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연대기', '토마스 피케티', 2016. 11. 01

'토마스 피케티'의 연대기는 ‘크루그먼’의 사례 분석이나 ‘스티글리츠’의 현상 분석 저술과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글의 형식부터가 전문지에 연재한 경제 논평의 췌록(compilation)이고 ‘오스트롬’ 학파가 원하는 중범위 이론에도 골고루 부합하는 분석들을 모아놓은 저술이다.
'불란서 경제학자'라는 '시그니피에'에 입각해서 '연대기'를 평가하자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연대기'에 실린 50 % 가까운 내용은 '르 몽드'에서 읽은 기억이 있고 나머지 50 % 가량은 '르 몽드'를 안 읽은 필자의 죄이거나 '사르코지'를 믿었던 필자의 죄이거나 '국민 전선 등장'이라는 '국민적 거부감의 폭발' 때문인지 기억에 별로 남지 않았다.
‘피케티’는 본저에서 미국 금융 위기 전후, ‘유럽’, 미국, 특히, ‘유럽’ 각국들의 국부(national treasure)나 국민 계정(national balance of payment) 잔고 변화와 중앙 은행(들)의 집계표들(schedules)을 이용해 다양하며 실증적인 설명과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윤-임금 공헌율 변화, 이중 배당: 이중 과세, 국민 소득과 연방 준비금-공공 비용-가처분 소득의 시대적 변화 비교, '약한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리버타리안' eg.)과의 차이, 정부 구제 금융의 비효율성, 고정 환율이나 보완 환율보다 변동 환율제를 고수한 '그리스'와 금융 위기, 엄청난 유동량 증가와 함께 등장한 거부들과 독일, 보호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한 불란서, 미국발 금융 위기로 피해를 입은 이태리와 서반아, (주의 의무(due dilegent) 부족인지) 거시 통계를 상당히 과장해서 평가한 '아일랜드', 부유세-금융세 도입과 새로운 '플랫폼'의 요구, 'IMF' 외면과 기대라는 모순, '유럽' 연방주의에 대한 희망, 약육강식 금융 세계의 승자, 논쟁을 원하는 '소피스트들' 모두에게 '가슴살을 '1 파운드' 씩 떼어주겠다'고 약속'하듯 써내려간 그의 논증에 독자들은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글의 형식 자체가 실증적인 경제 논평(emphirical economic report)이며 내용은 비평 이론(criticisme)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아무래도 독자들에게 충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피케티' 경제학의 강점이며 은행을 포함한 대리인이나 중개인, 정책 입안자에게 여기에 등장한 ‘피케티’의 강변과 요구가 실로 수난(travail)이 되는 원인은 안건(agenda)마다 분포 편차나 해법이 다른 단편들을 한 군데 모아놨을 때, 발생하는 대비 효과(contrast effect), 중요 개념과 일반 서술에 차이를 두지 않는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 태환으로 유동량이나 저장량을 설명하는 고전 경제학적 설명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택스 덤핑'(가난한 나라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조세 보조금)처럼 보수적(conservative) 세제 개편보다 중앙 은행 지준율에 의존한 하향식 접근을 긍정했기 때문이며 그만큼 국제 금융 위기 사태에 대한 그의 서술이 매우 급박하게 이뤄졌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의 이번 저술을 다루면서 '하버마스'가 목도한 ‘유럽’ 통합 체제에 대한 위기 의식과 함께 결부해 보는 것도 독자들에게 ‘유럽’ 각국에서 발생한 갈등적 소요 사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럽' 통합이 과연 경제 통합으로 완성되었는가, ‘유럽’ 통합과 '미국화 현상'은 미국에 대한 진실한 선의일까, 아니면 그저 '이유'라는 '시그니피앙'으로 만족할 수도 있었지만 '약자들'을 위한 통합'이 간절했으며 가치 있는 목표를 '정복'했을까, 본서를 통해 또한 ‘유럽 연합 체제’에 대하여 성찰할 시간을 갖게 된 것은 필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독자들에게 행운이다.

후기: 2017. 05. 16
불란서 경제가 중공의 저임금과 관치 경제에 도움을 받아 호황기를 지나서 결국 국내 임금을 포함해 물가가 낮아지기 시작한 것도 수 년 째이다. ‘소시에탈 프랑스’의 ‘헤지 펀드’ 유용 사건으로 마치 이태리의 국가 은행(들)이 금융 위기로 도산 위기에 처한 것처럼 불란서 금융 산업도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트레이더’ 한 명의 과욕에서 중공 위안화 ‘펀드’에 ‘소시에탈’이 권한 외의 가상 계좌들까지 동원해 과다 투자했다’고 서둘러 선고했지만 ‘스트로스 칸’ ‘아이엠에프’ 전 총재 사건에 이어서 불란서 정부와 함께 불란서 금융업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된 것이 사실이다. 독일 은행이 미국에 배상금을 지불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지만 아직까지도 독일과 불란서는 ‘커플링’ 상태로 본질은 파생 상품의 신용 경로(credit line)는 다중(multiple)으로, 왜냐하면 자산과 파생 상품의 관계는 두 개 이상의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용되지만 자산과 상품 증권(chettle paper)의 관계는 한 개 시장을 중심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허위 기장 자산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움에도 (‘엔론’ 사건 cf.) 은행들은 손실이 났을 때, 은폐하기 쉽고 이익이 났을 때조차 은행의 다른 계정들과 재량으로 상계하기 좋은 변칙 운영 의도에서 파생 상품 거래에 몰입한다는 것이다. 구. 금융업 ‘카르텔’과 미. 금융업 ‘트러스트’ 대결의 결과로 금융 위기가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왜냐하면 과잉 유동 자산(exuberance)은 일단 각국 생산량을 넘어서는 각국 중앙 은행의 발권량 때문이므로,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만들면 결국 (은행) 손실이 줄어든다’는 꾀가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가져옴으로써 ‘브렉시트’ 이후, ‘프렉시트’까지 공론화 된 것은 ‘유럽 연합’ 전체에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