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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American First’ 정책을 표방하며,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되었다. 기존 정치인의 행태와는 확연히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를

브렉시트(Brexit) 등 일련의 반세계화 흐름의 결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국제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최근 일련의 반세계화

흐름 중 가장 중요한 결과로 본다(Frieden 2018)1.

Rodrik(2017) 2 에 따르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적

세계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무역협정이 국경간 거래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춤으로써 진전되고 있었고, EU 국가들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및

금융통합을 재개하고 있었다. 즉, 세계주의자(Globalist)들의 가치가 우위를 점하며

국가 지배(National Sovereignty)의 틀을 깨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브렉시트 투표, 트럼프 당선과 유럽의 대중영합 국수정당(populist-

nationalist parties)의 부상 등으로 세계화가 당연히 진행될 대세적 흐름이라는

기존의 가정에 제동이 걸렸고, 현재 세계화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반세계화의 흐름은 소위 금융 세계화(Financial Globalization)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세계화가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전에 급속히 확대되던 금융 세계화는

반세계화 여론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최근의 금융 세계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

단행된 미국과 영국의 금융 자유화 및 탈규제 조치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1

Jeffry Frieden, 2018, “The backlash against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Harvard University, p. 2.

(https://scholar.harvard.edu/files/jfrieden/files/frieden_future_feb2018.pdf, 검색일

2018.5.28)
2

Dani Rodrik, 2017, “Populism and the economics of globalization”, Harvard

Kennedy School Facult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RWP17-02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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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본에 대한 통제장치는 지속적으로 약화되었고, 각국의 금융시장은 뉴욕,

런던 등을 위주로 운영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통합되어 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Joseph E. Stiglitz와 같은 경제학자들 조차도 금융위기의 진앙으로 지목된 ‘금융

세계화’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3하기에 이르렀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소위 ‘Occupy Wall street’ Street’ 운동으로 대표되는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 내지는 대안적 세계화(alter-globalization) 여론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면서, 포퓰리즘 정치세력이 이를 등에 업고

집권에 성공하거나, 주요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 움직임에서 보듯이, 포퓰리즘이 득세한 국가는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우선주의로 선회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금융 세계화를

비롯한 세계화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Rodrik(2017) 4 등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포퓰리즘의 대두 원인과 세계화와 포퓰리즘의 역사, 그리고 금융 세계화와

포퓰리즘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고 향후의 금융 세계화에 대해 전망해 보기로 한다.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정의를 명확히 하기로 하자. 백창재(2006) 5

등에 따르면 금융 세계화는 각 국민경제들의 통화제도와 금융시장이 밀접히

연계되어 가는 현상으로, 개별 국가가 국제 자본시장에 연계되는 금융

통합(Financial Integration)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Eswar, 2003) 6 . 하지만, 두

개념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금융 세계화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금융 통합의

증가와 연계됨으로 본 보고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쓰기로 한다.

                                           
3

“Excesses of financial globalization have contributed to global instability”, Joseph E. Stiglitz, 2014, 

“The Future of Globalization”, Annual Lecture of the Scientific Council for Government 

Policy, Hague
4

Dani Rodrik, 2017. 전게서
5

백창재, 2006, “금융세계화와 미국: 국가, 패권, 자본”, 『국가전략』 2006년 제12권 3호, 

p. 38
6

Eswar S. Prasad et al., 2003, “Effects of financial globalization on developing 

countries: some empirical evidence”, Occasional paper,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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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포퓰리즘과 반세계화

1.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을 가리키는 것 7 으로 단순한 개념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양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학계에서 조차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8이며,

Rodrik(2017) 9 도 포퓰리즘을 다양한 움직임을 포괄하는 느슨한 개념으로

정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농민, 노동자 및 광부들이

금본위제(gold standard)와 북동부 은행 및 금융 기득권층에 반발하여 연대하면서

시작되었다. 1930년대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좌파적 포퓰리즘이 시작되었는데

페론주의(Peronism)와 같은 예가 있다. 오늘날의 포퓰리즘은 유럽의 반(反)유로

및 반(反)이민 정당, 그리스의 시리자와 스페인의 포데모스, 미국의 트럼프 반무역

자국민우선주의, 라틴 아메리카의 차베스식 경제 포퓰리즘 등이 있다.

강원택(2011)은 포퓰리즘 10 은 크게 다섯 가지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데,

①반엘리트적, 반기득권적 특성, ②정치적 대의구조를 우회하는 대중 동원, 

대중과의 직접 관계 강조, ③계급 연합적 특성, ④가부장적 지도자, 카리스마적

지도자, ⑤특정 사회 집단의 배제, 적대감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주류 언론 및 정치권과 척을 지고, 트위터(Twitter) 정치를 하며,

미국의 백인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민자 배척 정책을 펼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강원택이 주장한 포퓰리즘의 특성을 고루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7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4865&cid=40942&categoryId=31645, 

검색일 2018.5.28)
8

서병훈, 2012,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특집논문, Revista Iberoamericana 23.2 (2012): 1-

25. pp. 4-5 (http://snuilas.snu.ac.kr/iberopdf/snuibero230201.pdf, 검색일 2018.5.28)
9

Dani Rodrik, 2017, 전게서. pp. 1-2
10

강원택, 2011, “포퓰리즘 논쟁과 한국정치의 선진화 방안”,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 입

법조사처. Pp.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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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퓰리즘의 대두 배경

Ferguson(2016) 11 은 포퓰리즘은 세계화에 대한 반발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포퓰리즘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첫째, 절대적

및 상대적 수준에서 이민의 증가, 둘째, 소득과 부의 분배로 측정되는 불평등의

증가, 셋째, 정치체제가 부패했다는 인식, 넷째, 금융위기와 같은 주요 거시경제적

충격, 다섯째, 이러한 분열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선동가의 정치적 등장이다.

그의는 주장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최근 미국의 포퓰리즘

현상을 설명12해보자.

첫째는, 이민의 증가이다.인데, 지난 45년간 외국 출신 미국 인구는 1970년 5% 

미만에서 2014년 13% 초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최초로 포퓰리즘이 대두되기

시작한 1860년에서 1910년 사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둘째, 소득 불평등은 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확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상위 1%의 소득이 1970년 8%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최근의 정점이 금융위기 발생시점인 2007년으로 대공황 시기 직전인

1928년에 소득 불균형이 정점에 달했던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표 1] 미국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출처 : Ferguson(2016)

                                           
11

Niall Ferguson, 2016, “Populism as a Backlash against Globalization”, Horizons: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o. 8 (Autumn 2016)
12

CIRSD 홈페이지

(https://www.cirsd.org/sr-latn/horizons/horizons-autumn-2016--issue-no-8/populism-

as-a-backlash-against-globalization 검색일 201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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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정치체제가 부패했다는 인식인데,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군대와 소기업을 제외하고는 기관 또는 조직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떨어졌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는 단지 9%만이 신뢰했고 대기업도 21%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전통적으로 신뢰도가 높았던 미국 대법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마저 하락했다.

결정적으로 금융위기는 많은 미국인 들이 정치기관들과 대기업, 그리고 미디어

간의 부정한 관계가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넷째는 거대 금융위기이다. 미국은 역사상 3번의 큰 위기가 있었고 그 시기는

1873년, 1929년 그리고 2008년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완화된 통화정책과 부동산

투기로 초래된 금융위기가 정도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졌고

대중들, 특히 노동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 계층의 반발을 야기했다.

[표 2] 미국 금융위기 발생후 주가 흐름(년)

출처 : Ferguson(2016)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 불을 지를 불씨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선동가(demagogue)이다. 이들은 앞의 4가지 요소에 통렬하고 불을 붙이는 발언을

함으로써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의 포퓰리즘의 득세와 트럼프 당선은

충분히 설명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최근 10년간

포퓰리즘이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13

                                           
13

Dani Rodrik, 2017, 전게서.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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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포퓰리즘의 세계적 득세

출처 : Rodrik(2017) 재인용

Rodrik(2017) 14 은 소득의 분배관점에서 세계화의 부작용이 포퓰리즘 및

반세계화 운동을 초래한다고 설명한다. 무역의 재분배 효과를 설명하는 스톨퍼-

사무엘슨(Stolper-Samuelson) 정리15에 따르면 무역이 개방되면 매우 강한 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완전경쟁 하에서, 수입되는 상품이 국내에서 계속 생산되는

한 무역 자유화는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 제공자의 후생을 악화시킨다. 더욱이, 무역

자유화가 진행될수록 점차적으로 무역장벽이 완화되면서 무역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는 집단이 감내해야 하는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

[표 4] 무역자유화의 분배효과 예시

철폐된

관세율

저숙련공 임금변화

(A, %)

경제의 실질소득

증가(B, %)

절대가치 비율

(A)/(B)

40 -19.44 4.00 4.9

30 -15.22 2.25 6.8

20 -10.61 1.00 10.6

10 -5.56 0.25 22.2

5 -2.85 0.06 45.5

3 -1.72 0.02 76.6

출처 : Rodrik(2017) 재인용

                                           
14

Dani Rodrik, 2017, 전게서. pp. 6-10.
15 Stolper, W., & Samuelson, P. A., 1941, “Protection and real wag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9: 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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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Hakobyan과 McLaren(2016) 16에 따르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중요한 소수(Important Minority)”에게는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반해 미국경제가 얻은 후생의 향상은 미미했는데, Caliendo와 Parro(2015) 17 는

NAFTA 체결로 미국 경제가 얻은 후생 증가폭이 0.08%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세계화로 인한 무역의 진전이 일자리 감소, 경기 악화 등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변수가는 될 수 없다. 오히려, 기술변화나 경쟁심화가 포퓰리스트들이

세계화의 폐해라고 주장하는 국내 일자리 감소의 더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로 인한 재분배 문제가 경쟁이나, 기술변화 보다 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때때로 국제무역이 국내의 관행이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 국내에서는 배제되는 경쟁유형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Rodrik(2017) 18 은

설명한다.

소위 차단된 교환(Blocked Exchanges) 19 으로 국내에서는 규범이나 사회적

이해를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쟁이 무역으로 실현되면 이는 정의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사람들의 반발을 자극하는 것은 불평등 그 자체보다는

불공평하다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덤핑’, ‘관세’

이슈들은 바로 이러한 무역의 불공평과 관련 있다.

                                           
16

Hakobyan, S., & McLaren, J., 2016, “Looking for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NAFT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8(4): 728–741.
17

Caliendo, L., & Parro, F., 2015, “Estimates of the trade and welfare effects of 

NAFTA”, Review of Economic Studies, 82: 1–44.
18

Dani Rodrik, 2017, 전게서. pp. 13-14.
19 “things that cannot be bought or sold because of moral stigma or legal strictures.”, Walzer, M., 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Oxford: Martin Robertson.
서식 있음: 글꼴: Times New

R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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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화와 포퓰리즘의 역사

역사적으로 보아도 세계화와 포퓰리즘의 부침은 그 궤를 같이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첫번째 세계화와 그에 따른

포퓰리즘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1890년대까지 금본위제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전세계에서 규범으로

수용되었고, 교통과 통신의 발전은 상품과 자본, 노동인력의 이동을 크게

제고시켰다. 하지만 세계화의 진전으로 이민자 급증, 소득분배의 불평등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Williams 

Jennings Bryan와 같은 포퓰리스트가 등장하였고, 최초의 포퓰리즘 운동으로

이어졌다.

세계화가 촉매제 역할을 한 사회적 갈등은 유럽에서도 일어났고, 위기를 맞은

유럽국가들은 ①파시즘(Fascism) 및 나치즘(Nazism)과 ②공산주의(Communism) 

두 가지 형태로 대응하였다. 파시즘 및 나치즘이 국가 재평가(National 

Reassertion)를 선택하고, 공산주의는 사회구조 개혁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두 형태는 공히 기존의 세계화를 되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갔다(Frieden, 2008)20.

[표 5] 경제적 세계화의 부흥과 부상과 몰락, 그리고 재부흥상

출처 : Chandy and Seidel(2016)

                                           
20 Jeffry Frieden, 2008, “WILL GLOBAL CAPITALISM FALL AGAIN?”, BRUEGEL 

ESSAY AND LECTURE SERIES: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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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금융 세계화와 포퓰리즘

1. 금융 세계화의 현황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경간 자본의 흐름(cross-border capital 

flows)은 65% 감소해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돌아갔다 (McKinsey & Company, 

2017)21.

하지만, 금융 세계화가 끝났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선진국의

국제적인 금융센터들은 글로벌 시스템에 그 어느 때보다 통합되어 있으며, 중국과

같은 개발국가들도 점점 더 글로벌 시스템에 연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외 은행대출 및 FDI(Foreign Direct Investment)가 2007년 대비 3배

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전세계 주식의 27%, 채권의 31%가 외국인

투자자 소유이고, 전세계 GDP 대비 외국인 투자액(Stock of foreign investment 

liabilities)은 2007년 수준(183%)을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자본인 FDI는

2007년 대비 33%p가 상승, 국경간 자본흐름의 69%를 차지하여 금융 세계화의

안정성이 오히려 제고된 측면22도 있다.

다시 말하면, 금융 세계화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표 6] 외국인 투자자산 총량

출처 : McKinsey(2017)

                                           
21

McKinsey & Company, 2017, “The New Dynamics of Financial Globalization.”,

McKinsey Global Institute. p. 1
22

McKinsey & Company, 2017, 전게서. p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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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세계화와 포퓰리즘

금융 세계화는 무역(또는 상품) 세계화처럼 부흥상과 몰락을 반복했다. 즉,

금융 세계화가 진전되어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대중들의 반감으로 사회적 기반을 잃으면 쇠퇴하는 사이클을 되풀이 했다.

[표 7] 자본이동과 금융위기

그래프의 우측 눈금은 전세계에서 은행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의 비율을 3년 이동평균으로 나타낸

것이고, 좌측은 Obstfeld Taylor(2003)가 지수화한 국제자본 이동의 자유화 정도를 나타냄

출처 : Reinhart and Rogoff(2009)

구체적으로 보자면, 19세기 후반 1차 세계화가 진행된 시기에 금융의 세계화도

진행되었다(Piketty, 2014) 23 . 하지만 금융 세계화의 부작용은 대공황이

나치찌즘으로, 다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단초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외환 변동성을 줄이고 국가의 거시경제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경간 자본거래를 통제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미국과 영국의 신자유주의가 전세계로 확산함에 따라, 

금융 세계화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다시 활성화 되었고,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같은 국제 기구들은 전세계가 완전한 금융세계화를 추진하도록

독려했다(Rodrik, 2017) 24 . 이러한 흐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의 자본에 대한 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다시 전환되었다.

                                           
23

Piketty Thomas, 2014, “Capital in the Twenty First Century.”,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24

Dani Rodrik, 2017, 전게서.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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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금융 세계화는 무역 세계화와 궤를 같이하며 부흥과 쇠퇴를

반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세계화는 무역 세계화 보다 더

극단적으로 대중의 반감을 사고 있다. 예를 들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Joseph 

Stiglitz도 무역 세계화에는 찬성하지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는 반대한다. 

따라서, “Occupy Wall Street” 운동으로 대변되는 금융 세계화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 세계화는 무역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 특히, 장기투자 자본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수혜국에 유익한 투자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헤지펀드 등 단기자금의 경우

해당국가의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비난을 받아 왔다.

이와 더불어, 금융 세계화는 국가 내 분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Furceri

등(2017) 25 에 따르면, 자본흐름의 자유화가 지속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계층간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킨다. 금융 자유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대규모 자본흐름이 수반될 경우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역효과는 더욱

커진다.

실례로, 우리나라가 겪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들 수 있다. 위기는

글로벌 자본의 급격한 유출에서 비롯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우리나라에 자본이동의 자유화 보장을 요구하였고, 이후 20여 년간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아지고(홍장표, 2014)26 빈부격차는 확대되었다.

요약하면, 금융 세계화는 무역 세계화로 인한 노동소득 감소효과를 더욱

가중시킨다. 이로 인해 노동자 등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반세계화 여론이 형성되고

포퓰리즘이 득세해 결국 쇠퇴하는 사이클을 반복한다.

[표 8] 금융 자유화가 계층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25

Furceri, D., Loungani, P., & Ostry, J. D., 2017, “The aggregate and distributional 

effects of financial globalization”, Unpublished paper, IMF.
26

홍장표, 2014,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임금주도 성장

모델의 적용가능성”, 사회경제평론 43,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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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urceri et al.(2017)

3. 향후의 금융 세계화와 변화 필요성

Fischer(2003)는 금융 세계화도 무역 자유화처럼 전세계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쌓일 것 27 이라 주장했다. 이론상 금융 세계화는 선진국의 자본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을 이룰 자원을 가지게 되고,

자본을 제공한 선진국은 분산투자를 통해 더 낮은 위험에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규제되지 않은 자본의

급격한 이동이 일어나고 금융시장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위기는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28 또한, 국가 내 계층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누적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초대형

금융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 시민들이 부담함으로써, 금융 세계화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금융 세계화는 당분간

                                           
27

Fischer, S., 2003, “Globalization and its challenges”, American Economic Review, 

93(2): 1–30.
28

연구에 따르면 브레튼 우즈 체제 포기 이후 금융위기 발생확률은 그 이전 시기와 비교했

을 때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Bordo et al., 2001, “Is the Crisis Problem Growing More 

Severe?”, Economic Policy, 16(April): 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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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화를 공격하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24일 글로벌 금융규제를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법 29 을 대폭 완화하는

수정법안에 서명하였다. McKinsey(2017)는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금융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춤하는 유럽의 빈자리를 채울 것이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인 FDI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금융 세계화의 안정성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금융 세계화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현재의 구조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30 .

역사상 그래왔던 것처럼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들이 규제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이는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대중의 반발을 불러와

종국에는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Fischer(2003)가 주장한 바대로 금융 세계화는 무역 세계화처럼

대중들에게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금융 자유화가 현재와 같이 진전되지 않았다면

해외 여행에서 필요한 현지통화를 모두잔뜩 환전해서 소지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또한, 피해계층이라 여겨지는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의 전세계 적

투자가 가져오는 수익률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를 통해 보다 안정된 노후를 즐길

수 있다.

따라서, 금융 세계화가 악순환을 반복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내버려

두기보다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리고 이이를 위해 금융 세계화로 인한 노동소득의 감소효과를 완화하고, 금융

세계화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으로 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31 해야

                                           
29

오바마 정부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정한 광범

위한 금융규제법으로 2010년 7월 발효,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2018.6.8일 검색)
30

“Few components of globalization are inevitable if there is a genuine popular will to stop them.”, 

HBR, https://hbr.org/2016/11/people-are-angry-about-globalization-heres-what-to-

do-about-it(2018.6.25일 검색) 
31

“Urbanization, digitization and globalization are presenting new opportunities to accelerate the pa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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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한다..

제 4 장 맺음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브렉시트 등으로 대표되는 포퓰리즘은 대중의

반세계화의 여론을 자양분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화의 강력한 소득분배 효과는

그 혜택이 일부에게 집중되고 노동자 계층의 경우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아 사회적 갈등을 잉태하게 되고 포퓰리즘 선동가들은 이를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역사적으로 세계화가 진전되면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민 문제, 

경기 침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포퓰리즘도 부상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반발에 부딪힌 세계화가 후퇴하는 사이클을 반복하였으며, 금융 세계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금융 세계화

역시는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금융 세계화는 소득 불평등 효과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내포한다. 더불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 위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로

인해, 금융 세계화에 대해 대중은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제학자의 경우도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역 세계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듯이, 금융 세계화도 일반 대중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더 많은 사회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 진화를 통해 금융 세계화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진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금융 세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의 근원이 소득불평등의 문제라고

보았을 때, 이는 정책적 접근으로 해결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유럽에서도

                                                                                                                               
financial inclusion. Leveraging cross-sector partnerships and innovative approaches, Inclusive Finance 
embeds investments that make a social impact into Citi’s core businesses to the benefit of clients and 
communities.”. Citibank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자료

(https://www.citigroup.com/citi/inclusivefinance/about-us.htm, 2018.6.25일 검색) 변경된 필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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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계화가 진행되었지만, 미국과 달리 유럽은 과세제도 및 최저임금제도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오히려 축소32시켰다.

결론적으로 금융 세계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작용의 해소 또는 완화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 세제 조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 세계화의

효익을 일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 이에 실패한다면 금융 세계화가 소득 불평등 확대 및 금융위기 초래,

대중여론의 악화 및 포퓰리즘의 대두, 세계화의 쇠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을반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진전시키더라도 급격한 자본이동 제한

등 일정 수준의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한 수단이란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의 포퓰리즘 득세가 소득불평등과 같은 근원적

문제의 개선 없이는 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는 일종의 신호임을 인식해야 한다.

                                           
32

“The U.S. and Europe, for instance, had similar population size and average income in 1980 — as well 
as analogous inequality levels. Both regions have also faced similar exposure to international markets and 
new technologies since, but their inequality trajectories have radically diverged. In the U.S., the bottom 
50% income share decreased from 20% to 10% today, whereas in Europe it decreased from 24% to 22%.”, 
HBR, 인터넷 검색자료(https://hbr.org/2018/03/40-years-of-data-suggests-ways-to-

fix-the-problems-caused-by-globalization, 검색일 : 201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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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세계화의 수혜자

(HBR 홈페이지 : https://hbr.org/2016/05/why-the-global-1-and-the-asian-middle-class-

have-gained-the-most-from-globalization, 검색일 : 2016.06.25)

2. 세계화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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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R 홈페이지 : https://hbr.org/2017/07/globalization-in-the-age-of-trump, 검색일 : 

2016.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