서약한 대로 계약을 이행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보통법(common law)과 상법전의 지배 아
래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은행업은 세상을 무수한 경제위
기와 재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을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은행원칙의 비극적 오류는 이자율을 규제받지 않은 시장에서
나타났을 수준보다 낮추는 것이 그 국가에 축복이며 신용팽창
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올바른 수단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은행정책들의 특징적 복제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중
앙은행 혹은 은행들은 정부에 빌려 주지 않아야 하며 어떤 제약
들 안에서 기업들에게 신용을 자유롭게 팽창해도 좋다고 보았
다. 그 개념은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제도의 제안은 정부와 기업이 두 별개 영역이라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정부는 조세를 부과하지만 다양한 기업들
이 작동하는 방식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중앙은행
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한다면 그 목적은 재무부를 위해 빌려 주
고 은행들로 하여금 기업들에게는 더 빌려 주도록 유도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은행의 정부에 대한 대부를 불법화시킴으로써
은행의 경영은 기업들의 필요에 따라서만 신용거래를 맞추어
갈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의 모든 장단점들이 과거에 무엇이었든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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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현재 더 이상 아무런 중요성도 가지지 않는다. 현대의
주요 인플레이션의 동기는 소위 완전고용정책이며, 은행대부 이
외의 원천으로부터 재무부가 빈 금고를 채울 능력이 없다는 사
실이 아니다. 화폐정책은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서 도달했을 것
보다 더 높은 임금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간주되고
있다. 신용팽창은 노동조합들의 이익에 봉사한다. 만약 100년
혹은 70년 전에 서구의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대부를 강요
하려고 나섰다면, 일반 대중은 만장일치로 은행 편에 섰을 것이
며 그 계획을 불발로 그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신용팽창, 즉 정부에 의해 강한 지원
을 받고서, 노조가 기업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강제한 임금률
의 지급에 필요한 돈을 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신용팽창에 대해
서는 반대가 거의 없었다. 영국에서 1931년 그리고 미국에서

1933년, 케인스 경이 몇 년 후 그의 일반이론에서 정당화를
기도했던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리고 1936년에 블륨이 프랑스
고용자들에 대해 소위 마티뇽 협약을 강제하면서 프랑스 은행
(the Bank of France)으로 하여금 노동조합들의 요구에 따르기 위

해 재계가 필요한 금액을 자유롭게 빌려 주도록 명령했을 때,
아무도 경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인플레이션과 신용팽창은 (인간 욕구의 충족이 의존하는 물질들의)
희소성이라는 자연조건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다.
자본주의 사적 기업의 주요 관심사는 이 희소성을 가능한 한 최
대로 제고하고 증가하는 인구의 생활수준을 계속 개선하는 것
이다. 역사가는 자유(방임)주의와 거친 개인주의가 보통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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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더 많고 풍부한 의식주와 여타 무수한 즐거움을 공급하는
데 있어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크게 성공하였음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개선들이 아무리 괄목할 만한 것이더라
도, 소비를 지속할 수 있는 수량 혹은 더 나아가 생산의 팽창에
필요한 자본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소비될 수 있는 수량에는
언제나 엄격한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과거 시대에 사회개혁가들은 사회의 빈곤계층들의 물질적 조
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로지 부자들의 부를 몰수하
여 이를 덜 가진 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뿐이라고 믿었다. 이
공식의 오류는, 오늘날의 조세제도를 안내하는 이념적 원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람들로서
도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닌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는 그와 같은 분배가 엄청난 대중의 소득에 미미한 정도만큼만
더 보탤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를 게을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기간에 한 국가 혹은 전 세계에서 생산된 총
량은 사회의 경제조직의 양식과 무관한 크기가 아니라는 데 있
다. 자신의 활동에 의한 생산물의 상당한 혹은 더 많은 부분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협박은 개인의 부의 추구를 약화시킨다. 그
래서 사회주의 생산방식으로부터 예상되는 부(富)의 상승은 동화
(童話) 같은 환상이다. 사실 재산권에 대한 모든 침해와 자유기업

에 대한 모든 제약은 노동의 생산성을 손상시킨다. 경제적 자유
에 적대적인 모든 정당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투표
자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간섭주의의 다
양한 분파들은, 만약 사람들이 그 정책의 채택을 사회적 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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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갈채를 보내던 정책들이 생산을 감소시키고 자본의 침식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면,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대중으로부터 숨기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소
위 진보적 정책들에 기여하는 서비스들 가운데 하나이다. 인플
레이션은 일반 사람들의 진정한 아편이며 반자본주의적인 정부
와 정당들에 의해 이것이 그들에게 투여되고 있다.

3. 루리타니아의 통화개혁
미국 혹은 스위스의 조건들과 비교하여 루리타니아는 가난
한 국가이다. 루리타니아의 평균소득은 미국인 혹은 스위스인의
평균소득보다 낮다.
과거 한때, 루리타니아는 금본위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
부는 1금 루르와 1지폐 루르의 비율로 법정화폐의 권능을 부여
한 인쇄된 종잇조각을 발행하였다. 모든 루리타니아 주민들은
어떤 수량의 지폐 루르에 대해서도 이것을 동일한 명목수량의
금 루르와 동일하게 받아들이도록 명해졌다. 정부만이 스스로
제정한 규칙에 순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폐 루르들을 금 루르
들로 1 : 1로 태환하지 않았다. 지폐 루르의 수량을 루리타니아
정부가 증대해가면서, 그레셤의 법칙이 묘사하는 결과들을 초래
하였다. 금 루르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금 루르들은 루리타니
아인들에 의해 저장되거나 해외로 팔려 나갔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루리타니아 정부가 했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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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법정화폐의 수량이 증가한 비
율들은 서로 달랐다. 어떤 국가들은 추가적 수량을 발행하는 데
온건했으나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결과 다양한 국가
들의 지역적 법정화폐 통화들 사이의 교환비율들이 더 이상 그
들이 금본위제를 이탈하기 이전에 그들의 통화들 사이에 지배
적이던 것과 동일하지 않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5골드 루르는

1금 달러와 동일하였다. 오늘날의 달러는 더 이상 금본위제 아
래서 대변했던 금의 무게와 동일하지 않다. 다시 말해 1933년
이전에는 이들 평가절하된 달러들 중 하나를 사기 위해 100지
폐 루르가 필요하였다. 얼마 전에는 80지폐 루르로 1달러를 살
수 있었다. 만약 미국과 루리타니아 양국에서 모두 현재의 인플
레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폐 루르는 달러 단위로 더 하락할
것이다.
루리타니아 정부는 달러에 대한 지폐 루르의 추가적 평가절
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에 의해 그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적자재정지출의 속도를 줄여
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사실 달러에 대한 안정적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은 아닐 것이다. 루리타니아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정도
에 적정한 비율로 인플레이션율을 감소시키기만 하면 될 것이
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은 루리타니아는 가난한 나라이므로 그
예산을 현재보다 더 작은 인플레이션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와 같은 감소는 사회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이룬 결과들의 일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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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후진성’과 같은 조건으로 루리타니아를 후퇴하게 하
는 것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철
도, 전신, 전화를 국유화하고, 다양한 공장, 광산 그리고 산업분
야를 국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거의 모든 공공사업들
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적자는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
는 국영 혹은 시영(市營)이 아닌 사업들에서 거두어들인 조세로
보전되어야 한다. 사(私)기업들은 재무부 수입의 원천이다. 국유
화된 산업은 정부기금들이 빠져나가는 배수관이다. 그러나 이
기금들은 만약 더 큰 인플레이션(지폐 발행)에 의해 부풀려지지
않으면 루리타니아에서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화폐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한 국가의 통화가 외국의 덜 인플
레적인 통화들이나 금과 교환되는 비율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
순한 일이다. 그 준비 단계는 국내 통화의 더 이상의 추가적 증
가를 삼가는 것이다. 이것이 출발에서 외환의 환율들의 추가적
상승과 금 가격의 상승을 정지시킬 것이다.
약간의 출렁거리는 등락이 있은 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환율
이 나타날 것인데 그 수준은 구매력 패리티에 의존할 것이며,
그 수준에서 사람들이 통화 A 혹은 통화 B를 사거나 혹은 팔더
라도 별 이득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안정성은 한없이 지속될 수 없다. 해외에서 금 생
산 혹은 달러의 발행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루리타니아에서는
그 수량이 경직적으로 제한된 통화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
다. 이런 조건들 아래에서는, 더 이상 루리타리아의 시장들과
해외시장들에서 상품가격들의 움직임 사이에는 완전한 상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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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지배하지 않게 된다. 비록 금 혹은 달러로 표시된 가격들
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루르로 표시된 가격들은 그 가격들보다
나중에 상승하거나 심지어 하락할 것이다. 이것은 구매력 패리
티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 혹은 달러로 표시된 루르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경향이 명백해
질 때, 화폐개혁의 완성을 위한 좋은 환경이 도래한다. 이런 상
황에서 지배적인 환율은 루르와 금 혹은 달러 사이의 새로운 법
정 패리티가 공포되어야 할 것이다. 이 환율에서의 모든 지폐
루르와 금 혹은 달러 (혹은 그 반대) 사이의 무조건적 태환성은
그 시점에서부터 근본적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개혁은 두 가지 조치들로 구성된다. 첫째 조치는,
국내 화폐 공급의 그 어떤 추가적 증대에 대해서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둘째 조치는, 첫째 조치로 인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루르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공급이 경직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다른 통
화들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할 루르의 상대적 디플레이션을 방지
하는 것이다. 둘째 조치가 취해지고 나면, 곧바로 어떤 수량의
루르도 그 어떤 수량의 금이나 달러로 지체 없이 태환될 수 있
을 것이다.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개혁법에 의해 외환 운용의 책
임을 위임 받은 기관은, 기술적 이유들로 인해 일정한 소규모의
금과 달러 지불준비금(reserve)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것의 주
요한 관심사는, 적어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루르에 대해 금 혹은 외국 통화의 교환에 필요한 루르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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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이다. 그 기관이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기관에 일반 대중으로부터 구매한 금 혹은 외환에 의해 완전
하게 100퍼센트 보증된 추가적 루르를 발행할 권리가 수여되어
야 한다.
이 기관에 대해 법정 패리티에 따라 금 혹은 외환의 판매와
구매 이외의 그 어떤 책임도 지우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편리
하다. 그 기관의 과업은 루르의 무조건적인 상환을 통해, 즉 루
르의 시장가격을 법정 패리티 쪽으로 하락시킴으로써, 그리고
금 혹은 외환의 무조건적인 매입을 통해 법정 패리티 쪽으로 루
르의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이 법정 패리티가 실효적인 실제
시장환율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조작들의 첫 시작 단계에서 그 기관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금 혹은 외환의 일정한 지불준비금을 필요로 한다. 이 지불준비
금은 정부 혹은 중앙은행에 의해 이 기관에 이자지불로부터 자
유롭게 대부되어야 하며 결코 취소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초기
적 대부 이외의 그 어떤 사업도 한편으로는 정부와 은행 혹은
정부에 의존하는 기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관 사이에
협상되어서는 안 된다. 이 새로운 화폐체제의 출발 이전의 루르
의 총량은 정부 측에서의 그 어떤 조작에 의해서도 증대되어서
는 안 된다. 다만 그 기관만이 추가적인 새로운 루르를 자유롭
게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발행에 있어 이 기관은 이 새로운 루
르 각 단위가 교환을 원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금 혹은 외환으로
완전하게 보장된다는 규칙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
정부가 주조화폐(coin)를 만들 수 있고, 일반 대중에 의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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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도만큼 부분적인(fractional) 혹은 보조적인 주조화폐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가 주조독점을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사업들을 위해 오용하고 또 사람들의 ‘잔돈’에 대한 수
요를 충족시킨다는 핑계로 그와 같은 명목주화들을 대량으로 시
장에 범람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
다. 이 부분지불 명목화폐들에 대해 그 정부 이외의 그 어떤 수
취인에 대한 지불에 대해서도 단지 엄격하게 제한적인 법정화폐
의 권능만이 부여되어야 한다. 오직 그 정부에 대해서만 그 주
화들은 무제한적인 법정화폐의 권능이 부여되어야 하며, 게다가
그 정부는 지체 없이 그리고 그 주화의 소지자에게 그 어떤 비
용이 들지 않게 하면서, 그 어떤 사적 개인, 기업, 혹은 회사 혹
은 그 (화폐개혁 담당) 기관에 의해 제시된 어떤 양에 대해서도 루
르로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무제한적인 법정화폐의 권능은 1루
르 혹은 더 큰 단위 등 다양한 은행권들—그 개혁 이전에 발행
되었거나 혹은 만약 그 개혁 이후라면 금 혹은 외환으로 완전하
게 보장된 채 발행된 은행권들—에 유보되어야 한다.
이 부분지불 주화들을 법정화폐 루르에 대한 교환과는 별개
로 그 기관은 배타적으로 일반 대중과 거래하여야 하며 정부 혹
은 정부에 의존하는 그 어떤 기관들, 특히 중앙은행과는 거래하
지 않아야 한다. 그 기관은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스로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그 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자 하는 일부 일반 대중들과만 오직 배타적으로 거래하여야 한
다. 그러나 아무런 특권도 그 기관에 수여되어서는 안 된다. 그
기관이 금 혹은 외환을 다루는 독점권을 얻은 것은 아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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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완벽하게 어떤 제약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모든 사람은 자
유롭게 금 혹은 외환을 사고팔 수 있다. 그와 같은 거래의 중앙
집중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금 혹은 외환을 그 기관에
팔도록 혹은 그 기관으로부터 금 혹은 외환을 사도록 강요를 받
지 않는다.
이 조치들이 일단 성취되고 나면, 루리타니아는 금환본위제 혹
은 달러환본위제를 가지게 된다. 루리타니아는 금 혹은 달러에
대비하여 그 통화를 안정시켰다. 이것으로 출발로서는 충분하다.
당장은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통화의 붕괴
위협을 받지 않게 되어 루리타니아는 조용히 다른 나라들에서 화
폐 문제들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개혁은 루리타니아 정부로부터 그 시민들에게
과세하거나 국내 혹은 해외의 일반 대중에게 국채를 발행하여
빌려 온 총액을 넘는 액수의 루르를 지출할 힘을 박탈할 것이
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지급수지 적자는 점차 사라진다. 만약
루리타니아인들이 외국 제품을 사고자한다면, 그들은 국내 제품
을 수출하여야 한다. 그들이 수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수입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자본의 탈출이 벌어지
지 않을까? 비애국적인 일부 루리타니아 시민들과 그 나라에 투
자했던 외국인들이 그들의 자본을 더 나은 사업전망을 보이는
다른 나라들로 이전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루리타니아인 존 배드맨과 미국인 폴 양크는 과거 루리타니
아에 투자하였다. 배드맨은 광산에 양크는 공장에. 이제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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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투자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루리타니아 정
부는 그들의 투자수익 전부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투자 자체
도 몰수하는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배드맨과 양크는 구출해낼
수 있는 것들은 구출해 내고자 한다. 그들은 루르를 팔고자 하
며 그 수입으로 달러를 구매하고 그 달러들을 수출함으로써 이
전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구매자를 발견하는 데 있
다. 만약 그와 같은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가진 모든 이들이 그
들처럼 생각한다면, 가장 낮은 가격에서도 판매하는 것이 절대
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배드맨과 양크는 적기를 놓쳤다. 이제
너무 늦은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구매자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인 빌 서커(Sucker)
와 루리타니아인 피터 심플은 그 투자의 전망이 배드맨과 양크
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밝다고 믿고 있다. 서커는 준비된 달
러를 가지고 있다. 그는 루르를 사서 이 루르를 가지고 양크의
공장을 산다. 양크는 서커가 그 기관에 판매한 달러를 산다. 심
플은 루르를 저축하였고 그의 저축을 배드맨의 광산을 구매하
는 데 투자한다. 그가 그의 저축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즉 루리타니아에서 생산재 혹은 소비재를 사는 것이 가능했
을 것이다. 그가 이 재화들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의
가격들의 하락을 초래하거나 그가 그것들을 구매했더라면 발생
했을 가격의 상승을 방지한다. 그것은 국내시장에서 가격의 구
조를—종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수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혹은 종전이었더라면 이루어졌을 수입을 막는 방식으
로—교란시킨다. 그래서 그것은 배드맨이 구매하고 해외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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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러의 수량을 만들어 낸다.
많은 외환통제론자들을 우려하게 하는 불안의 원인은 수출에
종사하는 루리타니아인들이 그들의 사업으로 얻은 외환수입을
해외에 그대로 놓아둘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조국에
(얻을 수 있었을) 외환의 일부를 잃게 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밀러는 그와 같은 수출업자이다. 그는 루리타니아에서 상품

A를 구매해서 그것을 해외에 판매한다. 이제 그는 사업을 정리
하기로 하고 모든 자산들을 해외에 이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것은 루리타니아의 A의 수출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우리의 가
정에 따르면 루리타니아에서 A를 구매해서 이것을 해외에 팔
때 이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무역은 계속될 것이다. 만약 그
어떤 루리타니아인도 그 무역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외국인들이 그 공간을 채워 줄 것이다. 언제나 시
장에는 정부의 태업에 의해 완전하게 파괴되지 않고 이윤을 얻
을 기회를 열성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자. 만약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소비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생산한 어떤 것
을 그 판매자에게 제공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이에 대해 지불하여야 한다. 이것은 뉴욕 주의 사람
들과 아이오와 주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진실이듯이 루
리타니아 사람들과 라푸타니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똑같
이 진실이다. 지급수지는 언제나 균형을 맞추어 간다. 왜냐하면
만약 루리라티아 사람들(혹은 뉴욕 주 사람들)이 지불하지 않으면

324

화폐와 신용의 이론 (하)

라푸타니아 사람들(혹은 아이오와 주 사람들)은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미국의 건전화폐로의 복귀
워싱턴 정가의 정치인들과 월스트리트의 박식한 체하는 사
람들로서는 금본위제로의 복귀 문제는 언급하지 말아야 할 터
부에 속한다. 인플레이션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이나 변명자들은
말한다. 오로지 바보들이나 무식한 사람들만이 그와 같은 어리
석은 개념을 개발한다고.
만약 그들이 단지 금본위제가 적자재정정책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단언하는 것이라면 이 신사들은 전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다. 금으로의 복귀의 주요한 목표들 가운데 하나가 정
확하게 이런 낭비, 부패, 그리고 자의적인 정부의 철폐에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신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금본위제의 재확립과
보존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면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첫째 조치는 근본적이고 무조건적인 추가적 인플레이션의 폐
기이다. 달러권(券)의 총량은, 그 이름 혹은 법적 성격이 무엇이
든 상관없이, 추가 발행을 통해 증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어떤
은행도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법정 은행권으로 된 현금예금을 받거나 아
니면 동일한 제약들 아래 있는 여타 국내은행에 의해 지불될 수 있는 수
표를 받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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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 어떤 개별 고객의 (그가 사적 개인이건 혹은 미국의 재무부
이건 상관없이) 예금잔고를 증대시킬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은 모

든 미래 예금들, 즉 개혁의 첫째 날 기존의 예금들을 제외한 모
든 예금들에 대해 엄격한 100퍼센트 지불준비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금의 거래와 보유에 관한 모든 규제들은 철폐되어야
한다. 금에 대한 자유시장이 다시 확립되어야 한다. 미국의 주
민이건 혹은 여타 외국의 주민이건, 누구나 그 어떤 수량의 금—
그것이 주조된 것이든 아니든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어디에
서라도—에 대해서도 이것을 자유롭게 사고팔고 빌려 주고 차입
하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리고 물론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금(金) 시장의 자유는 해외로부터 상당한 수량의 금의 유입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 시민들은 아마도 그들의 현금보
유 가운데 일부분을 금에 투자할 것이다. 일부 외국에서는, 미
국으로 수출된 이 금의 판매자들은 수령한 달러권(券)을 저장할
지 모르며 잔고를 미국의 은행들에 그대로 둘지도 모른다. 그러
나 이 금 판매자들 중 대다수는 아마도 미국의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개혁의 이 첫 번째 기간에는 미국 정부와 연준을 포함한 정
부에 의존하는 모든 기관들이 완전히 금 시장에 나가 있어야 한
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만약 행정기관들이 혹시 더 낮은 가격으
로 판매함으로써 금 가격을 조작하려고 시도한다면, 자유로운
금(金) 시장은 탄생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화폐체제는 반드
시 재무부와 연준 시스템의 관료들의 악의적 행동들로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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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받아야 한다. 관료주의는 그 목적이 관료들의 화폐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제약하는 목적을 지닌 개혁을 저지하고자 할 것
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법정화폐의 능력이 부여되는 종잇조각의 추가적 발행의 무조
건적 금지는 소위 은 증서(silver certificate)로 불리는 유형의 증서
의 발행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미국이 반드시 특정 상품을, 그
것이 은이든 감자이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시장가
격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또 구매된 수량들을
저장하거나 투매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법률을 의회가 제정
할 수 있는, 의회의 헌법적 특권이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
나 그와 같은 구매들은 지금부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
여 모으거나 일반 대중으로부터 기채하여 모은 기금으로부터
지불되어야 한다.
미국 시장에서 약간의 등락이 있은 후 확립된 금의 가격이,

1934년 금(金) 준비금 법률(the Gold Reserve Act)에서 정한 온스
당 35달러보다 높을 수 있다. 그 가격이 36~38달러 사이 혹은
약간 더 높은 어느 지점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시장가격이 약간
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면, 이 시장가격을 달러의 새로운 법정
패리티로 공포하고 이 패리티에서 무조건적인 태환을 보장하는
시점이 찾아올 것이다.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을 담당할 이행기관(the Conversion Agency)
이 설립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그 기관에 이자가 면제되고
결코 취소되지 않는 (새로운 패리티에서 계산된) 일정량의 금괴—예
를 들어 10억 달러어치—를 빌려준다. 그 이행기관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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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만을 가진다. 첫째, 금괴를 패리티 가격에서 일반 대중에게
무조건적으로 달러를 받고 판매하는 것. 짧은 시간이 경과한
후, 통화주조소에서 충분한 수량의 새로운 미국 금 주화들을 만
들어 낸 후, 그 이행기관은 그와 같은 금 조각들을 지폐 달러들
과 미국의 청산이 가능한 은행들이 발행한 수표들을 받고 내어
주어야 한다. 둘째, 법정 패리티 수준에서 달러권을 받고 어떤
수량의 금에 대해서도 구매하는 것. 이행기관이 이 둘째 과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금 100퍼센트 지불준비 아래에서 달러
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재무부는 반드시 금—금괴 혹은 새로운 미국 주화들—을 개혁
이 시작하기 이전에 이 이행기관에 법정 패리티 수준에서 모든
종류의 미국의 법정 지폐, 미국의 명목주화들, 혹은 회원 은행
이 발행한 수표를 받고 판매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판매가 정
부의 금 보유고를 감소시키는 정도까지, 개혁의 출발 이전에 발
행된 모든 유형의 법정 종잇조각들의 총량과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회원 은행의 예금들의 총량은 감소되어야 한다. 소액 은행
권들의 문제와는 별개로, 어떻게 이런 감소가 다양한 계층들 사
이에 분배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중에326) 재무부와 연
준 이사회의 재량에 맡겨질 수 있다.
이 연준 시스템이 방해물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여기에
제안된 개혁에 핵심적이다. 누가 무엇이 1913년의 연준 입법의
장점 혹은 단점이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 시스템이 가장 경

326) 아래 328-33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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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한 인플레이션정책에 의해 남용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실수와 잘못들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된
기관과 사람은 누구도 미래의 화폐 조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연준 시스템은 하나의 아주 어색한 문제, 즉 회원 은행들이 보
유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정부채권들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
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채택되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달러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정부재정과 그 국가
의 교환 매개물은 미래에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 되어야 한다.
은(銀) 증서들뿐만 아니라 연준 시스템에 의해 발행된 은행권
들은 계속 유통될지 모른다. 무조건적 태환성과 그 수량의 추가
적 증가의 엄격한 금지는 그것들의 교환학적 성격을 근본적으
로 변화시킬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지 이 사실뿐이다.
그러나 이 은행권들의 화폐 명칭에 관해 매우 중요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이 필요한 것은 금환본위제가 아니라 고전적인
금본위제—인플레이션주의자들이 인습적(orthodox)이라고 비난을
하는 바로 그 제도—이다. 금은 반드시 모든 이의 현금보유 속
에 들어 있어야 한다. 모든 이가 금화들이 그 주인을 옮겨가는
모습을 반드시 보고, 그의 주머니에 금화를 지참하고, 그의 급
여수표를 현금화할 때 금을 수령하고, 그가 가게에서 구매할 때
금화를 지불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런 상태는 유통 중인 5, 10 그리고 아마도 20달러들을 유통
에서 유보되게 함으로써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안된
새로운 화폐체제 아래에서는, 과거의 스톡과 새로운 스톡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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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종류의 법정 종이증서들이 존재할 것이다. 과거의 스톡
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리고 법정 지불수단이라는 점 이외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개혁의 출발시점에 법정 지폐
로서 유통되고 있던 모든 종잇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종류
의 추가적인 증서를 더 이상 발행하여 이 스톡을 증대시키는 것
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다른 한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
회가 그와 같은 과거 스톡 법정 지폐들의 일정 수량의 최종적
회수와 파괴를 통해서 이 과거 스톡 그리고 (개혁의 출발시점에 존
재하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 예금고의 총량을 감소시키

도록 법령을 포고하는 정도까지 이르러서야 이 과거의 스톡은
감소할 것이다. 게다가 재무부는 달러의 새로운 법정 금 패리티
의 공포가 있은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금화를 주고 5, 10달러
들을, 그리고 아마도 20달러 지폐들도 모두 유통으로부터 회수
하여 없애야 할 것이다.
이행(移行)기관에 의해 발행된 법정 지폐의 새로운 스톡이 1달
러 혹은 50달러 그리고 그 이상의 단위로만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언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과거 영국 은행업 원칙은 소액 은행권들(당시 은행학파들의 의견
으로는 5파운드보다 소액의 은행권들)을 금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

구의 빈곤계층들—은행업의 조건들에 덜 익숙하여 사악한 은행
가들로부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가정했던—을 보호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주요 관심사는 정부의 인플레이
션적인 관행의 반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금환본
위제는, 이를 지지하는 어떤 주장들이 제시되든 상관없이,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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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결함으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 금환본위제는 정부에
게 그 나라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플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는 쉬운 기회를 제공한다. 소수의 전문가들을 예외로 하
면, 아무도 화폐문제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인식하지 못
한다. 비전문가인 보통 사람들은, 다시 말해 1만 명의 시민들
가운데 9,999명은 상품들이 더 귀해져서 비싸진 것이 아니라 그
들의 법정 화폐가 더 값싸게 되었음을 깨닫지 못한다.
필요한 것은 일반 대중들에게 적시(適時)에 경고음을 울리는
것이다. 그의 월급 수표를 현금화하면서 근로자는 그에게 어떤
불쾌한 속임수가 행해졌는지 알아채야 한다. 대통령, 의회, 그리
고 대법원은 보통 사람들을 이들이 인플레이션적인 조작에 의
해 희생양이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그들의 무능력
혹은 의지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건전통화를 확보하는 기능
은 새로운 손, 전체 국민들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 그레셤의 법
칙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악화(惡貨)인 지폐가 양화(良貨)인 금을
일반인들의 주머니에서 몰아내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소요가
있어야 한다. 시민들 편에서의 항구적인 감시가 수천만 가지의
법률과 수십 가지의 알파벳 순서의 한 무리의 고용자들을 거느
린 정부 부서들이 결코 달성하지 못했고 또 결코 달성하지 않을
것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전 통화의 보존이다.
오로지 고전적인 혹은 정통적인 금본위제만이 정부가 통화를
팽창시키는 힘에 대한 진정으로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다. 그와
같은 억제가 없이는 여타 모든 헌법적 안전장치들은 아무 효과
가 없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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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금 패리티 선택에 대한 논란
금본위제로의 복귀 주창자들 중 일부는 앞 절에서 설계된
계획의 중요한 논점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반대
자들의 의견으로는 1934년에 정한 금 가격인 온스 당 35달러로
부터 이탈할 이유가 없다. 그들의 단언에 따르면, 그 가격이 법
정 패리티이며 이와 관련해 달러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사악한
것이다.
과거 패리티로의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주창하는 사람들(말하
자면 회복자들) 그리고 새 통화의 현재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새로

운 패리티를 채택해서 금의 기초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추천하는
사람들(말하자면 안정자들), 이 두 집단의 논쟁은 새로운 것이 아
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그 가치가 절하된 어떤 한 통
화가 다시 건전한 기초로 복귀해야 할 때마다 불붙는 논쟁이다.
회복자들은 화폐를 기본적으로 이연된 지불의 기준으로 바라
본다. 일관된 회복자라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장할 것이
다. 사람들은 과거에, 즉 1933년 이전에 특정 수량의 달러—그
당시 90퍼센트 순도를 지닌 25.8그레인의 금을 포함하고 있던
표준 달러를 의미했다—를 지불할 것을 약속했던 계약을 맺었
다. 그런데 채무자들에게 명목상의 수치는 동일하지만 더 작은
중량의 금을 포함하고 있는 달러의 지불을 통해 그와 같은 계약
들을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불공정
한 것이다.
그러나 일관된 회복자의 그와 같은 추론이 정확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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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연지불에 대한 기존의 모든 청구권들이 1933년 이전에 계
약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같은 계약들의 현재의 채권자들이 그
계약을 맺었던 원 계약자들과 동일인(혹은 그들의 상속자)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가정들은 사실과 다르다. 1933년 이전의 계약
들 대부분은 이미 그동안 흘렀던 20년의 기간에 청산이 되었다.
물론 1933년 이전에 만들어진 정부채권, 회사채권, 그리고 모기
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 청구
권들은 더 이상 1933년 이전에 이것들을 보유하던 바로 그 사
람들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 1951년에 1928년에
발행된 회사채를 구매했던 사람이 그 자신이 아니라 이 채권의
이전 소유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겪었던 손실들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1954년에 평가절하된 달러로 빌렸던
지방자치단체들 혹은 회사들이 당시보다 더 큰 금 무게와 더 큰
구매력을 지닌 달러로 그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가?
사실 오늘날 미국에서 과거 루스벨트 이전의 달러로의 복귀를
추천하는 일관된 회복자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1934
년의 루스벨트 달러—90퍼센트 순도의 15 5/21 그레인의 금—로
의 복귀를 주장하는 일관되지 못한 회복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1934년 1월 30일의 금 지불준비 법률에 따라 당
시 대통령에 의해 고정된 이와 같은 달러의 금 포함량은 결코 법
정 패리티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의 국내 사정에 관한 한 단지
이론적인 가치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그 어떤 법정 화폐적 유효
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 루스벨트 입법 아래에서의 법정화
폐는 단지 다양한 인쇄된 종잇조각들이었을 뿐이다. 이 종잇조

제4부 화폐 재건

333

각들은 금으로 태환될 수 없었다. 더 이상 그 달러에 대한 그 어
떤 금 패리티도 존재하지 않았다. 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당시 미
국 주민들에게는 범죄행위였다. (과거의 가격인 온스 당 20.67달러 대
신) 온스 당

35달러라는 루스벨트 금 가격은 단지 정부의 금 구

매와 미국 연준과 외국 정부들 그리고 중앙은행들 사이의 거래
에서만 유효했다. 일관된 회복자들이 루스벨트 이전의 금 패리
티로의 복귀를 주장하기 위해 내세울 수 있을 법률상의 고려들
은, 패리티가 아니었던 1934년의 가격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될
때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비일관적인 회복자들이 정직성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역설적이다. 그들이 회복하고 싶
어 하는 달러의 금 함량이 미국 화폐역사에서 했던 역할은 확실
히 그들이 이 용어를 채택한 의미에서 정직한 것이 아니었다.
그 함량 자체가 바로 이 회복자들 자신들이 부정직한 것이라고
저주하는 모의적인 체제 속의 임시변통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일관되게 맥킨리 달러를 주창하든지 아니면
일관되지 못하게 루스벨트 달러를 주장하든지 상관없이, 회복자
들의 주장이 가진 거부적 형태의 주장의 결함이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화폐를 이연지불(deferred payment)의 기준으로 그 기능을
배타적으로 바라본다는 관점에서이다. 그들이 보는 것처럼, 인
플레이션정책의 주요 결점 혹은 심지어 유일한 결점은 이것이
채권자들의 희생 아래 채무자들을 유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
들은 여타 더 일반적이고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효과들을 간
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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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의 가격에 동시에 그리
고 동일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가격들은
더 빨리 상승하고, 다른 것들은 나중에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이
그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내는) 과정을 도는 중이고 아직 물가효과
에 대한 잠재력을 다 소진하지 않는 동안, 국민들 중에는 승자
도 있고 패자도 있게 된다. 승자들—그들이 기업가들이라면 모
리배로 통속적으로 불리는—은 그들이 변화된 화폐의 공급과 수
요에 이미 조정된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들을 판매하는 반면
그들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들의 가격은 아직도 과거의 화
폐 관계의 상황에 상응하는 그런 행운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다. 패자들은 그들이 구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높은
가격들을 지불하도록 강요된 반면, 그들이 판매하는 것들의 가
격들은 아직 전혀 혹은 충분히 상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인플
레이션이 점화하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 이것이 발생시키는 소
비자들, 임금소득자들, 봉급생활자들의 모든 근심들은 인플레이
션의 효과들이 동시적으로 혹은 동일한 정도로 나타나지 않는
다는 사실에 의해 야기된다. 만약 유통 중인 화폐수량의 증가가
한방에 비례적으로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들의 가격에 상
승의 효과를 가져온다면, 화폐단위의 구매력의 변화는, 이연지
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별개로 한다면, 아무런 사회적 결과들
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효과들은 누구에게도 혜택도 주지
않으며 손실도 입히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정치적 불안도 야기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플레이션—혹은 그 문제
에 관한 한 디플레이션—의 균등한 효과는 결코 일어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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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대규모 루스벨트트루먼 인플레이션은, 채권자들에게 원금과
이자의 상당 부분을 박탈했던 것과는 별개로, 심각하게 미국의
일반 대중의 물질적 관심을 손상시켰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해진 해악을
고칠 수 없다. 디플레이션의 불균등한 과정에 의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희귀한 경우에만 인플레이션의 불균등한 과정에
의해 손실을 입은 사람들과 동일인일 것이다. 디플레이션의 불
규칙한 과정 때문에 손실을 본 사람들은 단지 아주 희귀한 경우
에만 인플레이션이 이득을 안겨 준 사람들과 동일인일 것이다.
온스 당 35달러라는 새로운 금 패리티의 선택에 의해 발생된
디플레이션의 효과는 지난 2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에 의해 만
들어진 상처를 치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만 새로운 염증
을 만들어 낼 뿐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불평한다. 만약 회복자
들의 계획이 실행된다면, 그들은 디플레이션에 대해 불평할 것
이다. 심리적 이유들로 인해 디플레이션의 효과들은 인플레이션
의 효과들에 비해 훨씬 더 인기가 없다. 강력한 친(親)인플레이
션 운동은 반(反)디플레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가장 아래 이루어
지고, 건전화폐정책을 재확립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심각하게 위
기로 몰고 갈 것이다.
이런 언급들의 결정적 진리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은 미국의
화폐역사를 공부해 봐야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 언급들을 뒷
받침해 주는 엄청난 자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미국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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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적인 것은 바로 영국의 화폐역사이다.
나폴레옹 전쟁 후, 영국이 통화개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영
국은 파운드의 전쟁 이전 금 패리티로 회귀하고자 했으며, 인플
레이션의 영향으로 시장에서 발전되어 온 지폐 파운드와 금 사
이의 교환비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다. 영연방은
안정화 그리고 당시 시장상태에 조화되는 새로운 패리티의 채
택보다는 디플레이션을 선호하였다. 재앙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이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야기되었다. 이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
불안을 부추겼으며, 반(反)자본주의 선동—얼마 후 이 선동으로
부터 엥겔스와 마르크스는 영감을 도출하였다—뿐만 아니라 인
플레이션주의 운동의 등장을 초래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영국은 워털루 이후 저지른 오류를
반복하였다. 영국은 파운드의 실제 (금) 가치를 안정화하지 않았
다. 영국은 1925년에 과거 전쟁 이전의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전
의 파운드의 패리티로 복귀하였다. 노동조합들이 임금률을 새로
증가한 금의 가치와 파운드의 가치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을 인
내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영국의 외국 무역에 위기를 초래하였
다. 정부와 저널리스트들 양자는 노조 지도자들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되자, 겁을 내며 고(高) 임금률과 노조의 전략이 몰고 올 재
앙적 결과들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였다. 그들은 영국의 수
출감소와 그에 따른 실업의 확대에 대해 파운드의 이해하기 어려
운 과잉평가를 비난하였다. 그들은 단지 한 가지 치유책만을 알
고 있었다. 인플레이션. 1931년 영국 정부는 그것을 채택하였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주의가 1925년의 디플레이션적인 통화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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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발전한 조건들로부터 그 힘을 얻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노조의 완고한 정책이 없었더라면 디플레이션의
효과들이 1931년 훨씬 이전에 흡수되었을 것이라는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의견으로는 당시의 조건들이 케인시
언들의 오류들에 명백한 정당화를 해 주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는다. 한편으로는 1925년의 개혁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
국에서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인플레이션주의가 명성을 누렸
다는 사실, 이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일관적인 회복주의자들은 그들의 계획을 지지하는 사실로,
온스 당 35달러의 금 가격과 37달러 혹은 38달러 사이의 차이
가 경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초래할 디플레이션이 크지 않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제 이 차이를 경미하다고 간주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자의적 판단의 문제이다. 논의 자체를 위해 그것이 경미
하다는 단서를 수용하기로 하자. 소규모의 디플레이션이 대규모
디플레이션에 비해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가 더 작을 것임은 확
실하다. 그러나 이런 당연하지만 내용이 없는 말은 그 부적정성
을 부인할 수 없는 디플레이션 정책을 지지하는 유효한 주장이
될 수 없다.

6. 결론
화폐문제에 대한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태는 우리의 동시
대인들이 굳게 견지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 이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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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가 낳은 경제정책의 결과이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탄식하지만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없이는 지속될 수 없는 정책
들을 열광적으로 지지한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의 피할 수 없는
결과들에 대해 투덜대는 반면, 고집스럽게 적자재정지출을 중지
시키거나 제한하는 그 어떤 시도들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제안된 통화 시스템의 개혁과 건전한 화폐조건으로의 복귀는
경제철학들의 근본적 변화를 전제로 한다. 낭비, 자본소비, 그리
고 부패는 공공 문제들의 집행에서 나타나는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다.
냉소주의자들은 금본위제의 재확립 주장에 대해 이것을 유토
피아적이라고 부르며 기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유토피아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는 정부의 사
보타주에 의해 절름발이가 되지 않은 시장경제의 유토피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전체주의적인 총체적 계획경제의 유토피아이다.
첫째 대안의 선택은 금본위제에 호의적인 결정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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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간지>

부록 A:

화폐이론의 분류에 대하여

이 부록은 저널 논문으로 1917-1918년에 출간되었고, 나중에 1924년의 독일어본 제
2판의 한 장으로 들어가 있었으나, 1934년 Batson의 영역본에서 부록으로 옮겨졌다.

1. 교환학적(Catallactic) 화폐이론과
비(非)교환학적(Acatallactic) 화폐이론
화폐현상은 경제활동에서 너무나 현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화폐현상 이외의 경제이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들도 교환과정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행해지기 이전부터 화폐
문제에 대해 숙고해 왔다. 그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다양했다.
상인들 그리고 상인들 다음으로 상업적 문제들에 밀접하게 연
관되었던 법률가들, 이들은 화폐의 사용을 귀금속들의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화폐의 가치는 귀금속의 가치에 달
려 있다고 말했다. 세상사에 무지한 교회법학자들의 법학은 화
폐의 고용의 기원을 국가의 명령에서 찾았다. 교회법학자들은
화폐의 가치가 부과된 가치(valor impositus)라고 가르쳤다. 다른
이들은 다시 그 문제를 비유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였다. 생물학
적 관점에서 그들은 화폐를 피에 비유하였다. 피의 순환이 몸에
생명을 불어넣듯이, 화폐의 순환이 경제적 유기체에 생기를 불
어넣는다는 것이다. 혹은 그들은 그것을 말(speech)과 비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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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폐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교류와 거래(Verkehr)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가졌다. 혹은 그들은 법률적 용어를 동원
하여, 화폐를 모든 사람에 의해 발행된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한
환어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모든 관점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경제활동 과정들을 다루는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통합되어 구
축될 수 없다. 이 관점들을 교환의 이론을 위한 기초들로 채택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하나의 시안으로서의 화폐의 원
칙을 가격들의 설명과 조화되게 만들어 보려는 그 어떤 안간힘
도 실망스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화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시도들에 일반적 이름이 있는 것이 바
람직하다면, 그것은 비교환학적(acatallactic)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자리는 교환학(catallactics)에서는
아무 곳에서도 마련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화폐의 교환학적인 이론들은, 다른 한편 교환비율들의 이론에
정말 잘 부합한다. 그것들은 교환들의 협상에서 화폐에서 본질
적인 것을 찾는다. 그들은 그 가치를 교환의 법칙들에 의해 설
명한다. 모든 일반적인 가치이론이 화폐의 가치이론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고 또 모든 화폐가치이론이 가치의 일반이론
에 포함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가치의 일반이론 혹은 화폐의
가치이론이 이 조건들을 완수한다는 사실은 결코 그 정확성에
대한 증명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론도 만약 그것이 이 조건
들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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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에 대한 비교환학적인 견해들이 교환학적 원칙들의 성장
에 의해 완전히 억제되지 않았음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여
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다.
간접교환이 일시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채 남겨진 채로 먼
저 가격들(상품가격, 임금, 지대, 이자 등)의 결정의 문제들이 직접
교환의 가정 아래 먼저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론경제학의 문제
들에 정통하기는 불가능하다. 순수이론의 문제들은 너무나 풍부
하고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 중 일부를 한쪽으로, 적어도 당
분간 밀어 놓을 기회는 매우 환영을 받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최근의 연구자들은 간접교환의 이론에 전혀 혹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무튼 우리의 과학에서 간접교환은 가장 무
시되고 있는 분야였다. 이런 생략의 결과들은 가장 불행한 것이
었다. 그것들은 간접교환, 화폐와 은행의 이론의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직접교환의 분야에서도 표현되고 있었다. 간접교환 이론
의 도움을 받아야만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이론의 문제
들이 있다. 우리가 간접교환 이론의 도구들이 아닌 도구들을 가
지고 이 문제들, 예를 들어 경제위기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되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길을 잃게 된다.
그래서 화폐의 이론은 당분간 비교환학에 굴복하고 있었다.
많은 교환학 이론가들의 저술들에서조차 비교환학적 관점들의
기묘한 유산들이 발견되고 있다. 화폐와 교환의 주제에 관한 그
저자들의 여타 언급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언급들과 우리
는 마주치는데, 이 언급들은 명백히 단지 그것들이 전통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자가 그것들이 그의 시스템의 나머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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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다른 한편,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현대 이론이 그것들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던 바로 그때 통화논쟁은 어느 때보다
도 화폐이론의 문제들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많
은 ‘실용적인 사람들’이 이 분야로 뛰어들었다. 이제 화폐문제들
에 대해 사색하기 시작했던,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실용적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
고 그의 연구를, 그것들이 다른 것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하
지 않은 채, 제한된 분야로 한정한다. 그래서 그의 화폐이론은
비교환학적이 되기 쉽다. 그 ‘실용적인 사람’은, 비록 직업적 ‘이
론가’들이 그를 너무나 교만하게 깔보는 경향이 있지만, 화폐 문
제들의 연구들로부터 경제이론의 가장 통찰력 있는 이해로 나
아갈 수 있다는 것은 리카도(Ricardo)의 학자적 성장으로 가장
잘 예시된다. 우리가 말하는 시기에는 그와 같은 성장을 보인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당시 화폐정책에 필요한 모
든 것들을 정립했던 화폐이론에 관한 저술가들을 만들어냈다.
무수한 수의 저술가들로부터 단지 둘만 거명할 필요가 있다. 밤
버거(Bamberger)와 소에트비어(Soetbeer). 그들은 그들 활동 대부
분을 당시의 비교환학들의 원칙들과 투쟁하는 데 헌신하였다.
현재에는, 화폐의 비교환학적 원칙들은 이미 ‘이론’에 대한 쓸
모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경제학자들 사이에 기꺼이 수용
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이론적 탐구의 필요성
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화폐의 원칙이 하나의 이론적 체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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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

2. 화폐의 ‘국가’ 이론
모든 비교환학적 원칙들의 공통된 특징은 부정적인(negative)
것이다. 그 원칙들은 그 어떤 교환학적 이론에도 부합될 수 없
다. 이것은 그것들이 화폐의 가치에 대한 견해의 완전한 부재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와 같은 견해들이 없이
는, 그것들은 전혀 화폐원칙들조차도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러나 그들의 화폐가치이론들은 무의식적으로 구축되었다. 그것
들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것들은 완전한 심사숙고를
통해 나오게 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들이 일관적으
로 사고되어 논리적 결론으로 도출된 것이었다면, 그것들은 자
체 모순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관되게 발전된 화폐이론은
반드시 교환의 이론과 통합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서 비교환
학적이기를 멈추게 된다.
순진하고 가장 원시적인 비교환학적 원리들에 따르면, 화폐의
가치는 그 화폐적 재료의 가치와 일치한다. 그러나 그 귀금속들
의 가치의 근거에 대해 더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이에 대해 탐구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의 교환학적 시스템의 구축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재화의 가치에 대한 설명은 그들의 효용에
서가 아니면 혹은 그것들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사실에서 추구
된다. 어느 경우이든, 화폐의 가치이론에 대한 출발점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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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 순진한 접근이 논리적으로 발전되
면, 우리를 자동적으로 진정한 문제로 데려간다. 그것은 비교환
학적이지만, 우리를 교환학으로 이끈다.
또 다른 비교환학적 원리는 화폐의 가치를 국가의 명령에 의
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화폐의 가치는 상업의
추정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시민적 권력의 권위에 놓
여 있다.327) 법은 명령하고, 신민은 복속한다. 이 원칙은 결코
교환의 이론에 부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히 국가가
모든 경제재들과 서비스들의 화폐가격의 실제 수준을 일반적인
가격규제를 통해 고정했을 경우에만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
다. 실제로 그렇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화폐의 국가이론은 국
가명령이 상업에서의 이 명목적 단위들의 유효성을 확립하는 것
이 아니라, 단지 명목적 단위에 있어서의 화폐의 유효성(Geltung)
만을 확립한다고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후퇴는
화폐 문제를 설명하려는 시도의 포기에 해당한다. 부과된 가치
(valor impositus)와 내재적 가치(bonitas intrinseca) 간의 대비를 강조

함으로써, 교회법학자들은 정말 학자적 궤변(scholastic sophistry)
으로 로마교회법적 시스템과 경제활동의 사실들이 화해하는 것
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부과된 가치(valor
impositus) 원칙의 내재적 무용성(無用性)을 드러냈다. 그들은 부과

된 가치의 원칙으로는 시장의 과정들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

327) Endemann, Studien in der romanisch-kanonistischen Wirtschafts-und
Rechtslehre bis gegen Ende des 17, Jahrhunderts(Berlin, 1874-1883),
Vol.2,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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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주의 원칙(nominalistic doctrine)은 화폐
에 관한 문헌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당시의 왕들은 화폐의 변조
가 그들의 재정적 처지를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알아채고
이 이론의 정당화가 필요하였다. 비록 인간 경제의 완전한 이론
을 구축하려는 시도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경제학이 스스로를
명목주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국가의 재정적 필요들 때문에 (이를 정당화하는) 많
은 수의 명목주의자들이 언제나 존재했을 것이다. 19세기 초에
도 명목주의는 여전히 방코제텔(Bankozettel)328) 시기의 오스트리
아 화폐정책을 지지하는 저술을 했던 겐츠(Gentz)와 아담 뮬러
(Adam Muller)라는 대표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명목주의

는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의 요구의 기초로서 이용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독일의 ‘현실주의’(realistic) 경제학에서 완전한 르네상스
를 경험하게 되었다.
비교환학적 화폐이론은 경제학에서 경험주의현실주의적 경
향의 논리적 필연성이다. 모든 ‘이론’에 비우호적인 이 학파는
그 어떤 교환학의 체계를 제안하기를 삼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328) 1762년 ‘7년 전쟁’ 말엽에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 정부는 5, 10,
25, 50, 100굴덴 단위로 1,200만 굴덴 어치의 ‘방코제텔’(Bankozettel)이
라는 지폐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지폐와 정화(正貨)와의 교환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조세의 3분의 1을 이 지폐로 납부
하도록 강제되었다. 1771년 방코제텔이 다시 방출되었다고 한다. 방코
제텔 시기란 이 방코제텔 지폐가 발행되던 시기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
서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http://wiki.mises.org/wiki/Inflations_during_
Napoleonic_W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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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이끄는 그 어떤 화폐적 원칙에 대해서도 반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떤 화폐 문제도 다루기를 피
하였다. 그 문제에 손을 대는 한에 있어서는, (그리고 주조에 관한
칭찬할 만한 업적들에서, 그리고 정치적 질문들에 대한 그 태도에서) 비

교환학적 화폐이론은 전통적인 고전적 가치이론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점차 화폐 문제에 대한 그 견해는 무의식적으로 위에서
묘사한 원시적인 개념들—즉,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화폐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재화로 간주하는 개념들—로 미끄러져 들어갔
다. 이제 이것은 일관적이지 못했다. 그 깃발에 국가주의의 장
치를 새기고 있는 학파에게는, 그리고 모든 경제 문제들이 오로
지 행정의 문제로만 비치는 학파에게는 명목주의의 국가이론
(State Theory of nominalism)이 더 적합하다.329) 크나프(Knapp)는

이 연결을 완성하였다. 그래서 그의 책이 독일에서 성공을 거두
었다.
크나프가 교환학적 화폐 문제, 구매력의 문제에 대해 아무것
도 말할 것이 없다는 사실은, 교환학을 거부하고 가격들의 결정
에 인과론적 설명을 시도하기를 미리 포기하는 그런 하나의 원
칙의 관점으로부터의 반대로 간주될 수 없다. 과거의 명목주의
이론들이 파산하게 된 어려움이, 그의 독자들이 ‘현실적’ 경제학
의 제자들로만 구성된 크나프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상
업에서의 화폐의 유효성에 대해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
할 수 있었다. 사실상 그의 독자들을 고려할 때 포기할 수밖에
329) Voigt, “Die staatliche Theorie des Geldes,”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aatswissenschaft 62: pp.31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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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화폐정책의 중요한 문제들이 독일에서 크나프의 저술의
등장한 바로 직후 연도에 발생했더라면, 화폐의 가치에 관해 아
무 말도 할 수 없는 국가주의이론의 부적절성은 자연히 곧 명백
해졌을 것이다.
새로운 국가이론이, 그것이 제안되자마자 정말 스스로의 원칙
에 손상을 입히게 된 것은 비교환학적 관점에서 통화를 다루려
는 불행한 시도 때문이었다. 크나프 자신은 그의 책 네 번째 장
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화폐역사에 대하
여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그의 세미나 참여자들에 의해 다른 국
가들에 관한 저술들이 이어졌다. 이 모든 설명들은 순수하게 형
식적이다. 그들은 크나프의 구조를 서로 다른 국가들의 개별적
인 상황들에 적용하려고 애썼다. 그 저술들은 크나프가 쓴 용어
로 화폐의 역사를 제공한다.
이 시도들로부터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들이 어떨 것인
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것들은 국가이
론의 약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통화정책은 화폐의 가치에 관련
되어 있으며, 화폐의 구매력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는
어떤 원칙은 통화정책의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크나
프와 그의 제자들은 법률과 법령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것들의
동기와 효과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통화정책들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있었음을 언급하지 않는
다. 그들은 복본위주의자(Bimetallist), 인플레이션주의자(Inflationist),
제약주의자(Restrictionist)에 대해 중요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로서는 금본위제의 지지자들은 ‘금속주의적 미신’(metal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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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stition)에 의해 이끌린 것이고, 금본위제의 반대자들은 이런

‘편견’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열심히 상품가격과 임
금들에 대해 언급하고, 화폐 시스템의 생산과 교환의 효과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다. 그들은 ‘고정환율’에 대해 약간의 언급
을 하는 것 말고는 통화정책에서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화폐본위와 외국무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결코 다루지 않는
다. 화폐역사에 대해 그 정도로 허술하고 공허한 제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대전의 결과로 통화정책의 문제들은 다시 매우 중요해졌
으며, 국가이론은 통화정책이라는 쟁점이 된 문제들에 대해 무
엇인가를 생산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국가이론이 과거의
통화 문제들에 대한 것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한 책자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크나프의 논
문(“Die Währungsfrage bei einem deutsch-österreichischen Zollbündnis”
in the Verein für Sozialpolitik, Die wirtschaftliche Annäherung zwischen

dem deu tschen Reiche und seinen Verbündeten)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에세이에 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330)
화폐의 명목주의 원칙이, 그 원칙이 화폐정책의 문제들에 관
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들의 모
순은, 크나프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벤딕센(Bendixen)의 저술에서
도 드러난다. 그는 독일 통화가 제1차 세계대전 중 해외에서 낮
은 가치를 가지는 상황을 “그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해외증권들
330) 이 논문이 수준 미달임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는 점을 미제스는 이렇
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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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리한 가격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331) 명목주의 관점에서는 이 기형적
인 단언도 논리적일 뿐이다.
벤딕센은 우연하게도 화폐의 국가이론의 제자일 뿐 아니라
그는 동시에 화폐를 하나의 청구권(claim)으로 간주하는 원리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사실 비교환학적 견해들은 기호에 따라 서
로 섞일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화폐를 ‘자연의 제도’
(an institution of Nature)로 간주하는 뒤링(Dühring)은 청구권이론을

견지하지만 동시에 명목주의를 거부한다.332)
화폐의 국가이론이 1914년 이후의 일련의 통화역사에 발생한
사건들에 의해 그 오류가 증명되었다는 단언은 ‘사실들’에 의해
반증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되지 않아야 한다. 사실 그 자체는 증
명도 반증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그 사실들에 주어지는 중요
성에 달려 있다. 어떤 한 이론이 완전히 부적절한 방식으로 생
각되고 연구되지 않는 한, 비록 단지 피상적으로 그리고 명석한
비판을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는 방식일지라도 특정한 방식으
로 그 ‘사실들’을 설명하게끔 그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은 아니다.
경험현실주의 학파(empirico-realistic school)의 순진한 과학적
원칙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 어떤 사람이 사실들로 하여금 스스
로 말하게 만들기만 하면, 생각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것이 아
331) Bendixen, Währungspolitik und Geldtheorie im Lichte des Weltkriegs
(Munich and Leipzig, 1916), p.37(2d ed., 1919, p.44).
332) Dühring, Cursus der National-und Sozialökonomie, 3d ed.(Leipzig,
1892), pp.42f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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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사실들은 말하지 않는다. 사실들은 이론에 의해 무엇인가
에 대해 말하도록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화폐의 국가이론—그리고 모든 일반적인 비교환학적인 화폐
이론들—은 그 사실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들을 설명하려는 시
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붕괴한다. 1914년 이후 제기된 화폐정책
에 관한 모든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화폐의 국가이론의 지지자
들은 침묵을 지켰다. 심지어 이 시기에도 그들의 근면과 열성이
광범한 저술들의 출간으로 증명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할 수 없었다. 화폐 가치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들이 화폐 시스템에서 중요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와
가격의 문제들에 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특이한
용어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현재의 세계를 동요시키고 있는 문제
들에 대한 결정에 한 걸음도 더 나아가게 해 주지 않는다.333) 크
나프는 이 질문들은 ‘경제학자들’을 제외하고는 해결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원칙이 그것들에 대
해서는 아무 것도 할 말이 없다고 물러선다.334) 그러나 만약 그
국가이론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이는 질문들에 빛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국가이론은 나쁜 화
폐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전혀 화폐이론이 아니다.335)
333) 또한 다음을 참고. also Palyi, Der Streit um die staatliche Theorie
des Geldes (Munich and Leipzig, 1922), pp.88ff.
334) Knapp, Staatliche Theorie des Geldes, 3d ed.(1921), pp.445ff.
335) 국가이론을 법률적 이론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화폐의 법률적 이론이 완
수해야 할 목적을 무시한 결과이다. 이 견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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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화체제의 붕괴에 대한 비난 중 큰 부분을 국가이론에
돌린다고 해서, 이것이 크나프가 직접 통화체제의 붕괴로 이끈
인플레이션 정책을 자극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수량과 화폐와 가격
들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화폐에 있어 유일하게 본질적
인 것은 단지 국가의 확증(authentication)이라고 단언했다. 그런
원칙은 직접적으로 화폐를 창출할 ‘권리’를 재정적으로 악용하도
록 장려한 셈이다.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은행권들을 유통되게
만들 때, 만약 그 원칙이 가격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알
고 있다면—왜냐하면 이 원칙에 따르면 모든 가격상승은 화폐와
관련된 그 어떤 것 때문도 아니라, ‘교란된 무역 조건들’ 혹은

‘국내시장에서의 교란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도대체
무엇이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게 막을 것인가? 크나프는 과거
세대의 교회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이 그랬던 것만큼 화폐의 부과
된 가치(valor impositus)를 언급할 정도로 부주의하지는 않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원칙과 과거 세대의 교회법학자들과 법률
가들의 원칙이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크나프는 그의 열광적인 일부 제자들과는 달리, 확실히 정부
에 고용된 사람은 아니었다. 그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진정으로 개인적 확신으로부터였다. 이런 그의 태도는 그의 개
인적 신뢰성을 높이겠지만, 그가 견지하는 원칙의 신뢰성을 높
이는 것은 아니다.
약법에 대한 저술들을 참고해 보고 화폐에 관한 장에서 다루어지는 질
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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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 화폐원칙이 크나프로부터 유래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한 것이다. 국가주의 화폐원칙은 지급수지(balance-ofpayment)이론으로, 크나프는 단지 ‘환율의 무수한 원천’에 대해

말하면서 우발적으로 지급수지이론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336)
지급수지이론은, 비록 지지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적어도 교환
학적 이론이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프의 시대 훨씬 이전에 만들
어졌다. 지급수지이론은 화폐의 내적 가치(Binnenwert)와 외적 가
치(Aussenwert)를 구분하며 이미 국가주의자들, 예컨대 렉시스
(Lexis)에 의해 제안되었다. 크나프와 그의 학파가 추가한 것은 그

것에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국가주의 학파는 화폐의 국가이론이 독일, 오스트리
아, 그리고 러시아에서 더 쉽고 더 빠르게 수용되게 하는 데는
기여하였다. 이 학파는 교환과 가격의 이론인 교환학을 경제학
의 관심사였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필요 없는 것으로 몰아냈
다. 그것은 사회적 삶의 모든 현상들을 왕들과 권력을 가진 자
들에 의한 힘의 행사로부터 파생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제시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화폐를 단지 힘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그 원칙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불과
하였다. 젊은 세대 국가주의자들은 경제학이 무엇에 관한 것인
지에 대해서조차 별 개념이 없었고 크나프의 별 중요한 내용이
없는 논의를 화폐이론으로서 받아들였다.

336) Knapp, op. cit., pp.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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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환학적 청구권이론을 구축하려던 슘페터의 시도
화폐를 하나의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에 대해 진
정한 반대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비유이다. 비록 이 (비유 속
에 내포된) 비교는 모든 여타 비교들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점들

에 있어서는 단점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로 하여금 화폐의 속성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것을 더 쉽게
한다. 널리 인정되듯이, 비유들은 설명이 아니며, 화폐의 청구
권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심한 과장일 것이다. 왜냐하
면 단순한 비유의 구축은 논리적 주장들로 표현될 수 있는 그
런 종류의 화폐이론에 우리를 반쯤도 데려다 줄 수 없기 때문
이다. 청구권 비유에 근거해서 화폐이론을 구축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그 청구권을, 말하자면 제한된 규모의 방으로 들
어갈 입장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발행된 입장권 숫자
의 증가는 각 입장권 소지자의 처분 아래 있는 방의 규모에 상
응하는 감소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숨은 위험은 이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게 되면 단지 총화폐수량
과 총상품수량과의 대조에 대한 고려만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다. 그러나 이것은 화폐수량설의 가장 오래되고 원시적인 유형
과 다르지 않으며, 그 이론을 지지할 수 없음은 더 이상의 설명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까지 청구권에 대한 비유는, 상상되듯이 화폐원리
의 해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
수단으로서의 중요성 이외에는 다른 중요성이 없는 매우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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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불명확한 주장들이 청구권이
론으로 불린다면 반색하고 반겼을 벤딕센(Bendixen)의 저술에서
조차, 청구권 개념은 별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슘페터에 의해 청구권 비유로부터 화폐가치의 실제 이론
에 도달하고자 하는 매우 교묘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청구권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화폐가치의 이론을 구축하려
는 모든 시도에서 감안해야 할 근본적 어려움은, 앞에서 입장권
사례에서 입장권의 총수량이 가용한 방의 규모에 비교되었듯이,
화폐수량을 어떤 다른 총량과 비교해야 할 필요성이다. 그와 같
은 비교는 화폐를 ‘청구권’—그 특이성이 특정한 물건들을 지칭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들의 더미에 대한 어떤 몫을 언급하는 데
있는—으로 간주하는 어떤 한 원칙으로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슘페터는 비저에 의해 처음으로 발달된 주장을 더 정교화하면
서, 화폐수량으로부터가 아니라 화폐소득의 합계—그는 이것을
모든 소비재들의 총가격들과 대비한다—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한다.337) 만약 화폐가 소비재를 구매하는
것 이외의 다른 용도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비교
에 대한 약간의 정당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정
은 명백히 정당화할 수 없다. 화폐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
와도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이 점은 특히 중요한데, 화폐는 단
지 생산재를 소비재와 교환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생산재를
다른 생산재와 교환하는 데에도 훨씬 더 자주 봉사한다. 그래서
337) Schumpeter, “Das Sozialprodukt und die Rechenpfennige,”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44: pp.635, 64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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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페터는 단지 화폐로서 유통되는 많은 부분에 대한 고려를 배
제함으로써 그의 이론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상품들은
실제로 화폐 총수량 중 일부를 유통시키는 것과 관계가 되고 있
을 뿐이고, 그리고 이 부분만이 모든 소득들의 총합과 즉각적인
연결이 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만이 화폐의 본질적 기능을 완수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유통 중인 화폐수량’—우리가 관심
을 가지고 있는 것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음 품목들을 여타
화폐수량으로부터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화폐저장분 (Hoards)
2. “고용되지 않고서 고용이 되기를 기다리는 총액”
3. 준비금, 즉 “예기치 않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이 최소한 보
유하고자 하는 화폐총액”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 총액들의 배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더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총소득이론’은 유통 중인 화폐의
총수량에 대해서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추
가적으로 우리는 ‘소득분배’ 시장들에서 부동산, 모기지, 증권,
그리고 유사한 시장들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총액들도 배제
해야 한다.338)
이 제한들은, 슘페터가 생각하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실제 유
통과정에 있는 화폐라는 개념을 통계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
을 보여 주는 데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이론을 밑바닥
에서부터 그 근거를 잘라 없애고 있다. 화폐저장, 화폐로 고용

338) Ibid., pp.665f.

부록

359

되지 않은 준비금 등을 나머지 화폐수량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
다.339) “고용되지 않고서 고용을 기다리는 총액”을 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엄격하고 정확한 의미에서—그리고 이론은 모
든 것을 엄격하고 정확한 의미로 취급해야 한다—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순간 그 소유자를 바꾸지 않고 있는 모든 화폐는
고용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화폐를

‘고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준비금의 일부
로서 그것은 화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결과적으로 화폐
의 특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슘페터가 소득분배 시
장들에서 유통 중인 총액을 배제하자고 제안할 때, 우리는 이렇
게 물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는가?”
슘페터는 자신의 이론을 단지 상당히 지지할 만한 것으로 보
이게 만들기 위해서도 자신의 이론에 폭력을 가해야 한다. 그의
이론은 화폐의 총 스톡을 화폐에 대한 총수요(즉, 준비금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총수요)에 대조시키는 관점과 비교될 수 없다. 왜냐

하면 슘페터의 이론은 화폐 문제의 작은 부분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하고자 정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한 이론이 쓸모가 있으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전체를
설명해야 한다. 슘페터의 이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비교를 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화폐의 스톡과 화폐에 대한 수요
를 나누고 있다. 만약 슘페터가 화폐의 총수량이 세 분야, 즉

339) 이 책 8장 8절 마지막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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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화폐저장과 지불준비금, 그리고 자본의 분야에 분배
되어 있다는 언급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그리고 화폐의 완전한
이론을 제공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총소득과 총소비재의 수량
사이의 유통분야에 대해 시도하고 있는 비교는 나머지 두 분야
들에 대해서도 반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분야들도 역시 화
폐가치의 결정에서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애매한 구분을 유지한다면) 유통의 분야에서의 변동들에 못지않

게 화폐저장과 지불준비를 위한 분야 혹은 자본의 분야에서 수
요되거나 가용한 화폐의 수량에서의 변동들도 화폐가치에 영향
을 준다. 완결성을 가장하는 그 어떤 화폐가치이론도 화폐저장
과 지불준비의 분야 그리고 자본의 분야에서의 과정들에 의해
행사되는 화폐가치에 대한 영향에 대한 설명을 감히 생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심지어 슘페터도 청구권이론으로부터 화폐에
대한 완전한 교환학적인 이론을 만들어 낼 수 없었음을 알게 된
다. 청구권이론을 교환학적 이론으로 끌고 들어오려는 그의 시
도들이 그로 하여금 그 문제에 그와 같은 예외적인 한계들을 설
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은 청구권 비유의 근거로부터 구축될 수 없다는 최선의 증
거이다. 그가 그의 칭찬할 만한 논의를 통해 결론들—그 결론들
은 나머지 점들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들로 그리고 다른
수단들을 가지고 교환학적 화폐원칙들에 의해 발견되었던 결론
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에 도달했음은 단지 그가 그 결
론들을 이미 채택했거나 할 수 있었던 이론에서 그것들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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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런 결론들은 결코 슘페터 자신이 제
시한 것과 같은 조각난 화폐이론으로부터 귀결되지 않는다.

4. 금속주의
‘명목주의’ 화폐이론에 반대하는 주장을 계속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이론경제학으로서는 그것과 완전히 결별한
지 오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주의 논쟁이 화폐
원리의 역사에서 잡초처럼 제거될 필요가 있는 오류를 번식시
켰다.
무엇보다 먼저, ‘금속주의’(metallism)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
다. 그 표현은 크나프(Knapp)로부터 나왔다. “중량과 순도로부터
출발하고 금속에 찍힌 도장에서 이런 특정의 증명 이외에는 다
른 것들을 보지 않은 저술가들”을 크나프는 금속주의자들이라고
부른다. “금속주의자는 가치의 단위를 금속의 특정 수량으로 정
의한다.”340)
크나프에 의한 이런 금속주의의 정의는 결코 명확한 것은 아
니다. 가치의 단위가 금속의 한 수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
했던, 이름을 거명할 만한 저술가는 한 사람도 없었음은 상당히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명목주의자들을 제외하면, 크나프의 학
파처럼 가치의 개념 이해에 그렇게 쉽게 만족한 학파가 없었음
340) Knapp, op. cit., p.281; “Die Beziehungen Oesterreichs zur staatlichen
Theorie des Geldes,” Zeitschrift für Volkswirtschaft, &c.17: p.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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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억해야 한다. 크나프에게는 가치의 단위는 “지급의 수량이
표현되는 단위에 불과하다.”341)
비록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크나프가 금속주의
라는 용어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추론하기는 쉽다. ‘금속주의’
는 ‘명목주의적’이지 않은 모든 화폐이론이다.342) 그리고 크나프
는 정확성을 가지고 명목주의 원칙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가 금
속주의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명백하다. 명목
주의적이지 않은 화폐이론들이 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
다는 사실, 그들 중에는 교환학적인 이론들과 함께 비교환학적
인 이론들이 있다는 사실, 이 두 집단들 각각은 다시 다양한 반
대되는 원칙들로 나뉘어진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은 크나프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에 의해 의도적으로 간과되었다. 그로서
는 모든 비(非)명목주의 화폐이론들은 단지 하나일 뿐이다. 그
의 저술들 중 어디에서도 그가 금속화폐를 ‘그 자체로’ 가치 있
는 물질로 간주하는 화폐원칙과 다른 화폐원칙들이 있음을 알
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없다. 그는 심지어 가
치에 관한 경제이론들의 존재조차, 단순히 특정 이론의 존재뿐
만 아니라 이론들 전체의 존재조차 완전히 무시한다. 그는 언
제나 그에게 알려진 단 하나의 화폐이론—그가 명목주의에 반
대하는 단 하나의 이론으로 믿고 있는, 그가 금속주의(메탈리즘)
이라고 부르는—에 대항하여 논쟁을 벌인다. 그의 주장들은 쓸

341) Knapp, Staatliche Theorie, pp.6f.
342) “Alle unsere Nationalökonomen sind Metallisten,” Knapp, “Über die
Theorien des Geldwesens,” Jahrbuch für Gesetzgebung, &c. 33: p.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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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지 하나의 비교환학적인 원칙,
즉 명목주의를 포함하여 모든 여타 비교환학적인 이론들과 마
찬가지로 이미 오래 전에 경제과학에 의해 전복된 하나의 원칙
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모든 논쟁적인 저술가들은 스스로 한계를 정하여야 한다. 많
은 연구가 행해졌던 그 어떤 분야에서도 모든 반대되는 견해들
을 반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반대 의견들, 전
형적인 의견들, 자신의 관점을 가장 위협하는 의견들이 선별되
어야 하며, 나머지는 침묵하면서 그냥 넘겨 버려야 한다. 크나
프는 오늘날, 정치경제학의 국가주의적 유형의 영향 아래에서
비교환학적인 화폐이론들—그중에서 심지어 크나프가 금속주의
적이라고 부르는 것에만 익숙한—에만 익숙한 독일 일반 대중을
위해 저술을 하고 있다. 그가 여기에서 거둔 성공은 그가 단지
이 유형의 비교환학적인 화폐이론에 대해서만 비판을 가하고,
다른 한편 보댕(Bodin), 로(Law), 흄, 시니어, 제본스, 멩거, 왈라
스, 그리고 여타 모든 이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던 것이 옳았
음을 보여 준다.
크나프는 경제학이 화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결정하
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이렇게 묻는다. “교양 있는 사
람이 화폐의 속성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무엇을 떠올리
는가?”343) 그는 그런 다음 그 ‘교양 있는 사람’, 즉 비전문가 일반
인의 견해들을 비판한다. 아무도 그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음을
343) Knapp, “Die Währungsfrage vom Staat aus betrachtet,” Jahrbuch für
Gesetzgebung, &c. 41: 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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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런 비판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교양 있는 사람의 이런 견해들이 과학적 경제학의 견
해들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것이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의 화폐이론을 ‘완전히
금속주의적’이라고 묘사하면서 크나프가 하는 짓이다. 그는 이렇
게 보태고 있다. “이 이론은 가치의 단위(파운드)가 금속의 특정
한 무게로 정의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344) 크나프의 이
단언에 대해 우리가 가장 부드럽게 비판하자면, 그것은 전적으
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단언은 가치이론에 대한 스미스와
리카도의 견해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그들의 저술에서 그 단언
에 대한 최소한의 지지도 발견할 수 없다. 고전학파의 가치이론
과 화폐이론에 대해 단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도 크나프가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오류를 범했음은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전학파들은 지폐(paper money)의 문제에 대한 그들
의 유일한 기여가 ‘분개’였다는 의미에서 ‘금속주의자들’이 아니
었다.345) 애덤 스미스는 “금과 은 화폐 대신 지폐로의 대체”에
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득을 전무후무할 정도로 훌륭하고 자세
하게 설명하였다.346) 그러나 1816년에 출간된 그의 팸플릿,

“Proposals for an Economical and Secure Currency”에서 이 관
점을 더 세밀하게 정리해서 귀금속이 완전히 실제 국내 유통으

344) Knapp, “Über die Theorien des Geldwesens,” p.430.
345) Ibid., p.432.
346) Ibid.,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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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배제되는 그런 화폐 시스템을 제안했던 사람은 리카도
였다. 리카도의 이 제안은 지난 세기 인도에서 처음으로 확립되
고, 다음에는 (동남아) 영국령 식민지(1826~1946)에서 그다음에는
필리핀에서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확립된 화폐 시
스템의 기초였다. 그것은 흔히 금환본위제(gold-exchange standard)
라고 오늘날 알려져 있다. 크나프와 ‘현대적인 화폐이론’을 열망
하던 그의 동료들은, 만약 그들이 스미스와 리카도가 이 구절들
에서 말했던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1900년과 1911년 사
이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은행(the Austro-Hungarian Bank)에 의해
수행된 정책을 설명하면서 저질렀던 오류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347)

5. 비저와 필리포비치(Philippovich)에 있어서의 ‘금속주의’의 개념
화폐이론의 역사에서 크나프의 실수들은 불행하게도 이미
다른 저술가들에게도 수용되었다. 이렇게 크나프의 이론이 수용
347) 위에서 언급한 리카도의 팸플릿으로부터 다음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
로 충분할 것이다. “잘 규제된 지폐통화는 상업에서 너무나 큰 개선이어
서 나는 만약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덜 유용한 체제로 되돌아가게 한다
면 크게 아쉬워했을 것이다. 화폐 목적을 위한 귀금속의 도입은 진정으
로 상업의 발전을 향한 가장 중요한 단계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과 과학의 진보로 이제는 그 귀금속들을 우리가 덜
계몽된 시기에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었던 고용에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진보임은 마찬가지로 사실이다”(Works, 2d ed.[London,
1852], p.404). 이것이 (오해되고 있는) 리카도의 (지폐에 대한) ‘금속주의
자의 분개’(metallistic indignation)의 실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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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크나프의 이론을 최대한 친절한 방식으로 상술하려는
시도들로부터, 즉 그 약점들은 관대하게 판단하고 가능하면 그
것에 일정한 종류의 유용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
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이론이란 것들을—크나프의 저술들 속에
서는 발견될 수 없는, 그리고 실제로는 금속주의의 정신과 실제
내용을 모두 모순시키는 것들을—추측하지 않고서는 혹은 크나
프의 화폐이론의 역사에 대한 실수들을 이어받지 않고서는 불
가능하다.
먼저 비저가 언급되어야 한다. 비저는 두 화폐이론에 대한 대
비를 하고 있다. “금속주의자들로서는, 화폐는 그 자체로부터 그
리고 그 재료로부터 기원하는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현
대 이론에서 화폐의 가치는 교환의 대상들, 즉 상품들의 가치로
부터 도출된다.”348) 다시 한 번 다른 장소에서 비저는 이렇게 말
한다. “화폐적 물질의 가치는 두 서로 다른 원천들로부터 합류된
것이다. 화폐적 물질의 가치는, 그 화폐적 재료가 그것의 다양한
산업적 고용들로부터—즉, 보석, 가정 용기, 모든 종류의 기술적
용도들로부터—획득하는 사용가치와 그 화폐가 지불의 수단이라
는 이유로 획득하는 교환가치로부터 구성된다. …… 교환의 매
개물로서 주화에 의해 수행된 서비스, 그리고 그 산업적 용도들
에서 그 화폐에 의해 수행된 서비스가 결합해서 그 물질이 가진
가치를 하나의 공통된 추정치로 가치평가를 할 수 있게 해 준
다. …… 우리는 …… 두 서비스들 각자가 비록 다른 하나가 그

348) Wieser, Über die Messung der Veränderungen des Geldwerts, 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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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정지하더라도 계속 존속해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독
립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지 모른다. 비록 금이 더 이상 금화
로 주조되지 않더라도, 금의 산업적 기능들이 멈추지 않을 것이
듯이, 그 화폐적 기능들도 비록 국가가 산업에서의 사용을 금지
하기로 결정하고 모두 주조를 위해 징발했더라도 종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 지배적인 금속주의의 견해는 다르다. 이 관점
에서는 화폐의 금속적 가치는 그 금속의 사용가치와 동일한 것
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원천—산업적 고용—만을 가지
고 있으며, 만약 그 화폐의 교환가치가 그 금속적 가치와 일치한
다면, 그것은 그 금속의 사용가치의 반영에 불과하다. 이 지배적
인 금속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재료로부터 만
들어진 화폐는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화폐는 만약 그것이
그 재료의 가치 덕분에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품
들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349)
여기에서 비저는 화폐가치의 두 이론, 즉 현대적 이론과 금속
주의 이론을 대비하고 있다. 그가 현대적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
론은 효용의 가치를 추적하는 이론으로부터 논리적으로 귀결되
는 화폐이론이다. 이제 효용이론이 단지 최근에야 과학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했던 것이 비저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의심의 여지 없이 지배

적인 원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이론에 근거한 그
화폐이론을 현대적 화폐이론(κατ ὲξοχὴν)이라고 부르는 것
349) Wieser, “Theory der gesellschaftlichen Wirtschaft,” Grundriss der
Sozialökonomik(Tübingen, 1914),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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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망각
하지 말아야 할 점은 주관주의 가치이론의 긴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듯이 그것에 상응하는 화폐이론의 역사도 이미 200살이
넘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일찍이 1705년에 존 로(John Law)
가 그의 책, Money and Trade에서 고전적인 형태로 화폐이론을
표현하였다. 존 로와 비저의 주장들을 비교해 보면 그들의 견해
들이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350)
그러나 비저가 현대적이라고 부르는 이 이론은 확실히 크나
프의 원칙이 아니다. 크나프에서는 그것에 대한 가장 경미한 제
안도 찾아볼 수 없다. 그 이론이 크나프의 (화폐가치 문제를 무시
하는) 명목주의와 공유하는 공통점은 양자 모두 ‘금속주의적’이

아니라는 점뿐이다. 비저 자신은 그의 이론이 크나프의 이론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매우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
도 비저는 크나프로부터 “지배적인 금속주의 견해”에 따르면 그

“금속의 금속적 가치는 그 금속의 사용가치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이어받고 있다. 화폐가치이론의 역사에 대
한 몇 가지 심각한 오류들이 여기에 모두 함께 뒤섞여 있다.
첫 번째 관찰할 것은 비저의 금속주의라는 용어가 크나프와는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비저는 ‘현대적’ 화폐 가치
이론을 ‘금속주의적’ 이론과 대비하며 그가 그 용어들로 이해하
는 바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두 견해들이 서로
반대되고 있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배제한다. 그러나 크나프로

350) 이 책 상권 164면 각주 90)에 인용된 구절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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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비저가 현대적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론은 여타 것들과 마
찬가지로 금속주의적이다. 이 사실은 쉽게 예시될 수 있다.
크나프는 그의 주요 저서에서 결코 화폐 문제를 다루었던 저
술가들의 이름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그 주제에 대한 어떤
저술도 인용하지 않는다. 그는 어디에서도 화폐에 관한 풍부한
문헌에서 보통 마주치는 생각들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단지 그가 화폐에 대한 일반적 견
해라고 설정해 둔 ‘금속주의’와 언쟁을 벌일 뿐이다. 그가 서문
에서 금속주의자로 두 저술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
실이다. 헤르만(Hermann)과 크니스(Knies)가 그들이다.351) 그러나
헤르만과 크니스 양자 모두 비저에 의해 상술된 ‘현대적’ 이론과
매우 유사한 이론을 상술했다. 이것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두 저술가는 그들의 입장이 주관주의 이론에 서
있기 때문이다.352) 그 주관주의 가치이론으로부터 ‘현대적’ 화폐
가치이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그래서 양자 모두 귀금속의
사용가치의 기초를 그 귀금속의 화폐적 용도와 ‘여타’ 용도들 모
두에 놓여 있다고 간주한다.353) 비저와 크니스 간에는 ‘여타’ 기
능들의 중지의 가능성이 화폐적 기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차
이점이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크나프는 이 차이를 결
정적 특징으로 간주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351) Knapp, Staatliche Theorie, 1st ed., pp.5,7.
352) Zuckerkandl, Zur Theorie des Preises mit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der Lehre, Leipzig 1899, pp.98,115f.
353) Hermann, Staatswirtschaftliche Untersuchungen, 2nd ed., Munich, 1870,
p.444; Knies, Das Geld, 2nd ed., Berlin 1885,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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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어디엔가 언급했을 것이다. 사실상 그는 화폐가치의
여타 문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가 ‘금속주의자’를 찾아야 하는 것은, 크나프와 그의 학파
에 의해 그려진 것처럼 정말 경제학자들 중에서가 아니다. 크나
프는 왜 그가 언제나 단지 이 ‘금속주의자’라는 인위적인 캐리커
처에 대항해서만 그의 주장을 전개하고 그가 이 ‘금속주의자’의
입에 집어넣어서 발설케 하는 견해들이 나오는 (저술가들의) 해
당 장과 글들을 인용하기를 신중하게 삼가는지 스스로 매우 잘
알고 있다. 사실 크나프가 염두에 둔 그 ‘금속주의자’는 크나프
자신 이외의 다른 인물이 아니다. 화폐의 국가이론(State Theory
of Money)을 쓴 크나프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증언하는 것처럼,

‘모든 이론을 무시하고’ 화폐 시스템의 ‘실용성’에 관해 강의해
왔던 그 크나프이다.354) 즉, 정치경제학에서 역사주의의 표준적
전달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경제 문제들에 대한 심사숙고에 대
한 대체물이 과거에 출판된 서류로부터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
했던 그 크나프이다. 만약 크나프가 ‘이론가들’의 저술에 대해
그렇게 교만하게 깔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만약 그가 그런 저
술과 상관이 있음을 경멸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내용을 완전
히 잘못 알고 있던 견해를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아챘을
것이다. 크나프의 제자들도 똑같다. 정말 크나프의 대표적인 제
자 벤딕센(Bendixen)은 공개적으로 그가 한 때 ‘금속주의자’였음

354) Knapp, Staatliche Theorie,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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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였다.355)
화폐 재료의 가치가 오로지 그 산업적 용도로부터 발생한다
는 견해에 지배적인 원칙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비저의 사례
를 따르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확실히 크니스에 의해
거부된 화폐에 관한 견해가 지배적인 원칙으로 간주될 수는 없
다.356) 화폐에 관한 문헌 전체는, 그것이 현대 이론의 결론들에
기초해 있는 한, 비저의 의미에서 ‘금속주의적’이 아니라는 데에
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타 교환학적 화폐이론도 금속
주의적이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사실 비저와 그의 선구자들의 화폐이론에 대한 견해는 그의

‘금속주의’라는 표현의 수용으로 인해 왜곡되었다. 그 자신은 이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위에 인용한 언급 이외에
다음의 말들을 보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지배적인 원칙은 그
자체에도 충실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 화폐의 교환
가치를 설명하려는 특별한 이론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만약 화
폐의 가치가 항상 그 재료의 사용가치에 의해 제한된다면, 화폐
에 대한 수요는 무엇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유통속도 혹
은 신용 대용물들의 수량인가?” 이 명백한 모순의 해결은, 비저가
지배적인 금속주의적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화폐의 교환가치
를 설명하려는 특별한 이론을 발전시켰던” 교환학적 이론들과 가
장 날카로운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비저와 마찬가지로, 필리포비치(Philippovich)도 역시 화폐가치
355) Bendixen, op. cit., p.134.
356) Wieser, Theorie der gesellschaftliclzen Wirtschaft,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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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이론들을 대조시키고 있다. 명목주의적인 이론 (대표적으로
아담 뮬러(Adam Muller), 크나프(Knapp) 그리고 여타 사람들. 필리포비치
는 이 집단에 아돌프 바그너(Adolph Wagner)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명목주의적 태도를 거부하는 이론이 그것이다. 이 두 번째 집단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그는 오직 나의 화폐와 신용(Theorie des Geldes
und der Umlaufsmittel)의 이론만을 언급하고 있다.357) 화폐가치를

논의하면서 내가 상품화폐의 가치는, 단지 그것이 교환의 공통
된 매개물로서의 기능에 의존하는 한에 있어서, 화폐의 가치이
론에 의미를 가진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언급을 추가
하고 있다.358) 여기에서 크나프의 역사적 견해들을 추종함으로
써 필리포비치도 비저와 마찬가지 오류에 빠지고 있다.
비저는 화폐의 명목주의적 이론을 거부하는 반면, 필리포비치
는 그 이론의 추종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것
을 교환학적인 개념과 명목주의적 개념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
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는 “화폐단위에 대해
본질적인 것은 명목적 유효성(Geltung), 즉 가치 한 단위의 유효
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 그는 “화폐단위
는 금속의 이렇게 기술적으로 정의된 수량이 아니라 그 구매력
혹은 지불력(支拂力)이다.”라고 말하고 있다.359) 이것들은 서로 화
해될 수 없는 두 가지 명제들이다. 우리는 이미 크나프(Knapp)의
정의(定義)에서와 같은 전자(前者)를 만났었다. 후자는 모든 교환

357) [이 책이 그 번역본임. H.E.B.]
358) Phillppovich, Grundriss (Tubingen, 1916), p.275.
35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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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화폐이론의 출발점이다. 이 양자(兩者)보다 더 큰 대조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화폐단위를 구매력으로 확인하는 것—크나프의 견해들을 표
현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이 그 견해들과 완전히 모순
된다는 사실은 그의 저술들의 몇 구절들로부터 명백하게 도출
될 수 있다.360)
명목주의를 특징짓는 바로 그것—일반적으로 모든 비교환학
적인 이론처럼—은 명목주의는 화폐의 가치, 구매력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필리포비치가 제안하는 두 명제들이 얼마나
화해될 수 없는지를 보여 주기는 쉽다. 그 자신의 이론의 한계
안에서 보면, 크나프가 마르크를 “탈러, 가치의 종전 단위의 세
번째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을 때, 크나프는 형식적으로는 정확
하다.361) 이 정의가 얼마나 유익하지 않은지 그것과는 상관없
이, 그 정의는 그 자체로 모순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필
리포비치는 이렇게 선언한다. “탈러의 세 번째 부분으로서 실버
마르크는 종전에는 계산적 목적들을 위한 화폐의 단위였다. 그
것은 경제주체들의 경험에서 어떤 특정한 구매력을 대변했다.
이 구매력은 새로운 금속의 주조의 단위에서 보유되어야 했다.
즉, 금화로서의 마르크는, 종전에 실버 마르크에 의해 대변되던
가치와 동일한 수량을 대변해야 했다. 주조의 단위의 기술적 결
정은 그러므로 화폐적 단위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

360) 특히 다음을 참고. Knapp, Schrifteu des Vereins für Sozialpolitik, Vol.132,
pp.560ff.
361) Knapp, Geldtheorie, staatliche in H. d. S.) 3rd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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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362) 이 문장들은 앞에서 인용한 것들과 연결되어, 분명
히 독일의 화폐 시스템의 개혁이 탈러의 구매력을 이전의 수준
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
나 이것은 필리포비치의 진정한 의견이기 어렵다.
크나프로부터 필리포비치로 이어진 또 하나의 역사적 오류가
존재한다. 즉, 화폐의 교환학적 원칙은, 국가 지폐의 강제된 유
통이라는 충분한 사례들이 제공해 주는 실제 경험을 무시한다
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363) 어떤 교환학적인 저술도, 이와 관
련해서 언급한 유일한 저술인 이 책의 초판을 포함해서, 그 반
대임이 판명될 것이다. 교환학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지폐의
문제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단언하는 것
은 가능하다.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못한 질문이다. 그러나 그
들이 그 존재를 무시했다고 단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특별히 중요한 점이다. 왜냐하면 많은 크나프의 제자들은 교환
학적 화폐이론들은 전시(戰時)의 지폐 경제학에 의해 무효화되
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치 리카도 이래 모
든 화폐이론들에 의해 다루어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있다.
초기 경제학자들과 현재의 경제학자들의 화폐이론들에 관한
크나프의 실수들을 비저와 필리포비치와 같이 저명한 정치경제
학의 역사와 문헌의 전문가들도 수용했다면, 독일에서 화폐 문
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들의 화폐이론의
362) Philippovich, op. cit.
363) Ibid., pp.27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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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전적으로 크나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6. 명목주의에 대한 논쟁과 은행이론에 관한
두 영국학파의 문제들과의 관계
한 저술가는 금속주의 이론을 통화원칙으로 분별해 내고는
크나프의 차탈(chartal) 이론364)을 ‘과거 은행원칙의 한 변종’으로
부르고 있다.365) 다시 한 번 또 다른 저술가는 “경제적 명목주의
의 이름을 통화학파의 원칙에 부여하는 것은, 그것이 금속화폐
와 지폐 양자의 유사한 취급에 기초해 있는 한 어느 정도 정당
화된다.”366)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양자 모두 오류를 범한 것
같다. 신용이론의 두 유명한 학파들 간의 반대는 상당히 다른
분야에 놓여 있다.367) 크나프와 그의 제자들은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문제들에 정작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으며,
더구나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더욱더 하지 않았다.
364) ‘차탈 화폐’(chartal money)는 크나프가 처음으로 만든 용어로, 내재적
가치를 넘어서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화폐를 의미한다. 화폐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상품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으며 단지 ‘명목적’(chartal)이
어도 상관없다고 보았다. 크나프는 그 기원을 국가가 주화들을 회수한
다음, 이를 더 낮은 중량의 주화로 돌려주던 데서 찾고 있으며, 그는
이를 현명한 것으로 칭송하고 있다. Knapp, George Friedrich, The State
Theory of Money(1924, Abridged edition, H. M. Lucas and J. Bonar
역, London:Macmillan and Co.), p.88 참고. (역자 주)
365) Lansburgh, Kriegskostendeckung(Berlin, 1915), pp.52ff.
366) Bortkiewicz, Frage der Reform, A. s. P. G. Vol.6, p.98.
367) 이 책 379f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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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딕센(Bendixen)의 화폐창출의 원칙—우연하게 그리고 느슨하
게 크나프의 명목주의와 연결되어 있는—은 널리 인정되듯이 단
지 과장되고 매우 순진한 유형의 은행주의 원칙에 불과하다. 사
실 그의 원칙은 독일에서 수십 년 전에 지배적이던 원칙과 단지
상술하는 방식에서만 달랐다. 그러나 이 점이 간과되면서 수년
동안 벤딕센의 원칙이 마치 어떤 새로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
다는 것은 독일 경제이론의 매우 낮은 상태를 보여 주는 특별히
특징적인 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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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기술적용어들에대한번역자의노트

어떤 한 기술적 용어의 중요성이 번역의 과정에서도 완
벽하게 표현되었다고 확신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책
에서 언급된 화폐와 화폐대용물의 종류에 대한 원래의 독일어
용어들, 그리고 이 독일어 용어들을 번역하기 위해 사용된 영어
표현들의 짧은 리스트를 마련하였다.

Umlaufsmittel라는 용어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였다.
미제스 교수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에서 이와 동등한 의미
의 확립된 영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자 그대로 번역인 ‘유통
하는 매개물’(circulating medium)은 명백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제스 교수의 의미에서는 매우 어색하게도 통화와 관
련된 연상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은행화폐’(bank money)도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Umlaufsmitte는 단지 은행예금들뿐만 아
니라 [명목화폐(token money)와 같은] 국가에 의해 발행된 화폐대용
물들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신용수단’(credit instrument)이라는 용어는 일단 만족스러워 보
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미제스 교수의 Umlazifsmitteln와 환어음
(bills of exchange)에 대한 구별의 주장과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

다. 게다가 미제스 교수는 명시적으로 Umlaufsmitteln의 발행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신용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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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대응 영어의 결여로 인해 ‘fiduciary media’가 채택되
었다. 그것은 화폐에 의해 담보되지 않은 화폐대용물들이라는
미제스 교수의 정의와 어울린다.368) 그리고 그 용어는 미제스
교수의 태도와 조화를 이루는 필 조례에 대한 논쟁과 연관된 연
상들을 불러일으킨다. 그 말은 또한 미제수 교수가 강조한 담보
되지 않은 은행예금과 은행권들 사이의 유사성과도 관련이 있
다. (한글 역자 주: fiduciary media를 신탁 수단으로 부를 수도 없고, 그
렇다고 다른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신용수단이라고 불렀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글 번역 ‘신용수단’이 credit media가 아니라 fiduciary media를
의미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다음은 여타 기술적 용어들에 대해 각각에 대응하는 영어번
역으로 채택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369) (제일 앞쪽은 한글 번역,
두 번째는 영어 번역, 괄호 안은 독일어 용어 순이다.)

광의의 화폐 Money in the broader sense(Geld im weiteren Sinne)
협의의 화폐 Money in the narrower sense(Geld im engeren Sinne)
화폐대용물 Money-substitute(Geldsurrogat)
상품화폐 Commodity money(Sachgeld)
신용화폐 Credit money(Kreditgeld)
법정화폐 Fiat money(Zeichengeld)
명목화폐 Token money(Scheidemünzen)
화폐증서 Money-certificate(Geldzertifikat)
상품신용 Commodity credit(Sachkredit)
유통신용 Circulation credit(Zirkulationskredit)

368) 상권 208면 참고.
369) 상권 192면 각주 117)과 341면 각주 18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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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미제스 교수의 시스템에서 이 용어들 중 일부들
사이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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