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끝 (The END of POVERTY); ‘제프리 삭스’, Jan, 23th, 2018
'제프리 삭스' 교수의 '빈곤의 끝'은 미국에서 국제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바로 전까지 발전 경제학이 직면한 전쟁들로 명멸점에 있던 순간을 기록한 대표적 경제서이다. 필자는 본서에서 경제 분석 자료들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금융 위기로 미. 연방 정부가 폐쇄되고 동구권에서 내전들이 발생하고 중동전은 확산하고 서구권에 확산한 금융 위기는 차례로 회원국의 경제를 마비시킨 사태들 앞에서 분석서보다 기사문이나 수필이 되어버린 저작이 됐다.
북미 문화에 익숙한 독자들은 '개리 민더'의 법철학서나 '앨런 브링클리'의 '끝나지 않은 국가'처럼 본서가 함축하는 낙관주의, 인본주의나 실사구시 이해-접근이 미국에서의 노동 경제학: Ergonomics,적 전통이나 경험주의와 밀접한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의 근대주의(Modernisme) 해석은 그러한 함의들을 모두 포괄하고자는 개념이자 사상이다.
'봉신 제도가 15 세기에 없어지고 근대주의가 확산했다'는 것이나 영국인 '뉴튼'경은 전통주의자였지만 필자가 근대주의자라고 평가한 부분, 인구보다 산업 혁명과 도시처럼 지리-공간을 발전의 주요인으로 설정한 것, 거시 '패널 데이터'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미국 특유의 근대주의 이해-설명은 영국의 근대주의 이해-설명과 다르기 때문에 본서가 인문학적 오류나 해석의 차이가 전혀 없는, 순수무결한 경제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 헌법을 정책적으로 재구성 할 때, 나타나는 '양대 기둥'을 이루는 '성장과 평등'('앱터' cf.) 사이에서 '최선의 중립'은 또한 중용'이라는 윤리적 판단이 본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된 것은 그의 각고한 성실성을 은연 중에 드러내면서 이제 와 오히려 수필적 가치조차 상존한다. 또한 발전 경제학처럼 편향성을 전제로 하는 분과를 딛고 차후의 단위 경제 불평등을 극복해서 국제-경제학이나 정치-경제학으로 도약을 목표로 했다는 사실에서 다른 경제서 저술의 좋은 귀감이 된다. 물론 중국, 인도, 남미, ‘아프리카’처럼 저개발 지역들을 분석 단위로 삼았기 때문에 ‘뉴잉글랜드’ 구조-기능주의와 ‘보나파르트’의 구조주의, ‘러시아’의 산업 ‘구조주의(구성주의)’는 각기 다른 어의의 개념이므로 구조주의라는 개념은 지리적으로 중의성을 띈다’처럼 논리실증적 설명을 곁들일 여지는 별로 없고 그러한 ‘합리주의 개연성(cause-and-effect) 사고-판단으로 전지구적 편향이나 불공정, 불평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미. 개척자 정신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는 수요 견인 체제임에도 이와 달리 선제적(preemptive) 저개발국 투자는 ‘투자국(investor state)이 지원국(donor state)이 되며 사전에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출-평가 받아야만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 받기 때문에 공급 견인(supply-pulling)이 되기 쉽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저개발국이 광물 부존 자원만 있기 때문에 투자국이며 수입국은 생산 및 수출입 허가권을 가진 생산국의 경제적 향상이라는, 초기 단계부터 약속의 이행이라는 목표 의식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공급량을 수입하기 쉽고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지역으로부터 저가 공산품 대량 수입이 후생 증가를 낳기도 하지만 공해나 과소비를 낳는 현상도 공급 견인의 문제점과 맥을 같이 한다.
타지역에서 찾지 않고 굳이 미국 내에서 공급 경제학 문제의 초기 전례를 찾자면 미. 북부에서 방직기를 이용한 섬유의 공장 대량 생산이 확산하고 ‘유럽’ 섬유 관세율까지 높아져 ‘유럽’으로부터 총수입량이 줄어든 만큼, 북부의 공장주들이 수익을 늘리자 원재료를 공급하던, 노예들을 고용한 친’유럽’ 경향의 남부 농장주들이 급기야 연방에서 탈퇴하고 전쟁이 벌어진 남북 전쟁도 있고 공급 견인을 비켜두고 수요 견인을 전제로 하여도 수요 예측과 시장 형성(marketization) 과정에서 저개발국과 투자국: 지원국,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나 충돌이 전혀 없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
후생 증가와 경제 지표적 향상이란 목표를 빈곤의 끝으로 등치시킬 때, 빈곤의 정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애초 빈곤은 두 명 이상의 사회나 집단 내에서 가치 비교를 할 때, 발생하는 상대적이며 사회적인 추상적 개념이지만 경제 연구자에게 ‘빈곤은 곧 불편함이나 고통’이라는 사실에서 그의 경제 분석은 여타 갈등까지 아우르고자는 인본주의적 의의조차 있고 국제 기구들의 노력과 활동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개념들의 설명과 달리 정치-경제학적 빈곤, 또는 제도적 빈곤은 인구, 교육(또는 기술), 자원, 자본의 부족으로부터 이어진 인구 집단간 대립, 재난적인 혁명이나 전쟁 발생처럼 정치적 갈등(political conflict)이 주요 원인들로 꼽히는데 본서에서 필자의 접근 방법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하면서 사회 자본 이론을 강화(reinforce)하는 이유는 국가나 제도적 빈곤이 갈등의 원인이므로 ‘특히, 경제 활동의 3 요소들 중, 가계를 중심으로 시장 형성(marketization)부터 한다’는 미국 민주주의 사상에 충실한 결과이며 동시에 국제 기구 활동들을 신뢰해야는 정치적 다원성(pluralism)은 특히 독재 국가들로부터 많은 반대나 왜곡에 맞서야 하는, ‘공공선(commonwealth)을 위한 책임’조차 상기시키는 부분이다.

본저의 저술 배경: '위대한 중용의 시대'
빈곤의 끝이 저술되어서 출간되기까지 정말 많은 정치-경제학적 격변들이 있었다. 미국 정부와 중공 정부는 자유 무역 협약을 맺는 대신, 먼저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자리잡게 하려는 정부간 협력 활동을 공식화 했으며 ‘유럽’ 연합조차 단일 ‘유로’화 체제로 이관하면서 십 수 년 이상, 정치적 갈등보다 정치적 중용과 지표적 성장이 중요해진 경제적 안정기를 거치게 됐는데 중공 정부가 미국 채권의 최대 매수국이 된 것이나 국제 기업 집단들이 중국에 진출해 생산 설비를 투자를 크게 늘린 것, 동기간 국가 통계가 미비했던 중국의 전체 경제 후생이 크게 증가한 것도 미국발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혹자는 ‘엘런 그린스펀 시대’라고 하지만 (9.11 사태 cf.), 미-중 ‘블럭’간 경제적 협력의 결과물이며 어떤 의미로는 거시 지표 외관 상, ‘중공 정부가 개혁-개방 정책을 입안-구체화하여서 내수 견인의 연방 체제로 도약하기까지 최초 의도한 것을 모두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발생하며 중공 정부는 ‘유럽’ 연합, 러시아’와 협력해 국제 평화주의에 반하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주의를 명백히 반대하면서 ‘역내 정치적 패권 국가로 위상을 굳혔다’고도 하지만 아직도 통계적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는 이상, 중국에서 ‘중용의 계속과 빈곤의 끝’은 물론 진행형이다.
또한, 동기간을 제법 넘겼지만 ‘러시아’의 경우, 구소련 체제로부터 경제 개혁이 일단락 하였고 동구권을 대표하는 강대국이면서 국가 채무가 거의 없는 순흑자국이 됐다’는 거시 경제 통계 상,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고하면서 전문가들은 ‘브릭스’ 경제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경이감이 교차하는 지역이 됐다.
대영 제국의 경우, ‘유럽’ 연합이 출범하고서 ‘유로’화 체제에 통합됐으며 미국발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오히려 미국내 자본재 투자를 늘리고 기술재 수입을 늘리는 공세적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유럽 연합’ 발전 기금을 납부하거나 ‘유럽 연합’ 내, 시장 접근을 늘리는 매우 중상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한 것이 특색이다.
물론, 저개발국 연구/국제 기구 전문가는 저자는 빈곤의 원인, 시장 형성과 사회 발전부터 설명하는, 예를 들어 신용 경제학이나 잡종 경제학처럼 여타 학파들의 경쟁으로 왜곡되기 전의 사회-경제주의 관점에 매우 충실한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의 서술은 ‘중용의 덕’을 제도적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유엔' 새천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국제 조약틀(Global compacts) 마련, 예를 들어 ‘파레토’ 경제학 후로도 끊임없이 제기된 인구 폭증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제 기후 협정에 세계적 참여, 국제 보건/식량 기구 및 여타 기구들의 역할 증대, 저개발국이 발전-자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는 ‘유엔’ 나라빚 줄이기 운동'(UN. Jublee 2000) 확대처럼 구체적인 목표들을 제시한 것인데 빈곤국: 저개발국,의 위기와 월경(spill-over) 현상에 대하여 발전이 가져오는 역기능까지 고려한 자본재 투하(FDI eg.)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과 과학의 역할 강조, 외교 정책 개혁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 '유엔'-국제 금융 기구(들)-미국에 대한 신뢰, '불편부당한 처지에 놓인 사람'(have-not)들에 대한 관심과 합의-실천으로 한 세대를 넘어선 지평 제시는 눈여겨 볼 만 하다.
특히, 영미권 문화에 비판적인 독자들이라면 세계 은행이 '좋은 통솔'(Good Governance)이란 목표나 상태를 개발 사업 '파트너' 국가에게 제시하듯 미국 문화권의 '좋은 근대'(Good Modern)란 무엇일까, 근대가 훌륭한 가치일 때, 나쁜 전근대는 세계화를 반대하는가?'처럼 정치적 해석에 뒤따르는 질문들과 잠재 가설들을 객관적 지표들을 빌어서 더욱 구체화 할 수 있는 인문학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