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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책은�市田良彦・王寺賢太・小泉義之・長原豊, 『債務共和国の終焉 : わたしたちはいつ

から奴隸になったのか』, 河出書房新社, 2013을�옮긴�것이다.

2. 일본어�원본에는�다음과�같은�문구가�달려�있다. “본서는�『정황�별책(情況別册)』 사상이론

편�제1호�(2012년�11월)의�｢채무공화국의�종언｣을�바탕으로�새로�쓴�것입니다.” 

3. 이�책은�출판된�지�이미�10년이나�지났다. 따라서�시의성은�확실히�문제이다. 그러나�이를�

제외하면, 정세에�비추어�기존의�텍스트들을�재검토하는�내용과�방식이�매우�가치�있다고�

생각한다. 이를�감안하여�독해하면�좋겠다. 이�책자는�PDF로만�배포된다. 

4. 본문이나�각주에서�언급된�외국어�문헌의�일본어�번역본은�국역본이�있을�경우�국역본으

로�대체했으나�쪽수는�지적하지�않았다. 이때�번역문은�적절하게�변경했다. 또�국역본이�

없는�일본어�서적의�경우에만�일본어�표기를�했다.  

5. 경제용어나�일본의�관행적�표현의�경우�필요할�때�각주에서�이를�해설했다. 

6. 책�제목과�잡지명은�『  』로. 논문은�｢  ｣로�묶었다. 또�본문�속의�인용문은�“  ”로, 단순�강조

는�‘  ’로, 대문자는�< >로�표시했다. 인용문�속의�(  )는�원문의�것이고, 필자의�추가는�[  ]에, 

번역자의�추가는�〔 〕에�넣은�후�글자를�작게�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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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경제를�둘러싼�현재�

007 1. 심리�전쟁이�된�경제�

대략�2년에�2%의�인플레이션을�달성하는�것이�일본은행의�정책목표

가�됐다. 2013년�1월의�일이다. 이�책을�쓰고�있는�2013년�7월의�시점에

서, 시장의�반응은�여전히�양호하다. 다소�기복이�있었지만, 새�정책의�

도입�전에�비해�주가는�올랐고�엔화가치는�떨어지고�있다. 장기금리

의�행방에�불안�요소가�있다고는�하나, 인플레이션�타겟〔물가안정목표

제〕1) 같은�양적�완화�대책은�순조롭게�출발하고�있다. 지진�재해로부

터의�부흥도�에너지의�문제도�물리치고�〔민주당에서�자민당으로〕 정권

을�교체시키고, 중의원과�참의원의�‘엇박자〔갈등〕’까지�해소시킨�‘경

제문제’는�오늘날�하부구조로부터의�축복을�받고�있다. 

   디플레이션의�무엇이�나쁘고, 인플레이션이�왜�필요하고�어디까지�

가는가라는�008원래�얘기는�잠시�보류하자. 일본에서의�경제의�정치

1) [옮긴이] 인플레이션�타게팅(inflation targeting, 일본에서는�‘인플레타게트’, 혹은�

더�줄여서�‘인타게’라고�한다)이란�물가상승율(인플레이션율)에�대해�정부・중

앙은행이�일정한�범위의�목표를�정하고, 그것에�들어가도록�금융정책을�행하

는�것. 대부분의�경우, 인플레이션율이�너무�높아지는�것을�방지하고, 목표치까

지�낮추도록�유도하지만, 그�반대의�경우도�있다. 유사한�정책으로는�‘물가수준

목표’가�있다. 이것은�1년의�일반적�물가수준을�기준으로, 거기에서�정해진�상

승률만큼을�더한�것을�목표치(타겟)로�하는�것이며, 물가수준이�목표�미달성의�

경우는�미달성율�+ 정해진�상승률을�합쳐서, 어디까지나�정해진�물가지수까지�

올리는�것이다. 차이는�과거의�잘못을�상쇄하느냐�하지�않느냐의�차이이다. 



8 『부채공화국의�종언�: 우리는�언제부터�노예가�됐나』

적�각성과�월가나�중동에서의�겉보기에는�돌발적인�반란의�발생�등

이�깊은�곳에서�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도�지금은�묻지�말자. 아무튼�

경제가�정치의�무대에�올랐기�때문에, 그�정치는�경제를�지금�어떻게�

다룰�수�있는지, 즉�‘경제정책’은�현재�어떻게�되고�있는지에�일단은�

주목해보자. 사물의�심층, 바로�하부구조로�내려가는�것은�이렇게�하

고�난�후에�해도�늦지�않다. 

   “2년에�2%의�인플레이션”이라는�목표가�발표됐을�때, ‘이코노미스

트’들의�기탄없는�논쟁을�나름대로�뒤쫓아�온�사람들�중에는, 1998년

의�크루그먼의�유명한�제언2)을�떠올리면서, 이렇게�탄식한�사람도�있

었을�것이다. 뭐야, 4%를�매년�15년씩�계속한다는�게�아닌가, 2년에�

2%라는�‘초라한’ 숫자로�좋은�것인가? 제언은�“중앙은행이�무책임하

다는�것을�확신하게�만드는�약속을�한다”고�주장했다. 그�‘무책임한�

약속’이�“4%를�15년�간”이다. 만일�그것이�실현된다면�15년�후에는�물

가가�약�80%(=1.0415) 상승하기�때문에,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엄

청난�숫자이다. 급여생활자들의�평균�수입이�15년�후에�80% 증가했을�

G8 구성�국가는�상상하기�힘들며, 그야말로�무책임하다. 그러나�그런�

숫자여야만�009하는�이유는, 2년에�2%라는�온건한�숫자로는�디플레

이션�탈출에�충분하지�않다는�것이�아니었다. 실업률을�사회적으로�수

용�가능한�정도로�낮추려면�2%로�충분할지도�모르지만, 책임질�수�있

는�온건한�목표는, 바로�온건하기�때문에�실현할�수�없다는�것이다. 단

순화해서�말하자면, 온갖�정책이�바닥난�듯한�길고�심각한�디플레이

션�― 크루그먼의�진단으로는�‘유동성의�덫’에�빠진�상황(후술) ― 에

서�탈출하는�데�필요한�것은�미래의�경기가�확실하게�과열될�것이라

2) Paul R. Krugman, “It’s Baaack! Japan’s Slump and the Return of the Liquidity Trap.”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1998/06/1998b_bpea_krugman_do

minquez_rogof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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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예측이며, ‘적당’하고�합당한reasonable 약속은, 과열�또한�없다는�약

속이기�때문에, ‘덫’으로부터의�탈출에�필수적인�임팩트를�쳐내고�약

속의�이행을�불가능하게�한다. 때문에�책임을�현실적으로�다하기�위

해서는�거꾸로�무책임한�태도를�취하라는�것이다. 스트라이크를�잡

으려면, 굳이�높게�밖으로�빼라는�것이다. 

   그러나�“논리적으로는�매우�명석”하다고�평가받으며, 조예가�깊고, 

인텔리가�좋아하는�역설을�주장하는�크루그먼의�제언은, 이것도�동

시에�지적되듯이, 실행�불가능하다. 중앙은행의�010단호한�약속이�주

효해서, 예를�들어�5년�후에�디플레이션에서�탈피했다고�쳐보자. 그렇

게�되면�― 어떤�전직�일본은행�직원은�말한다�― “중앙은행은�여론의�

강한�비난을�견디면서�‘무책임한’ 인플레이션�정책을�추진할�이유를�

잃게�된다. 그것은�너무도�분명하기에, 이런�언질commitment3)은�원래�

사람들의�신뢰를�얻지�못한다. 이�문제를�극복하지�못하면, 이�정책은�

확실하게�실패한다.”4) 경제학적으로는, 시간의�경과와�더불어�최적

의�행동이�변화한다는�‘시간�정합성’의�문제이다. 그렇다면�금융정책

은�오히려�처음부터�사람들의�신뢰를�얻지�않아도�될지�모른다. 실제

로�탄생�직후의�아베정권에�대한�크루그먼의�평가는�대개�허튼�소리�

같다고�말한�것처럼�들린다. “아베는�재정지출에�관해�상식이�없고, 

모두�잘못된�이유로�중앙은행을�괴롭히고�있는지도�모르지만, 사실

상�그는�실제로�재정적이고�화폐적인�자극을�주고�있다. 다른�모든�선

진국�정부가�매우�진지한very serious 사람들의�노예가�되어�꼼짝달싹�못

하고�있을�때이다. 지금까지의�결과는�완전히�긍정적positive이다.”5) 매

3) [옮긴이] コミットメント(commitment)는�영어에서�왔으며, ‘상관’, ‘맡김’, ‘위탁’, 

‘위임’, ‘언질을�해줌’, ‘공약’, ‘맹약’, ‘약속’ 등을�의미. 

4) 翁邦雄, 『포스트�머니터리즘의�금융정책(ポスト・マネタリズムの金融政策)』,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1年, 225-226頁.

5) 뉴욕타임스의�인터넷�판에�있는�크루그먼의�블로그에�게재(2013년�1월�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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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지한�경제학의�교과서에는�정말로�꼼짝도�하지�않은�채로�뭔가

가�나쁘다고�읽을�수�있는�심정이�토로되어�있다. “진지한�경제학�연

구로부터�축적되어�온�학문적�신조에서�보면, ‘100년에�한�번의�금융

위기에는�011미증유의�규모의�거시�경제정책을!’이라는�수사학에는�

미치지�못한다는�것이�숨김없는�심정인�것이다.”6) 노벨상을�받은�크

루그먼은�“진지한�경제학�연구”에�의해�뒷받침되지�않는�방언을�하는�

작자로�변질된�것일까? 오히려�올바른�경제정책은�올바르지�않다고, 

올바르게말하고�있는�게�아닐까? 적어도�그것이�오늘날의�경제(학)적�

올바름이라고�경제(학)의�현황에�관해�가르치고�있는�게�아닐까?

* * *

경제학에서의�경제는�마치�장군에게서의�전쟁과도�같다. 이기느냐�

지느냐는�싸워�보지�않으면�모르지만, 이길�수�있다고�믿지�못하면�이

길�수�없다. ‘진지’한�참모는�‘모르겠다’고�말할�수밖에�없다. 싸우라고

도�싸우지�말라고도�말할�수�없이, 항상�승패는�반반이라고�말한다. 나

중에�책임을�지는�것을�피하려고�한다. 이것은�실제로, 새로운�일본은

행�부총재가�학자�시절에�‘일본은행�식의�이론’으로�도마�위에�올렸던�

경향에�다름없다. “전례주의前例主義에�012 따라�핑계를�만들어내고, 

내부로부터�불평이�나오지�않도록�조직을�잘�정비하고, 조직의�이익

을�증대시키는�능력…”, “책임을�인정하지�않는�‘일본은행�식의�이론’

의�구조”7) … 그에�따르면, 일본은행은�단순히�‘조직의�이익’에�집착해�

https://krugman.blogs.nytimes.com/2013/01/11/is-japan-the-country-of-the-future-a

gain/

6) 齊藤誠他, 『거시경제학(マクロ経済学)』, 有斐閣, 2010年, ii-iii頁.

7) 岩田規久男, 『일본은행은�신용할�수�있는가(日本銀行は信用できるか)』, 講談社

現代新書, 2009年, 22頁. 8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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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화폐를�추가�공급하는�데�번번이�실패했다. 두려워하지�말고�

시장으로부터�더�국채를�사라!, 인플레이션�타겟을�도입하라! 이것에�

대해�머니�전쟁의�실무파�참모�― 전�일본은행�직원을�다시�한�번�등장

시켜보자�― 는�마치�“전쟁은�장군에게�맡기기에는�너무도�중대하다”

고�말한�크루그먼�같다. “원리적으로�할�수�있다는�것과�그것이�그�사

회�속에서�실제로�가능한가・바람직한가는�완전히�별개의�문제가�된

다.”8) 국채�구입�오퍼에�의한�양적�완화를�지나치게�하면�중앙은행의�

재정기반을�파괴하고(=대차대조표를�‘상하게�하고’) 악성�인플레이

션을�초래한다는�것, 이것이�금융경제론의�견해가�아닌가! 그것에�대

해�장군이�된�학자는�학자�시절부터�바로�장군인�체하며�대답했다. 인

플레이션이�되면, “금융�긴축은�전투이다”9) ― 그렇게�되면�싸우면�된

다!

   오늘날의�경제는�심리�전쟁이다. “~인�것�같다〔심리�전쟁인�것�같다〕”

가�아니라, 심리�전쟁이다. 당사자들이�전쟁�수사학을�구사하기�때문

에�그럴�뿐인�게�아니라, 처방전의�기초base가�되는�‘과학’이, 대상의�핵

심이나�요체를�이루는�것은, ‘강한�기세/약한�기세’의�예측, 당사자의�

‘책임감’, 013 사람들로부터의�‘신뢰감’ 등등의�모럴(도덕=심리)적�요

인이라고�알리고�있기�때문이다. 쉽게�움직이지�않고�통제되지�않는�

상대를�앞에�두고는, 비유가�아니라, 온건하고�신중한자세를�보이거

나, 무모하고도�단호한�태도로�임할수밖에�없는, 이런�옵션의�유효성

도�모랄적�요인에�좌우되는�것이다. 모랄적�요인은�정량화하기�힘들

기에, 개입하면�개입의�전제조건을�변화시킨다. 그것도�자주�개입의�

효과를�줄이는�방향으로. 경제학이라는�정책과학의�대상은�끊임없이�

정체불명의�불평을�터뜨리고�있는�섬세하고�연약한�반-병자半病人이

8) 翁, 앞의�책, 262頁.

9) 岩田, 앞의�책, 8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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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접근법으로서는�기본적으로, 엉덩이를�두드리고�격려하거나�(인

삼을�눈앞에�매다는�것도�마찬가지이다) 참고�계속�노력하지�않아도�

된다고�달래면서, 인지행동�요법적으로�환경변화를�유도하는�것�두�

가지밖에�없다. 뺨을�때리거나�쓰다듬거나. “사회의�심리학화”가�아

니라�사회과학의�심리학화이다. 

   그�때문에�대상의�자기치유력에�기대를�걸고, 가만히�내버려두는�

편이�좋다는�입장도�출현한다. 014실제로�앞의�클레소망의�잠언을�경

제학자들�사이에서�유명하게�만든�밀턴�프리드먼은, 이렇게�계속했

던�것이다. “통화는�중앙은행에�맡기기에는�너무�중대하다.”10) 중앙

은행�지폐�등�발행하지�않는�편이�좋다, 통화발행도�‘민간’에�맡기는�

편이�좋다�등의�주지의�자유주의�원리주의이다. 그의�신념을�패러프

레이즈하면, 쓸데없는�것을�했으니�경제는�정체불명의�불평�터뜨리

기를�반복하게�된�것이다. 정치는�돈을�건들지�마라. 이는�정부가�시장

에�개입해서는�안�된다는�18세기�이후의�고전적�자유주의의�입장과�

확실히�비슷하다. 그렇지만�한�가지�점에서�결정적으로�다르다고�말

해야�할�것이다. 고전파경제학이�대상으로�삼은�시장은, 상품에는�상

대가격밖에�없는�(화폐는�그것을�표시하는�‘척도’에�불과하다) 세계인�

반면, 오늘날�문제가�되는�것은�상품의�전반적�가격수준이기�때문이

다. “인플레이션은�언제�어디서도�화폐적�현상이다”라는�밀튼�프리드

먼의�테제는, 인플레이션은�본래의시장(=고전파�이후의�정통�경제학

이�대상으로�삼은�순수상품세계)에는�존재하지�않을�터인�비경제적�

현상이라는�한탄처럼�지금은�들린다. 상품과�화폐가�뒤섞인�‘시장’에

는�더�이상�객관법칙이�없다는�경제학자의�체념처럼. 그렇게�체념한�

인간에게�‘시장’은�더�이상�비유가�아닌데, 까탈스럽다. 현대의�‘시장’

10) 밀턴�프리드만, 『자본주의와�자유』, 심준보・변동열�옮김, 청어람미디어, 200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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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그에게�속삭인다. 이곳은�‘메커니즘’이�015작동하는�장소가�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다루지�못한다. 

   그�까다로운�‘환자=적’의�비위를�상하지�않도록�온갖�술수를�부리는�

것이�현대�경제정책의�알파요�오메가이다. 크루그먼을�필두로�하는�

리플레이션reflation 논자들은�달콤한�거짓말과�진군나팔에�기대를�걸

고, 관료학자는�여느�때처럼�은근한�무례와�저자세를�권장한다. 화려

하게�와서�허를�찌르거나, 아니면�수수하게�조금씩�하든가. 아무튼, 숫

자와�진술statement의�조합이�무기이자�약이다. 누구에게나�당연하듯

이, 금융경제가�실물경제를�‘침식’하고�있다는�것에�경종을�울리는�것, 

그리고�심리전에서�말駒이�나아가는�방식�중�하나이다. 지금이라도�

금gold을�사두자. 

* * *

그러나�작전�옵션�사이에는�큰�차이가�없다. 그�점은�구로다�일본은행�

신임�총재가�말하는�“상이한�차원의�금융완화”의�내용을�뜯어보면�잘�

알�수�있다. 완화가�‘상이한�차원’인�근거는�“머니터리�베이스11)를�2년

에�2배로�증가시키는” 것이라고�한다. 정책목표를�금리(익일�무담보�

콜금리Uncollateralized Overnight Call Rate12))에서�016 ‘머니터리�베이스’(정

11) [옮긴이] monetary base, 현금통화와�민간금융기관의�법정준비금의�합계.

12) [옮긴이] 일본어로는�‘無担保コール翌日物’, 또는�‘無担保コールO/N物’이며, 

영어로는�‘Uncollateralized Overnight Call Rate’이다. 일본의�금융기관이�1년�이하

의�이른바�단기자금의�거래(대차)를�행하는�콜(call) 시장에서, 무담보로�빌리고�

약정한�다음날에�상환할�때의�금리를�가리킨다. 단기금융시장의�금리�중�하나. 

일본의�금융정책에서, 지금까지는�일본은행이�시중은행에�자금을�융통할�때의�

이율〔금리〕인�재할인율이�정책금리로서�중시됐으나, 1994년�10월의�금리자유

화�이후에는�은행의�자금조달은�단기금융시장을�통하는�것이�주를�이루면서, 

이�금리�조작에�의한�시장개입이�행해지게�되며, 2013년�4월까지는�재할인율

〔콜금리〕대신�무담보�콜�익일�금리가�일본의�정책금리의�역할을�맡게�됐다. 또



14 『부채공화국의�종언�: 우리는�언제부터�노예가�됐나』

의는�차치하고�우선은�화폐량이다)로�옮겨가는�것을�가리키고�있는�

것�같지만, 실질�제로�금리�방침은�여태까지와�다를�바�없고, 또한�국

채�매입에�의해�‘머니터리�베이스’인�양量을�증가시키는�것은�1990년

대부터�행해졌으며, ‘상이한�차원’이�질적�방향�전환을�의미하지�않는

다는�것은�분명하다. 실제로�시라카와白川총재�시절인�2010년�10월에�

도입된�“포괄적�금융완화�정책”은�이미, ① 실질�제로�금리의�유지, ② 

물가�안정에�관한�시간축의�명확화(유연한�인플레이션�목표), ③ 국채

매입(양적�완화)라는�세�가지�점을�골자로�하고�있으며,13) 신임�총재

의�방침은�그�연장선상에�있다. ‘상이한�차원’이라고�불러도�좋을�그것

은, 90년대의�10년�동안�약�1.7배�불어난�‘머니터리�베이스’를�2년에�2

배로�한다는�것이다. 크루그만의�‘4퍼센트의�인플레이션을�15년�동안’

과도�비슷한, 엄청난�화폐�공급량�증대인�것처럼�보인다. 그러나�“머

니”에�종사하는�사람들은, ‘상이한�차원’이�‘2년에�2배’의�숫자�그�자체

에는�없다고�알고�있을�것이다. 이�숫자를�‘상이한�차원’답게�하는�것

은, ‘머니터리�베이스’를�증가시켜도�‘머니�서플라이(money supply)’(현

재의�일본은행�공식용어로는�‘머니스톡’)은�기대만큼�늘지�않았던�90

년대의�경험이다. ‘머니터리�베이스’란�017정확하게는�중앙은행의�대

차대조표�상의�숫자(‘통화성�부재’)에�지나지�않으며, 그것이�늘어도�

시장에�나도는�화폐량(이것이�머니�서플라이�= 머니�스톡이다)이�비

례하여�증가하는�것은�아닌�것에, 90년대의�일본경제는�시달렸다. 중

앙은행으로부터�민간은행으로�화폐가�‘공급’되더라도, ‘은행’의�바깥, 

심지어�금융업계의�바깥으로�화폐가�나가지�않는�것이다. 그것이�디

플레이션의�구조적�실천이라고�‘시장관계자’는�알았다. ‘머니터리�베

한�비율�그�자체는�제로는�아닌�경우더라도, 비율이�극단적으로�낮은�경우는�거

래를�중개하는�단기자금�회사에�지불하는�수수료를�빼면[차감하면] 실질적인�

금리가�거의�제로가�된다(비율�자체는�제로가�안�된다). 

13) 翁, 앞의�책, 8장에�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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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와�물가, ‘머니터리�베이스’와�GDP의�관계가�되자마자, 더�희박

해졌다. 그래서�디플레이션은�‘심각’했다. 그런�실증적인�사실을�배경

으로�양적�완화�정책의�무효성을�주장하는�이론적논문도�다수�써졌

다. 학자시절의�이와타�기쿠오岩田規久男의�현재�일본은행�부총재와, 

현재는�학자이고�당시는�일본은행가였던�오키나�구니오翁邦雄 ― 실

무파�참모로서�우리가�등장하기를�바랐던�인물이다�― 도, ‘머니터리�

베이스’와�‘머니�서플라이’의�관계에�관해�90년대�초반에�오랫동안�논

쟁을�벌였다(오키나-이와타논쟁으로�알려져�있다. 이와타는�양자의�

안정된�관계를�주장하고, 오키나는�부인했다). 

018   즉�“상이한�차원”인�것은, “2년에�2배”라면�최근�20년의�역사를�역

전逆轉할�수�있다고�하는�“신념”이다. 특히�신기한�이론적・실증적�근

거가�있는�것은�아니지만, “미증유의�규모”로�실시하면�“상이한�차

원”에�돌입할�수�있다는�“신념” 자체가�“상이한�차원”이다. 거기에�내

기에�거는�자세가�“상이한�차원”이다. 물론�사들이는〔매입하는〕 국채

의�규모만을�갖고서�“상이한�차원”을�격하게�말할�정도로, 일본은행�

총재는�시장관계자를�얕보지�않는다. 사들이는�국채의�종류를�기존

의�단기�국채뿐이었던�것에서�40년�기간의�초장기국채로�확대해�나

간다는�것이다. 40년�후�일본정부의�부채상환�능력을�신용하고, 정부

와�운명을�같이�하겠다는�심산으로�사는〔매수하는〕 것이라고�한다. 그

러나�그것으로�“유동성의�덫”에서�벗어날�수�있을까�라고�경제학자나�

투자가�― 무엇이�‘이문이�남을’지, ‘리스크’가�적을지를�끊임없이�생

각하는�사람들이라는�의미이다�― 는�물을�것이다. 공적�채무의�총액

이�이미�GDP의�2배에�달하고�있는�우리나라(그런�나라는�달리�없다) 

정부가�40년�후에�상환능력을�가질�것인가�아닌가의�근본�문제와는�

무관하게�그렇게�물을�것이다. 

   왜냐하면�제로금리�상황에서�발생하는�이�‘덫’은�은행권銀行券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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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이에�보유득실에�있어서�차이가�없어진다는�것으로부터�발생하

는�것이다. 이자가�붙지�않는�채권�따위를�019누가�살까? 금리가�발생

하지�않을�때, 누가�현금의�‘유동성’을�놓아버리고�자신의�자산을�빌려

주려고�할까? 일본은행이�“나”에게서�채권을�사들인다면, 리스크가�

없기에�“나”는�채권투자를�해도�좋지만, 무이자이고�일본은행이�현금

화하는�채권�등�현금과�똑같은�게�아닌가? 그렇다면, 그대로는�사용할�

수�없는�채권보다�현금�쪽이�더�좋지�아니�할까? 이런�모양새로는�언

젠가는�채권�가격이�내리고�이자율은�오를�게�틀림없으니까, 그때까

지�자산은�현금으로�갖고�있자�…. “존불Johnbull(=영국인)은�대부분

의�것은�참아내지만, 2퍼센트의�이자는�참을�수가�없다John Bull can stand 

many things, but he cannot stand 2 per cent”(케인스).14) 이자가�너무�내리면�화

폐의�자산�수요가�무한대가�되며, 즉�‘사용하지�않는’ 현금이�쌓이게�

되는�한편으로, 또한�누구도�기업의�생산�활동에�자금을�빌려주려고�

하지�않는다. 경기를�자극하려고�해서�이자율을�내렸음에도�불구하

고�말이다, 그래서�‘덫’이라고�불리는�것이다. ‘유동성의�덫’에�빠져들

면, 국채를�시장에서�매입하는�것에�의한�‘양적�완화’는�020이제�‘환전’ 

행위밖에�되지�않는다. 시장으로부터�채권이�모습을�감추게�됨에�따

라, 이것과�교대해�중앙은행�내�민간은행�예금이�늘고�“머니터리�베이

스〔현금통화와�민간금융기관의�법정�준비금의�합계〕”는�커지지만, 그�‘베이

스’를�포함한�‘머니스톡〔통화량〕’15)은�내용이�(이자가�현재는�실질적인�

14) 원래는�19세기의�격언인�것�같다. 그것을�월터�배젓(Walter Bagehot, 19세기�영

국의�경제평론가)가�인용하고, 이후�이를�케인스가�인용하고, 오늘날�‘유동성의�

덫/함정’에�관련해서�유명하게�됐다.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Palgrave, 2018, p.276[존�메이너드�케인스, 『고용, 이자�

및�화폐의�일반이론』, 조순�옮김, 비봉출판사, 2007년]. 

15) [옮긴이] 경제학에서�통화량, 통화공급은�특정�시기에�경제에서�사용할�수�있

는�화폐�자산의�총량이다. 돈을�정의하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으나�표준이�되

는�측정�기준에는�유통되는�통화와�요구불�예금을�포함한다. 통화량에�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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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의) ‘채권’으로부터�(원래�이자가�제로의) ‘지폐’로�대체되었을�뿐

이며, 결과는�천엔권을�회수하고�만엔권을�나눠준�것과�다를�바�없다.  

   물론�장기�국채의�금리는�제로가�아니다. 그것�이상으로, 채권과�현

금의�차이는�소멸하지�않는다. 그렇지만�매입하는�국채의�상환�기간

을�늘리면, 그것들의�시장�가격도�오르고�이자율은�갈수록�내려서, 장

기�국채의�‘장기’라는�의미�― 이자가�높은�것�― 를�줄여버린다. 장기�

이자율의�그런�저하는, 양적�완화가�목표로�하는�경기�자극〔부양〕 효

과이기도�할�것이다. 미온적인�― 일본은행의�새�직원의�눈에�비친�― 

양적�완화를�오래�계속한�결과, 국채�이율〔수익률〕은�15년짜리도�이미�

1퍼센트�정도이다. 5년�만기의�정기�예금�3회분과�같다. 그리고�정기�

예금은�언제든�해약�가능하며�그것을�담보로�현금을�빌릴�수�있기�때

문에, 현재의�머니스톡에�포함시켜�셈해도�상관없다(그런�통계를�취

하는�방식도�있다). 즉�15년짜리�국채는�이미�‘현금’ 즉�유동성�스톡과

똑같다고�말할�수�021있으며, ‘상이한�차원’의�양적�완화는�‘상이한�차

원’의�정도에�대응해�‘미래’라는�상이한시간을�소멸시킨다. 그것은�다

양한�채권을�점차�현금에�접근시키고, 스톡을�‘사용할=빌려줄’ 의욕

을�투자가에게�잃게�할�것이다. 이러한�‘덫’이�있기�때문에, 앞의�98년

의�논문에서도, 크루그먼은�양적�완화를�무효라고�결론지었다. 잔재

주를�부리는�금융정책에는�얼른�발을�빼고, 정부가�직접�시장에�수요

를�들여오는�재정정책으로�향하라고�케인지언답게�권하기도�했다. 

이것의�옳고�그름은�차치하고(원래�재원은�어떻게�할까? 국채를�추가�

발행하고�그것을�더욱이�일본은행이�사게�된다면, 이�재정정책은�이

미�금융정책이�아닐까?), ‘상이한�차원’의�금융정책�그�자체는, 실행으

로�옮겨지기�시작하면서부터�‘상이한�차원’이�아니게�되는�것이다. 새�

정책의�도입�이후�약�6개월�동안�시장은�그것을�깨닫고, 장기�금리는�

료는�정부나�국가의�중앙은행이�기록하고�출판하는�것이�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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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상태에�있다. 현재의�‘상이한�차원’은�내일의�‘평범함’과�교환해

서만�손에�들어올�수�있다. 신생�일본은행은�이윽고�자동적․결과적으

로�‘전례’에서�배우게�될�것이다. 바로�“미래는�없다(No Future)” 정책

이다. 

   그것을�예측한�것일까, 아베노믹스의�등장에�의해�정치적으로는�

“졌을” 일본은행�실무파�참모는, 시치미를�뚝�떼고�― 혹은�쓰라린�마

음을�꾹꾹�눌러서― 정부와�022일본은행의�운명을�같이�하겠다는�것

에�응원을�보낸다. “세부적으로는�다소�의견�차이가�있지만, 큰�틀에

서는�정부와�일본�은행이�진심으로�협조하려고�하고�있다고�내외에�

인식되는�것이�일본에게�특히�중요하다.”16) 한�덩어리가�되어�미개척�

지대로�돌입하자. 방침의�차이�등, 이�전쟁에�있어서는�어차피�‘기분’

의�차이에�지나지�않기�때문에. 게다가�예나�지금이나�‘방만한�경영’17)

이라는�점은�변함이�없으니까. 

023 2. 경제적인�것의�<신체>

금융정책의�역사에는�시체가�겹겹이�쌓여�있다. 금리�다음에는�머니�

서플라이[통화공급]가, 통화공급�다음에는�머니터리�베이스가정책�

지표로서�등장했지만, 모두�썩�좋은�성과를�거두지�못했고, 그�다음은�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가�됐다. 물가안정목표제라�해도, “대체

16) ｢일본은행�금융정책의�향후�과제는�무엇인가(日銀金融政策のこれからの課題

とはなにか)」, 『다이아몬드� 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http://diamond.jp), 2013년�1월�18일. 

17) [옮긴이] 원문은�‘오야카타�히노마루(親方日の丸)’로�‘제아무리�예산을�써도�정

부가�뒷받침하겠거니�하는�안이한�사고방식’이나�‘국가를�등에�없고�방만한�경

영을�일삼는�기관이나�단체’를�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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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년에�× 퍼센트를�목표로�삼는다”는�옛�일본은행�식의�‘유연’ 노선

으로는�효력이�없으며, “×년에�× 퍼센트를�달성한다”는�‘엄격’한�커미

트먼트commitment(약속・결의�― 최근�몇�개월�동안�이�말을�정말�많이�

봤을�것이다)가�아니면�안�된다는�것이다. 024 ‘아베노믹스’의�순조로

운�출발은�이른바�‘목표치’와�‘약속・결의’의�차이�― 바로�미치게�될�

심리적효과의�차이�― 에�의해�뒷받침되고�있는�것인데, 경제학자�사

이에서는�아베정권�탄생�이전부터�이런�지적이�나오기도�했다. “안타

까운�소식이지만, 인플레이션�타겟은�없어져�버렸습니다. IT라는�애

칭으로�알려졌던�이�금융�체제regime는�2008년�9월[리만�쇼크가�일어났을�

때]에�사망�선고를�받았던�것입니다. 지금까지�IT의�죽음이�공식적으

로�발표되지�않았기�때문에, 이것은�IT가�중앙은행의�기치로서�우수

했다는�점, 하지만�이를�대체할�금융정책의�명목�앵커가�좋은�후보the 

preferred anchor을�찾지�못했다는�점을�보여주고�있습니다.”18) ‘앵커an-

chor’란�‘닻’이다.19) 거기에�정책�지표의�초점을�맞춤으로써�배를�안전

하게�조타하려는�도구이다. 이�경제학자는�물가안정목표제를�대신해�

명목�GDP를�다음의�‘닻’으로�권장하는�것이지만, 배의�항해란�이�경

우�‘경제성장’이며, 이�‘성장’은�우선�명목�GDP로�측정되는�것이�아닐

까? 그는�즉�목적지와�정박지, 기항지를�같은�것이라고�말하고�있다. 

죽은�‘닻’들이�도구로서�봉사해온�목표�자체를�도구로�해�왔다고�말이

다. 어떤�‘닻’에도�유효�기간이�있다고�인정하는�것에서�한�걸음�더�나

아가, ‘닻’의�‘죽음’을�선고하는�것이나�다름없는�추천이다.

025   아니, 명목�GDP를�올릴�뿐이라면�얘기는�간단하다. 소비세를�올

리고, 그러나�그것이�‘세제중립’(=세금이�소비성향에�영향을�주지�않

18) 하버드대학교의�경제학자인�제프리�프랑켈의�블로그에서(2012년�5월�23일자). 

http://www.jeffrey-frankel.com/2012/05/23/the-death-of-inflation-targeting/

19) * 앵커는�말�그대로�‘닻’이지만, 대체로�‘기준�지표’ 또는�‘목표�지표’ 정도의�의

미로�이해하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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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하는�것)이�되도록�소득세를�같은�액수만큼�낮추면�된다. 확실히�

그저�명목상으로만�총생산은�증가할�것이다. ‘앵커’의�도입이란, 거기

에�의식을�집중시키고, 다른�지표에는�신경�쓰지�않는�정책이기�때문

에, 명목�GDP를�‘앵커’로�하면�소비�증세�+ 소득�감세는�충분히�합리

적이다. 그러나�이것으로�무엇이�달라질까? 말할�것도�없이, 저소득층

의�세금부담이�늘어난다. 이리하여�우리는�실무파�참모의�탄식으로�

돌려보내진다. “원리적으로�할�수�있다고�하는�것과�그것이�그�사회�

속에서�실제로�가능한가・바람직한가는�완전히�별개의�문제가�된

다.”

   요컨대�속수무책이다. 경기라는�인상파식�총량�숫자만을�상대하고, 

그�내용에�파고드는�것을�‘금욕’하는�― 무서워서�할�수�없는�― 정책설

계자에게�‘닻’의�화살은�축난다. 뒤집어보면, 금융정책을�‘첫�번째�화

살’로�하는�아베노믹스는�소망을�실현할�수단을�제시한다기보다는�

욕망을�막연하게, 그러나�강하게�표명하는�것을�소망�실현의�026수단

으로�삼았으며, 그것이�‘성공’을�거두고�있는�것이다. 정책에�합리성을�

요구하는�“매우�진지한�사람들”을�우습게�여기고, 아베를�역설적이게

도�칭찬한�크루그먼이�진지하게�‘실험’이라고�평하는�이유이다. 심리�

전쟁인�경제에서는�사람들의�예측, 예감, 기대�등등이�본질적이기�때

문에, 소망이�자기�실현했다고�해도�조금도�신기하지�않다. 어차피�실

패하도록�정해져�있다는�‘좌익적’ 예언은�실제로�심리�전쟁으로�변하

는�‘시장’의�동향을�앞에�두고서는�패배주의에�불과할�것이다. 

   성공하든�실패하든, 심리�전쟁은�‘심리’의�전쟁에�불과하다. ‘신체’의�

조성에�눈을�가리고, 그것에�손을�대지�않고서�‘신체’를�‘활력�있게’ 하

려고�한다는�뻔뻔한�전제에�서�있는�싸움일�뿐이다. 병든�‘신체’ 부위

인�가난한�자에게는, ‘건강함’의�‘흘러넘침’을�기다리라고�명령하는�― 

트리클-다운trickle-down이라고�불린다�― 합의�위에�성립되는�싸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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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맑스가�‘물질적�생활조건’이라고�부르는�사회의�신체적�차

원에는�손대지�않은�전쟁은, 몰래�다른�전쟁을�수행하는�것은�아닐까. 

리먼�쇼크�이후, 금융권에�투입돼�외부로�나가지�않았던�공적�자금은, 

적어도�월가�금융맨의�주머니를�두둑하게�하지�않았던가. ‘1퍼센트’와�

‘99퍼센트’의�차이를�보여주지�않았던가. 027 “유동성의덫”에�빠져�있

는�동안에�양적으로�완화된�자금은, 일본에서도�격차�확대라는�질적�

효과를�낳았다. 심리�전쟁에서의�속수무책은, 이�다른�전쟁에서는�속

수무책�따위가�아니었다. 오히려�유효하게�기능했던�것이다. 부를�소

수에게�이전시키기�위해서. 

   이러한�‘심리’와�‘신체’의�간극이나�대립은, 성장이냐�(재)분배냐�라

는�오래된�문제를�반복하고�있는�듯하다. 확실히�그것은�여전히�문제

일�것이다. 그러나�버블�붕괴이후�20여년의�역사는, 자본가와�노동자

가�(재)분배를�둘러싸고�대립하면서, 그�대립이�성장의�원동력이�된�

고도경제성장�시대와는�매우�질적으로�상이한�모습을�보여줬던�것이

다. 지금도�또한, 정부가�시장에�직접�수요를�들여오는�케인스적인�‘유

효수요정책’이�더�이상�기능하지�않기�때문에, 금융정책을�‘첫�번째�화

살’로�쏘았을�것이다. 경제(학) ― 경제에�관한�‘지식’과�경제�메커니즘�

둘�다�― 는�확실하게�그�방식을�바꾸고�있다. 두�번째의�화살(재정정

책)과�세�번째의�화살(성장전략)을�쏨으로써�고질적인�문제에�다시�한�

번�씨름하는�것처럼�보이는�경제(학)는, 그렇게�보임으로써�이미�기존

과는�상이한�방식을�하고�있다. 왜냐하면�성장이�(재)분배�문제를�해

결하기는커녕, 028거꾸로�비화해적으로�한다�― 성장할수록�격차가�

확대한다�― 는�것이�일본에서도�미국에서도�최근�20년�혹은�30년의�

현실이기�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성장과�동의어인�듯한, 성장하면�

‘흘러넘침trickle-down’이�반드시�사회의�저변에까지�골고루�미칠�것이

라고�말하는�것은�이�질적�전환이�없었다고�믿으려고�하는�점에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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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차원’이다. 그저�단지�어긋나�있을�뿐만�아니라, 그것이�기능과�

의미를�갖는�어긋남〔간극〕이라는�것을�자각적으로�혹은�무자각적으

로�보지�않으려고�한다는�의미에서. 보이고�있을�터인�것을�보지�않는�

이�부정을�문제�삼지�않고, 성장으로부터�내려올〔성장을�포기할〕 수�있

는�것이�가능하고�바람직한�것처럼�말하는�‘탈성장’ 내지�‘에콜로지’ 

노선은, 가난함이�확대�재생산되는�현황을�추인하기는커녕�보완하는�

것일�뿐이리라. ‘흘러넘침’이�없어도�참으라고�호소하는�것이니까. 

* * *

‘심리’와�‘신체’의�간극〔어긋남〕이�‘신체적’으로�기능한다는�사태는, 새

롭다기보다는�경제(학)에�있어서는�자신의�원리�혹은�시작에�있어서�

매우�친숙한�문제였을�것이다. 화폐와�상품의�관계에�유비적이기�때

문이다. 인플레이션과�성장을�동일시하는�‘심리’의�바닥에는�화폐가�

029있다. 화폐로�측정되는�총량으로서는�인플레이션과�성장�사이에�

차이는�없으며�(GDP 디플레이터20) 등�문제�삼지�않는�것이�‘명목�

GDP 앵커’론이며�현재의�일본은행�‘물가안정목표제’론이다), 이�무차

이가�아베노믹스에�대한�심리적�기대를�떠받치고�있다. 그리고�경제

적�‘신체’의�실체는�상품이다. 맑스가�자본주의�경제의�‘원기原基’라고�

부른, 사물과�인간에�동일한�존재�성격을�주고�하나의�경제를�결정짓

는�존재이다. 상품들의�가치를�표시하는�일반적�등가물에�지나지�않

을�화폐가�상품들에�대해�특수한�상품으로서�현실적인�힘을�휘두르

는�현상을�맑스는�페티시즘〔물신주의〕이라고�불렀다. “여기서는�인간

의�머리의�산물이, 그것�자신의�생명을�부여받고그것들�자신의�사이에

20) [옮긴이] deflator, 국민�소득�통계의�명목값을�실질값으로�환산할�때에�쓰이는�

국민�경제�계산상의�물가�지수. 가격�수정�인자[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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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인간과의�사이에서도�관계를�맺는�독립적인�모습으로�보인다”

(강조는�인용자).21) 그렇게�“보이는” 것일�뿐이지만, ‘보이는’ 것�이상

의�현실적인�관계를�화폐는�상품과의�사이에서�맺는다. 물신주의를

논한�『자본』의�해당�대목에서, 맑스는�그것을�인플레이션�현상과는�

연결시키지�않지만, 상품들의�전반적�가격�상승은, 화폐�가치의�하락

이라는�점에�있어서, “음의�물신주의”이라고도�해야�할�현상이며, “양

의�물신주의”인�030화폐�숭배와�똑같이�특수한�힘을�현실적으로�휘두

르게�된다. 요체는�임금이�오르지�않는�봉급생활자에게는�증세와�마

찬가지로, 임금이�낮아진�것과�똑같다. 모두가�화폐를�더�많이�원하게�

된다는�점에서는�“양의�물신주의”와�마찬가지로, 뭐랄까�그것�자체이

다. 그리고�표시�가격이라는�겉보기의�변화는, 변화의�속도가�고르며�

그�정도가�일률적이지�않는�한, 확실하게�부의�분배�상태를�변화시킨

다. 

   그러나�맑스도, 이런�효과를�발휘하는�일반적�등가물의�발생과�생

성을�‘사실’에�귀속시키는것밖에는�하지�않았다. 어떤�상품을�일반적�

등가물로�하면�좋을까? “우리의�상품�소지자들은�당혹한�나머지, 파

우스트처럼�생각에�잠긴다. 태초에�행위deed가�있으리니. 그래서�그들

은�생각하는�데까지�이미�나아갔던�것이다. … 단지�사회적�행위만이, 

어떤�일정한�상품을�일반적�등가물로�할�수�있다. … 처음에는�우연이

다In their difficulties our commodity-owners think like Faust: 'In the beginning was the 

deed.'* They have therefore already acted before thinking. … But only the action of society 

can turn a particular commodity into the universal equivalent. ….”22) 우연이기�때문

에, 즉�근거가�없기�때문에, ‘신’에게서�그�근거를�찾고�사물을�물신으

21) カール•マルクス, 『資本論』, 第一巻, 大月書店版, 『マルクス=エシゲルス 全集』 

23a, 98頁. 

22) 同書, 116頁. ; 영어판,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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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한다는�논리는�확실히�일정한�매력을�갖고�있다. 우연을�필연의�근

거로�삼는�것이기�때문에, 필연으로�여겨지고�있는�사태의�가면을�벗

기는�데에는�유효하다. 그러나�“우연=필연”설은, 노름꾼이�주사위의�

숫자에�농락당하는�사태를�전혀�바꾸지�못할�것이다. 나온�숫자가�우

연이든�필연이든, 031 승패에는�관계가�없을�것이다. 그러기는커녕, 

“우연=필연”설은�‘우연’을�받아들일�수밖에�없다고�주장할�것이다. 

‘사실’은�‘우연’의�결과, 여기에�이미�도래하고�있는�것이니까. 그렇다

면�이�주장은, 물신주의에�빠진�인간이�말하는�것과�어디가�다른�걸

까? 물신은�환상이라고�해도�역시�물신이라고�역설하기�때문에. 헤겔

을�전도한�포이어바흐는�헤겔과�다를�게�없다고�갈파한�맑스가, 왜�그

것을�깨닫지�못했을까? 우리의�문맥으로�돌아가서�말하면, 물신주의

론은�심리전쟁으로서의�경제를�최종적으로, 이면에서부터�긍정하는�

것이다. 화폐의�작동을�고발하고�― 실물경제를�‘침식’하자! ― 화폐가�

없는�세계에�대한�몽상을�말하거나�― 에콜로지스트처럼�― 화폐가�

있는�한�‘침식’은�어쩔�수�없이, 혹은�인플레이션과�디플레이션이�교대

하는�파도는�자연현상이라고�확인하는�이상의�것을, “우연=필연”의�

논리는�스스로�막고�있다. 이�논리를�취해, 경제는�물신에�의해�매개되

고�우연성이�맹위를�떨치는�기상氣象이다. 폭풍우를�받아들이거나�물

신을�버릴�수밖에�없다. 이�양자택일의�영역을�넘어서지�않을�때, 물신

주의론은�절대가치(불변의�032가치척도)를�요구하는�데이비드�리카

도와, 가치는�상대적일�뿐이라고�주장한�사무엘�베일리(Samuel Bailey)

의�싸움�속에�갇혀�있다. 그리고�주장하게�된다. 누머럴(numeral, 가치

척도재)은, 아무튼�‘있다.’ 그것을�인정하든, 상품경제로부터�도주하

든. 

   고발의�영역은�넘지�않는�‘맑스주의’보다는�‘머니터리스트monetarist

(화폐주의자)’23) 밀튼�프리드만이�더�유물론적이다. 그는�적어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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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화폐로서의�일반적�등가물과, 국가가�유통시키는�통화�― 금속화폐

이건�지폐이건�― 사이에�질적�차이가�있음을�깨달았다. “통화�발행권

을�쥐고�있는�한, 비록�입법부가�설치되었더라도, 승인�없이�세금을�징

수할�수�있었다�…. 고대의�국왕은�금화의�가장자리를�긁어내는�방법

을�썼다. 현대에서는�지폐를�인쇄한다거나, 심지어�장부를�다른�것으

로�바꿔치기하는�고도의�수법을�구사한다. 하지만�아무튼�고대부터�

현대에�이르기까지, 통화를�장악하면�세금의�징수를�할�수�있다는�것

은�변하지�않았다.”24) 프리드먼에게는�누머럴numeral이�‘있다’는�것과�

그것을�국가가�정한다는�것은�완전히�별개의�문제이다. 그에게�일반

적�등가물�그�자체는�사실�과정�속에서�자연스럽게생겨나지만, 국가

에�의한�통화�발행은�세금을�징수한다는�별개의, 즉�경제적�자연과는�무

관한�동기에�의해�033시작됐다. 이것은�그�자신도�인정하듯이, “어떤�

사회를�파괴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통화를�파괴하는�것이다”라

는�레닌의�통찰에�가깝다.25) 맑스에게�배워서�상품�세계로부터의�일

반적�등가물의�‘배제’를�당연하고�필연의�논리=사실로서�얘기하며, 

게다가�그�일반적�등가물과�금의�결합을�역사적�사실로서�얘기하는�

한, 이�별개의�문제는�사실�과정�속에�파묻히고, ‘이론’으로부터는�모

습을�감춰버린다. 맑스에게는�국가론이�없다는�자주�회자됐던�비판

도, 똑같은�아픈�지점을�찔렀을�수도�있다. 프리드먼은�적어도, 화폐의�

기능적�발생에�맑스주의를�묶어둔�가치형태론과는�다른�논리를�들여

오려고�한다. 국가에�의한�통화�발행에�상품�세계와�같은�내적인�필연

성이�없다면, 중앙은행은�불필요하다고�주장하는�곳까지는, ‘별개의’ 

논리로부터�실천적�귀결을�이끌어냈다. 맑스주의가�‘두뇌’나�‘심리’, 

23) [옮긴이] 보통은�통화주의자라고�하는데, 이�책에서는�화폐주의자라고�함. 

24) 프리드먼, 앞의�책, 94頁.

25) 같은�책, 같은�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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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아가�‘상품�소지자의�자연�본능’26)의�문제로�삼아버린�화폐에, 어

디까지나�사물-도구의�성격�― ‘환상’을�경유하지�않고�‘착취’에�도움

이�된다! ― 을�보고�034있는�것이다. 물론�그것은�‘화폐의�못된�장난

질’(그의�책의�제목이다)27)을�최소한으로�억제하고, 상품�세계를�최대

한�순수상태에, 공급이�스스로�수요를�만들어내는�이상상태에�접근

시키려고�하기위해서이다. 이를�위해서도, 통화를�도구로서�사용하

려고�한다. 그것이�화폐주의(머니터리즘)이며, 프리드먼은�따라서, 한

편으로는�맑스를�넘어선�맑스주의자이면서, 다른�한편으로는�맑스�

이전의�고전파�경제학자이다. 화폐의�수수께끼에�신음하는�위와�같

은�것을�추구하면서, 그�고찰을, 국가를�결여해도�자립적이고�자율적

일�수�있는�사물들의�세계에�봉사하게�하려고�한다. 그에게는, 여분의�

세금을�징수하게�하지�않는다면, 어디에도�‘착취’는�없다. 프리드먼이

여, 그대는�유물론자가�되기�일보직전이다!

* * *

우리는�한편으로�경제학이�쓸모없는�시대에�살고�있다. 수리적�처리

를�받아들이는�‘객관세계’를�꾸며낸〔가설한〕 이�‘과학’은�‘심리’의�벽에�

부딪히거나, 호령이나�마음가짐을�염려하는�칸트적�‘인간학’으로�변

모했다. 그것은�분명�‘실천’적이지만, 그것이�의미하는�실천이라면, 골

상학이나�양생술이나�점에�다름�아니다. 이런�신체(=경제)를�한�사람

은, 이런�성격을�하고�있을�것이다, 이런�건강법을�035도입해야�할�것

이다, 이런�수작을�믿어야�할�것이다…. 케인스의�시대는�지금�어디서, 

26) マルクス, 『資本論』 第一巻, 앞의�책, 116頁.

27) 밀턴�프리드먼, 『화폐경제학(Money Mischief)』, 김병주�옮김, 한국경제신문, 2009

년. [옮긴이] 여기서는�원제에�충실하게�“화폐[돈]의�못된�장난”으로�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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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경제의�현황에�추월당했다. 그러나�다른�한편, 우리가�보고�

있는�것은, 매우�낡은�원리적�문제의�회귀이다. 어디에서도�상품으로서

의�성질이�없는�데도�화폐로서�기능하고�있던�야프섬의�거석�통화(전자

머니처럼�순수한�기호화폐)28)와, 포로수용소처럼�갇혀�있고�화폐가�없

는�공간이어도�죄수들이�물물교환�속에서부터�산출한�담배화폐29)(순

수한�일반적�등가물) 사이에�가로놓인�단층이, 금융�테크놀로지와�‘통

화’와�‘물가’와�‘생산’ 사이의�이음매�없으나seamless 항상�분열증적�경향

의�관계�위로�회귀하고�있다. 마찬가지로�‘화폐’이기�때문에�경제학이�

사실상�취급을�포기해온�화폐�기능의�차이가, 다시금�자기�주장을�시

작하고, 분배의�상태에까지�영향력을�행사한다. 거래와�결제의�시간

차를�이용해�화폐로부터�파생된�화폐(어음종류) ― 화폐�기능의�차이

와�관련된�낡은�036기술이다�― 를�어디까지�‘머니�서플라이’로�세어도�

좋은지는�모호함에도�불구하고, 그�파생에�불가결한�‘신용’의�힘을�갖

는가�여부가�빈부�격차를�불가피하게�확대시키는�것이다. 

   새로움과�낡음이�교차-교착하는�이러한�지점에, 본서는�‘앵커’를�내

리고�싶다. 거기를�눈여겨봄으로써�“경제와�정치”의�항로를�재검토하

고�싶다. “심리”의�벽은�받아들일�수밖에�없는�시대의�제약인�것일까? 

성장의�‘희망’에�미래를�맡기는�것밖에는�처방이�없을까? 그러나�전략�

따위는�없더라도�실제로�성장하고�있는�경제요소는�있다. 채무이다. 

GDP의�두�배라는�일본의�공적�채무�잔고는, 채무�잔고�대�GDP 비율�

60퍼센트�이내라는�EU기준(그리스는�이�비율이�113퍼센트로�파탄�났

다)에�비춰서�얼마나�터무니없는가. 인플레이션이�상환�의무를�다소�

28) 경제학자�사이에서는�프리드먼이�앞의�책, 『화폐경제학〔화폐의�못된�장난〕』

의�서두에서�논해서�유명해졌다. 

29) 연합군의�병사로�독일군의�포로가�된�경제학자�래드포드가�전후에�실제�체험

을�바탕으로�보고해�유명해졌다. 표준적인�거시경제학�교과서인�맨큐의�『거시

경제학』도�칼럼에서�이것을�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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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어줬다고�해도, 그것은�언�발에�오줌�누기이고, 그�물〔오줌〕조차도�

‘엔’의�가치=구매력�저하로부터�염출되는〔쥐어짜내진〕 것이기�때문에, 

증세에�의해�갚는�것과�같다. ‘심리’의�벽은, 이로부터�시선을�다른�곳

으로�돌리게�하고�싶다는�심리에�의해서도�강고하게�이뤄졌을�것이

다. 성장(세수�증가)과�인플레이션(채무�감소)은�이런�심리에�있어서, 

아무튼�조금이라도�길고�많이�섭취하고�싶은�중독성�약물이다. 그�동

안�병을�그저�잊기�위해서라고�하더라도. 037게다가�공적�채무를�얼마

나�상환할�것인가는�국가와�시장경제의�관계에�관한�원리적�문제로�

‘국민’을�다시�데려가지�않을�수�없을�것이다. 이�채무는�도대체�누구

의�책임인가? 빌린�돈은�어디에서�사라지고, 누가�사용했는가? 화폐

의�기능은�빚을�늘리는�데에�있었을까? 그렇다면�국가는�가짜�돈을�뿌

린�것이나�같다. 어떤�재화의�대금은�아직�지불받지�못했다…. 그렇게�

해서�생긴�빚을�‘국민’은�진짜�돈으로�갚아야만�하는�걸까? 빌린�기억

이�없는�돈의�상환�의무를�짊어지게�하는�것은�순전히�착취이다. 경제

를�무대로, 다시�한�번�‘계급투쟁’을�가동시킬�때이다. 

038 3. 금융-채무혁명�

세계�유수의�투자신탁・고문회사�｢모던�스탠리�인베스트먼트�메니

지먼트｣가, 작년(2012년) 7월, 이런�서두로�시작되는�‘리포트’를�발간

했다.30) “혁명이�일어나는�것은�정치나�과학의�세계뿐만이�아닙니다. 

금융시장에도�혁명은�일어날�수�있습니다.” 리먼�쇼크와�그리스�위기�

후인데도, 거대금융자본이�‘위기’가�아니라�‘혁명’을�얘기하고�있다. 

고객에게�‘혁명’의�강력한�추진자, 선도자를�자처하며�참여를�독려하

30) http://www.morganstanley.co.jp/im/research/fr/l207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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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 문제는�이들에게�무엇이�‘혁명’인가이다. 물론�세계적�기업이�

“민중의�위기는�혁명적�돈벌이의�기회이다”라고�솔직하게�얘기할리

는�없다. 또한�순식간에�손실의�무한�배증倍增 장치로�반전된다는�것

이�수도�없이�폭로된, 리스크�039과학으로서의�금융공학의�얘기도�아

니다. 서브프라임론의�위기�후에�이제�와서�금융공학에�의한�혁명을�

얘기해�봤자�투자에�높은�관심을�가진�고객의�흥과�의욕을�깰�뿐이리

라. 더욱이�미즈노�가즈오水野和夫가�말하는�‘이자율�혁명’31)과도�무관

하다. 경제적・정치적�헤게모니의�대이동을�초래할�수밖에�없는, 역

사적인�(400년만의!) 초저이자율�상태가�그들에게�특히�문제인�모습

은�전혀�찾아볼�수�없다(환경의�하나로는�인식되고�있다). 혹은�경제

학자가�문제�삼은�산업자본과�금융자본의�관계에�있어서의�구조적�

변화도�그들의�관심을�끌고�있는�것이�아니다. 산업자본의�현황을�깊

게�반영할�터인�금융시장=주식시장조차, ‘리포트’에서는�아무래도�좋

은�것처럼�보인다. 그러면�금융시장의�현장에�서�있는�거대자본에게

는�2012년�현재, 뭐가�‘혁명’일까? 금융이�사람들의�사적, 공적인�삶에�

엄청난�영향을�미치고�있을�때, 영향력이�막대한�당사자인�그들이�사

태를�포괄적으로�‘혁명’이라고�부르고�있는�사실에는, 나름대로�주의

를�기울이는�게�좋을�것이다. 끌어들이는�쪽에�있어서도�되물리기�불

가능한�사태의�핵심�부분은, 읽을�수�있을지도�모르기�때문이다. 

040   그들이�주는�대답은, 그러나�단순하고�명확하다. 리포트의�제목

이기도�한�‘세계의�채권�시장의�진화’이다. “25년�전, 채권투자는�꽤�지

루하고�수동적인passive접근법으로�인식됐습니다. 채권�포트폴리오의�

능동적인active운용은�분명히�25년�전에도�행해졌지만, 그다지�보급되

31) 미즈노�가즈오(水野和夫), 『끝없는�위기�: 너는�전지구화의�진실을�봤는가(終

わりなき危機──君はグロ—バリゼーシヨンの真実を見たか)』, 日本経済新聞

社, 201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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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않았습니다.” 그러나�이런�것들을�‘혁명’이라고�부를�값어치가�

있는�객관적인�근거는�어디까지나�숫자로�제시되고�있다. 1989년�제

4・4분기에�세계�채권시장의�총액(발행되고�있는�채권의�시가총액, 

즉�민간과�공적�기관을�합친�세계의�채권화된�채무총액)은�대략�15조�달

러였던�반면, 2011년도�제2・4분기에서�그것은�대략�100조�달러로�불

어난�것이다. 보고서에서는�언급되지�않았지만, 거의�같은�시기에�실

질�GDP는�약�20조�달러에서�70조�달러로�추이하고�있기�때문에, 이�동

안에�세계의�채권시장은�규모에�있어서�‘생산’ 시장을�따라잡고�추월

했다는�것을�알�수�있을�것이다. 세계는�최근�25년�동안�‘생산하는’ 것

보다�많이�‘빌릴’ 수�있게�된�것이다. 달리�말하면, 우리는�미래의�부를�

까먹으면서�살게�됐다. 그런�일은�인류�역사상�일찍이�없었을�것이다. 

그래서�이것을�‘혁명’이라고�부르는�것은�옳다. 그리고�그것�이상으로�

자명한�것은, 이것이�영원히�041지속�가능할〔sustainable(영어)/durable(프랑

스어)〕수�없다는�것이다. 게다가�물질적으로�현재�‘없는’ 것(‘서비스’를�

포함해도�상관없다)은�단적으로�소비�불가능하며, 이�겉보기의�도착, 

역설은�사실상�의제擬制이며, 현실에서는, 부의�현시점에서의�불평등, 

부정의한�이동(‘생산하고�있는’ 자로부터�‘생산하지�않는’ 자로의)이, 

채권채무�관계를�매개로�확대되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은�한�가지�점에서�맑스가�분석한�‘착취’와는�결정적으로�다르

다. 자본가에�의한�노동자의�‘착취’도�‘생산하고�있는’ 자로부터�‘생산

하지�않는’ 자로의�부의�이동이며, 이�이동은�‘평등한�계약관계’(등가

교환)이라는�의제擬制를�통해서�이뤄졌지만, 그것은�어디까지나�생산

과정�속, 정확하게는�생산과정에�수반되어�생기는�이동이었다. 착취

가�가능한�것은�생산을�조직하고�지휘하는�자본가뿐이었다. 아무리�

“상품은�팔리지�않으면�안�된다” ― 즉�일단�생산과정의�바깥으로�나

가서�유통과정을�경유하지�않으면�잉여가치의�착취는�실현되지�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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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는�하지만, 생산과정에서�상품에�체화된�가치만�사후적으로

도�착취할�수�있다. 때문에�사회적으로�본�착취는, 총생산의�분배라는�

형식을�제약으로서�부과�받게�된다. 그렇지만�오늘날�거시에서�생기

고�있는�사태는, 042이�제약을�단적으로�초과하고�있다. 사회�전체가�

‘만든’ 위와�같은�가치를�누군가가�‘빌릴’ 가능성�따위는�등가교환이�

지배하고�있는�세계에서는�없기�때문이다. 말하자면�담보�가치�이상

으로�빌리는�것을, 오늘날의�세계는�전체적으로�승인하고�있는�셈이

다. 등가교환�원칙이�일단�지배하는�생산과정의�완전한�바깥으로부터, 

부의�횡령〔가로채기〕이�행해지고�있다. 그런�바깥을, 세계는�전체적으

로�최근�25년에�갖게�된�것이다. 생산과정의�외부로부터�생산의�과실

을�빼앗는�탈법적인�회로, 빌린�‘가치’를�갚지�않아도�처벌받지�않는�구

조가�지구�규모로�형성되어�있다. 이것은�가치�법칙의�실질이�‘혁명적’

으로�바뀌었다는�것이�아닐까? 혹은�오늘날�지배적인�가치법칙은, 산

업자본주의�시대까지의�그것을�마이너한�위치로�몰아넣어�버린�것�

아닐까?

   원래의�착취�개념�― 노동가치설에�기초한�― 에�문제가�없었는가�

여부는�여기서는�따지지�않기로�하자(나중에�3장에서�검토한다). 비

록�의제擬制였다고�해도, 노동시간에�의해�측정되는�가치의�등가교환

이라는�원칙은, 2배로�일하면�2배의�임금을�요구할�사회적�근거가�되

며, 또한�고용하는�노동자의�수를�줄이고�생산�비용을�낮추는�(=자본

의�유기적�구성을�올리는) 동기를�낳았다. 이런�의미에서�근대�사회의�

일정�043부분은�노동가치설에�의해�실제로�움직이고�있다. 그리고�이�

원칙은, 노동이�만들어내는�가치의�총계를, 사회가�전체적으로�소비�

가능한�가치의�절대적�한계로�삼고�있을�것이다. 게다가�등가교환의�

세계에서의�채무란, 교환에�선행하여�소비된�(그러나�미래에�똑같은�

금액이�지불될�예정인) 가치이기�때문에, 노동가치�원칙은�똑같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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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채무의�절대적�한계로서도�부과하고�있다. 이�총계�이상으로�‘빌

리는’ 것은, 노동가치설에�비춰보면�있을�수�없다. 모건�스탠리�회사가�

솔직하게�‘혁명’이라고�부르는�사태를, 산업자본주의로부터의�파생으

로서, 즉�이�자본주의의�연장선상에�놓고�설명하려고�하는�시도는, 정

통�맑스주의에�대한�신앙�고백�이상의�것을�얘기하는�것이�아니다. 그�

시도에�부과되는�것은, 이미�소비되어�잿더미로�돌아간�생산물이�아

직�양正의�가치를�유지하고�있다, 다시�말하면, 무덤�아래에�잠�든�시

체는�아직�살아서�노동하고�있다고�증명하는�것이기�때문이다. 우리

는�좀비가�활보하는�시대에�살고�있는가?

   그러나�모건�스탠리사에게�‘혁명’도�또한�‘파생’이�그�열쇠를�쥐고�있

다. 노동이�생산하는�가치로부터의�파생이�아니라, 채무�그�자체로부

터의�파생(derivative, 금융파생상품)이다. 앞의�인용에�곧바로�이어서�

‘보고서’는�얘기한다. “컨벡시티,32) 044큐레이트�듀레이션,33) 옵션�조

32) [옮긴이] 컨벡시티(convexity)와�뒤의�듀레이션(duration)은�모두�채권과�관련된�

용어이다. 보통은�듀레이션(duration)을�먼저�이해해야�하는데, 듀레이션은�특히�

채권의�리스크�관리와�관련되기�때문이다. 채권의�리스크에는�금리�리스크, 재

투자�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기한�전�상환�리스크�등이�있는데, 이�

중에서�금리�리스크와�관련된�것이�듀레이션이다. 듀레이션은�금리가�일정한�

비율로�변동한�경우, 채권가격이�어느�정도�변화하는가를�나타내는�것이며, 보

통�직선으로�표시된다. 금리가�상승하면, 듀레이션은�그것에�따라서�채권가격

도�그만큼�하락하게�된다. 금리가�하락하면�듀레이션은�그것에�따라서�채권가

격도�그만큼�상승한다. 그러나�실제의�채권가격은�거기까지�상승하거나, 하락

하지�않는�경우가�많고, 그래서�실제와의�오차가�생긴다. 이런�듀레이션의�결점

을�메우고, 금리의�변동과�채권가격의�관계를, 가능한�한�실제의�것에�가깝게�

하기�위해�곡선으로�나타낸�것이�컨벡시티(convexity)이다. 한�마디로�정의하면�

“금리변화율이�변화할�경우, 채권�가격�변화율의�변화율”이라고�할�수�있다. 

convex는�볼록상태이지만�컨벡시티는�듀레이션의�직선에�대해�볼록�곡선이�된

다. 

33) [옮긴이] 듀레이션에는�Maculay duation, Modified duration, Effective duration 외

에�Key rate Duration도�있다. ‘키�레이트�듀레이션’은�‘비-평행적�변동’에�대한�리

스크�관리�기법�중에서�가장�간단한�접근법이다. 먼저�‘패럴렐�시프트(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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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후�스프레드(OAS),34) 블랙-숄즈35) 등의�용어나�개념이�널리�사용

되게�된�것은�1980년대�중반이�지나서부터였습니다. 설령�화제에�오

르더라도, 학술�용어로�사용됐을�뿐이며, 실천적인�채권운용에�큰�영

shift, 평행적�변동)’를�이해해야�하는데, 말�그대로�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모두

가�문자�그대로�평행하게�이동하는�것이며, 마찬가지로� ‘논패럴렐�시프트

(non-parallel shift)’도�단기채, 중기채, 장기채의�각�스팟�레이트가�평행하지�않게�

제각각�이동하는�것을�가리킨다. 

34) [옮긴이] Option Adjusted Spread. OAS라고도�하는�옵션�조정�스프레드는�시장

에�내재된�옵션의�가치를�결정하는�척도이다. 옵션이�포함된�보안의�가격과�옵

션이�없는�동일한�보안의�가격�간의�차이이다. 옵션�조정�스프레드는�거래자와�

투자자가�옵션이�포함된�유사한�증권�간의�가격�차이를�측정�할�수�있는�벤치마

킹�방법으로�간주된다. 옵션�조정�스프레드는�선불�옵션과�같은�모기지�보유자

에게�옵션이�포함된�모기지�제품�가격을�결정하는�데�자주�사용된다. 선불�옵션

을�사용하면�차용인은�만기가�되기�전에�모기지�전체�금액을�지불�할�권리를�가

지게�되어�융자�기관이�모기지�기간�동안�받게�될�이자�금액을�줄일�수�있다. 따

라서�차용자에게는�이전에�전체�대출�잔액을�선결제할�수�있는�가치가�있다. 이�

선불�옵션이�있는�모기지와�그렇지�않은�모기지�사이의�가격�차이는�옵션�조정�

스프레드로�간주된다. 옵션�조정�스프레드는�보통�평균�모기지�이자율, 국채�금

리, 스왑�레이트�또는�런던�인터�뱅크�제안�금리(LIBOR)일�수�있는�벤치�마크에

서�계산된다. 옵션�조정�스프레드가�무엇인지�더�잘�이해하기�위해서는�파생�상

품이�무엇인지�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파생�상품�및�옵션은�종종�상호�교환적

으로�사용되는�두�가지�용어이지만, 옵션은�실제로�파생�유형이다. 파생�상품은�

시장의�다른�자산이나�증권으로부터�가치를�창출하는�금융�상품이다. 예를�들

어, 특정�주식에�대한�‘콜�옵션’은�미래에�특정�가격으로�주식을�살�권리이다. 그

것은�주식�그�자체인�기초�자산에서�그�가치를�도출한다. 이것이�옵션이�파생�

상품의�우산�아래�놓이는�이유이다. 보다�실용적이고�유용한�용어로�옵션�조정�

스프레드는�옵션�가격의�프록시로�사용된다. 시장�가격은�공급�및�수요를�포함

한�여러�요인에�기반한다. 따라서�특히�다른�보안에�포함된�경우�옵션의�정확한�

가격을�결정하기가�어렵다. 일반적으로�옵션�조정�스프레드가�높을수록�시큐

리티�수익률이�높아진다. 그러나�옵션�조정�스프레드가�높을수록�위험이�커진

다는�점도�중요하다.

35) [옮긴이] 블랙-숄즈(Black–Scholes) 방정식(equation)을�가리키는�듯. 이것은�파

생상품의�가격설정에서�나타나는�편미분방정식(및�그�경계값�문제)이다. 블랙-

숄즈(Black–Scholes model) 혹은�블랙-숄즈-머튼�모형은�파생�투자�기법을�포함

한�금융�시장의�수학적�모형이다. 옵션의�가치를�평가하는데�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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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주지�않았습니다.” 요컨대�파생상품derivative의�대두, 파생상품이�

“트레이더trader나�투자가에게�수용되는�투자수단”이�된�곳에서�이�회

사는�‘혁명’의�추진력을�보고�있다. 그것�자체는�오늘날에는�상식이라

고�말해도�좋은�시각이며, 실천가의�혜안도�그것�이상으로�나아가지�

못한다. 다만�숫자의�힘은�역시�압도적이다. 채권의�파생상품으로는�

국채선물, 금리스와프,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36)의�세�가지를�

주로�분석하는데, 이것들은�결국�‘보험’에�다름없으며(선물은�채권가

격�변동에, 금리�스와프는�금리�변동에, CDS는�채무�불이행에�대한�

‘보험’), 이런�‘보험시장’의�총액, 즉�파생상품의�기본이�되는�상정원본

〔notional amount, 이론상의�금액〕의�총액은�현재�600조�달러�정도에�이른다. 

100조�달러의�채무를�6배로�어림잡음으로써�리스크�회피를�꾀하는�것

이다. 현실적�손실의�6배까지�커버한다고�‘약속’하는�‘안전’ 장치가, 만

든�것�이상으로�빌리는�― 노동가치설적으로�말하면, 생산한�것�이상

으로�045소비하는�― 불가능을�가능케�한다. 보험은�인수인의�지불능

력�총계를�넘어서�가입하게�되더라도, 지불이�똑같은�시기에�집중되

지�않는�한, 즉�조금씩�지불하는�것이라면, 지속�가능하다(보험의�지

속이란�보험금�지불의�지속이다). 개별�인수인은�자신이�아무것도�빌

리지�않고�아무것도�소비하지�않더라도, ‘사고’가�일어나면, 그저�‘약

속’에만�바탕을�두고�자신이�소유하는�재화를�출연〔거출〕해야�한다. 

여기에는�분명히�착취와는�이질적인�부의�횡령〔가로채기〕원리가�있다. 

보험은�가입자�전체의�안전을�위해�부분에게, 혹은�거꾸로�부분의�안

전을�위해서�전체에게, 서로의�‘약속’에만�기초하여, 가치의�양도를�요

구하는�것이다. 

   이제�널리�알려진�사실이겠지만, 오늘날�채권의�최종�구입자는�‘투

자가’라는�특별한�족속이�아니라�거의�우리�자신이다. 우리는�우리�자

36) [옮긴이] 신용파산스왑(Credit Default Sw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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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돈을�빌려준다. 이때�채무에�대한�다양한�보험에�관해, 가입자

의�전체와�부분, 손실을�낸�자와�메우는�자를�구별하는�것은�유물론적

으로도�보험적으로도�어딘가�공허하다. 채권의�종류가�국채로�대표

되는�공적인�것이든, 서브�프라임�문제로�각광을�받은�모기지�담보�증

권이든, 이것들을�직접�사고�있는�기관투자가의�자금이�되는�것은, 빈

부의�격차를�불문하고�046 ‘사람들’의�미래의�구매력이다. 채권이�국내

에서�소화되든�외국인이�사든, 그�점은�흔들림이�없다. 이�채무에�대한�

보험(상정원본, notional amount)은�인류의�잠재적인�<공共>이다. 케인

스주의는�설령�미래의�구매력을�현재�사용해�버리더라도�소비가�성

장을�초래하는�한�채무는�지속�가능하다고�주장했지만, 정부�채무가�

가져다주는�성장�효과는�1970년대에�완전히�급속히�떨어졌다. 또한�

서브�프라임�위기는, 신용거래〔loan, 대부〕에�의해�수입�이상의�소비를�

개인에게�장려하는�“민영화된�케인스주의”(콜린�크로우치)37)조차, 

2000년�이후의�몇�년�동안만�계속되었을�뿐이었음을�폭로했다. 그�근

본�원인에�대해서는�3장에서�다시�논하기로�하고, 여기서는�다음의�점

만을�확인해두고�싶다. 공적�채무를�중시하는�케인스주의도, 민간�채

무에�성장의�주도적�역할을�기대하는�신자유주의도, 둘�다 ‘보험’(채무�

보험) 사상이었던�것이다. 우리의�미래를�담보로�하고, 그렇게�함으로

써�마이너스의�잠재적인�<공共>을�창출하고, 시장�참가자�모두가�운

명을�같이�하게끔�하는�‘보험’ 장치였다. 그리고�그것은�생산과정�내에�

근거를�둔�착취와는�다른�가치의�무상�이전을�모두에게�미리�약속하

도록�하는�‘사회계약’(보험조합�결성계약)이었다. 약속의�이행은�생산�

증가가�채무�증가를�상회하는�동안은�큰�파탄�없이�진행된다. 상회할�

것이라는�기대가, 보험에�가입하는�047사람들을�늘리고�보험을�더�안

37) Colin Crouch, «Privatised Keynesianism: An Unacknowledged Policy Regime»,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1, Issue 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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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것으로도�만든다. 그러나�지난�25년�동안�생산과�채무의�관계는�

역전되고, 우리는�이제�‘기대’ 없이�‘지불하겠다’는�약속�이행만을�매

일매일�하고�있다. 의식상으로는�‘투자’를�하고�있을�생각으로. 바로�

그것이�모건�스탠리사가�말하는�‘혁명’의�실태에�다름�아니다. 그러나�

채무자와�채권자를�분리하지�않고�모두를�똑같이�‘가입자’로�삼는�채

무보험은�누구에게�손실을�최종적으로�부담케�할�것인가를�보험�시

스템�내에서는�결정할�수�없다는�숙명을�짊어지고�있다. 그것을�미리�

결정하지�않고, 가입자�모두의�미래를�이�비결정에�의해�하나로�연결

함으로써, 보험�계약은�신장을�거듭해온�것이다. 이�‘사회계약’의�지속�

가능성은, 손실의�최종�부담자를�찾는�과정을�계약의�바깥으로�방출

함으로써�― ‘나중에�상담하자’고�함으로써�― 보장받았다. 달리�말하

면, 이�‘사회계약’은�최종�부담자�찾기를�‘정치문제’로�삼는다는�계약

이었다. 우리는�이것을�리먼�쇼크�때�깨달았다. 파탄난�금융기관의�구

제에�‘정치’가�나서는�것을�눈으로�직접�보고, 우리가�서로에게�가입하

는�보험에는�048 ‘면책�조항’ 대신�‘정치�조항’이�들어�있었음을�깨달았

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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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세계�공화국

051 1. 지속을�요구하는�공화국�

그리스�이후의�사상사를�되돌아보면, 현재�진행�중인�‘혁명’은�‘세계공

화국’의�출현과정이라고�말할�수도�있을�것이다, 가라타니�고진이�제

창하는�것1)과는�다른�의미에서�말이다. 즉, 칸트적�규제이념(뒤따라

가지�않을�이상이라고�바꿔�말해도�된다)이�아니라, 위기에서�출발해�

발명되는�특수한�정체이념으로서의�‘공화국’이다. ‘공화국’의�이념은, 

민주정도�귀족정도�군주정도�아니라는�데에서�출발해서�이해되어야�

한다. 세�정체는�어디까지나�권력의�방식에�관한�분류였다. 민중(데모

스), 052다수자(멀티튜드)가�권력을�쥐는가, 귀족, 특권계급, 엘리트가�

과두제�지배를�행하는가, 아니면�왕, 절대군주에�통치를�맡기는가. 자

세한�것은�생략하지만, 폴리비오스�이후의�세�가지�정체론은�주권에�

관한�유형론인�동시에�순환론이기도�했다. 어떤�통치유형에도�고유

한�결함이�있으며, 그�결함�때문에�장기간�지속되면�반드시�‘부패’하여�

스러지기에�세�정체는�순환하지�않을�수�없다. 민주정은�그�본원적�불

안정성�내지�중우정치에�의해, 군주를�구세주로서�도래시킨다(최초

의�군주정은�민주적�독재였다). 데모스나�멀티튜드의�비호자로�처신

1) 柄谷行人, 『世界共和国へ──資本=ネーション＝国家を超えて』, 岩波新書, 

2006年〔가라타니�고진, 『세계공화국으로』, 조영일�옮김, 도시출판b,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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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군주의�정치는�특권적�소수자의�반발과�저항에�의해�실질적으

로도�형식적으로도�귀족정으로�이행한다. 그리고�정치에�귀족층의�

등장은�그들과�피지배층�사이에�‘계급투쟁’을�초래하며, 이�투쟁은�국

가의�하부를�떠받치는�‘인민’의�승리로�끝난다. 이리하여�사이클이�닫

히며, 재개될�것이다. 세�정체론은�곧�정체에�고유한�‘부패’에�관한�이

론, 이런�의미에서�정체위기론이며, 부패에�의한�위기의�영구순환을�

결과로서�주장하는�것이었다. ‘부패’가�반드시�도덕적�부패나�어리석

음�때문인�것은�아니다. 일개�생명체로서의�정체가�품고�있는�구조적�

한계나�결함을�정체론은�‘부패’의�이름으로�가리켰다. 공화주의는�이�

‘부패’에�맞서는�지속�가능한�정체를�구상하는�곳에서�053이론적으로�

연원한다. 권력에�관한�‘누구’라는�물음이�아니라, 누가�권력을�쥐더라

도�국가를�무너뜨리지�않고�지속시키려면�어떻게�하면�좋은가라는�

물음이�공화주의를�형성한다. 물론�그�대답에는�다양한�변이variation, 

위상, 역사적�변화가�있지만, 공화주의를�공화주의답게�하는�것은, 누

군가에게�정체의�전권을�넘기는�― 주권을�주권자로서�출현시키는�― 

대신에, 누구에게도�권력을�집중시키지�않는다는, 그리고�정치의�영

역�전체에�외부로부터�선험적인�목적�― 그것으로�향함으로써�무너지

지�않게�하는�― 을�부과한다는�점이다. 전자의�발상은�혼합정체론에

서�이윽고�삼권분립론으로�계승되는�권력분산의�이론으로�성장하며, 

후자의�발상은�정치에�‘선’이나�‘인간의�완성’ 같은�형이상학적이고�지

속적인�목적을�내장시켰다built-in. 목적론적�정치란, 정체지속�문제�혹

은�그�욕망의�철학적�표현이다. 공화주의자는�권력의�‘누구’가�아니라�

구조에�관심을�기울이는�국가주권론자이며, 세속에서�살아가는�형이

상학자이다. 정체의�부패를�끊임없이�억누르고, 정체를�일개의�생명

체로서�지속시키는�사상이�공화주의의�알파이다. 부패에�대한�저항, 

지속에�대한�갈망이�공화주의를�키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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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지속�가능성sustainability/durabilité은�유행�이상의�공공적�문제

로서�054도처에서�제기되고�있다. ‘지속�가능한�경제’는�채무가�커져

도�상환방법이�확립되어�있으면�괜찮다는�케인스주의적�사상의�슬로

건이며, ‘지속�가능한�성장’이란�긴축�재정에�의해서도�시장은�활성화

될�수�있다고�하는�신자유주의적�기대의�별명이며, “지속�가능한�복지

사회”란�어디까지�생활수준을�보장해야�하는가(그러나�누가?)에�관

한�싸움판의�이름이며, ‘지속�가능한�사회’ 일반이란�생태계와�에너지�

문제이며, … 지속�가능성이�“공공의�것�res publica”의�핵심부에서�발견

되고�있다. 세계�“공화국�res publica”이�세계의�지속�문제�속에�실재하고�

있다. 공화주의의�역사와�앞에서�본�오늘날의�‘혁명’의�실태가�가르쳐

주는�것은, 지속�가능성이란�어떤�‘정치’를�배제하는, 숨은�‘사회계약’

이며, 그런�것으로서�다른�‘정치’를�구성한다는�것이다. 배제되는�것은�

물론�‘부패’이며, 이로부터�생겨나는�정체의�죽음과�재생, 즉�일반적�

의미에서의�혁명이며, 이�배제와�동시에, 구성원�사이의�‘계급투쟁’은�

공동체�내에서�‘사회문제’라는�이름을�다시�부여받는다. 이�배제와�전

환은�어디까지나�노력해야�할�목표일�뿐이다. 만약�그것이�완전히�성

취할�수�있는�목표라면, 인간이�‘완성’되는�완전한�정체가�있다는�얘기

가�되며, 지속을�문제로서�제기할�필요는�없기�때문이다. 다시�말하면, 

공화국은�055순환론으로서의�세�정체론이�가리키는, 약자가�패배하

고�손해를�보는�순수한�힘관계의�영역을, 자신의�존속에�대한�잠재적

인�위협으로서, 적극적으로�내부에�끌어안고�있는�것이다. 구조적으

로�절대적�강자(그�자에게�이기면�정체가�안정되는�인간�또는�세력)가�

존재하지�않으며, 그래서�행방에�우연성이�따라다니는�권력투쟁의�

영역을�공화국은�스스로를�‘부패’시키는�요인이라며�계속�배제하며, 

그것을�자신의�정당성의�근거로�삼아야�한다. ‘부패’란�공화주의가�권

력을�문제�삼는�정치에�부여하는�호칭에�다름�아니며, 공화주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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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국내적으로는�이�‘부패’와의�싸움으로서�수행될�것이다. 공공

성�개념을�정치의�요체에�놓으려고�하는�정치도�또한�마찬가지일�것

이다. 양자는�‘계급투쟁’ 그�자체를�적으로�삼는�것이다. 분쟁�없는�사

회가�항상�“공공의�것�= 공화국”의�이상이면서, 그것이�달성되지�않

는�것도�또한, 현실적인�일종의�‘이상’을�구성한다. 공화국에�있어서�

‘계급투쟁’은�적이자�친구, 친구이자�적이다. 

   이때�진정한�공화주의자, 근대에서는�가령�마키아벨리는, 어떤�정

책이�공화국의�이런�내재적�목표에�적합한가에�대해�충분히�자각적

이었다. 공화국�내부로부터�분쟁을�없애고�공화국을�지속시키기�위

해서는�‘영토�확장’을�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056사람들에게�침략

의�‘몫’을�계속�주는�것으로써만�내부의�분배�문제가�‘계급투쟁’으로�

발전하는�것을�막을�수�있다. 즉, 공화국의�지속은�공화국의�팽창, 성장

에�달려�있다. ‘선’이나�‘인간의�완성’이라는�정치의�궁극�목표, 정치의�

형이상학적�사명은, 세속적으로는�‘공화국의�확대’라는�전략�목표로�

변환될�것이다. 대외적�긴장이야말로, 내부에서�‘부패’를�키우는�정치

적�우연성을�없애준다. 외부에서�유래하는�우연성은�사람들을�결속

시키며, 공화국의�본질적인�걸림돌이�되지�않는다. 바로�이런�점이�마

키아벨리가�로마�제국의�역사에서�탐지해낸�교훈이었다. 

   그렇게�하면, 오늘날의�‘혁명’이�공화주의에�들이대는�난점도�동시

에�불거진다. 오늘날의�지속�가능성은, 세계공화국에는�더�이상�침략�

가능한�외부가�남아�있지�않다고�하는�곳에서�문제가�되기�때문이다. 

케인스의�등장�이후�1970년대까지는, 계속�늘어나는�공적�채무가�그�

외부였을�것이다. 미국은�1980년대�이후, 이�외부를, 금융�규제�완화를�

통한�민간�채무의�증대로�대체하려고�했다. 채무로부터�부를�끌어내

는�전략을, 전후�세계는�공화주의의�요체로�삼아온�것이다. 이것은�어

쩌면, 물리적인�영토가�국가의�진정한�영토라고는�말할�수�없다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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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처음으로�깨달은�프리드리히�2세�이후의�전략�057전환이었을�

수도�있다. 아무튼�외부의�‘영토’로부터�부를�끌어내는�전략의�유효성

이�상실되고, 지속�가능성�문제가�순수하게, 즉�그�어떤�해결책도�동반

하지�않고�부상하고�있는�것이�오늘날의�공공성�문제인�것이다. 혹은�

우리�눈앞에서�출현하고�있는�세계공화국이란�죽음의�문턱에�있는�

공화주의의�모습이다. 구성원에�대한�‘몫’을�그것으로부터�취해야�할�

외부를�상실한�공화국은, 어떻게�지속�문제를�‘해결’하려고�할까? ‘기

대’에�의해�채무의�‘영토’적�외부성을�유지하고, 그것을�현실의�부로�

전환하는�공상적�사회주의가�아니라�공상적�자본주의�노선조차도�효

력을�잃을�때, 공화국은�구성원에게�무엇을�요구하는가? 문제가�지속

인�한에서, 실행�가능�여부는�차치하더라도, 대답은�분명하다. 공화국

의�축소이다. ‘탈성장’이라고�바꿔�말해도�좋다. 그러나�이것은�공화국

에�있어서�‘부패’ 요인의�성장�이외일�수�있을까? 정치를�다시�한�번, 정

체론이�발견한�힘관계와�우연성의�영역에�맡기는�게�되지�않을까? 외

부에�존재할�터인�‘영토’ ― 채무의�최종�부담자나�상정�원본의�현실적�

보유자holder나�보험금의�지급자�등�― 가�존재하지�않는다고�했을�때, 

공화주의에는�‘계급투쟁’이라는�‘부패’ 원인을�제거하는�수단이�없을�

것이다. 부담을�‘누군가’에게�요구해야만�하며, 이�‘누군가’라는�문제

의�삭제에�공화국의�058존립기반이�있기�때문이다. 공화국을�성립시

키는�‘사회계약’에는�그것을�삭제하라고만�적혀�있을�뿐이다. 대외�전

쟁�때에는, 공화국은�‘모든�것’을�갹출하라고�시민에게�요구할�수�있지

만, 내전에�관한�규칙을�이�‘사회계약’은�정할�수�없다. 내전을�정지하

라, 이것이�계약의�본뜻이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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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2. 문화�좌파에서�공공성�좌파로�

‘현실�사회주의’가�사라진�이래, 공공성�개념은�좌파의�피난처가�된�적

이�있다. 공공이라는�공간은, 과거의�공산주의가�목표로�삼았던�계급

투쟁이�끝난�사회를, 의미를�바꿔도�이념적으로�계승할�수�있는�것처

럼�보이기�때문일�것이다. 이미�봤듯이, 공화국에서의�분쟁의�부재는, 

분쟁을�국내적domestic으로는�승인하지�않는, 즉�부근으로�분쟁의�장

소를�옮긴다는�함의였다. 그렇게�하자�분명히, 공화국이�세계�자체를�

외연으로�하게�되면, 겉보기에는�세계공산주의의�이상과�비슷하다

(사회주의�공화국에서조차�외부의�적은�존재했다). 물론�‘현실공산주

의’가�모습을�감춘�후에는�‘국가’가�남았다. 그래도, 혹은�그렇기�때문

에, 공적�공간은�‘국가’를�지양할�수�있는�장인�것처럼�060깊이�생각하

여�받아들여질�수�있다.

『공론장의�구조변동』[하버마스의�1962년�저작2)]으로부터�거의�

30년�후에�쓴�『신판서문』이나�『사실성과�타당성』에서는, 공공성

이�위치되는�장소가�크게�변화한다. 그것은�비국가적일�뿐�아니

라�동시에�비시장적�영역으로서의�‘시민사회(Zivilgesellschaft)’이

다. 이런�의미의�시민사회를�형성하는�것은�‘자유로운�의사에�기

초한�비국가적‧비경제적인�결합’이다.3)

하버마스나�사이토�준이치齋藤純一가�공산주의자였던�적은�없지만, 

‘자유로운�의사에�기초한�결합’이�개인을�단위로�하는�결합이며, 포괄

적인, 즉�국가나�시장과�마찬가지의�전체성을�지닌�‘사회’라면, 그것은�

2) 위르겐�하버마스, 『공론장의�구조변동�: 부르주아�사회의�한�범주에�관한�연구』, 

한승완�옮김, 나남출판, 2004.

3) 齋藤純一, 『公共性』, 岩波書店, 2000年, 31頁.〔사이토�준이치, 『민주적�공공성�: 

하버마스와�아렌트를�넘어서』, 윤대석・류수연・윤미란�옮김, 이음,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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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일종의�공산주의�사회가�아닐까? 그와�같은�‘결합’이�국가에서도�

시장에서도�없는�곳, 즉�자본주의�사회의�상부구조에서도�하부구조

에서도�없는�곳에서�발견된다. 정확하게는�가탁仮託되고�있다. 맑스주

의에�있어서는, 061상부도�하부도�아닌�심급은�원리적으로�존재하지�

않았을�터인데, 갱신된renewal 좌파�이론의�개념�배치도에서는�공적�공

간이�공산주의�사회를�대체하는�것이다. 19세기�이래의�협동조합사상

(어소시에이셔니즘)이나�특수한�당�조직론을�가진�20세기의�맑스주

의에서는�이것과�비슷한, 비국가적‧비시장적인�장소에서�공산주의�

사회의�모형이�될�수�있는�인간의�결합관계를�지금�여기서�정위하고

자, 발견하고자�하는�지향을�발견할�수�있다. ‘현실사회주의’의�소멸�

후, 공적�공간이�그�행렬에, 처음부터�무한정한�넓이를�가지고�가세한�

것이다. 공적�공간은�더�이상�부분사회가�아닌�‘자유’의�공간이며, 국

가를�지양한�‘공화국’이다. 

   하버마스를�표지판으로�삼아�좌파사상사를�돌이켜보면, 그가�오늘

날의�좌파�전반에�있어서�선구적인�까닭과, 90년대�이후�신구�좌파가�

공공성�개념에�우르르�몰려드는�기미를�잘�알�수�있다. 1962년의�시점

에서�『공론장의�구조변동』의�공적�공간은�유럽의�부르주아�시민사회

를�모범으로�삼은�‘공권력에�대한�비판적�영역’이며, 062 ‘친밀권’(부르

주아�시민의�사생활)에�그�뿌리를�두고�있었다. 독서를�하고�카페에서�

얘기를�나누고, 가정에서�현악사중주를�즐기는�듯한�자립된�시민층

의�생활�속에서부터�국민적인national, 나아가�유럽�규모의�‘문예공화

국’이�생겨나고, 그것이�공권력의�‘조작적�공개성’에�대항하는�‘비판적�

공개성’의�잠재력을�키웠다는�것이다. 두�가지�점을�확인해야�할�것이

다. 우선�하버마스는�다른�사회민주주의자보다�앞서서, 국가를�통한�

자본주의의�개량(베른슈타인식�수정주의)과는�다른�사회민주의�노선

(민주적�자본주의를�추구하는�노선)을�이론적으로�제기했다는�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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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적�공간은�국가도�시장도�아니지만�미래�사회의�모태인�장소로

서�사회민주주의�속에�도입됐다. 공공성�개념에�의해�사회민주주의

가�진화했다고�말해도�좋다. 이때�루카치�이후의�서구맑스주의는�시

민사회파�맑스주의가�됐다. 일본에서의�그�도입자들은, 파리나�제네

바, 로마를�방문하고�“유럽시민사회의�성숙”을�체득하라고�권장한다. 

“유럽의�지성이�자각적으로�형성한�것이�우리에게도�가치기준이�될�

것이다. … 동구사회의�지적�세계는, 이제, 서구�시민사회�형성기의�사

상을, 사회주의의�보다�높은�차원으로�비약을�요구하고�추구하고�있

는�것이다”(平田清明4)). 그와�같은�형태로�선진자본주의야말로�사회

주의에�063가장�가깝다는�정통파�맑스주의의�원점을, 사회민주주의

가�러시아�맑스주의로부터�되찾았다고�말해야�할지도�모른다. 

   둘째, 새롭게�발견된�미래�사회의�모태는�이미 ‘문화’의�장소였다는�

점이다. 오늘날까지도�호되게�비판받고�있듯이, 이�공적�공간은�부르

주아적이다. 페미니즘은�때문에�거기서는�남성중심주의를�키우는�장

소라고�지적하고, 제3세계주의는�공적�공간�속에서�유럽인과�아시아

인, 아프리카인�사이에�‘의사소통적�행위’의�합리성이�작동하는가라

고�물었다(일본을�방문한�하버마스는�이�질문에�대해�‘모르겠다’고�대

답했다).5) 그러나�이처럼�부르주아�시민사회를�‘비판적�공개성’의�영

역이라며�노골적으로�옹호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부르주아적이라

는�것의�의미는, 자본가적이라는�것이�아니라�‘문화’적(교양시민적)이

라는�것이었다. ‘시민’의�의미를�본질�환원주의(경제주의)적으로가�아

니라, 또한�법-정치체제에�의해서도�아니라, 하물며�생물학적으로가�

064아니라�정의했기�때문에, 공적�공간은�이미�1962년의�시점에서, 공

4) 히라타�기요아키(平田清明), 『시민사회와�사회주의(市民社会と社会主義)』, 岩

波書店, 1969年, 「시민사회의�역사�속에서�: 유럽에서�생각한�것(市民社会の歴

史のなかで──ヨーロッパで考えたこと)」, 33, 37頁.

5) 1980년�일본�방문�당시�교토대학교에서의�강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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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국가’로부터�넓은�의미의�‘문화’적인�장소로�바뀌었던�것이다. 

그래서�｢신판서문｣(1990년)에서�“60년대�말�이후에�형성되고�정착된�

대항문화와�‘새로운�사회운동’(부의�분배가�아니라�‘생활양식의�문법’

을�쟁점으로�하는�페미니즘, 에콜로지, 반핵・반원전�등의�운동)에�대

한�평가”(齋藤純一앞의�책)6)를�하버마스가�자기�비판적으로�행하는�

것은, 용이한�것�이상으로�자기�옹호적인�수정이었다. 68-69년에는, 프

랑크푸르트학파의�우두머리�아도르노가�학생운동을�“새로운�전체주

의”, “좌익�파시즘”이라고�부르기도�했음7)에도�불구하고, 그�여파after-

math인�“새로운�사회운동”을�흡수, 회수하는�이론적�장치를�‘시민사회’ 

내지�공공성�개념은�처음부터�준비하고�있었던�것이다. 차별을�고발

하거나�다양성이나�‘차이에의�권리’를�요구하는�90년대의�‘문화좌익’

은, ‘문화’를�지렛대로�삼아�어디까지나�사회주의�혁명을�생각하는�일

부�구・신좌익을�빼고, 공공성의�사회민주주의에�미리�― 이론적으로

는�― 패배했던�것도�마찬가지이다. 하버마스에게�90년의�｢신판서문｣

이�아무리�수정됐다고�해도, 그는�각종�‘문화좌익’보다�선구적으로�

“맑스주의의�문화적�전회”(프레드릭�제임슨)8)를�성취했던�것이다. 68

년의�후예로서의�065 ‘새로운�사회운동’의�역군들은�우익이�역사가�끝

났다고�승리를�선언한�후에�‘문화’의�배로�옮겨�탄�것일�뿐이다. 교양

시민적�문화�개념을�인류학적, 사회학적인�그것으로�비판적으로�확

6) 齋藤,, 앞의�책, 31-32頁.

7) 예를�들어�스테판�뮐러-둠(Stefan Müller-Doohm), Adorno: Eine Biographie, Suhrkamp 

Verlag, 2003의� 4부� ;  Norbert Fre, 1968: Jugendrevolte und globaler Protest, dtv 

Verlagsgesellschaft, 2008의�5장을�참조. 

8) 적당한�곳에서는�Fredric Jameson, The Cultural Turn: Selected Writings on the Postmodern, 

1983-1998, Verso, 1998. 그러나�무엇보다�다음의�저작이�그�사상사적인�공과를�

포함해�검토되어야�할�것이다. Frederic 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Verso, 1991. “현실사회주의”의�붕괴기에, 좌익에�대해�“이제부

터는�(경제가�아니라) 문화다”라고�명쾌하게�잘라�말한�것의�공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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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지�수정하려고�해도, 그것이�미리�비국가적・비시장적인�‘문화’

의�장소가�아니라면, 그것조차�불가능했을�것이다. 

   사이토�준이치는�이�｢신판�서문｣에�대해�이렇게�적고�있다. “공공성

에�있어서의�과제는, 국가나�유력한�조직의�활동에�대한�비판적�감시

로부터, 토의를�통한�적극적인�정치적�의사형성, 정치적�아젠다의�설

정으로�옮아간다. 자유주의로부터�공화주의(비국가적인�차원에서의�

정치적�자치의�실천을�중시하는�사상)로의�중심�이동이�보인다.”9) 조

금이라도�사상사에�통달해�있으면, 어느새�공화주의는�“비국가적인�

차원”의�사상이�되어버렸네? 라고�묻는�게�당연한�서술이다. 066공화

주의가�‘문화’의�영역에�침입해�들어갔다는�것을�역사적으로�확인시

키는�서술이기도�하다. 게다가�문화좌익도�공공성�논자도�모두�공화

주의자이다, 라고�오늘날에는�말해도�좋은�하나의�근거가�되는�서술

이다. 아무리�‘토의’나�‘갈등conflict’이, 마치�‘계급투쟁’의�후계인�양�공

적�공간�속에�들여왔다고�해도(문화�연구에�종사하는�사람들은�그렇

게�주장할�수도�있다), 거기에는�공화주의의�틀이�이미�〔사람들을〕 걸

려들게�하고�있다. 교양시민의�문화도�민속적인(ethnic) 문화도�‘문화’

인�것처럼, ‘토의’와�‘갈등’은�현대의�아고라(사이토齋藤는�공적�공간을�

담론공간이라고�정의한다10) ― 담론discourse이란�우선�‘연설’이다) 속에�

둘러싸인다. ‘현실의�사회주의’를�잃어버린�좌익은�공적�공간�속으로�

‘계급투쟁’의�잔재를�거느리고�도망쳐�들어갈�수�있더라도, 그것은�공

화주의자가�되는�것과�맞바꾼다는�것이다. 즉�‘권력’ 문제와의�관계에

서�정의되는�민주주의자(데모스파, 멀티튜드파)의�자격을�잃어버린�

것과�맞바꾸는�것이다. 도대체�공공성�공화주의에, ‘갈등’의�이름으로�

‘계급투쟁’을�‘공화국’ 속에�들여오려고�노력하는�‘민중의�대변자’(혹

9) 齋藤, 앞의�책, 32頁.

10) 同, 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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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복면을�쓴�맑스주의)라는�규정을, 우로부터�비판하기�위해서든�좌

로부터�옹호하기�위해서든, 줄�수�있을까? 역사상의�공화주의가�‘계급

투쟁’의�067억제, 억누름을�본질적인�사명으로�했듯이, 현대의�공화주

의는�자립적인�담론공간으로만�갈등을�한정하려고�한다. 이런�사상

에�의해, 시위가�거칠어진다는�것은�정치로부터의�일탈이며, 그것�자

체가�‘사회문제’인�것이다. 

   하버마스�자신은�스스로를�민주주의자라고�규정하기는�했으나, 공

화주의를�표방한�적은�없다. 그는�형이상학적인�목적(‘선’이나�‘완성’)

을�‘시민적�덕civic virtue’으로�변환함으로써�성립하는�공화주의(그�‘덕’

의�내용이�공화국의�‘지속’ ― 공화국�확장에�대한�헌신�― 이다)와, ‘합

의’를�목표로�하는�‘토의’의�절차에�기초를�두는�자신의�민주주의를�뚜

렷하게�구별한다. 게다가�이�양자로부터, 시장에서의�계약이나�법적�

권리의�기초인�자유주의도�또한�구별하고�있다. 그리고�이�세�가지를�

그의민주주의에�‘통합’시킨다. 

자유주의의�견해에�따르면, 민주적�과정은�오로지�이해관계의�

타협이라는�형식으로�실시된다. 068 … 반면�공화주의의�견해에�

따르면, 민주적�의사형성은�윤리적-정치적�자기�이해의�형식으

로�실시된다. … 토의�이론은�자유주의와�공화주의의�두�진영의�

요소를�거둬들여, 이것들을�심의와�의결을�위한�이상적�절차라

는�개념에�통합하는�것이다(『사실성과�타당성』, 1992년).11)

어떻게�“하버마스�이론”적으로�통합되는가는�우리의�관심사가�아니

며, 또한, 토의의�장소에�주어지는�포괄적�명칭이�‘시민사회’ = ‘공론

장’(본고의�용어법으로는�‘공적�공간’)이라는�것은�말할�필요도�없다. 3

11) 위르겐�하버마스, 『사실성과�타당성�: 담론적�법이론과�민주적�법치국가�이

론』, 박영도・한상진�옮김, 나남출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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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정치이념을�민주주의가�‘통합’하고�있다. 토의�이론은, 자유주의

와�손을�잡고�나아가는�이해조정의�과정에도, 공화주의의�관할인�정

치적�의사형성의�과정에도, 바로�토의의�절차들(토의의�How), 토의라

는�절차(What으로서의�토의)를�과정의�‘이상’으로서�개입시키려고�한

다. 그�실천은�오늘날, 행정기관의�의사결정을�보완하는�주민�참여의�

‘토의�민주주의’로서, 일본에서도�곳곳에서�확산되고�있다. 토의에는�

커뮤니케이션을�통한�합의�형성이�‘목적’으로서�부과되기�때문에, 목

적으로서의�합의가�이해�조정�과정에서도�정치적�의사형성�과정에서

도�069규제적으로�작동하는�것을, 3종의�정치�이념의�통합은�효과로서�

기대한다. How이자�What인�토의의�목적=합의가�공적�공간을�구성하

는�것이어야�한다. 그것이�하버마스의�민주주의이다. “모든�있을�수�있

어야�할�관여자가�합리적�토의에�대한�참가자로서�합의할�수�있는�행위�

규범이야말로�타당하다.”12) “민주주의�원리는�정당한�법제정�절차를�

규정해야�한다고�할�뿐만�아니라, 법�매체�그�자체의�산출까지도�제어

해야�한다.”13) 토의의�How(대의제, 직접민주주의, 미디어�등)는�현실적

으로는�관여자를�다양하게�한정하며, 다양한�배제를�동반하지�않을�수�

없기에, What으로서의�토의에는�그런�한정은�포함되지�않으며, 이�불균

형�때문에, 목적으로서의�“모든�있을�법한관여자의�합의”는�합의의�확

대�균형을�요청할�터이다. 배제된�자는, 배제됐다는�관여를�이미�하고�

있기�때문이다. “모든�것”은�잠재적으로�‘보편’으로까지�확장되어야�하

는�것으로서, 각각의�특수한�합의를�‘타당’한�것으로�한다. 

070   아무튼�공적�공간에는�미리�배제된�‘관여자’가�있어서는�안�된다. 

공적�공간은�배제를�배제하는�확대에�의해�지속하는�것이다. 부르주

아에서�프롤레타리아로, 남성에서�여성으로, 국민에서�외국인으로, 

12) 同書, 2002年, 上巻, 136頁.

13) 同書, 上巻, 14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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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기존의�‘공’에서�기존의�‘사’로, 사람�또는�그�지위의�‘시민권’을�

끊임없이�확장하려고�하지�않는�공적�공간은�‘부패’한다. ‘보편’적�규

범의�내용은�미리�주어지는�(칸트의�도덕처럼) 것이�아닌�대신에, ‘관

여자’의�영구�확대의�가능성으로�변환됨으로써, 그때그때의�‘타협’이

나�‘의사형성’의�타당성을�뒷받침할�수�있다. “누구도�합리적으로�이

의를�제기할�수�없을�것이다”, 이런�기준을�‘누구’에게�한정을�가하지�

않고�규범으로�하는�의지만이, 공적�공간을�지속시키는�것이다. 즉, 토

의에�의한�공적�공간의�‘제어’는�‘시민사회’의�확장― 그것을�구성하는�

‘사람’과�‘문제’(빈부격차, 국적, 젠더�등) 둘�다�― 이어야�한다. ‘합의’의�

타당성은�사실상�그�내용이�아니라�“아직�합의하지�않은�구성원들이�

있을�수�있다”, “아직�해결이�합의되지�않은�문제가�있을�수�있다”라

는�‘개방성’에�있다. 

   더�말할�것도�없다. 공적�공간은�영토의�침략을�채무의�확대가�아니

라�071 ‘관여자’로서의�‘시민’의�확장으로�대체한�공화국이다. 이�확장

력, 자기�팽창력에�의해�공공성�개념은�‘문화좌익’을�흡수하고, 보수�

사상으로서의�공화주의(국가에의�헌신을�‘공민公民의�덕’으로�하는)

와도�공존시킬�수�있었다. ‘문화좌익’의�등장에�수반된�문화�개념이�의

미의�인플레이션에�휩쓸린�것처럼, 공공성�개념은�공공성의�확장=지

속=통제라는�본성을�따라서�세계�공화국을�다운사이즈시켜야만�할�

때�개념적�인플레이션을�경험하고�있다. 이�확장력에�시민을�‘합의’에�

이르게�하는�잠재력을�기대하고�있다. 

072 3. 유럽�공화국의�출현�

물론�하버마스는�이�공화국의�위기를�알고�있다. 그리스�위기�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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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011년�11월에�보수계�신문에�발표한�에세이의�제목은�“민주주의

의�존엄을�구하자!”였다.14) 유럽연합(EU)이�합의한�그리스�지원책을�

받아들일지�여부의�국민투표�계획이�독일과�프랑스�총리의�공갈에�

의해�철회되고, 파판드레우�총리가�퇴진으로�내몰린�사건을, 하버마

스는�게재된�신문의�보수적�사주와�함께�“민주주의의�투매sacrifice sale”

로�간주한다. 지원�방안은�“페스트와�콜레라�중�어느�쪽을�선택할�것

인가라는�견딜�수�없는�선택지”였으나, 바로�그렇기에�그리스인은�스

스로�선택하는�것을�할�수밖에�없었다고�그는�말한다. 바로�그것이�

“민주주의의�존엄”이라고�말해야�할�것이라면서. “그리스�국민은, 최

소한�사후적으로라도, 073개헌과�똑같은�주권의�상실을�허용할지�말

지에�대해�투표해야�하지�않았을까? 이미�EU, IMF, 그리고�유럽중앙

은행으로�이루어진�트로이카의�지시를�따름으로써, 아일랜드에서도, 

포르투갈에서도�마찬가지로, 아무튼�이�주권�상실이�일어나고�있었

으니까.” 이것을�쓴�시점의�하버마스에게는�알아서�좋을�것은�없었으

나, 2012년의�6월, 아일랜드는�국민투표를�행했다. 페스트냐�콜레라냐

(재정긴축이냐�EU이탈이냐)를�선택해야�했다(전자를�선택했다). 아

일랜드는�그리스와는�달리�“민주주의의�존엄”을�지킨�것처럼�보인다. 

하지만�하버마스도�확인하고�있듯이, 국민투표�이전에�“진작에�이�주

권�상실이�일어났”던�것이다. 이미�주권은�상실되었기�때문에, 투표의�

실질적�의미는�“주권의�상실을�허용할지�여부”가�아니었다. 바로�하

버마스가�말하듯이�“사후적”으로�주권�상실을�아일랜드의�주권자가�

인증한�것일�뿐이다. “페스트냐�콜레라냐”의�국민투표는�민주주의의�

14) Jürgen Habermas, “Rettet die Würde der Demokrati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November 5 2011.   

www.faz.net/aktuell/feuilleton/euro-krise-rettet-die-wuerde-der-demokratie-11517735.ht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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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의�방법에�관한�선택이었던�셈이다. 민주주의자�하버마스가�민

주주의에�자신의�의지를�갖고�죽을�것을�요구하고�074있다. 물론�그는�

죽는�것만을�요구하는�것이�아니다. “유럽의�정치가�신뢰를�얻으려면, 

단계화된�통합을�향한�신빙성�있는�제도�설계에�의한�것뿐이다.” 즉, 

유럽�헌법의�창설이다. “(‘민주주의�유럽’의) 프로젝트의�필요성과�효

용에�대한, 널리�공공의�장소에서의�논쟁이�이미�시작되고�있어야�한

다.” 국민국가�단위의�민주주의에는�스스로�존엄사를�선택하게�하고, 

EU라는�규모에서�똑같은�민주주의를�재생시키는, 그것이�하버마스

에게서의�사실상의�정치노선에�다름�아니다. 마키아벨리가�피렌체부

터�이탈리아�전역을�조망하면서�그것을�꿈꿨듯이, 한나�아렌트가�미

국�건국�혁명에서�그것을�찾아냈듯이,15) 하버마스도�“자유의�창설�

Constitutio Libertatis”을�유럽에�호소하려고�하고�있는�듯이�보인다. 

“유럽공화국”이, 사회민주주의의�차기�노선인�것처럼. 그러나�위기의�

정체는, “진즉에�주권�상실이�일어나고�있다”는�것�아닐까? “페스트냐�

콜레라냐” 말고는�선택지가�없다는�그것이, “민주주의의�존엄”은�이

미�상실되고�있다고�증언하고�있지�않은가? 바꿔�말한다면, “유럽공

화국”이�“세계공화국”과�마찬가지로, 이미실재하고�있다(각�국민의�

민주적�주권을�죽이고�있다)고�메르켈과�사르코지와�파판드레우가�

연기한�075그리스�비극은�알려주지�않았던가. 

오늘날�중대한�갈등은�유로권�국가들과�은행�로비�사이의, 외부

에는그다지�알려지지�않은�비밀의�이면협상의�장소로�이행하고�

있다. 그것을�민주주의의�빛에�비춰진아레나arena에로, 즉�피해

자가�논의의�당사자로서�결정에�참가할�수�있는�장소에�다시�한�

번�되돌아가게�했던�것, 설령�모두가�공포에�떨던�순간일�뿐이든, 

15) 한나�아렌트, 『혁명론』, 홍원표�옮김, 한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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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가게�했던�것, 이�점이야말로�파판드레우�총리의�치적이

다. 

“중대한�갈등”을�억누르고�보이지�않게�하는�것이�‘공화국’의�본성이

었기�때문에, 그것은�유럽에서�이미�실재하고�있다. 그리스�위기�때에

는, “민주주의의�빛에비춰진�아레나”에서�고전적으로�공화주의적인�

정치가�거행[집행]된�것이다. “파판드레우의�방향전환, 즉�비극�제3막

의�전환이�있으며, 이�076그리스�비극의�진정한�냉소적인의미가�드러

났다.” 하버마스는�그�“냉소적인�의미”를�“시장market한테는�민주주의

의�정도가�적을수록�사정이�좋다”고�해석한다. 그러나�공화주의와�민

주주의의�본성상의�차이가�또�다시�노정됐다고�할�수도�있다. 실제로�

유럽�헌법이�창설됐더라도, 그리스�국민에게�해결책이�찾아오지는�

않을�것이다. 아일랜드에서�실시된�국민투표는�이렇게�시사하고�있

다. 한순간의�카타르시스와�맞바꿔서, 비극은�잊히고�공화국이�지속

하는�것이다. 이미�죽은�자의�‘사후적’ 존엄사란�도대체�무엇이란�말인

가? 비극이라기보다는�부조리극일�것이다. 하버마스보다�훨씬�더�자

각적인�공화주의자는�이미�수년�전에�이렇게�말하지�않았던가. “프랑

스의�좌익은�유럽�통합을�하나의�대체�신화로�했다”(레지스�드브레

).16) 그러나�드브레도�몰랐던�것은, 좌익이�그것을�신화라고�깨닫고, 

하버마스가�미테랑에�이어서�그것을�다시�한�번�신화로서�활성화하

려고�할�때, 공화국은�이미�“비밀의�이면협상의�장소”라는�모체�내에

서�성장을�이룩해왔다는�것이다. 신화라고�생각했던�공화국이�천천

히�무대에�등장하여�민주주의의�죽음을�드라마로�만든다. 이�드라마

16) Régis Debray, “Etes-vous démocrate ou républicain ?”, Nouvel Observateur, 30 

novembre-6 décembre 1989; 이후�1995에�수정�증보됨. 이것의�불어�원본은�다음

이다. https://www.les-crises.fr/etes-vous-democrate-ou-republicain-regis-debray/ 또

한�영역본은�http://www.bix.org/rcb/debray.htm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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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해�공화국이�“민주주의의-죽음의-빛” 아래에서�탄생한다. 077이�

공화국에는�헌법이�아직�없나? 그러나�드브레에�따르면�법치는�공화

주의의�본질을�구성하지�않는다. “전통적으로�사회적인�조정도�행했

던�공화국에서는�공무원이�매우�중요해진�반면, 규칙이�지역적이고, 

사적인�상인과�프로테스탄트로�이루어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법률

가의�역할이�매우�크다. … 공화국을�만드는�것은�우선�무엇보다도�공

화주의자이며, 그들의�의지이다. 민주주의는�사람들이�상대적으로�

무관심해도, 형식주의적으로, 즉�법적�문서의�차가운�객관성을�따라

서�기능한다.”17) 이�정의를�따라�말하면, 막대한�EU 관료군이�존재하

고, 민주주의에�정지를�요구할�정도로�공통�통화를�존속시키려고�하

는�의지를�가진�정치가도�존재하는�유럽은�이미�충분히�공화국이다. 

   전해진�바에�따르면,18) 하버마스의�에세이를�게재한�신문사의�사주

이자�“독일�민족주의의�대사제”로�꼽히는�인물은�“금융위기를�지켜

보면서�어쩐지�좌익이�078옳은�것�같다고�점점�생각하게�됐다”고�이�

신문에�썼다고�한다. 리먼�쇼크�이후에는�『뉴스위크』지가�그�표지에

서�“우리는�오늘날�모두�사회주의자이다”라고�선언했다.19) 재정긴축

(=우익)이냐, 아니면�정부채무에�의한�복지국가의�견지(=좌익)냐라

는�분기가�문제는�아닐�것이다. 채무에�관해서는�“빌린�사람이�갚으면�

된다”는�불개입의�입장을�고수할�수밖에�없는�시장주의를�‘우익’으로, 

재분배�기능을�가진�국가에�채무�부담에�대해서도�재분배시키려고�

하는�입장을�‘좌익’ 혹은�‘사회주의’로�보고�있는�것이다. 하버마스가�

17) 同, 10-11頁.

18) Jürgen Habermas, “Rettet die Würde der Demokrati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November 5 2011의�일역본인�ユルゲン・ハーバーマス, ｢民主主義の危

機を救え！｣, 三島憲一 訳, 『世界』, 岩波書店, 2012年 2月号에�붙은�三島憲一의�

역자�해설. 

19) 미국판, 『뉴스위크』, 2009년�2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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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관할지역이라고�하고�드브레가�민주주의의�지배�지역이

라고�한�‘사적�개인’의�세계가�오늘날에는�‘우익’의�영역이며, ‘공공’은�

민주주의적(하버마스)이든�공화주의적(드브레)이든, ‘(전) 좌익’이�점

령했다. 채무가�중대�문제인�한에서, ‘우익’에�나설�차례는�없으며, “모

든�관여자”를�공적�공간�속에�참여시키려고�하는�‘좌익’만이�이�일을�

맡을�수�있다. 그리고�채무가�생산을�상회하며, 금융적�보험, 보험적�

금융이�그�차액을�지탱하는�오늘날, 채무는�다른�누구보다도�금융기

관의�중대사이며(파생상품에�의해�보험을�걸고�있는�것은그들이다), 

‘좌익’만이�그들을�구할�수�있다. ‘상정원본(notional amount, 이론상의�

금액)’이�아니라�현실의�‘원본’을�079제공하고�있는�사람을�‘관여자’로

서�공적�공간�속에�불러들이고, 그들에게�최종적인�부담을�‘합의’하게�

함으로써였다. 국민투표를�거치든�거치지�않든�(그것은�토의�절차의�

How에�불과하다), 토의의�의제는�미리�정해져�있으며, 나머지는�합의

하는�것뿐이다. 그리고�합의�내용의�절반은�이미�결정됐다. 새로운�공

적�공간�속에서�‘관여자’로서�자격을�부여받은�자가�2급의�신新시민으

로서�1급의�구舊시민의�부담의일부를�대신�떠맡는�것이다. 그러나�얼

마나? 남겨진�의결�내용은�그것뿐이다. 그리스�위기에서, 아일랜드�국

민투표에�있어서, 유럽�공화국이�정치의�무대에�올린�것은�비극의�오

래�계속될�뿐인�이�후반부분일�것이다. 제4막의�시작이다. 생각해야�

하겠지만, 그리스�비극에�제4막은�없었다. 

080 4. 민주주의의�병과�공화주의�

｢민주주의의�존엄을�구하라!｣보다�약�8년�전에, 하버마스는�유럽에�관

한�또�다른�인상�깊은�정치문서를�발표했다. 인상�깊음의�절반은�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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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를�쓴�｢우리의�전후�부흥�: 유럽의�재생｣(2003년�5월)20)에서, 그와�

오랜�논적이었던�자크�데리다가�공저자로�이름을�올렸다는�점에�있

지만(데리다가�초안�작성에�관여하지�않았던�이유는�주로�건강문제

에�있었던�것�같다), 오늘날의�눈으로�볼�때�이�문서는�｢민주주의의�존

엄을�구하라!｣와의�거리라는�면에서�인상�깊다. 정치�문서의�주안점에�

있는�상황에�따른�주장을�비교했을�때, 두�문서는�서로�정반대의�것을�

호소하고�있다. 2011년의�문서에�관해서는�이미�봤던�대로이다. 국민

투표가�타국의�정치가의�압력에�의해�중지됐고, 081그리스인은�주권

을�행사할�기회를�빼앗겼다. 즉, EU의�상황은�주권의�존재를�위태롭

게�한다. 그것이�민주주의의�위기다. 

   반면�2003년의�문서는�주권이�EU를�재생이�필요할�정도로�빈사瀕死

상태에�빠뜨렸다는�진단을�기조로�삼고�있다. 문제의�발단은�스페인�

총리가�독주하여�부시의�이라크�전쟁에�대한�지지와�가담을�공공연

하게�표명하고, 내심�“전쟁에�흥미를�가지고�기웃거리던” 정부들의�

등을�떠밀고, ‘불량배’ 대�‘불량배’의�전쟁에�EU 전체를�끌어들인�데�있

다. 그�표명은�유럽의�공동�외교를�좌절에�몰아넣고, 매파�미국과�비둘

기기파�유럽, 신적인�칼과�인도주의의�“윤리적으로�허용하기�힘든�일

련의�분업체제”를�완성했다. 이라크의�(대량살상무기를�소유했을�거

라던) 주권, 미국의�(전쟁�개시�결단을�내리는) 주권, 스페인의�(누구에

게�정의가�있는가, 누구를�퇴장시켜야�할지를�선택하고�그것을�표명

하는) 주권을�앞에�두고, “차이들을�승인하는�것, 타자를�그�타자성에�

20) Habermas und Derrida, “Nach dem Krieg: Die Wiedergeburt Europas”,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25 (2003년�5월�31일), S.33. [trans : “February 15, Or What Binds 

Europeans Together: A Plea for a Common Foreign Policy, Beginning in the Core of 

Europe,” Constellations, 10/3(2003), pp.291-297]

http://www.faz.net/aktuell/feuilleton/habermas-und-derrida-nach-dem-krieg-die-wiederg

eburt-europas-11038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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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서로�승인하는�것”을�‘정체성〔동일성〕’으로�삼아야�하며, “유럽

적�공공성”은�패배했다. “국가폭력의�행사를�082통제하기�위해서는, 

전지구적�수준에서도, 주권의�행동�범위를�상호적으로�제한하는�것

이�필요하다”는�“EU의�간주권적�통치” 원리는�일국의�총리의�배반�― 

이것도�주권의�행사일�것이다�― 때문에�좌절된�것이다. 그래서�“전

후”에�기대를�걸었던�“재생”의�호소이다. 

   데리다가�좀�더�살았더라면(2004년�사망), 이�대조contrast를�어떻게�

평가했을까? 그가�서명한�2003년의�공동문서에서�“민주주의”라는�단

어는�거의�무게를�갖지�않았으나, 차이나�타자성을�승인하는�것, 그리

고�“간주권적�통치”를�이�문서의�“민주주의” 개념으로�간주해보면(그

렇게�봐도�나쁜�이유가�데리다에게�있을까), 그�대답은�생전의�저작에

서�충분하게�짐작할�수�있다. 2002년의�『불량배들』21)이다. 이�책에서

는�민주주의가�깊은�“자기면역성”의�병을�앓고�있다고�기술되어�있다

(앞의�책, ｢3. 민주주의의�타자, 번갈아�하다�: 대체와�교체｣). 이를�테면, 

민주주의는�자기�자신을�적으로�간주하고�공격하는�경향이�있다. 그

것은�자기�파괴적, 자살적이다�등등. 예를�들어, 이슬람�원리주의�정당

의�승리를�눈앞에�두고�있던�선거과정을�군부가�정지시킨�알제리. 정

지시키지�않았다면, 알제리의�민주주의는�확실하게�하나의�종언을�

맞이했을�것이다. 083정지는�실제로�민주주의의�이름으로�행해졌다. 

그러나�선거과정의�정지는�민주주의의�정지이다. 게다가�이라크. 이�

“불량국가”를�쫓아내지�않으면�중동에�민주주의는�찾아오지�않을�것

이다. 그러나�실제로�무력�공격을�받지도�않은�국가들이�하나의�주권

국가에�선제공격을�가한�것은�주권국가�간의�민주주의에�반한다. 

   EU에�관한�두�개의�정치문서를�염두에�두면서, 민주주의의�“자기면

21) 자크�데리다, 『불량배들』〔ジャック・デリダ, 『ならず者たち』, 鶴飼哲・高橋

哲哉 訳, みすず書房, 200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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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성”을�쉽게�부연해보자. 주권자를�실정적으로�성립시키는�것은, 그�

주권자가�누구든�민주주의이며, 데모스의�지배로서의�민주주의는�지

고한�지배권으로서의�주권의�존재를�전제로�해야만�하나의�통치�이

념일�수�있다. 즉, 주권은�민주주의의�“자기”일�것이다. 그�주권이�민

주주의의�“타자”가�되어�버린�사태를�두�개의�문서가�보여주는�대조

contrast는�부각시키고�있다. 맨�먼저, 주권과의�일체성으로부터�우리를�

― 간주권적�‘공공성’으로�― 약간�떼어낸�민주주의는�주권으로부터�

공격을�받는다(2003년). 그�다음으로, 자립적이고�자율적인�그�민주주

의가�바로�간주권적�‘공공성’의�이름으로�주권의�공격에�084착수한다

는�것이다(2011년). 하버마스적�어휘인�“간주권적�통치”나�이와�일치

하는�개념으로�사용되는�‘공공성’을�『불량배들』의�데리다는�이렇게�

표현한다. “보편적인, 심지어�국민국가적�구조로부터�독립한�민주주

의의�이런�세계정치적(=코스모폴리탄적인) 차원”(강조는�인용자).22)

두�사람의�어휘가�이렇게�상통相即한다고�상정해야만�2003년�문서에�

데리다가�서명한�것을�납득할�수�있다(이�상통으로부터�무엇을�읽어

낼�수�있을지는�나중에�보자). 아무튼�주권과�민주주의의�분리는�아무

리�민주주의�개념을�― 주권�개념에�구속되지�않는�차이나�타자의�승

인으로�― 확장하더라도, ‘자기’와�‘자기’의�분리에�다름�아니며, 그�확

장�자체에�의해�민주주의의�‘자기면역성’을�높여버릴�것이다. ‘민주주

의의�타자’란�우선�민주주의의�‘자기’라는�점을, 주권으로부터의�민주

주의의�해방은�일깨워줄�것이다. 시민사회의�수세기�동안의�역사적�

성숙과, 홀로코스트를�정점으로�하는�그�비참한�이면裏面이�가능케�하

고�또�요구하기도�한�민주주의�개념의�확장, 주권을�넘어선�지평으로

의�그�이동이, 민주주의에, 스스로�뿌리치고�달아났을�터인�과거의�제

약, 이로부터�스스로를�해방했을�터인�뿌리를�썩게�하고, 스스로를�공

22) 同書, 7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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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空洞化시키는�것이다. 이런�상황을�2011년의�문서는�비통한�외침�

― “민주주의의�존엄을�구하자!” ― 을�통해�증언하고�있다. 085  『불량

배들』의�논리는�이런�진단을�이�문서에�내린�― 내릴�수�있을�― 것이

다. 

   랑시에르가�『민주주의에�대한�증오』23)에서�도마에�올린�베니�레비

(『목자의�살해』)나�장-클로드�밀네르(『민주주의적�유럽의�범죄적�경

향』),24) 혹은�앞�절에서�우리가�거론한�레지스�드브레�등의�논자들의�

프랑스적�공화주의(주권주의적�공화주의)는�이런�민주주의의�‘자기

면역성’에�대한�바로�면역�반응일�수도�있다. ‘자기면역성’을�참을�수�

없기�때문에�‘민주주의’ 그�자체를�타자화해�버리는�것이다. ‘공화국’

의�타자로�말이다. 그들은�전체주의자나�신권정치의�옹호자로�전향

한�것이�아니라, 어디까지나�본질적인민주주의자로서, 공공정신을�시

들게�하고�사적�개인의�사회생활�양식으로�전락한�민주주의의�현재

를�증오하고�있다. 그리고�그�본질적인�민주주의에�공화주의의�이름

을�부여한다는�공통성에�의해�하나의�사상�조류를�형성하고�있다. 토

크빌�이후�민주주의�비판을�프랑스�혁명의�옹호�― 요체는�프랑스의�

과거와�현재의�옹호�― 와�086공존시키는�특수한�프랑스적�이데올로

기이다. 데리다에게�‘자기면역성’은�분명히�민주주의의�결함�― 본성

적�역설paradox ― 에�다름없지만, ‘불량배’ 이라크를�처벌하고�쫓아내

려는�미국도�‘불량배’로�간주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는�한, 역설은�

자기파괴�경향뿐�아니라�‘재생’의�계기도�포함했다. 두�개의�‘불량배’

는�모두�민주주의의�‘자기’라는, 참을�수�없는�현실�인식의�그�참을�수�

23) 자크�랑시에르, 『민주주의에�대한�증오』〔ジャック・ランシヱール, 『民主主義

への憎悪』, 松葉祥一 訳, インスクリプト, 2008年〕.

24) [옮긴이] Benny Lévy, Le meurtre du pasteur: critique de la vision politique du monde, Paris: B. 

Grasset: Verdier, 2002. ; Jean‐Claude Milner, Les penchants criminels de l’Europe 

démocratique, Verdi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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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은�‘자기’의�내부에서만�나오는�게�아닐�것이다. ‘자기’의�내부에�

있기�때문에, 전쟁은�그�자체가�“윤리적으로�허용하기�힘든�분업”이

라고�할�수�있다. 이것도�‘자기면역’적�반응이며(타인의�전쟁이라면�

방치해두면�된다, 어처구니없다고�한탄만�해도�된다), 바로�그것이�정

의의계기라고�데리다는�‘자기’를�완전히�타자화하여�문제를�어영부

영�넘어가려고�하는�‘공화주의자’들을�나무랐을�것이다. 

   여기에�이르러서, 우리가�사용한�공화주의�개념의�특성을�세�가지�

차이를�통해�더�명확하게�드러낼�수�있다. 우선�프랑스�이데올로기로

서의�공화주의는�국가주권과�민주주의의�괴리에�대한�거부로�특징지

을�수�있는데, 우리의�공화주의�개념에는�아예�“공화국의�주권”이�필

요�없다. 그것은�이미�봤듯이, 군주에게도�귀족에게도�민중에게도�087

주권을�인정하지�않는다는�데에서�출발하는�체제의�개념이며, 주권이�

아닌�현실권력real power 사이의�차이, 경합, 모순을�집합체의�권력power

의�‘확장’으로�변환하려고�한다. 이�점에서, 헌법에�주권�규정을�포함

하지�않고서도, 원리적으로�얼마든지�State(주=국가)를�연방으로�영입

할�수�있는�미국은, 우리가�말하는�공화국의�한�가지�모델일�것이다. 

United States를�하나의�주권국가로�만드는�것은�‘국제관계’(하버마스

의�‘간주권적’ 지평)일�뿐이다. 공화국의�내적�‘구성’에�주권은�필요�없

으며, “자유의�구성�Constitutio Libertatis”으로서의�공화국�‘헌법’은�사

회계약이�아닌�개인�간�‘동맹’이어도�전혀�상관이�없다. 국가�간�조약

과�마찬가지로�‘간주권적’인�맹약이며, 맹약에�의해�성립된�사회에�개

인이�본질적으로는�아무것도�― 특히�주권은�― 넘겨주지�않는�특수

한�‘사회’ 계약�― 경제인(호모�에코노미쿠스)들의�사회설립계약�같은�

― 이다. 아무튼�주권과는�다른�지평에�서서, 혹은�그�지평으로�나가려

고�하는�정치적�의지에�있어서, 우리가�말하는�공화주의는�데리다-하

버마스가�말하는�민주주의와�이념을�공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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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통성을�좀�더�뒤쫓아보자. 데리다가�말하는�민주주의의�‘자기

면역성’이란, 정체로서의�민주주의(의회제)를�특징짓는�것이라기보

다는�모든�정체의�밑바탕에�088 있으며, 특정한�현재의�정체(군주정, 

귀족적, 민주정)를�그에�대한�면역�반응으로�삼아�유지시키는�메커니

즘이다. 게다가�정체의�창설은�그�자체가�민주주의의 ‘자기면역적�과

정’의�일부를�이룰�것이다. 어떠한�새로운�정체도, 민주주의의�‘자기’

인�주권자(국가�그�자체든�신이든�상관없다)의�이름으로, 현재의�정체

에�의한�이�‘자기’에�대한�공격에�맞선�‘방어=대항공격’으로서�수립된

다. 쿠데타조차�근본적으로�― 정확하게는�근본에�있어서만�― 민주

주의적이다. 이런�‘자기면역성’이란, 우리의�용어법으로는, 세�정체�모

두가�품고�있는�‘부패’에�대한�경향이며, 또�그�부패에�맞서는�‘덕’이며, 

정체의�순환을�표출시키는�정체�일반의, 혹은�정체라는�것의�본성적�

‘위기’에�다름없다. 즉�‘자기면역성’은�우리가�말하는�‘공화정체’의�특

성이기도�하다.25)

   그러나�데리다에게�‘자기면역성’은�결코�그�자체의�‘정체’를�갖는�것

이�아니다. ‘자기면역적�과정’은�‘차연’의�운동의�하나로�여겨지며, ‘도

래할�민주주의’가�결코�‘미래의�현재의�민주주의’가�될�수�없는�것26)과�

25) 『우정의�정치』(1988-89년도의�데리다�세미나�기록을�정리한�저작. 鵜飼哲・大

西雅一郎・松葉祥一 訳, みすず書房, 2003年)에는�민주주의와�정체들의�관계에�

대해�아리스토텔레스에�기초한, 뉘앙스가�약간�다른�서술이�있다. 군주정, 귀족

정, 민주정은�각각�부친적�관계, 남편과�아내의�관계, 형제�간�관계에서�유래한

다는�것이다. 그런�한에서는, 세�가지�관계�사이에서는�파생이�성립하지�않을�

것이다. 그러나�“본래적으로�‘정치적’(이것은�많은�경우�‘민주제적’이라고�번역

된다)은�형제�간�관계”이며, “정치적인�것�그�자체, 형제애, 민주주의, 이것들�사

이에�있는�상호적�포함�관계, 공-속적�관계는, 거의�동어반복적=동일의�논리에�

입각한�것이다”(2巻, 九頁)라고�말한다. 즉, ‘정치적인�것�그�자체’는�민주주의적

이며, 세�정체의�구별은�(근원적?) 민주주의에�선행한다고도�읽을�수�있다. 데리

다에게서�마침내�형제�간�관계에서�‘자기면역성’이�발견되는�것일까? 형제�간�

유산상속에�관한�골육상잔의�싸움이�민주주의의�‘자기면역성’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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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그�자체의 ‘신체�corps’를�갖는�것이�아니다. ‘자기면역성’

은�항상�‘도래할’ 것에�머무는�‘민주주의’의�089 (무)바닥�그�자체이며, 

정치에�있어서의�시간(‘시대’)과�공간(각�정체)의�차이를�산출하면서, 

그�차이�속에�(비)장소를�차지한다. 그렇다면�우리로서는�이렇게�물을�

수�있다. 이�(비)본질주의는, 근대에�있어서는�특히�마키아벨리가�정

치�노선화한�현실의�공화주의를�무시하지�않을까? 또한�삼권분립의�

사상조차�파악하고�있지�못한�게�아닐까? 마키아벨리는�데리다�식으

로�바꿔�말하면, 세�정체�각각의�‘부패’ 경향을�상호�‘공격’할�수�있는�

‘자기면역’ 시스템으로�‘공화국’을�구상했던�것이다. 그것은�로마에서

조차�‘자기파괴’했듯이, ‘자기면역성’의�병인�‘부패’로부터�쾌유할�수�

없으나, 민주주의의�‘자기면역성’이�재생의�계기를�갖고�있었던�것처

럼, 090 ‘부패’에�맞서는�‘덕’ 또한�갖추고�있으며(‘부패’란�‘덕’의부패에�

다름�아니다), 그�혼합정체는�‘부패’의�상호공격을�‘덕’의�생산체계로�

변환하려고�한다. 공화국의�‘확장’으로�대체하려고�한다. 민주주의의�

‘자기면역�과정’에�끝이�없듯이, 공화국은�지속한다. ‘도래할�민주주

의’가�결코�현실화되지�않듯이, 공화국의�확장에는�목적goal이�없으며, 

확장의�지속�속에서만�‘덕’은�‘부패’를�능가한다. 목표goal가�없다는�것

은�반드시�언젠가�‘우연’이�‘덕’의�앞을�가로막고, 확장�과정을�어디선

가�자기파괴�과정으로�반전시키기�때문이다. 아무튼�마키아벨리적�

공화국은, 언젠가는�끝이�온다는�것을�받아들인, 뒤집어보면�‘도래할�

민주주의’가�도래하지�않는다는�것을�알고�있는, ‘자기파괴’―‘부패’와�

‘재생’―‘덕’의�균형체계이다. 근대의�삼권분립은�그�후계자였을�것이

다. 

   즉�우리의�‘공화주의’는�데리다의�‘민주주의’ ― ‘도래할�민주주의’와�

26) 자크�데리다, 『마르크스의�유령들』, 진태원�옮김, 그린비, 2014〔ジャック・デ

リダ, 『マルクスの亡霊たち』, 増田一夫 訳, 藤原書店, 2007年, 149頁〕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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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면역�과정’으로서의�민주주의�둘�다�― 와�달리, 정체로서�실재한

다. 뭐랄까, 우리는�어디까지나�실재하는�체계를�공화주의의�이름으

로�규정identification했다. 이것이�두�번째�차이이다. 이�공화주의는�그러

므로, 그�점에서는�우리와�마찬가지로, 데리다와�프랑스적�공화주의�

둘�다에�대해�거리를�취하려고�하는�랑시에르의�‘제비뽑기’ 노선과도�

다르다. 091 “아무나le n’importe qui”가�정치를�담당하는, 이�플라톤에서�

유래한�민주주의적�공화주의와도�다르다. 세�번째�차이이다. 플라톤

은�그런�체제가�실현되면�“자유와�존엄을�깨달은�말馬이나�당나귀가�

길을�비켜주지�않는�사람들과�부닥치게�된다”27)는�이유로�이를�배척

했다. 즉�플라톤에게�‘제비뽑기’ 민주주의는�단적으로�정치�질서�― 랑

시에르는�이를�정치가�아니라�‘치안’이라고�부르는데�― 의�부재이며, 

랑시에르는�이�아나르시anarchi=무질서를�하나의�긍정성으로�뒤집어

버리고, 데리다의�‘도래할�민주주의’와�비슷한, 결코�‘미래의�현재의�

민주주의’가�되지�않는�체제로�위치시킨다. 그러나�우리가�말하는�공

화주의는�어디까지나, 역사상�거의�어디에도�있고�언제든�있는�― 

n’importe où et n’importe quand ― 체제의�호칭이다. 랑시에르의�‘제비

뽑기’ 민주주의는�주권의�거처에�관한�고찰�끝에�주권을�삭제하지도�

않고�특정한�어딘가에�존속시키지도�않는, 더�정확하게는�주권의�존

재와�부재를�균형�혹은�일치시키는�‘체제’이며, 그�있을�수�없는�도래�

가능성에�의해�‘도래할�민주주의’의�일종이며, 또한�그�부정적�092보

편성, 보편적�부정성에�의해, 민주주의와�주권의�일치를�목표로�하는�

프랑스적�공화주의의�일종�또는�극한limit을�형성한다. 프랑스적�공화

주의가�일치의�순수한�긍정성=실정성을�추구하는�반면, 랑시에르의�

‘공화주의’는�똑같은�일치를�데리다의�‘자기면역성’과�마찬가지로�바

27) 랑시에르, 『민주주의에�대한�증오』〔『民主主義への憎惡』, 同書, 51頁〕을�참조. 

플라톤, 『국가』 8권에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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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없는�바닥에�두고�있을�뿐이다. 게다가�그것들에�대해�우리가�말하

는�‘공화주의’는�이른바�그�평범함, 흔해빠진�착상에�있어서�강력한�사

상이며, 주권�개념이�데리다―랑시에르―프랑스적�공화주의를�하나

의�에피스테메로�연결시키고�있다면, 있는지�없는지를�포함해�주권

을�‘아무래도�좋다’고�생각해온�또�다른�에피스테메를�이룬다. 그것은�

주권을�‘아무래도�좋은’ 것으로�한다는�문제�관심에�의해서�정체의�제

도를�실제로�설계해온�에피스테메이다. 

   그러나�이런�차이는�정치적으로�봐서, 어디에�효과를�나타낼까? 어

디까지나�주권을�자기로�하는�민주주의의�추구와, 주권의�보류에�의

해�성립하는�공화주의를�가상의�적으로�하는�노선은�어디에서�갈라

질까? 그것은�자명하지�않을�것이다. 그런�공화주의에�대해�‘도래할�

민주주의’ 노선에�따라�저항하겠다는�입장도�있을�수�있기�때문이다. 

실제로�포콕이�꼼꼼하게�계보를�추적하고, 네그리가�이를�전제로�그

의�‘구성적�권력’의�개념사를�093그려낸,28) 근대의�공화주의는�“마키

아벨리안�모멘트”로서�이탈리아에서�영국으로, 게다가�미국으로�계

승되며, 지정학적으로는�오늘날�세계정치에서�앵글로색슨�동맹의�

“확장을�요구하는�커먼웰스”에�사상적�모형을�계속�제공하고�있으며, 

이�“전지구적�자본주의” 노선에�대해�‘민주주의’를�기치로�내세우고�

EU에�기대를�걸면서�저항하는�자세는�현대의�양식을�거의�대표하고�

있는�것�같다. 그것은�얼마간의�효과를�낳는다는�의미에서는�분명히�

객관적인�대항축을�형성하고�있으며, 진행�중인�투쟁의�귀추를�전망

28) J.G.A. 포콕, 『마키아벨리언�모멘트』(곽차섭�옮김, 나남출판, 2011)과�안토니오�

네그리, 『構成的権力』(杉村昌昭.斉藤悦則 訳, 松社, 1999年) 사이에서�보이는�

평행성에�대해서는�王寺賢太, ｢Multitude / Solitudeーーマキアヴェッリをめぐる

ネグリ、ボーコック、アルチユセール」(『現代思想』, 2013年 7月号 수록)를�참

조.  [옮긴이] 국역본은�현대정치철학연구회에서�PDF로�제공한��현대사상�: 네

그리와�하트�특집�, 2013년�7월호에�수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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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너무�빠른�감도�있다. 예를�들어�“아랍의�봄”에는�‘민주주의’

파의�승리라고�치부해�버릴�수�없는�요인들이�너무도�많다. 무엇보다�

그것은�반란의�전지구화라고도�불러야�할�과정�속에�있으며, 과정을�

가속시키고, ‘주권’ 원리의�세계적�후퇴를�우리에게�고한�것이다. 그래

도�이라크�전쟁과�그리스�위기�이후에도�아직�하버마스를�필두로�하

여�EU는�‘간주권적�통치’를�포기하지�않았으며, 미국의�이라크�094철

군을�단적인�징후로�하는, 공화국의�군사적�‘확장’ 노선의�뚜렷한�후퇴�

경향에�동반된�이�대립축은�점점�더�많은�기대를�모을�수도�있다. 

   그러나�바로�그렇기에�물어야�한다고�우리는�생각한다. ‘민주주의’

는�‘공화주의’에�대한�유효한�맞수counter가�될까? 대립축이�실제로�만

들어내는�효과들은�당사자가�기대하는�그대로일까? 우리가�“민주주

의의�존엄을�구하자!”라는�정치�문서에서�간파한�것은, 채무�문제가�

양자의�차이를�실질적으로�소거하고�있다는, 기대와는�거꾸로�나아

가는�경향에�다름�아니다. 본서가�무엇보다도�‘경제’를�문제�삼는�까닭

도�똑같은�질문과�관련되어�있다. 그러나�그런�‘경제’로�한걸음�더�내

딛기�전에, 1993년에�데리다의�『마르크스의�유령들』29)에서�처음�등장

한�이후, ‘도래할�민주주의’ 노선이�어떻게�되어�왔는지를�확인해야�할�

것�같다. 프랑스를�대표�선수로�하는�‘민주주의’ vs 영미가�이끄는�‘공

화주의’라는�도식이�형태를�이루는�데에는�“맑스의�유령들”이�적지�

않은�역할을�해�왔을�터이다. “우리는�오늘날�모두�사회주의자이다”

라고�주류�언론이�말할�정도로. ‘도래할�민주주의’를�기치로�내세운�

‘새로운�인터내셔널’은�주권국가를�광신적으로�지키려고�하는�공화

주의와�“확장을�요구하는�095커먼웰스”(전지구적�자본주의) 양자에�

대해�이의를�제기하는�입장을�사상적으로�지목했을�것이다. ‘경제’라

는�바닥〔기저〕을�참조하여�그�파탄을�주장하는�것과는�별도로, 고유하

29) 데리다, 『마르크스의�유령들』, 진태원�옮김, 그린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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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정치’적인�수준에서, 혹은�‘간주권적’이고�‘세계정치적’인�차원에

서, 이미�20년의�역사를�지닌�“새로운�인터내셔널”의�현재가�어떻게�

되었는지는�확인해�두어야�한다. 

096  5. ‘새로운�인터내셔널’이라는�유령�

이것은�사상적인�귀결의�문제가�아니다. 그것이�문제라면, 대답은�어

떤�의미에서�처음부터�데리다�자신이�제시하기�때문이다. 

그것[=새로운�인터내셔널]은�반시대적이고�신분규정이�없는�유

대이며, 제목도�이름도�없는�유대이며, 설령�비합법은�아니라고�

해도�힘겹게�공적인�유대이며, 계약도�없이, «out of joint»이며, 공

동투쟁�조직도, 당파도, 조국도, 국민적�공동체도�(그것은�어떤�

국민적�한정에도�선행하고, 그것을�통해서, 또한�넘어선�인터내

셔널이다), 공통의�시민권도, 어떤�계급에�대한�공통의�소속도�없

는�유대이다. 097여기서�새로운�인터내셔널을�자처하는�것은, 제

도�없는�동맹의�우정으로�다시�불러들이는〔소환하는〕 무엇인가

이다.30)

즉�“새로운�인터내셔널”에는, 조직도�규약도�프로그램(‘강령’이라고�

번역해야�할까)도�없이, ‘우정’의�유대만�있다. 거기에�어떤�정치성이�

있단�말인가�라며�어이가�없어하고, 혹은�이�나이브함에감동하여�책

을�닫는�일은�쉽지만, 철학자�자신의�의도나�의식을�넘어선�곳으로, 여

기에는�하나의�명확한�정치의식이�있다. 즉, ‘간주권적’(인터내셔널�

30) 同書, 186-18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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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코스모폴리탄이라고�해야�할까) 지평에는, 정치가�아니라�윤리

가�있다. 그곳은�“탈구축�불가능한” 정의의�관념의�장소이며, 맑스주

의의�정신을�“결코�포기할�작정이�없는” 데리다에게는, 동시에�또한�

“해방을�목표로�하는�메시아적�긍정”으로�임해야�할�장소이다.31) 주

권과�불가분한�한에서�“자기면역적�과정”으로�탈구축�가능했던�민주

주의도, 주권과�주권�사이로�나오자�갑자기�‘도래할’ 098것으로�바뀌

어�버리고, 탈구축을�옆으로�치워버린다. ‘우정’의�윤리가�아니라�‘친

구-적’(칼�슈미트)의�리얼�폴리틱스이며, 윤리도�또한�정치일�것이라

고�하는�이의는�이�깊은구별�앞에서는�이의제기로서�성립하지�않는

다. ‘친구-적’의�구별은�무엇을�정의라고�하는가의�논의의�틀�안에�수

납�가능하며, 윤리나�정치의�관념은, 여기서는�탈구축�가능한가�여부

의�구분에�적극적으로�환원�― 가능한�것이�정치, 불가능한�것이�윤리�

― 된다. 윤리도�정치도, 이�환원에�종속한다. 우리가�“정치가�아니라�

윤리가�있다”고�말할�때에도, 이�근본적인�구분을�존중하고�있다. 다

만�이렇게�덧붙이자. 탈구축�가능한가�여부를�구별하는�것이�탈구축의�

정치이며, 그�구별은�주권과�주권�사이, 그래서�실질적으로는�국내�정

치와�국제정치의�구별과�겹친다. 이것은�국제정치에�관해서는�강한�

정치적�함의를�가진�구분일�것이다. 그곳은, 혹은�그곳이 ‘도래할�민주

주의’의�장소로서�‘메시아’에�〔그�장소를〕 내주는것이다. “모든�교양체

계나�모든�형이상학적-종교적�규정으로부터, 게다가�모든�메시아주의

로부터도�자유롭게�되는�것이�시도되는�한에서의”32)(강조는�원문) 

“메시아적인�긍정”이다. ‘메시아’를�‘타자’로�바꿔�말하면, “타자를�그�

타자성에�있어서�상호�존중하는” 민주주의에�대해서는�랑시에르의�

다음�지적이�합당하다. 099 “탈구축은�궁극적으로�신의�병사에�의한�

31) 同書, 194-195頁.

32) 同書, 19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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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을�뒷받침하는�근본적인�타율의�법을�주장하거나, <타자>

의�모든�선-취적인�규정identification을�말소한다는�무한한�임무를�강조

하거나, 둘�중�하나인�것이다.” “새로운�인터내셔널”은�사상적으로는, 

“둘�중�하나”를�선택한다/선택하지�않는다는�양자택일에, 국제정치

를�옴짝달싹�못하게�못�박아�둔다. 대항국제정치는�그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주지하듯이, “새로운�인터내셔널”은�프랜시스�후쿠야마의�‘역사의�

종언’에�맞설�수�있도록�제창됐다. 이념으로서는�이제�자유민주주의

만�있으면�되며, 나머지는�경험적으로�처리�가능하다고�하는�후쿠야

마에�의한�진단과는�달리, “의회제�형식을�갖춘�자유민주주의가�전례�

없이�전�세계에서�소수파이고�고립되어�있다”고�하는�‘민주주의의�위

기’의�인식을, 데리다는�출발점으로�삼는다. 현시점의�일반성을�그러

한�위기로서�규정한�후, 그는�“마모의�너머의�마모의�묘사를�더욱�거

무칙칙하게�하고”, 10개의�“신세계�질서의�상처”를�꺼낸다. 이것들을�

인류�공통의�과제로서�담당하기�위해서�100 ‘새로운�인터내셔널’은�제

창됐다. 이런�10개의�‘상처’야말로�‘새로운�인터내셔널’이�필요한, 메

시아적이지�않은�세속적인�근거이다. 열거해보자.33)

① 실업. 그렇지만�전통적인�유형의�실업은�아니다. ‘새로운�시장’이나�

‘규제�완화’가�초래하는�‘새로운�실업’이며, “그�경험과�그�계산의�

형태�그�자체에�있어서, 너무나�실업을�닮지�않았다.” 일본의�경험

에�비춰보면, 비정규고용의�증대라고�바꿔�말하면�이해하기�쉽다. 

간헐성의�고용�형태까지�거기에�집어넣어�세어야�할�‘실업’이다. 

② 노숙인. 거기에는�“엄청난�숫자의�망명자, 무국적자, 이민”도�또한�

포함되며, 대체로�“국경이나�― 국민적�혹은�시민적�― 정체성〔동일

33) 이하�①〜⑩은�同書, 178-184頁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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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새로운�경험을�고하고�있다.”

③ 국가�간의�‘경제전쟁.’ 이�전쟁은�“다른�전쟁을�필두로�하는�모두에

게�지시를�하고�있다.”

④ ‘자유시장’의�“모순을�제어할�수�없는�무능력.” “여러�가지�‘사회적�

기득권’을�지키라고�칭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자신의�이익을�어

떻게�추구해야�하는가?” 임금수준과�사회보장에�관한�기득권과, 

대외시장에서의�자국제품의�경쟁력을, 어떻게�조정하느냐라는�101

문제일�것이다. 

⑤ 대외채무. 본서에�있어서는�일부러�여기에서�많은�말을�요구하는�

문제는�아니지만, 데리다는�특히, 채무�문제가�“인류의�상당�부분

을�배제한다”는�점을�강조한다. 

⑥ 무기산업과�무기무역, 게다가�마약거래. 

⑦ 핵�확산.

⑧ “공동체, 국민국가, 주권, 국경, 땅과�피에�관한�고답적인archaïque 개

념과�환상.” 이것들에�의해�인도되는�“에스닉�사이의�항쟁.” 전지

구화�현상에�수반되는�“장소�해체의�과정”에�대한�반동이다. 그러

나�이�과정�자체는�‘차연’, ‘탈-정위치화déplacement’의�하나이며, 오히

려�‘안정화의�적극적인�조건’이라고�여겨진다. 

⑨ 거의�‘유령국가’로�변하고�있는�마피아와�마약�카르텔. 이것들은�

“사회적-경제적�조직, 자본의�일반적�유통에�침입할�뿐�아니라, 국

가적�제도들�및�국가간�제도들에도�침입하고�있다.”

102⑩ 국제법�및�그것에�관련된�‘국제제도’의�한계. “보편성을�자칭하

는�이�법은, 실행에�옮겨지는�경우, 특정한�몇�가지�국민국가에�의

해�계속�지배되고�있다.”

이것들이�역사는�끝나지�않는�증거이며, ‘신세계�질서의�상처’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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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의�“마모�너머의�마모”를�나타내는�문제들이며, 현실의�사회주

의가�끝나도�여전히, 맑스주의의�정신에�기초한�“새로운�인터내셔널”

이�요청되는�근거이다. 

   이�중에서�⑥의�‘무기’에�대해서는, 2006년에, 117개국의�공동제안에�

의해, ‘무기거래조약’을�요구하는�결의안이�유엔총회에�제출되고(미

국은�반대), 유엔에서의�논의가�시작되며, 2013년�4월에, 조약안은�정

식으로�채택됐다(미국도�찬성). ‘마약’(⑥과�⑨)에�대해서는�이미�1990

년에, “마약�및�향정신선�의약품의�부정거래�방지에�관한�국제연합조

약”이�발효되었다. ⑦의�“핵확산”에�대해서는�1970년�이후, “핵확산금

지조약”이�발효되었으며, 조약�회원국과�유엔�산하의�국제원자력기

구(IAEA)와의�협력�체제가, ⑩이�지적하는�‘한계’에�직면하면서도, 유

일한�실효성�있는�장치로서�기능하고�있다. “국민적�또는�시민적�정체

성〔동일성〕”의�문제라고�총괄되는�②에�대해서는, 유엔�난민�고등�판

무관실(UNHCR)의�역할을�확대�강화함으로써�국제적으로�103대처한

다는�합의가�상당�정도로�완성됐다고�한다. UNHCR은�“인간의�안전

보장” ― ‘생활’과�‘정체성’의�안전이라고�덧붙이면�좋을�것이다�― 구

상에�있어서�중심적�역할을�맡고�있다. ⑨도�무엇보다�인터폴을�필두

로�하는�국제기관이�관할-대처해야�할�문제로�여겨지고�있는�것이다. 

나머지인�①, ③, ④, ⑤는�EU, IMF, 세계은행, G20 등등의�경제에�관한�

국제기관(EU를�거기에�포함시켜�세어도�나쁜�이유는�없다)이, 이것

도�⑩이�지적하는�‘한계’에�직면하면서�실제로�씨름하고�있는�문제들

이며, 또한�그것들에�대한�‘간주권적인’ 대처법은, 현실적으로는�그런�

국제기관을�경유하지�않으면�실효성을�갖지�않는다. 일본에�관련해

서는, TPP가�이�국제체제에�추가되려고�한다.

   ①~⑩이�‘새로운�인터내셔널’의�근거라면, 새롭다는�것이�어떤�것인

지와는�별개로, ‘인터내셔널’은�충분히�실재하지�않았는가? 국제기관



70 『부채공화국의�종언�: 우리는�언제부터�노예가�됐나』

들의�전체는, 세부적인�‘신분규정’과�‘계약’을�― 얼마나�서로�정합성

이�있는가와는�별개로�― 갖춘, 실재하는�‘공동투쟁조직’이�아닐까? 

‘새로운�인터내셔널’은�이런�기존의�‘인터내셔널’을�대신하기는커녕, 

근거의�⑩부터�그�‘한계’를�돌파하기�위해�작업을�해야�할�것이다. “‘새

로운�인터내셔널’은�… 장기적인�104전망에�섰을�때, 국제법, 국제법의�

개념들, 국제법의�적용의�장소가�경험할�수�있는�깊은�변화를�가리키

고�있다”34)고�간주된다. ‘지시’의�대상은�우선, 실제로�‘인터내셔널’의�

활약일�것이다. ①~⑩이�세계정치의�문제라면, ‘맑스주의의�정신’은, 

『마르크스의�유령들』 이전부터, 이후에는�훨씬, 대항노선은커녕�세

계정치의�주류파�노선이�되고�있다고�말해야�한다. 데리다의�기준에�

비춰보면, 우리는�모두, 상당히�예전부터, 사회주의자였던�셈이다. 그

러나�범죄에�관한�국제협력(⑨)에�‘맑스주의의�정신’은�필요할까? 아

니면�여기서는�스탈린의�비밀경찰이�참고되어야�할까?

   게다가�원래, “자유민주주의가�전례�없이�전�세계에서�소수파이고�

고립되어�있다”라는�사실�인식은, 낮게�추산해도, “다수파이지만�제

대로�기능하지�않는다”고�말하는�정도로�고쳐져야�할�것이다. 특히�

“아랍의�봄” 이후의�현재는. 1993년의�시점에서도, “소수파이며�고립

됐다”고�한다면, 후쿠야마설이�그�정도의�반향을�부를�수는�없었을�것

임에�틀림없다. 데리다의�사실인식은, 거꾸로�선�“역사의�종언”설처

럼�보인다. “마모�너머의�마모”를�“검붉게” 그리고�자유민주주의의�

유토피아를�반전시키려고�하는데, 묘사되는�세계는, 후쿠야마라면, 

105역시�역사는�끝났다, 『마르크스의�유령들』 이후의�역사가�다시금�

그것을�증명했다, 이제�경험적으로만�맞으면�된다고�판단할�수�있는�

정도에�희망의�거처를�나타내고�있는�것�같다. 

   우리에게�특히�흥미로운�것은�①, ③, ④, ⑤라는�‘경제문제’이다. 데

34) 同書, 18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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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다에게서는�이것도�정의의�문제이겠지만, 이미�봤듯이, 공화주의

는�그것을�단순히�문제로서�지목하는�단계를�넘어서, ‘해결법’을�제시

했다. 공화주의의�‘자기’란�‘덕’ 그�자체라기보다는�오히려�‘해결법’이

라는것이었다. ‘새로운�실업’도�‘경제전쟁’도�‘사회적�기득권과�대외시

장에서의�자국�이익의�조정’도, 그리고�‘채무’도, ‘확장=성장’에�의해

서�어떻게든�할�수밖에�없다, 할�수�없으면�‘부담’의�배분을�‘공공화’할�

수밖에�없는�문제라고, 공화주의는�‘경제학’을�동원해서�주장했다. 탈

구축의�정치가�그것들을�정의의�영역에�위치시키고, 언제든�정치적

으로�탈구축되어�정통성�문제(‘주권’)로부터�구별하려고�하는�반면에, 

공화주의는�정의와�정통성�둘�다를, ‘확장=성장’과�106 ‘부담’의�연속선

(그�이름이�‘덕’이다)이�경계를�이루는�‘공적�공간’에�포섭하려고�한다. 

악과�관련된�범죄뿐�아니라, ‘정체성’에�관련된�②와�⑧까지도, 이른바�

‘2급시민’의�자격문제로서�그�속에�흡수하려고�한다. ⑨는�단적으로, 

공화국의�바깥, 야만인들이�거주하는�세계의�문제일�것이다. 공화국

은�그것을�정복해야�한다. 즉, 공화주의에�있어서는, 모든�것이�‘공적�

공간’의�구성-유지-확대�문제이며, 데리다가�‘인터내셔널’의�본질적�

임무로�삼은�국제문제는, 탈구축�불가능한�절대적�원리인�‘정의’나�‘메

시아’적인�것에�의해서가�아니라, 어디까지나�세속적인�공화주의의�

‘경험’에�의해�처리되어야�할�것이다. 데리다는�이�세속주의를�참을�수�

없는�것일까? 10개의�‘상처’의�열거는, 국제문제를�‘경험’의�영역으로

부터�‘정의’의�영역으로�이관시키라, ‘경제문제’를�더�이상�경제문제로�

보지�말라는�호소일까? 그렇다고�말할�수�없는�것은, 데리다는�다음과�

같이�‘민주주의의�위기’를�정의하고�있기�때문이다. 

이미�제1차�세계대전�후, 유럽에서, res publica, 즉�공적�공간과�

여론의�107토폴로지적�구조를�격변시켜온�기술적, 과학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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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수많은�변화를�되짚어보자. 이것들의�변화는, 단순히�

이�토폴로지적�구조에�작용을�미치는�것이�아니라, 토포그래픽

한�것이�존재한다는�추정�그�자체, 그리고�발언, 공적인�사태�혹

은�대의에�대해�하나의�장소가�있으며, 즉�규정identification할�수�

있고�안정화할�수�있는�하나의�신체가�있다는�추정을�문제시하

기�시작한�것이다. 그것이�자유주의적인, 의회제의, 자본주의

적인�민주주의를, 흔히�말해지듯이, 위기에�빠뜨리고, 그�후�무

수한�형태로�동맹하고�서로�싸우고�조합된�세�가지�전체주의로

의�길을�연�것이다.35)

한나�아렌트를�방불케�하는, 공적�공간의�흔들림・변질・소멸이�파

시즘을�도래시켰다는�인식이다. 하버마스도�완전히�동의할�것인, 공

적�공간의�불안정화=민주주의의�위기라는�도식이다. 이런�독일과�프

랑스의�철학자의�‘하나�됨相即’을�토대로, ‘간주권적’ 108영역만을�‘정

의’에�할당하는�것, 그�영역을�‘경험’으로부터�떼어내는�것은�가능할

까? 허용될까? 정의와�경험이�위기라는�토대를�공유할�때, 정의는�왜�

‘자기면역성’을�면한다고�말할�수�있는가? 민주주의와�공화주의는�데

리다에게서도�‘위기’에�있어서�연결되어�있는데�(그래서�그는�공동문

서에�서명하게�됐다) 구제의�방식은�각각�다르다고�주장하는�걸까? 무

엇의�‘위기’이든, ‘위기’에는�어디까지나�“메시아적인�긍정”에�의해�임

하고, 신의�‘약속’의�실행을�기대할�수밖에�없다면, 랑시에르의�진단�― 

신의�병사가�될�것인가�아니면�신의�대리인인�새로운�‘타자’를�무한하

게�찾아�나설�것인가�― 이�옳게�된다. 그렇지�않다면, 데리다는�‘정의’

를�‘경험’에, ‘도래할�민주주의’의�자리를�어딘가에서�‘공화주의’에�넘

겨주고�있는�셈이다. 둘�중�무엇이�됐든, 혹은�둘�중�어떤�것인지를�결

35) 同書, 17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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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수�없는�한, 단적으로�기회주의일�것이다. ‘새로운�인터내셔널’의�

실천은�세계공화국�엘리트들의�기관들을�응원하는�것, 공화국�시민의�

자격을�위태롭게�하는�사람들의�목소리를�그들에게�전달하는�것이었

을까? 오늘날의�공화국�새�시민들에게는, ‘부담’을�나누겠다는�‘정의’―

‘덕’이�기다리고�있는�데�말이다. ‘새로운�인터내셔널’은�메시아의�강림

을�기다리는�사람들의�우정의�유대감을 109욕구하고, 기나긴�공화주

의의�경험을�일부러�‘유령’으로�만들었던�것이다. 그러나�2011년의�하

버마스를�필두로�한�현대의�양식良識파는, 오늘날�이미, 그럴�필요는�

없었다는�것을�눈치�채고�있을�것이다. 현존하는�‘인터내셔널’을�어쨌

든�강화하면�좋을�것이다. ‘상처’의�치료에는�대학�속에�새로운�강좌를�

만드는�것처럼�유엔�산하의�특별조직을�만들면�좋을�것이다. ‘새로운�

인터내셔널’은�NPO로서, 그것에�협력하면�된다. 유령은�속세로�회귀

함으로써�유령이지만, 완전히�소생했을�때에는�새로운�신체corps를�손

에�넣는다. 이것도�유령의�숙명일�것이다. ‘공적�공간’의�신체가�의문

에�부쳐지더라도, 국제기관은�틀림없이�단체corps이다.

   2011년의�그리스�위기가�폭로한�것은�이런�‘부담’의�분담, ‘채무’의�상

환�문제가�되자, ‘간주권적’이든�‘주권�내적’이든�민주주의적�토의의�

의제에�올려질�수�없다는�사태였다. 토의�과정에�올려지면�‘위기’의�폭

발에�때를�맞추지�못했기�때문에�공화주의의�차례가�됐다. 사태는�고

전적이다. 전쟁의�결단을�민주주의에�맡길�수�있을까? “메시아적인�

긍정”은�결코�토론�과정에�올려서는�안�되기�때문에, 국민투표�회피는�

‘정의’의�입장에서�보면�‘잘한�일’이�아니었을까? 현대에서는�110이렇

게�민주주의와�공화주의는�경합을�피하면서�서로�공존하고�있다. ‘채

무’에�의해, 그렇게�분절되어�있다. 데리다는�‘채무’를�‘인류의�상당�부

분을�배제하는’ 정의�문제, ‘노숙인’ 현상과�똑같은�시민의�자격�문제

로�번역함으로써, 이�분절의�본보기를�제공했다. 그러나�우리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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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의미가�크다고�생각되지만, 그는�이미�1980년대�말에�『우정의�정

치』에서�‘정의’와�‘덕’을�구별�없이�논했다. 그래서�이�책의�번역자는�

책을�“도래할�민주주의에�있어서�덕의물음”(강조는�인용자)36)이라고�

요약할�수�있었다. 세속의�‘동년배들’ 사이에서�작용해야�할�‘덕’과, 메

시아든�이데아든�천상과의�관계에서�인간이�[받들어] 모셔야할�‘정의’

가�데리다에게서는�처음부터�서로�번역되었던�것이다. 

36) 앞의�책, 『우정의�정치』 1권, iv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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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 렌트에�의한�생산의�침식

그러나�왜�채무는�변제〔상환〕하지�않으면�안�되는가? 빌린�돈은�왜�갚

지�않으면�안�되는가? 대차〔貸借, 빌려주거나�빌림〕를�포함한�거래�일반

이�등가교환이며, 가치는�누군가의�사적�소유물이기�때문일�것이다. 

그리고�거기에, 가치는�노동시간에�의해�측정된다고�하는�원칙이�더

해지면, 이미�봤듯이�오늘날의�‘혁명’은�채무�상환의�근거가�이미�실질

적으로�무너지고�있지�않다면�일어날�수�없는�사태였다. 노동시간이�

가치의�유일한�척도이고�거래가�등가교환이라면, 오늘날의�채무문제

는�단적으로�말해서�존재하지�않을�것이다. 그렇다면�왜�가치생산자

인�노동자가, 이미�무너지고�있는�근거의�적용에�의해�채무�상환을�강

요당해야�하는가? 가치를�생산하고�있어야�할�노동자에게�공적�공간

의�시민이�된다는�것은�가치의�114이중기준double standard을�받아들인

다는�사태에�다름�아니다. 왜�상환�의무의�근거를�넘어서까지�빌릴�수�

있었을까, 숨겨진�다른�근거는�무엇이었는가? 등에�대한�설명�의무를�

공공公共은�모든�‘관여자’에�대해�짊어진�것이다. 사람들이�채무�문제

의�‘관여자’로서�부담을�분담해야�하는�근거와�채무가�막대하게�불어

날�수�있었던�원리는�다르며, 후자를�방치해서는�눈�가리고�아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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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아니라�공화국�위정자는�계속해서�시민의�재산의�도둑의�편일�

수밖에�없다. 

   생산�과정의�내부에서�생산된�가치를�생산�과정의�외부에서�합법적

으로�빼앗아가는�구조는�사실�맑스가�이미�발견했다. 지대, 즉�토지의�

렌트(임대료)이다. 『자본』의�유명한�마지막�장�｢계급들｣은�적고�있다. 

“임금, 이윤, 지대를�각각�수입의원천으로�하는�단순한�노동력의�소

유자, 자본의�소유자, 토지�소유자, 즉�임금노동자, 자본가, 토지소유

자는�자본주의적�생산양식을�기초로�하는�근대�사회의�3대�계급을�구

성한다The owners merely of labour-power, owners of capital, and land-owners, whose 

respective sources of income are wages, profit and ground-rent, in other words, wage-la-

bourers, capitalists and land-owners, constitute then three big classes of modern society 

based upon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1) 말할�것도�없이�맑스에게�세�가

지�수입�원천�중�더�근본적인�원천은�노동뿐이며, 3대�계급은�노동이�

산출한�가치를�나눠�갖는�것에�불과하다. 이�중�앞의�두�가지는�생산과

정에서�분리�불가능한�형태로�결합되어�있으며, 그�분리�불가능성을�

초래하는�115 “자본가가�가변자본을�임금으로�선불한다”라는�사태가�

잉여가치의�착취를�정당화했다. 반면�토지소유자는�토지의�희소성을�

근거로, 잉여가치의�일부를�자본가로부터�받는�데�불과하다. 자신은�

아무것도�생산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토지가�희소하다는�것에�의해�자

본가와�잉여가치를�나눠�가질�권리를�갖는다. 지대는�생산과정에�외

적인�수입의�범주이며, 희소성에만�근거하여�잉여가치를�빼앗는다. 

때문에�맑스는�이렇게�단언한다. “자본가와�임금노동자, 이�둘만이�생

산의�대리인이다. … 토지소유자라는, 고대�및�중세에서는�생산에�이

렇게도�본질적이었던�기능자는�산업시대에서는�무용지물이다”(『잉

1) カール・マルクス, 『資本論』第3巻, 大月書店版, 『マルクス-エンゲルス全集』

25b, 113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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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치학설사』).2) 주지하듯이, 토지의�희소성은�결코�‘자연의’ 속성이�

아니며, 토지는�자본에�의해�생산�불가능하기�때문에�희소한�토지의�

임대료가�‘절대적’인�것으로서�‘사회적으로’ 생겨났다(절대지대). 비

옥도의�차이로�인한�차액지대는�이�절대적�희소성�위에�있는�‘상대적’

인�희소성일�뿐이다. 배타적인�소유권이�설정됨으로써�토지는�희소

해지는�것이다. 토지가�공유되어�116있는�한, 지대는�발생하지�않는다. 

본원적�축적과정에서의�‘종획(엔클로저)’에�의해, 그때까지�농민이�무

상�접근권을�갖고�있었던�공유지가�소멸됐기�때문에�토지는�희소재

가�됐다. 공유에서�사유로의�이행이�토지�렌트를�발생시켰다. 그리고�앞

으로�예상되는�렌트�총액의�할인�현재�가치가�토지의�‘가격’인�셈이다. 

농민을�생산수단으로부터�떼어내�노동력을�의제적으로�상품화한�(자

본의�생산물이�아닌�노동력은�자본주의�사회에서�의제적으로�상품일�

뿐이다) 본원적�축적은�동시에�토지라는�또�다른�의제적�상품을�산출

한�것이다.

   게다가�여기서는�그�역사적이고�원리적인�기원에�대해�묻지�않지만, 

이것도�희소한�화폐의�소유권이�대여에�의한�이자(렌트)를�낳는다는�

현상은�태곳적부터�존재했다. 신용제도와�주식회사의�발전은�그런�

화폐�렌트에�기대하는�자본�소유와, 이윤을�낳는�현장인�자본�경영의�

분리를�추진한다. 그러나�분리의�결과는�화폐�렌트(금융적�수입)와�산

업�이윤의�차이를�자본이라는�관점에서는�애매하게�할�것이다. 양자

는�하나의�‘자본�소득’이�될�것이다. 시장의�작용은�이자율과�이윤율을�

균등하게�하지만, 자본가의수입�속에서, 원리적으로는�토지�렌트와�

마찬가지로�생산에�아무런�기여도�하지�않고�생산의�외부에서�가치

를�117빼앗아�가는�부분(‘이자�낳은�자본’)이�생겨난다. 케인스는�바로�

이런�것에�초조해�했다. “오늘날�이자는�어떤�순수한�희생에�대한�보

2) 같은�곳, 26II, 4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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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뜻하지�않는다. 이�점은�지대의�경우와�마찬가지이다Interest to-day 

rewards no genuine sacrifice, any more than does the rent of land.”3) “렌트〔임대소득〕

생활자의�안락사와, 이것에�뒤이은�자본의�희소성으로부터�가치를�

착취하는�자본가의�누적적・억압적�권력의�안락사the euthanasia of the 

rentier, and, consequently, the euthanasia of the cumulative oppressive power of the capital-

ist to exploit the scarcity-value of capital”4)야말로�자본주의에는�바람직하다. 

주식회사의�전반화에�의해, “말하자면�자본�소유가�생산영역으로부

터�외부화되어�가고, 토지�소유와�마찬가지로�자본�소유는�노동의�조

직화가�실행될�때�아무런�직접적인�기능을�맡지�않고, 잉여가치를�끌

어내게�된다”(카를로�베르첼로네).5) 생산과정에�“남는�것은�그저�기

능자뿐이며, 자본가들은�쓸데없는〔남아도는〕 인간으로서�생산과정으

로부터�사라진다”(『자본』 3권�23장�｢이자를�낳는�자본｣).6)

   그�자체로서는�잘�알려진�‘맑스�이론’이다. 그러나�오늘날의�관점에

서는�118두�가지�점을�확인해�둬야�한다. 첫째, 생산과�직접�관련된�과

정의�외부로부터�가치를�빼앗아가는�메커니즘이�자본주의의�초기부

터�존재하며, 산업�자본주의�시대에�이미�그�메커니즘이�미치는�범위

가�지대에서�자본�자체로�확대되고�있었다는�점이다. 이자를�낳는�자

본의�공급원은�모든�수입�범주에�걸쳐�있을�수�있기�때문에, 렌트를�확

장하려는�동기는�그것에�의해�더�높아질�수�있으며, 케인스가�우려했

듯이�렌트는�산업자본주의의�성장에�잠재적�위협이�된다. 산업자본

3)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p.334. 

4) Ibid.

5) 카를로�베르첼로네(Carlo Vercellone, カルロ・ヴェルチェッローネ), 「가치법칙

의�위기와�이윤의�렌트화(価値法則の危機と利潤のレント化, La crisi della legge 

del valore e il divenire rendita del profitto)」, A・フマガッリ, S・メッザードラ 編, 

『금융위기를�둘러싼� 10개의�테제(金融危機をめぐる10のテーゼ)』, 朝比奈佳

尉・長谷川若枝 訳, 以文社, 87頁.

6) 前掲, 『マルクス＝エンゲルス全集』 25a, 48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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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이자를�낳은�자본으로의�전환(생산으로부터의�자본의�철수)을�

유발하기�때문이다. 이�위협이�현실화되지�않기�위해서는�산업자본

의�성장이�렌트의�확장�속도를�상회해야�한다. ‘생산’은�모든�수입�범

주로부터, 비록�이자를�낳은�자본의�기생을�허용하더라도�‘자금’을�흡

수하는�힘을�계속�갖지�않으면�안�된다. 유효수요의�원리와�적자재정�

정책의�맑스�경제학적�의미는�거기에�있었을�것이며, 대량생산・대

량소비의�포드주의적�축적�체제는�국가를�경유해서�모이게�된�사람

들의�‘자금’을�실제로�흡수했다. 케인스�정책에서�국채는�국가의�이니

셔티브에�의해�사람들의�미래�구매력을�이자를�낳은�자본으로�대신

하는�장치이며�또�그것을�‘생산’ 확장에�쏟아�부어�이윤과�렌트를�공존

시키는�구조였다. 산업의�자금�119흡수력이�속도를�잃었을�때�이�균형

은�무너진다. 단순히�무너질�뿐�아니라, 이윤이�아닌�렌트를�요구하는�

경향(주식에서�채권으로의�자금의�이동�― 모건�스탠리가�‘혁명’이라

고�부른�현상의�저류에�있는)을�가속도적으로�강화하지�않을�수�없으

며, 산업의�자금�흡수력을�한층�약하게�할�것이다. 케인스가�우려한�위

협이�현실화되는�것이다. 

   그러나�산업, 즉�노동가치설적으로�보면, 유일한�잉여가치�생산의�

현장�이외에, 렌트를�최종적으로�실현시키고�있는�장소가�있을까? 노

동이�유일한�가치�원천인�한, 렌트는�노동이�생산한�가치를�가로채는�

것�이상도�이하도�아니다. 확인해�둬야�할�두�번째�점은�이것과�관련된

다. 원래�렌트는�사적�소유권이�재화를�인위적으로�희소하게�함으로

써�발생한다는�점이다. 토지소유가�렌트�청구권을�갖는�것은�토지가�

공유재산이�아니게�됐기�때문일�뿐이다. 그러면�자본�소유의�경우는? 

화폐는�도대체�어떤�의미에서�희소하며, 어째서�렌트�청구권을�갖는

가? 그�대답은�화폐론이�줄�수도�있고�주지�않을�수도�있겠지만, 노동

을�원천으로�하는�자본에�있어서는, 더욱이�노동�자체에�있어서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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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알�수�있다고�해도�어쩔�도리가�없을�것이다. 화폐�소유에�대해�

가치를�넘겨주어야�하는�사태를�바꾸지�못하기�때문이다. 렌트를�요

구하는�이자를�낳은�자본의�압력은�120다른�곳에서�실천적인�해답을�

찾을�수밖에�없다. 그것은�단적으로는�노동가치설을�자본이�포기하

는�것이다. 노동이�가치를�생산하지�않는다는�것이�아니라�노동시간

이�그�척도라고�하는�원리를�버리는�것이다. 이것에�의해�토지와�마찬

가지로�사유私有가능한�공유재산을�한꺼번에�만들어낼�수�있다. 고정

자본에�결합되지�않는�노동�전반에�임금이�아니라�렌트의�청구권을�

인정하면�된다. 인간�자체를�이자를�낳은�자본으로�삼는다고�해도�좋

다. 인간의�활동�전반을�‘공유지’화하고, 각각의�활동에�사적�소유권을�

인정하고(인간의 ‘민영화’), 모든�활동에�렌탈료를�매긴다. 과거�본원

적�축적이�노동을�의제적인�‘상품’으로�삼았다면, 이번은�노동을�의제

적인�‘자본’으로�삼는�것. 인간뿐만�그런�것은�아니라고�해도�좋을�것

이다. 그동안�사람들이�무상의�접근권을�가지고�있던�것(수자원, 기술, 

‘문화’…)에�배타적�소유권을�설정하고, 인위적으로�그것들의�희소성

을�만들어내고, 렌트�청구권을�인정하는�제2의�‘본원적�축적’을�행하

는�것이다. 

   하지만�이것은�누구나�잘�알고�있는�현상이�아닐까. 서비스노동은�

인간의�활동�자체에�값을�매기고, 그�가격은�비용과는�아무런�관계가�

없는�‘렌탈료’이다. 문자�그대로�서비스미다�가격이�다른�성산업이�가

장�알기�쉽지만, 터무니없는�보수를�121받는�기술자라고�해도, 그가�

받은�교육을�비용으로서�보수가�산출되는�것이�아니라, 그는�자신의�

개발�잠재력을�“빌려주고” 있는�서비스노동자에�지나지�않는다. 나의�

신체, 정서적�행동, 지적�능력�등등은�모두, 사회적으로�‘희소한�나’의�

사유재산이며, 나는�그것을�‘판매한다’는�형식으로�‘빌려주고’ 있다. 

“판매하는” 것이�의제라는�것은, 서비스가�팔리더라도�나의�재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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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를�포함한�신체는�물질적�재화와�달리�‘소비=소멸’하지�않는다는�

점을�생각하면�분명할�것이다. 장기매매�서비스는�정반대처럼�보임

에도�불구하고, 인간을�희소재로�간주함으로써�성립하는�점은�마찬

가지이며, 단순육체노동조차도�희소한�나의�육체능력을�제공하는�서

비스로�간주하는�것이�가능하다(어떤�단순노동도�희소하다). 종종�얘

기되는�물질적�노동과�비물질적�노동의�차이는�노동�자체의�특성(육

체노동인가�두뇌노동인가)에서�유래하는�게�아니라, 고정자본과�결

부되어�상품에�가치를�이전시키는�― 더하면서�― 노동이, 그�자체로�

일개�자본처럼�간주되는�“산�노동”인가의�차이라고�생각해야�할�것이

다. 아무튼�‘나’를�사유재산으로�간주함으로써, 그�활동에�렌트를�발생

시키는�것이�가능해지며, 렌트가�정해지면, 미래에�걸쳐서�전망되는�

렌트�총액의�현재�할인�가치7)로서, ‘나’ 자체에�토지와�마찬가지로�‘가

격’을�매길�수�있다. 122무상이었던�인간�자체, 인간의�전체로부터, ‘나’

가�‘에워싸이게’(인클로저) 된다. 지적재산권은�그것의�가장�현대적인�

한�예일�뿐이다. 이전비용이�기본적으로�0인�지식과�기술과�아이디어

는�국가적�제도에�의한�‘에워싸임’이�없으면�상품이�될�수�없으며, 그

런�생산비들은�개발자에게�지불한�“인적�자본�렌트”에�의해서만�계산

할�수�있다. 경제학은�“상품에�의한�상품의�생산”에�있어서�기술을�경

제외적�요인, 즉�비용�0으로�가정하고�상품가치를�일의적, 객관적으로�

도출했지만, “지식에�의한�지식의�생산”에�있어서는, 상품의�가치�자

체가�자기�언급적으로만�정해질�뿐이다. “지식”은�설령�소프트웨어처

럼�패키지화되더라도, 어디까지나, 작업을�자동화하는�서비스나�노

7) [옮긴이] ‘현재�할인�가치(Present discounted Value)’ 또는� ‘현재�가치(Present 

Value)’라고�한다. 이것은�어떤�시점의�미래에�받을�가치를�만일�현재�받게�되면, 

이것이�어느�정도의�가치를�갖고�있는지를�나타내는�것이다. 가령�1년�후에�100

만원을�받는�것이�지금�90만원을�받는�것과�등가라고�느끼는�사람에게는�1년�

후의�100만원의�현재�할인�가치는�9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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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의�렌탈�상품이다. 미래에�전망되는이익을�어떻게�현시점에서�평

가하는가라는�주관적인�값일�뿐이며, 거의�0에서부터�거의�무한대까

지�가능하며, 그�주관적�성격�때문에�끊임없이�변화할�수밖에�없으며, 

그럼에도�불구하고, 한번�잠정적으로�정해져버리면, ‘객관적’으로�가

치가�정해진�물적�상품과�교환�가능한�것이다. 달리�말하면, 주관적�가

치에�있어서도, 사물을�‘지배’할�수�있다. 123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의�

한복판에서�경제적인�위력을�떨칠�수�있다. 지대는�차액지대에�관해

서는�수확량에�의한�‘객관적’ 평가가�가능했으나, 비물질적�노동의�전

체로�이루어진�일개�인적�자본에�있어서는, 그�어떤�객관적�가치기준

도�없다. 

   그러나�생각해보면, 토지보다�먼저�인간의�‘렌탈’은�있었을�것이다. 

토지가�공유됐던�시대에도, 혹은�더�오래된, 토지를�점유하는�것에�큰�

경제적�의미를�두지�않은�사회에서도, 인간과�그�능력은�대차되었다

[빌려주고�빌려왔다]. 양도도�됐다. 인류학이나�종교학은�‘빌려주다’

보다�먼저�‘갚는’ 행위가�인간을�묶고/속박하고�있었던�게�아닌가라

고�시사하기조차�할�것이다. 희생제의나�회개의�습관은�근원적인�부

채를�진�존재로서�인간의�탄생의�순간부터�구속한다. 인간은�우선�‘갚

도록’ 운명지어지며, ‘갚음을�받은’ 누군가(신, 자연, 선조�…)의�지위를�

다른�누군가가�참칭함으로써�‘빌려준다’는�관념은�발생했는지도�모

른다. ‘빌려준다’가�선행한�것처럼�보이는�포틀래치에서조차도�상환

의�의무를�미리�지고�있지�않은�상대에게는�무의미할�것이다. 아무튼�

“인적�자본�렌트”가�지닌�자기�언급성은, 그�너머에서, 결코�객관적으

로�근거지을�수�없는�폭력이나�지배의�존재를�암시한다. 근원적으로�

비대칭적인, 즉�대차[빌려주고�빌려옴]의�대칭성으로는�설명할�수�없

는�우연적�현상을�사후적으로�124은폐-정당화-합리화하기�위해�등가

성과�희소성의�관념이�도입된�게�아닌가라고�시사한다. ‘빚’을�진�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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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빌려온’ 것은�희소하며�가치가�있다�하더라도, ‘갚을’ 수�있다고�

속삭인다. “눈에는�눈, 이에는�이”의�법이�요청된�것은, 그런�법�없는�

세계가�실재하기�때문이다. “인적�자본�렌트”의�자기�언급성은�“눈에

는�눈의�가치가�있다”고�동어반복적으로�말함으로써�‘가치’라는�것을�

중지시키며, 뜻밖에도, 희소재의�등가성의�맞은편에�있는�그런�세계�

― 폭력이�우발적으로�응수되는�세계�―를�지시한다. 절대지대를�가

능케�하는�지대의�희소성은�어디까지나, 인간이�가치�부여되는�역사

에�선행되며, 인간의�가치�부여는�비대칭적이고�우연적이고�폭력적

인, ‘가치’라는�것이�없는�객관세계에�선행된다. 즉, 역사적으로, 어딘

가에서�역전이�일어나고�있는�것이다. 가치가�노동시간에�의해�객관

적으로�결정되며, 그�예외로서�지대가�발생하고, 그것이�인간으로�확

장되는�듯한�순서는, 이론적으로�전도되어야�할�것이다. 그것에�의해, 

경제적인�것의�역사는�전도의�정치적역사로서�재기술되어야�할�것이

다. 인간과�서비스가�‘전망’에�의해�가치부여되고�교환되는�오늘날, 인

류는�함무라비�법전�이전의�세계로�반쯤은되돌아가고�있다. 등가성이�

객관적으로는�정해지지�않은�세계인�것이다. 경제�바깥의�‘힘’에�의한�

등가성의�설정을�125기다리고�있는�세계이다.8) 거기로�‘반쯤’ 돌아간

다는�것은�얼마만큼�가치가�있는지�정해질�수�없는�데도�불구하고, 가

치가�있다는�것만은, “인적�자본�렌트”가�“사회”에�승인시키기�때문

이다. 맑스는�등가교환�아래에서�착취를�발견했으나, 착취�아래에서

는�오늘날�근거�없는�희소한�가치가�가치�자체를�횡령-수탈하는�세계

가�얼굴을�내비치고�있다. 이보다�더�아래에는�벌거벗은�폭력이�지배

하는�세계가�있을�것이다. 우리는�가치와�비가치, 등가교환과�등가성

의�어정쩡한�교환, 법(칙)과�폭력이나�수탈이�특수�역사적으로�혼재-

8) 함무라비�법전의�경제학적�독해에�관해서는�칼�폴라니의�『인간의�경제�1 : 시장

사회의�허구성』의�6장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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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병존하는�시대를�살고�있다. 생산과정의�바깥으로부터�렌트�메

커니즘에�의해�가치가�빼앗긴다는�사태는, 즉�역사적이고�초역사적

이다. 

126 2. 렌트/스톡�원리론�

(1) <공共>, 렌트, 스톡

다소나마�원리적인�사고를�두루�해야�할�때이다. 

   토지에도�화폐에도�노동에도�렌트는�존재한다. 그리고�렌트의�발생

은�희소성-가치-교환의�한�쌍으로�구성된�경제적�행위의�맞은편, 교환

경제가�끝나는�곳으로�우리를�데려간다. 끝나는�곳은�어디인가? 맑스

의�서술을�거꾸로거슬러�올라가면, 그것은�‘공동체’이다. “상품교환은�

공동체가�끝나는〔경계선을�갖게�되는〕곳에서, 공동체가�다른�공동체�또는�

그�구성원과�접촉하는�점에서�시작된다.”9) 맑스는�‘공동체’의�예로, 

“가부장제가족”, “고대인도의�127 공동체”, “잉카제국�등등”을�들고�

있는데, 경제적�관점에서�본�“공동체”의�정의는, 그�바로�직전의�서술

로부터�끌어내야�할�것이다. “서로�타인이라는�관계는�자연발생적인�

공동체의�구성원에게�존재하지�않는다.” 즉, “서로�타인이라는�관계”

가존재하지�않는�곳이�“공동체”이다. 

   우리는�『자본』 2장�｢교환과정｣에서의�맑스의�분석으로부터, 교환

이�“공동체”를�파괴하고�“개체”로서의�상품생산자로�해체된다고�생

각하는�데에�익숙하다. 그�과정론에�따르면, 공동체�안에�교환의�계기

9) マルクス, 『資本論』第一卷、前掲書 23a, 118頁. ; 영어판, p.182. “The exchange of 

commodities begins where communities have their boundaries, at their points of 

contact with other communities, or with members of the l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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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없으며, 그것은�공동체와�공동체�사이에서�시작되며, “물건이�일단�

대외적�공동생활에서�상품이�된다면, 그것은�반작용적으로�내부적�

공동생활에서도�상품이�된다.”10) 그리고�“교환의�부단한�반복은�교환

을�하나의�규칙적인�사회적�과정으로�만든다.”11) “타인”이�없는�“공

동체”로부터�“타인”들로�구성된�“사회”로�나아간다는�도식이며, 이�

진화�혹은�이행은�불가역적이라고�우리는�생각하는�데�익숙하다. 불

가역적인�이유도, 128마찬가지로�“교환과정”론에서�주어진�듯이�보

인다. 교환은�<이유=이치> 없이�시작됐다는�것이다. “태초에�업이�있

나니. 그래서�그들[=상품소지자]은�생각하기�전에�이미�행했던�것이

다”12)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시작된�과정이�원래대로�돌아갈�필

연성은�없다. <이유> 없이�시작된�것이�필연의�표시이기�때문에. 자

연=필연이기�때문에. 일단�시작된�교환은, 그러므로�끝날�이유가�없

이, 계속되는�동안에는�공동체와�공동체의�<사이> ― <이유> 없는�

<시작>의�장소�― 를�확산-확대하기를�계속하며, 그것은�공동체라는�

것을�이윽고�완전히�소멸시킬�것이다. 교환은�그런�것이라고�우리는�

극히�자연스럽게�받아들인다. 우리는�“타인” 없는�관계로�돌아갈�수�

없다고. 

   그러나�어떤�의미에서는�“돌아가고” 있지�않은가. 점점�“돌아가고” 

있는�게�아닌가. 실제로, “지식에�의한�지식의�생산”(앞�절)에서, 상품

10) 同書, 同頁. ; 영어판, p.182. “However, as soon as products have become 

commodities in the external relations of a community, they also, by reaction, become 

commodities in the internal life of the community.” 〔제품들이�한�공동체의�외적�관

계에�있어서�상품들이�됨에�따라, 그것들은�또한�그�반작용에�의해, 공동체의�

내적�삶에�있어서�상품들이�된다.〕

11) 同書, 同頁. ; 영어판, Ibid. “The constant repetition of exchange makes it a normal 

social process.”

12) 同書, 116頁. ; 영어판, p.180. “‘In the beginning was the deed.’ They have therefore 

already acted before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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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로서�시장에�나타나는�“타인”은, 저작권이라는�인위적�제도를�

경유함으로써�비로소�처음으로, 그런�“타인”으로서�나타난다. 즉, 자

연적으로는�존재하지�않는다. 누군가가�어떤�새로운�“지식”을�“생산”

한�것처럼�보인다고�하더라도, 그런�그�혹은�그녀는�결국�기존의�지식

으로�가득�찬�129 ‘뇌’이며, 뇌는�다른�뇌와�협동�노동함으로써�비로소�

처음으로, 더욱이�결국에는�뇌�전체, 인류사의�모든�것을�잠재적이고�

표면적으로�동원함�― 전체와�‘교환’함�― 으로써�비로소�처음으로, 새

로운�지식을�생산할�수�있다. 원래�“기존의�지식”은�누구의�지식도�아

니며, 상품으로서는�“범용”해서�하등의�가치도�없다. 이런�성격을�갖

기�때문에, 과학적�진리나�정리에는�저작권의�보호가�미치지�못하며

(인류의�공동재산), 쉽지�않은�과학과�기술의�법적경계선〔구획〕은�끊

임없이�분쟁을�일으키고�있지�않은가. 아이디어나�의장(意匠)에�관한�

분쟁도, 누가�그것을�만들었다고�말할�수�있는가가�항상�수상쩍기�때

문에, 특허등록에�관한�경쟁이�있는�게�아닌가. “지식에�의한�지식의�

생산”에는�본성적으로�“타인”이�없다. 거기에서는�“인류”가�끝나는�

곳이�“공동체의�끝”이다. 

   서비스�노동의�전형으로서의�“감정노동”에도, 잘�생각해보면�맑스

가�말한�“타인”이�없다. 거기서�제공되는�서비스가�“노동”일�수�있는�

것은�“감정”의�교환이�있기�때문에, 상품의�실체가�“관계”이며�그것

을�만들어내는�것도�“관계”이기�때문에�130다름�아니다. 이�노동을�‘살

〔구매할〕’ 때, ‘나’는�도구의�기능을�사용가치로�사는�것이�아니다. ‘나’

와�‘타인’ 사이에서�언어나�쾌락이나�바로�‘감정’의�교환이�있다는�것, 

‘나’로부터도�주는�게�있으며, 그것을�받아들인다는�조건으로, ‘나’는�

금전을�지불한다. 이�조건을�결여하면, 서비스의�구입은�로봇이나�노

예의�구입과�똑같은�것이며, 거기에는�“타인”이�있더라도, 그-그녀는�

더�이상�‘사람’(상품소지자)이�아니다. 때문에�교환과정이라는�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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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타인’은�없다. ‘감정노동’은�‘관계’에�의한�‘관계’의�오토포이에시

스적�생산을, 교환과�동시에�행하는�것이다. 그리고�이런�‘관계’들을�생

산적�관계로�한다는�것은, 같은�언어를�말하거나, 같은�가족이나�‘공동

체’에�속한다는�것이며, 이런�‘관계’들을�한정하는�것은�다른�무수한�

‘관계’이며, 이리하여�‘뇌의�협동노동’과�마찬가지로, 그것이�끝나는�

곳은�‘인류’가�끝나는�곳일�수밖에�없다. “지식에�의한�지식의�생산”도, 

그�과정의�실질은, ‘관계’에�의한�‘관계’의�연속적이고�오토포이에시스

적인�생산이라고�말해도�좋다. 

   즉, ‘타인’이�없는�‘관계=교환=생산’의�영역이, ‘타인’들끼리의�교환

경제�속에서, 혹은�그것과�나란히, 확대되고�있는�것이다. 사라진�것인�

공동체가�인류�규모에서, 131 ‘유대’를�결여할�정도로�개인주의적일�터

인�우리의�위에�억눌러지고�있다. 그것에�의해, 인류가�‘공동체’로�‘돌

아간다’고�반드시�말할�수�없는�것은, 이�<함께>적�생산영역은, 앞�절

에서도�언급했듯이, 접근access이�자유(무료)인�경제외적�요인으로서, 

어떤�시대까지�일정한�토지나�물, 더욱이�모든�시대의�공기�전반과�마

찬가지로�항상�존재했기�때문이다. 항상�가사노동이�있었지만, 그저�

임금을�지불하지�않음으로써�사회는�그�존재를�무시하고�있었을�뿐

이다. 변화는, 이�영역으로부터�‘가치’를�포획하는�기술이�변화하고�진

화했다는�점에�있을�뿐이다. 

   ‘공동체’가�끝나는�곳에서�출현하는�상품은, 특수한�딜레마를�‘태초

의�행위’에�의해�극복해야만�했다. “상품은�자신을�가치로서�실현할�

수�있기�전에, 자신을�상품으로서�실증해야�한다. 왜냐하면�상품에�지

출된�인간노동은, 그저�타인에게�있어서�유용한�형태로�지출되고�있

는�한에서만, 셈에�넣어지기�때문이다. 그런데�그�노동이�타인에게�있

어서�유용한가�어떤가, 따라서�또한�그�생산물이�타인의�욕망을�만족

시킬�것인지�아닌지는, 오직�상품의�교환만이�증명할�수�있다.”13) “지



88 『부채공화국의�종언�: 우리는�언제부터�노예가�됐나』

식에�의한�지식의�생산”이나�‘감정노동’에�있어서는�‘사용’이�이미�‘교

환’되는�것과�똑같다. 132 ‘사용하기’ 위해서는�‘교환’해야�하며, ‘사용’

만�하면�‘교환’은�끝난다. 그리고�‘교환’한다면�‘사용한’ 게�된다. 토지

나�물�등의�자연의�<공共>의�경우에는, 자연으로부터의�‘혜택’(증여)

과�나란히, 인간은�자연의�것이라는�귀속관계�― 인간을�자연의�것으

로�하는�증여�― 가�존재하며, 그�‘사용’은�두�개의�증여의�‘교환’에�선행

된다. 우리도�또한자연이다/자연에�속한다는�것이기�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태어나고�죽은�것과�마찬가지로�자연의�<이유>에�의해�― 

자유로=무료로�‘사용’해도�상관없는�것이다. 동물은�자신의�생명�이

외의�‘가치’를�자신의�환경에�‘지불’하는가? 아무튼, 교환과정의�딜레

마를�모르는�경제행위로서, <공共>적�생산영역은, ‘가부장제�가족’ 등

등의�소멸과�함께�사라지는것이�아니라, 역사를�넘어서�정의�가능하

며, 항상�존재할�수�있는�것이다. ‘원시공산제’도�‘공산주의’도, 우선은�

논리적�존재에�불과하다. 그런�것으로서�항상�있으며, 사라질�수�없다. 

‘공동체’에서�‘사회’로라는�진화�도식은�이질적인�경제행위(혹은�교환)

의�병존으로서, 또는�논리적�이질성의�일그러진�표상으로서�재독해

할�수�있을�것이다. 공동체�속에�교환이�없다는�것은�상품경제가�사후

적으로�낳은�환상에�불과하다고, 바로�여기서�페티시즘적�도착�때의�

13) 同書, 115頁. ; 영어판, pp.179-180. “On the other hand, they must stand the test as 

use-values before they can be realized as values. For the labour expended on them only 

counts in so far as it is expended in a form which is useful for others. However, only 

the act of exchange can prove whether that labour is useful for others, and its product 

consequently capable of satisfying the needs of others.” [한편으로, 상품은�자신이�가

치로서�실현될�수�있기�전에�우선�사용가치로서�시험대에�서야�한다. 왜냐하면�

상품에�지출된�노동은�그저�타인에게�있어서�유용한�형태로�지출되는�한에서

만�셈할�뿐이기�때문이다. 하지만�그�노동이�타인에게�유용한지�여부, 따라서�

그�생산물이�타인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지�여부는�오직�상품의�교환만이�

증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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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논리를�이용해�말해야�할�것이다. 

   렌트가�<공共>으로부터�‘가치’를�포획하는�장치라는�것은�의심할�

바�없이�틀림없다. 포획되기�전에�‘가치’가�존재했는지�여부는�의심스

럽다고�해도, 포획된�것은�‘가치’이다. 혹은�포획됨으로써�‘가치’가�된

다. 반면�‘가치’를�빼앗긴�<공共>은�모두가�생산을�했든, 자연이�생산

을�했든, 아무튼�특정한�누가�그것을�생산한�것인지를�결정할�수�없으

며, 노동시간은커녕그�척도라는�것을, 그�교환가치�― 교환에도�사용

에도�선행하여�결정(만큼은)되는�양�― 의�결정을�위해�받아들이지�않

는다. 가치를�<공共>에�현실적으로�할당할�수�없다. <공共>에는�그런�

‘양’이�필요�없을�― 무료의�공유재산이기�때문에�― 뿐�아니라, <공

共>에�있어서의�사용과�교환의�동시성/키아즘은�교환과정의�딜레마

를�<공共>으로�벗어나게�하고, <공共>에�교환가치를�할당하는�것을�

불가능하게�한다. 교환과�사용이�시간적, 공간적으로�분리되어�있다

는�것이�딜레마�성립의�요건이며, 교환가치의�결정-실현과�딜레마의�

134 발생은�한�가지의�양면으로서, “태초의�행위deed”에�의해�일거에�

실현되고�해결되어야�할�‘문제’이기�때문이다. 이것은�‘교환과정’론이�

쓰여지지�않았던�이유이기도�할�것이다. 1장�‘상품’론�동안에는�이념

적�존재에�머물렀던�교환가치는, 딜레마와�동시에�현실적으로�존재

할�수�있는�것이다. 아무튼�<공共>을�의제적으로든�상품으로�하려면, 

그�사용과�교환을�우선�시간적으로�분리할�필요가�있다. 하나의�행위

에서�두�개의�시간�― 사전과�사후�― 을�격리시킬�필요가�있다. 그렇게�

하면�‘타인’을�공간적으로�출현시킬�수�있을�것이다. 그렇게�하면�비록�

앞�절에서�봤듯이, 결정의�자기�언급성�때문에�양을�일의적으로�할당

할�수�없다고�하더라도, 사용료, 렌트라는�것을�설정할�수�있을�것이

다. 

   교환과정의�딜레마는, 상품에�있어서는�이제부터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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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불구하고, <공共>에�있어서는�이미해결된, 혹은�그�내부에서�

실제로해결하고�있는�문제이다. 달리�말하면, 그런�문제는�<공共>에�

있어서는�존재하지�않는�것이�<공共>의�존재성격을�결정짓는�종류

의�문제이다. ‘태초의�행위’는�상품에�있어서는�‘행위’이지만(“그들은�

생각하기�전에�이미�행하고�있었던�것이다”), <공共>에�있어서는�‘있

다’ 자체인�것이다(교환가치인�것을�사용가치인�것에�의해�‘증명’하고�

사용가치인�것을�135교환가치인�것에�의해�‘증명’하고�있다). 이리하여�

사용과�교환의�분리는, 실제로�‘있을’ 뿐인�시간으로부터�‘이제부터’라

는�미래의�시간을�분리하고, 두�개의�시간을�연결하는�‘행위’의�가능성

을�여는�것이기도�하다. 사용의�시간을�멀리�밀어내면서�현재와�미래

의�간극을�메우는�것이다. 렌트는�바로�그것을�행한다. ‘나’에�의한�현

재의�‘사용’을�단념하고�‘타인’에�의한�내일의�‘사용’에�맡기는�대신, 

‘나’는�‘사용’이�자신의�수중으로�돌아오는�모레까지의�시간을, 렌트라

는�기다리기에�대한�보상에�의해�연결하고, 메우는�것이다. 렌트는�오

늘과�내일의�교환이며, 대기하는�시간의�진정한�물화이며, 미래이자�

현재, ‘미래-현재’라는�시간의�존재이다. 렌트의�개입에�의해, 시간의�

‘하나’가�‘둘’로�분할된다. 물질적이�된�‘미래-현재’가�미래와�현재를�분

리한다. 

   그렇다고�한다면, 토지�렌트보다도�노동�렌트보다도, 화폐�렌트가�

먼저�있다, 최초에�있다고�말해야�할�것이다. 내일의�사용가치임이�약

속된�화폐는, 그�자체로, ‘미래-현재’라는�시간의�존재이기�때문에�― 

“화폐의�중요성의�요체는�현재와�미래의�매듭을�이루는�데�있다”(케

인스).14) 토지도�노동도�그�자체로는�이런�성격을�136갖고�있지�않다. 

14)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p.262. “For 

the importance of money essentially flows from its being a link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화폐의�중요성은�본질적으로�이것이�현재와�과거의�연결고리

라는�점에서�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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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민에게�토지는�떠나야�할�곳, 과거가�되어버릴�시간의�현전이며, 

‘영토’에는�빼앗은�때와�잃은�때�사이에�퍼져�있는�현재밖에는�없으며, 

그�토지는�렌탈되는�것이�아니다. 영토는�무료이거나�무한한�가치를�

갖거나�하며, 무료이기�때문에�무한한�가치를�지닌다. 노동만�하더라

도, 그�자체로는�활동들에�불과하며, 개체적-집단적�신체�리듬(반복의�

시간성)을�갖고�있을�뿐이다. 활동들�일반�― 예를�들어�숨을�쉬는�것�

― 에도�가격이�붙어�있지�않다. 

   그런데�화폐는�존재하자마자�이미�렌트이다. 무엇의�렌트인가? <공

共>의�렌트이다. 실제로�화폐에�있어서�사용과�교환은�일치하며, 또�

화폐는�임의의�재화나�서비스와, 즉�모든�것과�맞바꾸는�게�가능하며

(화폐�소지자에게�‘타인’은�없다), 이런�두�가지�점에서, 화폐는�<공共>

의�성격을�갖고�있다. 화폐는�<공共>의�대리-표상에�다름�아니다. 상

품이�없더라도�<공共>이�있으면, 화폐는�존재할�수�있다. 역사적, 인

류학적, 고고학적으로, 그것은�확인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코린

트의�참주�키프로세스는�주화를�가난뱅이들에게�줌으로써�세습귀족

이�점령했던�토지의�일부를�빈자들이�‘구입’하게�만들고, 귀족이�손에�

넣은�주화를�세금으로�징수한�데다�토지를�손에�넣은�빈자로부터�노

동을�똑같이�137세금으로�징수했다.15) 거기서는�화폐의�전체가�공동

체의�재화(토지)나�서비스(부역)와�등가의�관계에�놓이고, 이�등가에�의

해점령/점유의�사실에�우선하는�<공共>적�소유권이�토지에�설정되

며(빈자에게�토지를�배분하는�것도�귀족으로부터�세금을�거둬들이는�

것도, 그�후에�가능해진다), 공동체에만�소속하는�노동이�성립했다. 

화폐의�발행에�의해�<공共>이�실현된�것이다. 출현했다고까지�말해

15) 코린트의�예는�질�들뢰즈, 펠릭스�가타리의�『천�개의�고원』 ｢13. 포획장치｣에

서�다뤄진다. 이번�절에서의�렌트와�스톡(화폐, 노동, 토지)의�분석도�이들의�논

의를�밑바탕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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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된다. 그때까지는�참주의�권력이�사실상유지했을�뿐인�<공共> ― 

참주가�공동체에�군림하고�있다는�것이�<공共>의�증거이다�― 을�화

폐가�제도로서�안정화하고�실질화했다. 사적�소유권보다도�먼저. 그

리고�이때�화폐는�공동재산의�렌트로서�귀족으로부터�직접�회수되는�

동시에, 빈자로부터는�서비스의�형태로, 즉�배포된�화폐와�교환하여�

징수된다. 

   코린트의�예에서�주화는�국가의�화폐로�발행됨으로써, 그것과�등가

화된�재화와�서비스를�<공共>으로�한다. 동시에�<공共>으로부터�세

금-렌트를�포획하는�작동을�한다. 138이것은�교환과정에서의�교환과�

마찬가지로, 하지만�물론�다른�의미에서, 일거에�수행되는�“태초의�행

위”이다. 미리�<공共>이�아닌�것은, 화폐에�의해서는�대표-표상되지�

않지만, 화폐가�등장하지�않으면, <공共>은�<공共>이라는�것을�증명

할�수�없다. 공유재산에�대한�공동체로서의�소유권이�없으면, 세금-렌

트는�징수되지�않겠지만, 세금-렌트를�도입하지�않으면, 소유권은�권

리로서�확정되지�않으며, 그것이�확정되지�않으면, 개인의�소유권도�

없다. “태초에�행위가�있으리니. 그들은�생각하기�전에�행했던�것이

다.” 교환과정에서의�교환이�공동체와�공동체�사이에서�발생한�반면, 

화폐는�공동체�속에서, 마치�자연과정인�것�마냥�발생하는것이�아니

라, 그�공동체를�공유재산의�소지자로서�성립시키도록�도입된다. 도입

됨으로써, ‘안’을�발생시킨다. 참주를�국가의�군주로�만든다. 

   MV(화폐량×유통속도) = PT(가격×재화・서비스의�양)이라는�머니

터리즘의�항등식은�결과적으로�그렇게�사후적으로�관찰되는�자연법

칙이�아니라, 렌트포획장치인�화폐의�작동을�사전에, 규범적으로�정

의한다. 세계의�시작�이전의�신의�오성을�기술한�헤겔의�『대논리학』

처럼. 이�오성과의�차이는, 정의로서의�등식이, 세계의�139발생조차�필

연으로서�내부에�기재하고�있는�『대논리학』과는�달리, 사전부터�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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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이행을�참주�즉�우연적군주의�권력에�의존시키는�점이다. ‘자연

법칙’을�만드는�능력을, 제도�없는�순수한�국가권력에�주고�있는�점이

다. 머니터리즘은�일종의�‘원국가’론에�다름�아니며, 그런�한에서는�역

사적으로�옳다. 복수의�공동체�사이에서�교환이�시작되며, 시작된�교

환이�한�상품을�일반적�등가물로�하고, 더욱이�금속�화폐가�이�일반적�

등가물의�위치에�앉는다�― 공동체를�해체하면서�― 고�하는�가치형

태론의�이야기는, 역사적으로는, 완전히�뒤집혀져야�할�것이다. ‘태초’

에�국가의 ‘행위(deed)’가�있으니. 

   그러나�렌트가�공(空)에서�내려왔다는�식의�이야기도�또한, 정확성

을�결여한다고�말해야�한다. 오히려, 있을�수�없다고까지�말해야�한다. 

화폐에�렌트�포획기능이�갖춰져�있고, 미래와�현재를�분리하면서�연

결하는�역할을�할�수�있기�위해서는, <공共>의�존재와는�다른�조건이�

채워져야�한다. 현재밖에�모르는�<공共>으로부터는, 미래는�생기지�

않으며, 공동체�이전에�국가가�있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어디에서�

미래는�오는가? 미래의�모태가�어떤�것인지, 어디에�그것은�있는가? 

화폐�그�자체는, 이런�조건의�존재를�지시할�뿐, 그�내용을�설명하지�

않는다. 그�이야기는�『대논리학』이�세계의�탄생과�더불어�140있었다

고�말하는�것이나�마찬가지이다. ‘논리’가�존재하는�장소, 세계와의�관

계에�있어서�위치하는�장소에�대해서는�아무것도�설명하지�않고서. 

화폐는�어디까지나, 선재하는�<공共>적�관계에�이것도�<공共>적인�

특수한�실재�형식을�준다고�생각할�수�없다면, 유물론자가�아니다. 이�

실재�형식은�어디서부터�생길까? 그�출처는�어떤�곳일까? 화폐의�진

정으로�공동체�내적인�기원은�어디에�있을까? 내재주의자가�아니라

면, 머니터리스트의�항등식을�그저�받아들이는�것으로�끝나며, 그것�

이상으로�앞으로는�나아갈�수�없다. 

   화폐가�존재하기�이전에도, 따라서�렌트가�존재하는�것보다�더�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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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재화나�서비스를�스톡〔비축〕한다는�관습은�있었다. 코린토의�예에

서는, 귀족들의�토지는�그들에게�있어서, 코린토�국가가�소유권을�승

인하기�이전부터, 미래의�곡물을�선취하는�수단이며, 곡물�그�자체의�

비축과�똑같은�의미를�갖고, 또한�비축보다도�확실한�(곡물은�썩기에) 

대비책으로서�저축했을�것이다. 토지의�점유는�농업생산물을�스톡한

다는�기술이자�습관의�연장이었을�것이다. 그것은�그�어떤�법적�인지

에서�선행하며, 고로�군사적으로만�보증될�뿐이며, 전사계급으로서

의�귀족에�고유한�생존조건으로�정착한�것이다. 게다가�빈자를�구성

했던�노예와�전-노예는, 스톡된�노동, 노동의�스톡화라고�간주할�141

수�있다. 노예제도는�재화의�스톡으로서의�토지�점유에�대해, 서비스

를�현재부터�미래에�걸쳐�스톡하는�장치를�형성한다. 재화를�소유하

지�않는다는�것에�의해�신분이�규정되는�빈자는, 그들을�빈자라고�부

르는�자들에게�있어서, 잠재적인�시서비스�스톡, ‘잉여노동’을�포획해

야�마땅한�일군의�활동체들에�다름�아니다. 그들을�소유하는�것에�의

해, 귀족과�국가는, 엄밀한�의미에서는�아직�‘노동’이�되지�않는�활동

들(거기에는�전혀�노동과는�연이�없는�것도�포함되어�있다)을�통째로�

스톡하고, 이로부터�귀족과�국가를�위한�서비스를�인출하는�것에�의

해, 그�부분을�‘잉여노동’으로�삼고, 나머지를�‘필요노동’(노예의�생명

유지에�필요한�‘노동’) 내지�‘자유로운�활동’으로서�빈자에게�귀속시

키는�것이다. 

   여기에서도�『자본』에서의�맑스의�서술은�역전되어야�한다. 우선�노

예제에�의한�활동들의�스톡으로부터�‘잉여노동’이�착취당한�후에, 노

동이라는�것이�그�부분에�특유한�활동의�질로서�규정되고(노동labor

의�어원은�‘고역’이다), 그것�이외의�활동들이�‘필요노동’으로서�노예

의�수중에, 질을�불문하고, 고로�‘자유’롭게�생명을�재생산하는�활동으

로서, 남겨진다. 혹은�상환된다. 재산(토지)을�소유하는�자유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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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가�됐을�때, 이�‘잉여노동’이�세금-렌트로�형태를�바꾸고, 국가에�

수납되는�셈이다. 가내�142노예의�주인인�귀족에�의해�수탈되는�대신

에. 그것은�자유민의�신분을�국가가�빈자에게�준�대가[보상]이며, 그�

신분이�어디까지나�국가의�신분인�것, 국가의�신분을�자유민은�‘빌리

고’ 있을�뿐이라는�것에�근거를�갖는다. 세금이란�노예노동을�물려받

은, 국적( 및�인권)의�렌탈료에다름�아니다. 

   스톡됨으로써, 재화나�서비스는�소유�가능, 비교�가능해진다. ‘갖추

어야’ 할�미래의�시간에�보태, 배타성과�희소성을�갖게�되며, 고유한�

생산성을�할당할�수�있게�된다. 그�점에�대해서는, 리카도의�절대지대

와�상대지대의�분석이�그대로�원리로서�적용�가능할�것이다. 소유되

고�있는�것, 타인에게는�사용할�수�없는�것에�의해, 절대지대는�생겨나

며, 비옥도와�그�밖의�조건들의�차이에�의해, 상대지대를�청구할�근거

가�발생한다. 노동에�대해서도�기본적으로�똑같다. 활동들이�통째로�

소유됨으로써, 이른바�그�‘절대지대’로서�‘잉여노동’이�생겨나며, 잔여

의�다양한�활동이�노동자-시민-노예에게�할당된다. 그런�활동은�상대

지대에�상당하는�생산성의�차이를�잠재적으로�갖고�있으며, 그들이�

자유롭게�성과를�처분할�권리를�가진다. 차이는�토지의�상대지대가�

지주에게�지불되는�반면, 노동의�‘상대지대’는�스톡�소유자인�공동체�

국가에는�143더�이상�속하지�않으며, 노동자에게�이전되는�점일�것이

다. 그들�직접�생산자는�‘절대지대’의�납부와�맞바꿔서�‘상대지대’에�

대한�권리�청구권자가�된다. 그런�의미에서의�자유인이�된다. 

   그러나�원시적-원초적�지대도�‘잉여노동’도, 엄밀한�의미에서는�아

직�렌트가�아니다. 스톡의�개시와�더불어�미래라는�시간은�존재하며, 

스톡은�소유할�수도�있고�비교할�수도�있지만, 리카도가�그�점에서�번

민했듯이, 절대적�가치�척도를�결여하면�지대는�곡물량에�의해�측정

될�뿐이다. 토지끼리의�비교는�객관적으로�가능하지만, 토지와�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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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그�밖의�재화와의�생산성�비교는�근본적으로는�행할�수�없다. 

노동에�대해서는�더욱�그러하며, ‘착취율’(잉여노동÷필요노동)은�각

각의�노동자에게�있어서만�타당할(상승이나�하강을�말할�수�있을) 뿐

이며, 노동(자) 상호의�생산성조차�이�비율에�의해�비교할�수�없다. 하

물며�노동생산물의�‘가치’와는�아무런�관계도�없다. 중농주의�학파에�

있어서는, 노동은�아직�그�자체로서�“비생산적�활동”으로�위치지어진�

― 토지의�생산성과의�비교가�단적으로�체념했던�― 것을�상기해야�

할�것이다. “절대적�가치척도”를�결여한�스톡은�그�점유-소유자에게

만�스톡이며, 미래는�특정한�재화-서비스와�연결되어서만�나타날�뿐

이다. 스톡은�<공共>과�그�144현재로부터의�재화-서비스와�그�‘미래-

현재’ 시간의�분리이지만, 거기서의�미래는�아직�보편적인시간이�아

니라, 렌트는�‘사용’ 일반에�대한�보수가�되는�것이�아니라, 미래도�‘렌

트’도�<공共>적�현재�속의�고립영토(exclave)16) 같은�지위에�머물러�있

다. 게다가�여하튼�공동체�속에�고립영토― <공共>의�원리가�미치지�

않는�장소�― 를�발생시킨�것이기�때문에, 그�사실은�공동체에�있어서

의�위기조차�내포하고�있으며, 물적�스톡의�주기적인�소진이나�인적�

스톡의�‘해방’에�의해, <공共>의�방어를�위해�위로부터찌부러뜨려져

야�할�것이기도�했을�것이다. 

   거기에�토지와�노동에�이은�‘세�번째’ 스톡�수단으로서의�화폐의�‘첫�

번째’ 렌트로서의�의미가�있다. 참주�키프로세스는�귀족과�빈자의�계

급투쟁에�의해�코린토가�분해되는�것을, 화폐�도입에�의해�저지했다. 

16) [옮긴이] 飛び地[본토에서�떨어진�영토; 어떤�행정�구획의�주지역으로부터�떨

어져서�다른�구획�안에�있는�지역]. 월경지는�특정�국가나�특정�행정구역에�속

하면서�본토와는�떨어져, 주위를�다른�나라・행정구역�등에�둘러싸여�격리된�

곳을�말한다. 월경지�외에�비지・비입지・포령�등의�용어도�쓰인다. 이들은�개

념상�모두�영어의�“exclave”와�대응하고�있다. 만약�둘러싸인�땅이�그�자체로�독

립정체를�형성하고�있는�경우에는�월경지라�부르지�않으며, 하나의�땅이�주변

을�완전히�다른�국가의�영토에�둘러싸여�있을�때는�위요지라고�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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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는�렌트로서, 정확하게는�렌트라는�것에�의해서�공동체�속을�순

환하고, 일종의�‘경제표’를�공동체�속에�만들어낸다. 국가-귀족-빈자

를�상호�의존하는�관계에�둔다. 공동체�내에서의�재화-서비스의�전체

가, 화폐순환에�의해, 그�순환하는�화폐와�등가관계에�놓이고�스톡화

하는�것이다. 각각의�재화나�노동이�<공共>으로�‘연결된다’고�말해도�

좋다. 운명공동체에로, 145말이다. 

   그�결과, 미래라는�시간도�공동체의�미래로서�보편화될�것이다. 각�

‘렌트’를�서로�비교�가능케�하는�척도가, 미래를�대표하는�화폐에�의해�

제공되며, 렌트는�공동체의�제도로서�정착한다. 다양한�물적-인적�렌

트가�비교�가능, 교환�가능해지며, 스톡�자체도�매매�가능해지며, 각각

의�스톡이�일반적으로�렌트(렌탈료=사용권료)를�낳는�“이자를�낳는�

자본”으로서�기능하기�시작한다. 이리하여�자본의�역사가, 국가의�이

니셔티브에�의해�성립된�“이자를�낳는�자본”으로부터�시작된다. 그�

성립에�의해, 포로로�하는�것�이외에�구입에�의해�노예를�확보하는�길

이�열리고, 토지와�노예의�교환도�행해지게�될�것이다. 공동체�그�자체

가, 정치적이고�경제적인�<공共>이�되는�것이다. 화폐는�<공共>의�일

부를�렌트에�의해, 혹은�렌트로서�포획하는�것에�의해, <공共>이라는�

것의�전체에�사후적으로�실체를�주는�것이다. 전적으로�‘자본’으로서. 

그것이�아직�자본주의적인�자기�증식하는�‘자본’이�아닌�것은, 공동체

의�바깥, 미래를�대표하는�장소가, 아직�화폐�유통권역이�아니기�때문

에�다름�아니다. 그곳은�아직도, ‘이자’를�대신해�약탈에�의해�부를�포

획할�수밖에�없는�장소이다. 그러나�개별적�“이자를�낳는�자본”으로

서의�스톡이, 자신의�연장선상에�일반적�146 ‘자본’을�만들어내는�데에

는�변함이�없다. ‘잉여노동’이�‘노동’을�만드는�것과�똑같은�것이다. 토

지�렌트와�노동�렌트는, 국가가�‘대지권land right’을�가진�스톡에, ‘2순위�

저당권자’가�부과할�수�있는�사용료로서, 국가로부터�취득을�보증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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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이다. 

   “타인이�없는” 공동체는, 교환이�스톡을�낳지�못하고, 게다가�스톡

의�형성을�막도록�기능하는�공동체라고�풀이할�수�있을�것이다. 교환

이�공동행위로서의�생산�속에�탑재되며, 생산이�교환을�통해�실현되

는�사회이다. 스톡화(축장)는�어디까지나�생산의�바깥에�있는�행위, 

혹은�생산으로부터의�재화의�이탈이기�때문에, 그런�사회에서의�교

환은�실제로�스톡을�낳는�것이�아니다. 그리고�상품경제를�거치지�않

는�소규모�분업, 상품경제�하에�있어서도�그�상품교환을�빼고〔떠나서〕

추출되는�분업�체제�속에서는, 언제든지�그런�공동체나�사회가�얼굴

을�들이민다. 게다가�교환이�어디까지나�‘사용가치’의�획득, 그�소비를�

목표로�행해진다고�한다면, 교환�그�자체에�스톡화의�동기는�없다고�

봐야�한다. 교환이�순조롭게�진행되고�확대되는�한, 스톡은�조금도�필

요치�않은�것이다. 따라서�공동체가�아니라�어디까지나�교환이�‘끝나

는�곳’이�경제의�존재방식에�있어서�분수령을�이룰�것이다. 스톡이�시

작되며, 그것이�매매되며, 147렌트가�국가와�스톡�소유자(=자본가)에

게�취득됨으로써�처음으로, 맑스가�말하는�‘타인’이�출현하는�것이다. 

스톡=자본인�한에서, 교환이�‘끝나는�곳’에서�자본주의는�시작되며, 

그것을�‘다�끝나게�하는’ 것은�계급투쟁의�억제를�목표로�하는�국가이

다. 국가가�자본주의를�필요로�하며, 자본주의는�그�시작부터, 하나의�

국가주의에�다름�아니다. 

(2) 화폐순환

그러나�화폐는�“현재와�미래의�매듭을�이룬다”는�그�본성과, 계급투

쟁을�억제하고�싶은�참주의�의도에�적합하다는�그�기능만으로, 유통

을�지속시킬�수�있을까? 본성과�기능이�어떻든, 렌트는�착취이다. 아

무리�정당하든, 그런�것을�지불하고�싶지�않다고�하는�동기도�또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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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통은�확산시킨다. 누구나�세금은�되도록�내고�싶어�하지�않는다. 

화폐는�귀족과�빈자의�계급투쟁을�억제할�수�있더라도, 그�투쟁을�국

가와�‘인민’ 사이로�148이동시킬�수도�있다. 화폐의�본성과�기능은, 분

배�문제를�해소하지�않는다는�것이다. 격화의�가능성마저�배제하지�

않는다. 그런�것이�왜�유통을�지속시키고�게다가�확대시킬�수�있는가? 

할�수�있는가?

   그�대답은�유통�그�자체에�있는�것이어야�한다. 화폐�자체가�아니라�

그�유통에, 화폐의�본성과�기능을�지속-확대시키는�다른�본성이나�기

능이�갖춰져�있지�않으면, 역사적으로�시작된�과정은, 수많은�국가와�

마찬가지로�쇠퇴할�수밖에�없었을�것이다. 실제로�하나의�통화는�하

나의�국가와�운명을�함께�해왔다. 레닌과�프리드먼의�통찰을�재차�상

기해야�할�것이다�― “어떤�사회를�파괴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통

화를�파괴하는�것이다.” 그래도�화폐는, 통화의�소멸을�넘어서�살아남

기는커녕, 하나의�통화가�소멸하기�전에�복수의�통화를�병존시킬�수

도�있었다. 돈이�있었기�때문이라고�말하는�것은�대답이�되지�않는다. 

그것은�국가들을�넘어서는�국가라는�것이, 마치�태고부터의�제국처

럼�항상�실재했다고�주장하는�것과도�같다. 돈의�유통력은�초월적이

지도�보편적이지도�않는�것이다. 이번�절에서�우리의�모델은�분명히�

역사에�합당하다. 역사적으로는, 화폐에�앞서서�스톡하는�습관이�존

재하고, <공共>적�노동-생산체제가, 지휘자의�존재/부재에�관계없이�

존재했을�것이다. 149화폐는�이른바�그런�두�개의�기초�위에�등장했다. 

우리의�모델은, 렌트�혹은�화폐의�렌트�포획기능에, 서로�대립하는�이

런�두�가지�기초�― 스톡과�<공共> ― 를�양립시키고, 대립을�‘지양’ 혹

은�중지시키는�것이다. 그것은�그러나, 유통되고�있는�한에서의�수행

될�수�있는�화폐의�‘사명’에�불과하다. 똑같은�‘사명’을�유통에서�달성

할�수�있게�하는, 달리�말하면, 렌트�포획�기능을�화폐로부터�유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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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모델이�필요하다. 화폐가�수행한�두�개의�기초를�양립시키는�

how를, 화폐유통, 화폐순환에�실현시키는�모델이. 그러나�스톡을�전

제하지�않고�렌트를�얘기하는�것은, 스톡의�사용료인�렌트에�대해서

는�어의모순일�것이다. 그래서�새로운�모델은�‘가치’의�포획으로부터�

거꾸로�스톡의�생성을�역설하는�것이지�않으면�안�될�것이다. 유통�또

는�순환에, 스톡을�축적시키는�기능을�주는�것이�아니면. 

   그런�모델로서�들뢰즈-가타리가�『안티�오이디푸스』와�『천�개의�고

원』 둘�다에서�주목한�베르나르�슈미트의�화폐론17)을�읽을�수�있다. 

실제로�150그의�모델에는�스톡�소유자로서의�자본가도, 강제력을�갖

고�화폐를�도입-유통시키는�참주나�국가도�등장하지�않는다. 아무것

도�소유하지�않고�직접�생산자가�되는�노동자-빈자만이, 우리의�역사�

모델과�공통되는�등장인물이다. 자본가를�대신하는�것은�스톡-밑천-

자본을�갖지�못하고, 따라서�그것을�‘빌려줄’ 수�없으며, 생산에�필요

한�자금을�‘빌림’으로써�사업을�시작하는�‘기업’이다. 그리고�국가�대

신에�등장하는�것이�그�자금을�‘빌려주는’ 은행이다. 스톡�없이�‘빌려

주다-빌리다’를�말하는�것은�기묘하다고�생각되지만, 이자-렌트를�발

생시키지�않고�빌려주고�빌리는�사태는�충분히�상정�가능하며, 여기

에서는�교환의�‘자연스러운’ ― 논리적으로�똑같다는�의미�― 확장으

로서, 스톡도�이자도�없는�‘빌려주다-빌리다’가�도입되고�있다. 빌린�

것을�그대로�갚는다고�하는�준교환이다. 그�점도, 유통�또는�순환�― 

교환과정이다�― 에서�출발해�화폐의�본성과�기능을�생각하기�위한�

이론적�조작으로�여길�수도�있다. 화폐의�사용가치는�교환가치라는�

데�있으니까, 교환�후에�사용가치가�소멸하는�것도�아니고�줄어드는�

17) 주로�다음을�참조. Bernard Schmitt, Monnaie, salaires et profis, PUF, 1966. 여기서는�

다음의�책도�참조하고�있다. Bernard Schmitt, Théorie unitaire de la monnaie, nationale et 

internationale, CASTELLA,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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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아니며, 빌린�것을�그대로�갚는�것도�충분히�의미가�있다. 오히려�

화폐는�빌려주고�빌리는�것이�사용가치이라고까지�말해도�좋다. 이

른바�‘타인이�없는’ 스톡�없는�교환사회에, 교환의�151변종으로서�이

자�없는�‘빌려줌-빌림’을�도입한�것이�슈미트의�모델이다. 교환으로서

의�‘빌려줌-빌림’ 관계를�순수하게�기능적으로�출현시키는�도구가, 거

기에서의�화폐이다. 

   이�모델에서의�기업과�노동자는, 똑같이�아무것도�소유하지�않는다. 

양자의�차이는, 기업은�(빌린�자금을) 우선지불함으로써�노동자를�고

용하고, 그�노동자에게�전�생산물을�팔아�비용을�나중에회수하는�반

면, 노동자는�우선받은〔수령한〕 것을�생산물�구입을�위해�나중에지불

한다는�점에�있다.18) 슈미트의�모델에서는�그런�관계에�있는�자로서�

기업과�노동자는�쌍대적双対的으로�정의되고�있다. 기업은�전체�생산

물을�노동자에게�팔고, 노동자는�자신이�생산한�모든�것을, ‘되산다’는�

형식으로�손에�넣는다. 즉, 양자의�관계�자체에는�‘착취’나�렌트의�여

지가�전혀�없는�것이다. 기업은�노동자가�모든�생산물을, 빌린�자금과�

같은�금액으로�사는�것이�아닌�한, 은행에�그것을�갚을�수�없으며, 노

동자는�수령한�임금�이상을�기업에�지불하는�것을�원래�할�수�없으며, 

게다가�기업은�빌린�자금의�전액을�이미�노동자에게�지불한다. 기업

간�거래를�개재시켜도, 기업군과�152노동자군�사이에는, 이�쌍방적인�

관계가�성립할�것이다. 직접�생산자인�노동자가�자신의�생산물을�최

종적으로�이미�손에�넣는�이�관계는, 어디까지나�등가교환이며, 거기

에는�빌려주고�빌리는�것도�없기�때문에, ‘착취’(이윤)도�렌트도�존재

할�수�없다. 빌려주고�빌리는〔대차〕 관계가�있는�것은, 은행과�기업�사

이뿐이다. 

18) 이�점에�한정해�말한다면, 슈미트의�시각이라는�것이�아니라, 미하엘�칼레츠키

의�논의가�원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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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 노동자

화폐는�이�3자간을�그저�순환할�뿐이다. 유일하게�이익을�챙길�수�있

는�듯한�것은, 순환과정에�최초의�일격인�자금을�투입하는�은행인�것

처럼�보인다. 은행만은�정당하게�렌트를�취득할�자격을�갖고�있는�것�

같다. 그러나�이�순환을�주시하면, 은행조차도�‘밑천’을�갖고�있을�필

요가�없음을�알�수�있다. 아니�이�순환은�‘이서〔증명〕’ 없는�지폐를�중앙

은행이�발행하는�현대의�화폐순환�그�자체이다. 게다가�이�순환은�“총

생산�= 총소득�= 총지출”이라는�거시경제학의�항등식에도�대응하고�

있을�것이다(만들어진�가치는�반드시�누군가의�소득이�되며, 그것은�

반드시�사용된다). MV=PT라는머니터리즘의�153정식에도�대응하고�

있을�것이다(화폐는�생산물�가격을�표시할�뿐이다). 즉, 우리의�역사�

모델에서, 참주가�경제과정의�바깥에서�강제력을�갖고�설정한�등치

〔같은�가격〕-등가�관계를, 이�순환식은�순환�그�자체에�내재시키고�있는�

것이다. 바깥에�있던�렌트의�근거를�지우고�있다. 은행이�이자를�요구

하면, 그�즉시�기업이자금을�‘빌리지’ 않게�되는�것이, 따라서�순환이�

멈추는�것이, 이�순환�모델이다. 여기서는�‘빌림’과�‘빌려줌’이�준교환

이라는�것이�화폐의�유통에�있어서�조건이�된다. 

   스톡을�전제로, 이자를�매개로�대차[빌려주고�빌려옴]와�상환의�구

조가�발전해온�역사적�사실을�감안하면, 이�순환은�마술처럼�보인다. 

그러나�중앙은행(중앙은행이�아니더라도�은행권�발행�은행이면�된

다)의�대차대조표를�보면, 간단하게�그�수수께끼가�풀린다. 발행된�화

폐는, 은행에�있어서는�‘부채’이다. 실제로�대차대조표의�오른쪽�‘부

채’란에�‘발행은행권’ 액수는�기입되어�있다. 그리고�그것은�‘이서[증

명]’가�있는�화폐를�발행하는�것에서�시작된�은행의�역사에�기원을�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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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 그�자체에는�가치가�전혀�없는�은행권을�사람들이�받은[수취

한] 것은, 은행이, 그�은행권을�들여온�자에게�‘증명[이서]’이�되는�물품

을�‘되갚기’ 때문이다. 은행은�그�물품을�‘맡아두는’ 것에서�시작됐다. 

154이념적으로�말하면, 담배가�화폐로�통용되던�포로수용소에서, 그�

담배를�맡아두는�역할을�한�인물이�최초의�은행가이며, 맡겨둔�사람

에게�담배와�맞바꿔�건네진, 맡겨둔(=‘빌린’) 것의�증서가�은행권의�기

원이다. 때문에�화폐를�발행하는�은행은, 화폐를�사용하는�자에게�‘부

채’를�짊어진다. 금융론의�교과서는�모두�이렇게�가르치고�있을�것이

다. 보관증서(차용증)가�어음이�되며, 그것이�담배�현물�대신�신용�화

폐로서�유통됨에�따라�은행이�발달했다고�말이다.

   그러나�현물�상품�화폐와�신용�화폐를�연속적으로�파악하려고�하는�

이�설명은, 담배를�‘맡아두는’ 이른바�보관자(특히�어음교환소도�좋

다)와�발권은행�사이에�가로놓인�본질적인�차이를�무시하거나�역사

의�사실�과정에�맡겨버린다. 확실히�담배�보관자는�맡아둔�담배를�제3

자에게�‘빌려줄’ 수�있다. 은행과�똑같이. 그러나�이때�차용증을�쓰는�

것은�그�제3자이다. 담배�보관자는�‘부채’액과�같은�금액까지�담배를�

빌려주고[대출해주고] ‘채권자’가�될�수�있지만, 이�‘채권자’에게�차용

증을�발행하는�것은�어디까지나�빌리는�제3자이지�보관자가�아니다. 

누가�자신에게�차용증을�쓰겠는가? 그런데�신용화폐로서의�은행권은�

어디까지나�은행이�발행하는�것이다. 발권�은행은�은행권을�‘빌려준

다.’ 즉�은행권은�155그�자체가�‘부채’이자�‘채권’, ‘자산’(‘채권자산’)이

다(슈미트의�표현으로는�‘순수한�자산-부채�actif-passif’). 그래서�발권

은행의�대차대조표�왼쪽의�‘자산’란에는�오른쪽의�‘발행은행권’ 액수

와�똑같은�액수만이�‘대출금[빌려준�돈]’의�금액으로�기재되어�있다.

   은행권에�가치가�없는�것은�‘부채(-)’와�‘자산(+)’을�더하면�0이�되기�

때문이다. 가치가�0인�것의�증서가�은행권에�다름�아니다. 발권�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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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1000달러를�‘빌려줌’으로써, 혹은�‘빌려준다’라는�형식으로, 또한�

혹은�1000달러의�자산(스톡)을�‘채권’으로�낳음으로써, 1000달러의�화

폐(=가치)를�발행(=창조)한다. 그러나�동시에�이�1000달러는�‘부채’이

기도�하며, 발행이란�‘부채’의�창출에�다름�아니며, 지폐에�인쇄된�1000

달러라는�숫자는�은행�이외의�‘어딘가’에�있는�1000달러어치의�현물

자산(과거의�담배와�같은)에�의해서, 또한�은행의�책임에�의해서�메워

져야�하는�숫자로�보이는데, 그�어딘가란�은행이며, 정확하게는�현물

자산이�아니라�똑같은�1000달러�지폐가�증명하고�있는�1000달러의�채

권�자산에�지나지�않는다. ‘+1000’ + ‘-1000’ = 0, 이것이�1000달러�지폐

의�올바른�의미이며, 화폐발행은�바로�무로부터의�창조이자�무의�창

조인�것이다. “화폐의�156가치는�제로가�아니면�존재하지�않는다.”19)

   이런�화폐를�기업은�왜�지불수단으로�‘빌리고’, 노동자는�받는[수취

하는] 것일까? 달리�말하면, 가치가�제로인�화폐는�왜�유통될�수�있을

까? 두말할�것도�없이, 그�점에�관해서는�‘이서[증명]’가�있는�어떤�화

폐와�마찬가지로, 화폐를�소지하는�것이�은행에�대한�채권자가�되는�

것이기�때문이다. 은행이�채무의�상환을�약속하고�있기�때문이다. 그

러나�이�지불�약속은�결코�이행되지�않는다. 채무의�이행을�요구하며�

화폐가�은행으로�되돌아왔을�때(≒어음이�발행인에게�되돌아갔을�

때), 채권채무관계는�동시에�해소된다. “자산-부채”가�은행으로�되돌

아오는�것은, 은행이�‘빌려준’ 가치가�‘되돌아온다’는�것이기�때문이

다. 따라서�화폐는�순수한�약속, 대상을�결여한�약속이다. “은행은�지

불을�약속한다. 그것만으로�충분하다. 약속은�결코�이행되지�않는다. 

지불�기일까지�약속은�부채로�머물며, 부채로서�유통한다. 화폐라는�

형태로.”20)

19) Bernard Schmitt, Théorie unitaire de la monnaie, nationale et internationale, p.15. 

20) Bernard Schmitt, Monnaie, salaires et profis,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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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발행(=창조)된� 화폐(=가치)는� “순수한� 처분� 가능성dis-

ponibilité(=유동자산)”이며, 소지는�이뤄져도�결코�‘소유’되지�않는�‘비

소유물non-possession’이다. 제로�― 인�화폐의�‘가치’ ― 는�누구에게도�소

유될�수�없다. 발행의�순간부터, 157 화폐는�소지자를�채권과�채무가�

교대되는�장소, 살아�있는�동적인�대차대조표로�만들�뿐이며, 채무자

로�머물지�않기�위해서는�채권을�행사할�수밖에�없으나, 채권을�행사

하는�것은�이�경우�채권자가�되는�것이며�…. 유통하고�있을�때, 그래

서�은행으로�돌아올�때까지, 화폐는�“마침내�소멸하는�채무” 증서이

다.21)

   은행으로�돌아왔을�때, 소지자가�억지로�약속�이행을�요구하면�무

슨�일이�일어날까? 그는�냉담하게�돌려보내지게�될까? 그렇지는�않다. 

동일한�액수의�다른�지폐를�건네받는다. 그것이�은행의�지불�약속의�

내용이다. 이리하여�사이클이�재개된다. “이윽고�소멸하는�채무”는, 

최종�채무자의�대차대조표에서�이미�소멸하고�있기�때문에�결코�소

멸하지�않으며, 채권채무관계의�연쇄를�영속적으로�만들어낸다. 화

폐의�가치는�제로이기�때문에, 화폐는�유통하는�것이다. “이윽고”와�

“이미”를�교차시키면서. 가치가�제로인�이상, ‘사용할’ 수밖에�없지�않

을까? ‘사용하는’ 것만은, 발행인의�대차대조표의�158 ‘부채’란이�약속

하고�있다. 슈미트는�그런�말을�하지�않았으나, 화폐�유통은�영원한�원

카드,22) 멈출�수�없는�원카드이다. 멈춘�자의�손에�있는�패가�조커라는�

특수한�규칙의�원카드이다.

(3) 이윤의 재정의 

그러나�이러한�화폐�유통을�협의의�순환으로�재고할�때, 그�실현�가능

21) Bernard Schmitt, Théorie unitaire de la monnaie, nationale et internationale, p.15. 

22) [옮긴이] 카드놀이에서, 마지막에�조커(joker)를�가진�사람이�지는�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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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등식의�후반�부분(기업⇄노동자)에�걸린다는�것을�알�수�있다. 

은행으로부터�기업에�화폐가�발행된�시점에서는, 화폐는�아무것도�

살�수�없다. 살�수�있는�것이�없다. 아직�아무것도�생산되고�있지�않기�

때문이다. 화폐는�노동자의�손에�‘수입’으로�건네짐으로써�비로소�‘구

매력’이�된다. 기업과�노동자�사이에는�은행과�기업�사이처럼�직접적

인�채권채무관계가�없으며, 기업은�노동자에게�화폐를�‘지불’ 약속으

로서�쥐어주는�것이�아니라, ‘구매력’으로서�노동�또는�노동력(어떤�

것이든�상관없다. 화폐에�있어서�‘노동력�상품’의�본질론은�159아무래

도�좋다)과�교환하여�직접�건네진다. 그리고�이�교환은�지불되는�급여

의�액면가의�많고�적음과는�무관하게�‘등가교환’이다. ‘등가’를�설정하

는교환이다. 상품의�전체와�임금(구매력)의�전체는�화폐순환의�원리

에�의해�항상�동등한�것이다. 달리�말하면, 참주가�강제력을�가지고�설

정한�화폐와�재화-서비스의�등가성을, 여기서는�‘노동(력)을�산다’라는�

자본-임노동관계가�실현하고�있다. 게다가�화폐의�유통�가능성, 발행

된�화폐가�은행으로�환류하는�순환의�완결�가능성까지, ‘수입’-‘임금’

이라는�형식이�보증하고�있다. 자본-임노동관계�속에�있는�노동자는, 

기업과는�달리, 채권채무관계가�없어도�화폐를�사용할�수밖에�없다.

   그러므로�‘은행⇄기업⇄노동자’라는�화폐의�항등식에는�사실�두�개

의�이질적인�순환이�포함되어�있다고�말할�수�있다. 은행에서�출발해�

은행으로�되돌아가는�화폐의�‘흐름’ ― 채권채무관계에�의해�‘흐른다’ 

― 과�‘수입에�의한�되사기23)’ 절차가�만드는�화폐의�‘환류’ ― ‘되돌아

가다’-‘갚다’의�이유는�채권채무관계가�아니라, 자본가가�임금을�‘지

불했다’는�데�있다�― 이다. ‘흐름’에는�‘이행되지�못한�약속’이라는�동

력motor이�있지만, ‘환류’에는�그�어떤�의무도�없으며, 그�동력은�임노

23) [옮긴이] 환매; 신용�거래나�청산�거래에서, 공매(空賣)했던�주식이나�상품을�

다시�사들여�현물을�인도하지�않은�채�결제하는�일.



3장.�렌트�자본주의����107

동이라는�형식뿐이다. 기업에서�은행으로의�160 ‘환류’도, 은행이�‘선

불’한�생산비의�‘환류’를�구성하는�일부분으로�간주할�수�있다(‘흐름’

을�재개시키는�‘환류’). 이�두�가지�순환이�하나의�화폐�순환�속에서는�

병존하고�있다.

   그러나�이것으로는�기업가는�살아갈�수�없다. 자신의�이니셔티브에�

의해�생산한�전체�상품을�노동자가�되사고[환매하고], 은행에는�빌린�

자금�전부를�갚는다면, 기업은�재화와�화폐의�통과점�또는�교차점에�

불과하다. 아무것도�손에�넣지�못하는�무료�서비스를�할�동기를�누가�

갖고�있을까? 강탈이든�보수報酬든, ‘이윤’이�없으면�기업에�활동�근거

는�없다. 기업가의�이�몫은�도대체�어디에서�나오는�걸까? ‘흐름’에서

부터도�‘환류’에서부터도�그것은�생겨날�수�없다. 이것들로부터�생겨

난다고�생각하는�것은, 이른바�이것들의�정의에�반한다. 그럼에도�불

구하고, 두�개의�순환이�병존하는�효과로서, “이윤은�화폐가�환류하는�

흐름�속에�들어가지�않고, 수입을�만들어내는�흐름의�곁에, 그로부터�

벗어나서, 또한�이�흐름에서부터�재가도�받지�않고�흐른다”24)는�사태

가�가능해져야�하는�것이다. 이�모델에서의�이윤은, 일단�노동자의�지

갑에�모두�들어간�‘수입=구매력’의�재분배로만�있을�수�있는�이상, ‘흐

름’과�‘환류’가�서로�포개지는�막간에서�재분배가�생기고, 161그�막간

으로부터�이윤이�순환의�바깥으로�넘쳐흐르는�현상을�설명해야�한다. 

그런�틈새를�생기게�하는�것이�병존의�효과이다. 그�점에�관한�‘좋은�

이미지’를�슈미트는�간접세가�제공해준다고�말한다.25) 우리의�역사�

모델에서는�세금-렌트가�일종의�간접세였다�― 강제에�의한�것이�아

니라�화폐순환에�부수하여�징수됐다는�의미에서�― 는�점도�상기해�

두어야�할�것이다.

24) Ibid., p.291.

2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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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말인가? “총생산�= 총소득�= 총지출”의�어디에�간접세가�나타

나는가/나타나지�않는가를�생각해�보면�좋다. ‘총생산’의�거시경제학

적�정의�또는�실제의�산출방법은�각�기업에�있어서의�‘부가가치’(제품

가격-비용)를�합계하는�것이었다. 이때�주지하듯이, 간접세는�제품가

격의�일부를�구성하며, 부가가치의�합계에는�간접세의�총계도�산입算

入되어�있다. 그러나�간접세는�기업에서�국가로의�가치의�이전이며, 

누구의�개인적�소득도�되지�않으며, 따라서�소득�범주에는�들어가지�

않는�숫자이다. 하지만�국가는�‘기업’으로부터�이전된�이�가치총액을�

복지비용�등�광의의�‘보조금’으로서�‘국민’에게�(원칙적으로) 162전액�

환원한다(=세금의�소득�재분배기능). 때문에�생산된�부가가치의�합

계로서의�‘총생산’의�정확한�정의는,

총생산�= 명목총생산�― 간접세�+ 보조금�= 명목총생산�― (간접세�― 

보조금)

이다. 그것과�상즉적으로, ‘총소득’의�정확한�정의도,

총소득�= 명목총소득�― 간접세�+ 보조금�= 명목총소득�― (간접세�― 

보조금)

이다. 즉, 만일�“간접세�― 보조금�= 0”이�아니라면, 생산으로부터도�

소득으로부터도�공제되어야�할�양正의�가치액이�발생하고, 이것은�동

시에�‘명목�총지출’로부터도�공제되어야�한다. 그것은�바로�“환류하는�

흐름�속에는�들어가지�못하고, 수입을�만들어내는�흐름의�곁에, 그로

부터�벗어나서” 국고에�수납되는�가치량이나�다름없다. 게다가�변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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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총생산�= 총소득�= 총지출�

이라는�등식�자체는, 각�항목이�‘명목’이든�‘실질’이든, 그�가치량이�공

제되기〔뺄셈되기〕 전과�똑같이유지된다. 이�등식이�표현하는�‘흐름’으

로부터�‘재가도�받지�않고’, 간접세와�보조금은, 따라서�양자의�차액도�

또한, ‘국민경제’ 속을�‘흐른다.’ “간접세�- 보조금�> 0”이라면, ‘국민’으

로부터�국가로�일방적으로. 그것은�화폐순환의�바깥으로�넘쳐흐른다. 

   말하자면, ‘명목’과�‘실질’의�차이가�재분배�기능을�수행할�수�있는�

것이다. 간접세에�해당되는�‘부가’ 가치액을�국가로부터�기업으로�옮

겨�담았을�때, 즉�상품가격에�일정액을�추가하는�주체를�국가가�아니

라�기업으로�대체〔치환〕했을�때, 재분배는�기업과�노동자�사이에서�발

생한다. “기업⇄노동자” 사이에서, ‘환류’로부터�벗어난�‘가치’가�발생

하고, 기업에게로�‘이윤’으로서�넘쳐흐르는�것이다. 이때�노동자의�‘실

질구매력’이�되는�것은, ‘흐름’과�‘환류’ 속에, 수치로서는�실재하지�않

는다. ‘국민’ = 노동자가�받은〔수취하는〕 것은�164 ‘명목’ 임금뿐이며, 기

업은�은행으로부터�빌려온�자금�총액을�조금도�‘빼뜨리지’ 않고, ‘국

민’ = 노동자에게�지불한다. “누구도�도둑맞고�있지�않으며, 누구도�

도둑질을�할�수�없다. … 누가�훔치는가? 그것이�잠시�동안�찾아오는�

창조자이자�대규모�흐름의�대표자로서의�금융자본가[=은행�― 인용

자]가�아니라는�것은�확실하다. 그는�소유하지�않고, 구매력이�없다. 

누가�훔치는가? 그것이�노동자가�아니라는�것은�확실하다. 그는�사지�

않을�수�없다. 왜냐하면�임금에�의한�환류�또는�재분배는�바로�구매력

을�창출하는�것이지, 결코�이것은�구매력을�전제로�하지는�않기�때문

이다.”26) 물론�화폐를�왼쪽에서�오른쪽으로�‘흐르게�하고’, 오른쪽에

26) 질�들뢰즈, 펠릭스�가타리, 『안티�오이디푸스』, 宇野邦一訳、河出文庫版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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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왼쪽으로�똑같이�‘환류시키’는�‘산업자본가’도�아니다.

   도대체�자본가에게�고유한�구매력으로서의�이윤은, 어디에�어떤�형태

로�존재하는�것일까? 물론�가격에의�‘추가’분이�그�‘형태’라는�것은�틀

림없지만, 이것은�간접세와의�유비로부터�알�수�있듯이, 상품을�‘가격�

인상’한다는�것이다. 그리고�노동자의�명목�임금에는, 이�가격�인상분

을�구입하는�힘은�없다. ‘가격인상’분의�상품은�노동자�사이에서�구매

자를�찾지�못하고, 그들의�‘구입’에�의해�‘가격’으로서�실현되는�것이�

아니다. 자본가와�노동자�사이에서는, 무엇을�얼마나�노동자가�살�수�

있도록�‘간접세―보조금’에�상당하는 165 수치는�제로가�된다고�하는�

구조적�제약이�미리�작동하고�있다. 그리고�이것이�간접세를�‘이미지’

하는�것의�한계에�다름�아니다. 현실에서는�‘이윤’은�존재하는�것이니

까. 그러나�‘구매력’을�행사하는�것은�어디까지나�노동자뿐이며, ‘이

윤’은�엄밀한�의미에서의�‘구매력’이�아니다. 

   즉�가격추가분은�‘이윤’의�존재형식이지만, 화폐�순환�속에서는�자

동적으로�내용이�제로가�된다. 추가분은�결코�‘이윤’의�실재가�아니다. 

잘�생각하면�그러나, 간단명료한�얘기일�것이다. 노동자에게�팔�수�없

고, 팔다�남은�것으로�보이는�상품이야말로�그�실재이다. 자본가는�그

것을�이른바�가격�조작에�의해서만�무상으로〔공짜로〕 제�것으로�할�수�

있다. 은행과�노동자에게�지불해야�할�것을�모두�지불한�후에, 자본가

의�수중에는�화폐가�남지�않는�대신, 상품이�실물자산으로�남는다. 그

것들은�개개의�자본가에게는�사용가치가�아니지만, 그가�부외〔簿外, 회

계�장부에�기재되어�있지�않음〕로재화를�손에�넣는�것임에는�변함이�없다. 

자본가�계급�총체로서�보면, 노동자가�‘되사는’ 것과�똑같은�종류의�상

품을�일정량으로�‘소유’한�166것이다. 화폐순환으로부터�벗어나�넘쳐

흐른�것은�실물자산이었다. 이리하여�자본가들은�문자�그대로의�스톡

巻、四七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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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손에�넣는다. 생산�전에서가�아니라�후에, 자본을�손에�넣는다. 화폐

-상품-화폐라는�자본순환에서의�증가분으로서가�아니라, 비소유-화

폐-자본이라는�무로부터의�창조과정에�의해서이다. 이러한�실물자산

을�손에�넣을�수�있다면, 자본가는�‘증명〔이서〕’이�있는�화폐의�발행권을�

손에�넣는�것과도�같다. ‘흐름’과�‘환류’ 각각�속에는�존재하지�않았던, 

역사적으로�실재한�유형의�은행가가�그는�될�수�있다. 국가가�화폐를�

발행하는�시대에�그는�약탈에�의해�스톡을�형성한�전사귀족이�될�수�

있는�것이다. 자본을�이자를�낳는�자본으로�하면서, 국가와�나란히�‘세

금’을�징수할�수�있는�자가�되는�것이다. 국가�속의�국가? 이중화폐의�

탄생? 혹은�진정한�‘신용화폐’의�탄생? 어찌됐든, 슈미트의�화폐순환�

모델은�우리의�역사�모델과는�정확하게�정반대의�순서로�스톡과�렌

트의�발생을�묘사하고�있는�셈이다.

   유일하고�최대의�문제는, 자본가에게�무슨�의미에서�이윤과�동일�

이윤율을�보증할�수�있다(화폐�수준에서의�‘이윤’이�없음에도�불구하

고)고�하는�조건�하에서, 자본가와�노동자에게�전체�상품을�처분할[팔

아치울] 수�있는�한결�같은�가격을�개별�상품에�붙일�수�있느냐라는�

문제일�것이다. 167그러나�이런�형태로�귀착되었을�때, 대답은�이미�

나왔다고�말해도�좋다. 이것은�리카도가�제기하고�스라파가�해답을�

준�문제�그�자체이다. 즉, 가격을�물건이든�돈이든, 혹은�노동시간이

든, 한�상품의�‘가치’로�측정하는�한, 대답은�‘할�수�없다’이다. 그러나�

임금과�이윤을�각각�상품�세트(생산물의�물적�분배)라고�본다면, ‘할�수�

있다.’ 이때�각각의�가격은�‘생산가격�= 비용’이다. 둘�다�화폐�수준의�

총액으로서는�노동자에게�선지불된�임금과�같다고�봐도�무방하다(슈

미트의�모델에서는�임금만이�근본적�비용이다). 또한�동시에�임금과�

이윤�사이의�분배�‘비율’도�물적�수준에서�결정‘할�수�있다.’ 게다가�그

때, 개개의�상품의�‘생산가격’은�일종의�교환�비율의�벡터로서�한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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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주어진다(맑스가�말하는�‘전면적인, 또는�확장된�가치형태’의�‘고

유한�벡터’화). 하지만�이런�상대가격들의�변화를�객관적으로�측정가

능케�하는�‘불변의�가치�척도’까지, 여러�상품들의�특수한�세트(‘합성

상품’으로서의�‘표준상품’)로서�구성‘할�수�있는’ 것이다.27)

168   즉�‘척도’도�‘가격’도�‘분배비율’도, 벡터로서, 화폐�없이�실질적으로

(=물적으로) 결정할�수�있다. 슈미트도, 외견상�이윤이�존재하지�않는�

화폐순환�모델에서, 기업이�이윤을�취득‘할�수�있는’ 근거로서, 스라파

를�원용하고�있다. 그것을�더�연장시키면�이렇게�말하는�것도�허용될�

것이다. 실질임금이�명목임금보다�‘적다’는�것은�확실하지만�― 살�수�

있을�것을�살�수�없다는�의미에서�― 그럼에도�불구하고, 그�차액은�측

정할�수�없다. 실질임금이�벡터인�반면, 명목임금은�어디까지나�스칼

라�양이기�때문이다. 게다가�명목임금은, 노동자가�스스로�생산한�재

화를�모두�되산다는�전제에서�그�값이�고정되어�있으니까. 노동자는�

현실에서는�스스로�생산한�모든�재화를�되살�수�없으며, ‘차액’은�그들

이�손에�넣은�화폐의�구매력에�‘대응’하지�않다. 화폐의�구매력이란�노

동자의�임금의구매력일�뿐이다. 거시적�수준에서�명목적으로�이윤이�

존재하지�않는다(=착취가�없다)는�것과, 개별적으로�실질이윤(=착

취)이�존재한다는�것은�완전히�양립�가능하다.28) “누구도�도둑맞지�

않았는”데도, 비소유로부터�생겨나는�소유가�있는�것이다. 만일�실질

27) 이�단락에서의�논의에�대해서는�Piero Sraffa,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Prelude to a Critique of Econom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을�

참조. 

28) 스라파를�이어받은�‘분석적�맑스주의’가�강조해온�논점은, 이렇게�패러프레이

즈해도�좋을�것이다. 정확하게는�‘가격’(수요와�공급에�의해�정해진다) 및�‘이

윤’(가격과�생산비용의�차액)으로�이루어진�이론계와, ‘가치’(노동시간에�의해�

정해진다) 및�‘착취’(잉여노동과�필요노동의�비)로�이루어진�이론계�사이의�수

학적�‘동치同値’성으로서, 置塩信雄와�森嶋通夫라는�두�명의�“수리맑스경제학

자”에�의해�증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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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화폐의�명목�구매력에�의해�‘평가’해도, “샐러리맨의�호주머니

에�들어가는�금전과, 기업의�대차대조표에�있어서�등기되는�금전은�

169같은�것이�아니다.”29)

   확실히�개별�기업한테는�이�‘평가’가�중요할�것이다. 노동자와�마찬

가지로�물건이�팔리지�않으면, 자본가가�빚을�내서�생산활동에�종사

할�동기는�없다. 아무것도�‘훔치지�않’더라도�‘살�수�있’어야�한다. 구매

력은�‘이동’해야�한다. 그러나�이것은�금융의�실천가, 투기꾼에게는�잘�

알려진�기술이�아닌가? ‘공매도’이다. 기업은�은행에서�빌려온�화폐의�

구매력을�― 제품가격에�대한�이윤만큼의�추가분에�의해�― 저하시켜

서�노동자에게�건네고(가격�하락�전의�주식을�팔듯이), 빌린�금액과�

같은�액수를�그들로부터�회수하고(떨어진�가격으로�주식을�되사듯

이), 은행에�갚는다(주식의�현물을�갚듯이).30) 임금을�지불하고�제품�

가격을�정한�시점에서�화폐의�명목 ‘구매력’은�마치�주가처럼�170오르

지만, 구매�가능한�것의�양이�늘어나는�것은�아닌�이상, 그것은�인플레

이션과�마찬가지로�화폐의�실질 ‘구매력’의�저하에�다름�아니며, 그�시

점에서, 기업은�구매력을�공매도한�것이게�된다. “샐러리맨의�호주머

니에�들어간�금전”은, 들어간�시점에서, ‘가치’가�내려간�것이다. 그�

‘가치’는, 기업이�은행에�빚을�갚는�시점에서�기업의�것이�된다. 그리

고�‘공매도’는�전혀�‘도둑질’이�아니다.

   “샐러리맨의�호주머니에�들어간�금전”은, 갑자기�환율이�떨어진�자

국�통화와도�같다. 그가�만든�제품은�갑자기�가격이�오른�수입품�같은�

것이다. 금전을�받았을�때에는�살�수�있었던�것이, 막상�구입�단계가�

29) 들뢰즈, 가타리, 『안티�오이디푸스』, 30頁。

30) 이�점에�대해서는�이밖에도, 이치다�요시히코(市田良彦), 「화폐의�제국적�순환

과�가치의�금융적�포획(貨幣の帝国的循環と価値の金融的捕獲)」, 西谷修 他, 

『비대칭화하는�세계(非対称化する世界)』 수록, 以文社, 2005年)도�참조. 

     [옮긴이] 부록2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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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더�이상�살�수�없다. “기업의�대차대조표에�등기되는�금전”이�사

실은�외국�통화였다는�것을�그는�갑자기�깨닫게�된다. 그는�제품을�그

저�‘되사는’ 것이었다. ‘되사는’ 것은�그였을�터였다. 그런데�자본가도�

또한�‘되사기’를�했던�것이다. 제품이�아니라�화폐라는�이름의�‘유가증

권’을, 팔았을�때보다�싼�가격으로. 판매에�따른�생산비용�회수는, 화

폐의�‘되사기’이기도�했던�것이다. 하나의�행위인�재화의�판매-구입에�

있어서, 두�개의�‘되사기’가�진행되고�있다. 자본가와�노동자는�각각의�

대차대조표를�갖고서�‘무역’을�171 하고�있으며, 각각의�내부에서는�

‘자산’과�‘부채’의�합계는�항상�제로이다. 그러나�이제�양쪽�시트[대차

대조표]에�‘영업�외�손익’ 항목이�추가되고, 자본가의�흑자와�노동자의�

적자가�서로를�상쇄한다. 국가를�넘어선�하나의�기업체로서�양자가�

‘연결�결산’을�했을�때에는, ‘손익’은�사라지고, 어디에도�‘도둑질’의�흔

적은�없다. ‘기업⇄노동자’는�명목적으로는하나의�대차대조표를�공유

하고�있었다!

   여기에�이르러, ‘흐름’과�‘환류’의�질적�차이가�명확해질�것이다. ‘은

행⇄기업’이라는�‘흐름’에�관한�한, 그것은�주식의�현물�대차와�동질적

인�‘교환’이며, “화폐의�가치는�제로가�아니면�존재하지�않는다”는�것

이�교환의�등가성을�보증했다. 하지만�노동자를�기점으로�하는�‘환류’

에�있어서는, ‘기업⇄노동자’의�거래관계는�‘투기’와�동질적이며, 노동

자로부터�기업으로의�가치�이전이�수반된다. 그리고�이�‘투기’는�절대

로�실패하지�않는다. 다른�기업과�똑같은�물적�이윤율을�가져오는�가

격을�자사�제품에�붙이기만�하면, 내재�가치가�제로의�‘투기’ 대상인�

화폐는, 자신의�대응�상품対商品 ‘가격’(구매력)을�반드시�내린다. 터무

니없는�이윤율을�요구하지�않고, 화폐에�내재가치(적정가격)가�있다

는�등�오해하지�않으면, 내기는�반드시�성공한다. “현재와�미래의�매

듭을�이루는” 화폐는, 주가�하락을�미리�172알고�있는�자, 주가를�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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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는�자의�위치에�기업을�세우는�것이다.

   여러�종류의�‘금전’, 다양한�의미의�‘가치’가, 유통하고�순환하는�하

나의�화폐�아래에서�공존하고�있다. ‘이윽고’와�‘이미’라는�상이한�시

간마저도, 거기서는�교차하고�있다. 물론�실물경제와�화폐경제의�차

이로서�표상되는�것도�또한, 화폐는�체현하고�있다. 화폐는�다양한�차

이나�이질성의�연결-전철�장치轉轍裝置이다. 그러한�것으로서, 화폐는�

자신의�은유가�된다. 화폐는�스스로가�표시하는�가치의�대체물이면

서, 뭔가의�방식으로�규정되는�가치�쪽도, 뭔가의�방식으로�화폐의�기

능을�지시한다. 자신의�은유가�된�화폐는, 가치를�가치라는�것의�은유

로�바꾸는�것이다. 이�은유화가, 연결-전철�장치의�작동이다. 그리고�

이�은유화에는, 비유되는�것의�포획이라는�한�면이�갖춰져�있다. 은유

화를�통해서, 하나의�가치가�다른�종류, 다른�의미의�가치에�붙잡히는�

것이다. 비유하는�것=시니피앙�쪽으로, 비유되는�것=시니피에를, ‘의

미작용’ 때마다�순간�이동시킨다.

   결코�간과되어서는�안�되는�것은, 이�이동이�의미�등이라는�추상적

인�것의�이동이�아니라, 현실의�재화, 그것에�대한�지배력, 소유권, 더�

나아가�권력의�이동이라는�점이다. 현실적인�이동을�수반하기�때문

에, 이�은유는�은유로서�기능할�수�있다. 가치라는�173관념의�사용법

은, 부의�일부의�현실적�무상無償(=가치�없음) 이동에�있다. 화폐의�‘기

원’은�역사�모델에서�출발해도�순수한�이론적�순환�모델에서�출발해

도, 이�이동에�있으며, 유통-순환하고�있는�동안, 화폐는�자신의�기원

의�물질적으로�실재하는�은유이기를�계속한다. 부의�일부를�가치�제

로, 혹은�‘제로’의�기호, ‘제로’를�대신하는것에�싣고서�물질적으로�계

속�이동시킨다. 타당하다고�여겨진�‘가치’와�실제의�‘가격’을�자기�자

신에�대해서조차�분리시키면서, 그�결과�더�나아가, 과거와�현재, 현재

와�미래를�분리시키면서, 시간의�막간으로부터�‘잉여가치’를�일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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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시간차를�가치�있는�것으로�한다. 투기꾼이라면�누구나�보고�있

지않은가. 화폐에도�적정가격과�시장가격이�있으며, 그것이�미래의�

‘이문[이익]’을�낳는다고. 진실에는�‘가치제로’여도, 적정�가치가�있는�

것처럼생각해도�상관없다고. 이�‘~인�것처럼’이라는�사태를�산출하는�

것이�화폐의�기능이며, 화폐�순환은�존재하는�‘~인�것�같이’ 가치를�실

제로�실재하는�‘자산=자본’으로�바꾼다.

   화폐순환에서는 1회의�순환이 1회의�본원적�축적 ― 자본을�무로부

터 만들어내는 과정 ― 이다. 그것이�반복되는�화폐�유통은, 이른바�부

단한�본원적�축적�과정에�다름�아니다. 자본가의�수중에는�차례대로�

실물� 자산이� 굴러들어온다. 그것은 18세기의 ‘종획[에워싸기]’, 토지�

174사유화�같기도�하다면, 농가의�부업�매뉴팩처�같기도�하다면, 또한�

전사귀족에�의한�토지나�노예의�강제�스톡화�같기도�하다. 선행하여 

부지런히�모은 자기�자금(‘자본’)의�주입-투자�없이, 매매�가능, 대차�

가능, 소비�가능, 경제적으로�아무렇게나�처분할�수�있는 ‘자산’이�성

립하고, 그�소유자를�잠재적인, 완전한�의미에서의�자본가로�만드는�

것이다. ‘자본’에�의해�돈을�버는 사람이다. 그리고�이�자본은, 화폐에�

의해 ‘평가’되고�있다. 내재하는�가치를 ‘측정’되는�것이�아니라, 모든�

것은�생산한�인간이�모든�것을�손에�넣는다는�전제이자�기준으로�화

폐에�가탁仮託된 ‘구매력’보다, 잠재적으로 ‘평가’되고�있다. 노동자가�

실제로�손에�넣을�수�있는�것을�모두�손에�넣었을�때 (그것은�더�이상 

‘모든�것’이�아니다), 이 ‘평가’는 실현되고 ‘의제 화폐�자본’이�출현하

는�것이다. 자본가의�수중에서는, 노동자의 ‘구매력’이�이전되어�실물

자산과�결합하고�있다. 노동자의마이너스�자산을�이�자산의 ‘평가’액

으로서�스스로의�대차대조표에�계상하고�있다.

   이리하여�자본가는�‘증명[이서]’이�있는�화폐의�발행권을�손에�넣었다. 

실물자산을�갖고�있기�때문에. 그�‘가치’는�‘평가’되는�것이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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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이후, 노동자의�‘구매력’을�175자신의�것인�마냥, 타인에게�‘빌려’

줄�수�있을�것이다. 렌트를�취득할�수�있을�것이다. 역사적인�본원적�

축적과�상이한�것은, 화폐와�노동자의�‘마주침’이, 화폐의�‘구매력’이�

설정된�순간, 즉�‘되사기[환매=신용�거래나�청산�거래에서, 공매空賣

했던�주식이나�상품을�다시�사들여�현물을�인도하지�않은�채�결제하

는�일]’ 절차에�의한�생산물의�입수라는�구조가�도입되고, 모든�화폐와�

모든�생산물이�등가의�관계에�놓일�때, 이미수행되고�있었다는�데�있

다. 역사�속에서�농민을�토지에서�내쫓아낸�폭력에�의해�실현된�‘마주

침’이�역사적인�‘이미’로부터�논리적인�‘이미’로�치환[대체]된�것이다. 

노동(력)을�팔아�살아간다면, 그렇게�할�수밖에�없는�우연의�‘기원’을, 

제도의�필연으로�승화시키고�잊어버려라. 이�치환을�1회의�화폐�순환

은�행하며, 화폐�유통이�그것을�지속시키며, 본원적�축적은�자본�축적

으로�변태한다. 시작의�우연을�필연의�힘으로�전화하는�자본�축적은, 

즉�자본의�공화국의�영속적�‘구성’에�다름�아니다. 때문에�그것은�영원

한�(반)혁명이다. 

176 3. 렌트에�의한�채무의�확대, 혹은�투자의�행방

얘기를�현대로�되돌리자. 

   오늘날의�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GDP의�70%에서�80%를�“3

차�산업”이�생산한다. 서비스의�대가, 즉�“인적�자본의�렌트”가�그대

로�“부가가치”로�승인되고�있는�셈이다. 서비스의�‘부가가치’나�‘생산

비’ ― 그런�것은�‘주관적’(따라서�‘정치적’)으로만�결정될�뿐이라는�것

을�우리는�봤다(3장�1) ― 가�무엇인지를�괘념치�않고, 서비스의�대가=

렌트가�가치의�‘생산’으로�인정받고�있다. 서비스의�제공은�당당하게�



118 『부채공화국의�종언�: 우리는�언제부터�노예가�됐나』

그�대가로서, 화폐를�매개로�사물〔물건〕을�청구할�수�있다. 이런�현황

에�대해, 20%에서�30%의�가치밖에�대표하지�않는�사물〔물건〕을�모두

가�함께�나누고�177있다고�말하면, 그만큼�사물〔물건〕의�생산성이�높

아진�것이라고�받아들이는�선에서�끝내는�방향도�강하겠지만, 우리

가�말하려고�했던�것은, 물건〔사물〕을�배분하는�구조가�‘생산성’과는�

무관하다는�것이었다. 이�점을�명확하게�하기�위해, 배분의�구조로서

의�렌트는�태초부터�물건〔사물〕을�‘빼앗는’ 일반적인�방식이라고�역사

적, 이론적으로�제시하려고�했다(3장�2). 그�지점에서�봤을�때, GDP의�

70%에서�80%를�웃도는�‘3차�산업’은�어디까지나�‘빼앗는’ 구조가�발달

한�결과로�간주되어야�한다. 생산된�모든�물건〔사물〕의�70%에서�80%

를�이것을�생산하지�않은�인간이�‘빼앗고’ 있는�것이다.

   앞�절에서의�논의를�감안하면, 물건[사물]의�‘가격’과�관련시켜�얘기

할�때의�서비스의�‘가격’은�은유일�수밖에�없다. ‘생산비’를�계산할�수�

없기�때문이다. 임금과�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일군의�상품으로�

표시되는�생명의�‘생산비’(=유지비)? 그렇게�생각하고�쉽게�납득해버

리는�경향이�있지만, 조금만�멈춰서�생각해보면, 그것은�이상하다는�

것을�금세�알�수�있다. 생명의�‘생산비’는�생명밖에는�생산하지�못하고

(그래서�임금이라는�특수�범주로�처리된다), 상품으로서의�서비스�그�

자체를�생산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고급�서비스의�178생산에는�

높은�비용이�들�것이라는�상식에�의존하여, 가격으로�비용을�결정하려

고해도, 사물의�영역에서의�‘가격=생산비’를�원용하면서�사실은�그

것을�무시하고(물건의�경우의�‘=’는�생산비�쪽에�가격을�정의-결정시

킨다), 서비스의�‘가격’을�동어반복적으로�말하는�것밖에�안�된다. ‘가

격’의�높음/낮음을�가져오는�요인, 서비스의�상대가격에�대해서는, 

아무런�설명도�가져오지�않는다. 어디까지나�임금이라고�간주하려면�

동종의�물질적�노동(물건의�생산)을�참조하게�되겠지만, ‘동종’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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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는�것은�바로�은유의�조작에�다름�아니다. 그러면�서비스의�‘가

격’은�오히려�산업자본가의�‘이윤’에�상당하는가? 그러나�그�경우에는�

무엇이�밑천으로서�‘선불’되었는가? 서비스의�‘가격’을�생명의�‘생산

비’에�‘자본’으로서의�인간이�보탠�부가가치인�것처럼�생각하는�것은�

임금의�경우보다�더�은유적인�조작이다. 타인을�고용하지�않고, 자신

에게�‘자본’을�‘투자’하고�있을�뿐이기�때문이다. 자신에게�‘구매력’을�

‘빌려주다/지불하다’라는�것은, 소비를�삼가는�것의�은유일�뿐이며, 

경제학적으로는�투자도�뭣도�아니다. 서비스의�‘가격’은�자기투자의�

결과라고�주장하는�것은, 타인이�보면, 단순한�참을성을�투자로�인정

한다는�강변일�뿐이리라.

179   아무튼�GDP에서�3차�산업이�차지하는�비율은�화폐적�조작에�의

한�은유의�확대�비율이며, ‘생산/교환’-‘임금/이윤’과�‘강탈’-‘렌트’의�

병존�비율이며, 자율적인�영역으로서의�경제의�축소�비율이다. 그래

도�어쨌든�오늘날에는�실현된�렌트는�‘부가가치’이다. 정당한�보수든�

아니든, 렌트는�‘가치’ 생산의�결과인�것처럼�실제로�보인다. 그러면�

그�결과는�어떻게�될까? 근본적으로�부당한지�여부는�옆으로�치워두

고, 렌트를�‘가치’에�포함시켜�셈하는�현실적�효과나�결과는�무엇인가

를�생각하고�싶다. 

* * *

렌트는�어디까지나�스톡(자산)에�대한�보수이다. 렌트가�실현될�때, 

그것은�스톡이�‘가치’를�낳는다는�것을�의미한다. 이�‘의미’에�관한�한, 

그것은�비유가�아니라�현실이다. 그러나�모든�스톡이�‘가치’를�낳는다

고는�할�수�없고�― 축장�비용이�드는�‘잠든’ 자산은�얼마든지�있다�― 

자산�가치의�‘평가’가�‘이익’을�확정하는�것이�아님은�주식�소유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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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알고�있다. 실제로�‘팔릴’ 때까지, 주식이라는�자산은�갖고�있

는�것�자체에�위험이�수반된다. 렌트가�불어남에�180따라�스톡도�비례

적으로�‘평가’액을�늘리는�것은�틀림없으나, 스톡의�증대란�무엇을�현

실적으로�의미하는가?

   예를�들어�광산이�갑자기�발견됐다고�하자. 거의�가치가�없는�땅에�

갑자기�가격(발굴권료)이�붙고, 스톡이�출현한다. 땅이�팔리면, 그�대

금은�‘부가가치’로서�실현되지만, 10년�후에�광산이�이익을�내기�시작

할�때까지, 토지대금과�투입된�개발비용은�광산(발굴권)을�산�사람의�

‘구매력’을�희생하고�계속�부담이�될�수밖에�없다. 이익을�낳을�때까지

는�이런�금액들은�순전한�‘투자’(선불)이며, 같은�금액이�생산�가능 ‘부

가가치’액으로부터�자동적으로�계속�차감〔공제〕된다. 스톡은�형성되

자마자�곧바로�렌트를�낳는다고는�할�수�없고, 그�경우에�렌트는�선행�

투자�자금의�회수로서�취득되는�것이다. 실제로�우리가�통신�회선의�

사용료로�지불하는�금액은, 회선의�부설에�필요한�비용을�우리가�사

후적으로�‘상환’하면서�지불하는�임대료rental fee일�것이다. 벤처�사업

에�투자되는�금액도, 아직�렌트를�실현하지못한�‘땅값’ 같은�것이다. 

   케인스�경제학이�가르치는�바로는�‘투자=저축’이다. 어느�정도의�투

자가�가능한가에�181대해서는, ‘구매력’의�사용하지�않음이�제약으로

서�부과되고�있다. 현재의�‘구매력’이�‘대여되어’ 투자�자금이�된다. 설

령�투자액이�저축액을�‘끌어당겨’ 증대시키는�효과�― 케인스가�바라

던�것이다�― 가�관찰되더라도, 이것은�쓰지�않고�대출된�금액이�늘어

난다는�결과를�반드시�동반한다. 사회적으로는, 투자액만큼의�부채

를�어디서�누군가가�지고�있을�것이다. 기업의�대차대조표에�있어서

도, 초기�투자된�‘자본’은�‘부채’와�똑같은�쪽에�기입되는�― 자본�제공

자로부터�조달된=‘빌린’ 돈으로서�― 것이�아니었을까? 만일�그렇다

면�‘투자’란�스톡�형성을�위한�‘비용’이라고�생각할�수�있다. 과거�폭력



3장.�렌트�자본주의����121

이나�제도에�의해�인위적으로�형성된�스톡은�그�흔적을�‘비용으로서

의�투자’에�남기고�있는�것이다. 발권�은행이라면�도깨비�방망이처럼�

‘비용’ 없이�창출할�수�있었던�‘가치’를�자본이�반드시�똑같이�낳을�수

는�없다는�표시가�‘투자’이다. 사후적으로�취득되는�실물�자산(앞�절�

참조)은�기업이�‘투자’ 없이�만들어낼�수�있는�스톡이었지만, 발권�은

행�이외로부터�화폐를�조달하여�스톡을�얻으려고�한다면, 그것은�‘희

생’을�동반하지�않을�수�없는�‘투자’가�된다. 기업은�화폐�순환�내에서

의�위치로부터�거의�자동적으로�얻게�되는�이익�이상의�것을�얻기�182

위해서, 사람들에게�직접적인�희생을�강요하는�대신�‘구매력’에�그것

을�요구하고, 반란�리스크를�대신해�‘채무’를�지는�것이다.

   이때�인적�자본이나�‘토지’도, 때때로�흘러드는�투자자금도, 이것이�

미래에�올릴�렌트를�기대하여�대출받는�돈으로서, ‘채무’를�낳는다. 그

러나�이�‘채무’는�설비�투자와는�달리, 대부분�‘실물경제’ 속에�수요로

서�들여오지는�않을�것이다. 지금까지�경제�외적인�존재였던�영역(접

속이�공짜였던�공유재산)을�사유재산화함으로써�렌트를�발생시키려

고�하는�‘투자’는, ‘실물경제’에�자금을�들이붓는�경로가�매우�가늘다. 

그린�뉴딜의�실패는, 그�점에�대한�몰이해에�기인할�것이다. 본질적으

로�지적인�분야(신산업의�육성)에�아무리�자금을�투입해�봤자, 직접�

수요�창출�효과는�뻔하다. ‘성과’를�거두기�위한�투입자금은�아무리�있

어도�부족할�정도이다. 그것을�회수하려고�한다면, 렌트는�기세가�높

으며(의료비나�약품가격을�상기하라), 구조적으로�인플레이션과�불

황의�동시�진행과�똑같은�사태에�돌입한다(비싸서�팔리지�않는다). 게

다가�‘교육투자’를�생각하면�좋다. 장학금에�기대되는�효과는�인적�자

본의�가치�증대이지만, 얼마나�증대할지는�결과가�나올�때까지�모르

며, 183그�증가분은�실제로는�완전히�우연이며, 유효�수요�효과에서의�

제곱수�같은�파라미터를�거기에�도입하는�것은�도저히�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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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은�물적이지만, 발굴권료는�그렇지�않으며, 가치를�가로챈�지대

에�불과하다. 발굴권료�수입을�설비투자에�돌려�봤자, 렌트화된�발굴

권료는�그�물적�투자에�의한�수요�창출�효과를�빼앗아간다. 

   렌트를�낳는�것에�대한�‘투자’는, 그�‘평가’가�클수록�그것이�채무라

는�것에서�생기는�다양한�‘이자’ 부담까지�키우며, 렌트가�실현될�때까

지의�지출을�추가�비용, 추가�‘채무’로서�증대시키는�것이다. 스톡형성�

- 렌트�취득에�필요한�‘비용’은�추가�수요를�낳는�산업적�투자의�경우

보다�사회�전체에�있어서는�확실하게�크다. 렌트�수입을�얻고자�하는�

자의�‘투자’를�사회가�‘내핍’에�의해�부담해야�하는�것이다. 사회는�과

거의�참주가�품었던�불안, 즉�언제�죽임을�당할�것인가라는�불안�― 권

력의�우연성에서�유래하는�― 을�‘구매력의�감소’라는�형태의�‘비용’으

로�치환하여�부담해야�한다. 설령�‘투자수요’라고�불려도, 거의�추가�

‘비용’이�드는�단순한�‘소비수요’이다. 사태를�타개하려면, 승수�효과

분에�해당되는�‘수요’를�‘바깥’으로부터�들여올�수밖에�없으나, “바깥

으로부터의�수요”는�‘투자수요’에�다름�아니며, 그것은�유효수요�184

창출�효과를�수반하지�않는 ‘투자=저축’ 제약의�확대를�초래할�수밖에�

없다. ‘구매력’이�점점�삭감되고, 채무가�부풀어간다. 

   이�악순환에�감히�발걸음을�내딛는�것이�현대의�‘투자’이다. 기대에�

의해�기대를�부풀리게�하고, 빌리면�빌릴수록�이문이�남는다는�망상

에�뒷받침되어, 스톡은�언제부턴가�‘채무스톡’으로�반전된다. 스톡은�

“가치를�낳는것”으로부터�“가치를�흡수하는�것”으로�바뀐다. 스톡이�

형성되고, 렌트라는�제도�또는�장치를�통해�‘가치’가�포획되기�전에, 스

톡�형성그�자체가�‘채무’를�통해�‘가치’를�흡수한다는�사태가�출현한

다. 보수인�렌트로부터비용인�채무로스톡의�효과가�이동하는�것이다. 

하지만�따지고�보면, 스톡이란�활동으로부터의�‘가치’의�포획-흡수�장

치였기�때문에, 이�귀결은�신기한�것이�아무것도�없을�수�있다.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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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를�‘생산’이라고�바꿔�말한�시대가�끝나고�있는�것에�불과하다. 

* * *

서비스의�대가는�주관적이기�때문에, 종종�국가가�마치�그�결함을�메

우듯이, 즉�‘객관’을�대행하듯이�개입한다. 다양한�서비스�노동이�국가

적인�185전문직�자격에�의해�직접�생산되며, 효과의�견적을�내기가�힘

든�연구�개발에�국가�예산이�투입된다. 대학연구자의�급여는�국가에�

의한�그런�대항적�견적〔어림〕의�전형적인�예일�것이다. 가족이�부담하

던�간병을�‘사회화’하는�제도들은, 무상[공짜]이었던�‘감정노동’에�서

비스노동의�‘절대지대’(최저액)를�할당하는�양상을�띤다(아직도�상당�

정도로�무상으로�맡고�있기�때문일까). 그리고�이런�영역에서의�국가

적�활동�전체를�‘투자’의�논리나�표상이�뒤덮는�정도는�날로�강해지며, 

그�‘투자’의�‘객관성’을�조금이라도�높이기�위해, 전문가의�주관�대신�

토의민주주의적인�합의�― 간주관적인�‘객관성’ ― 가�도입된다(‘사업�

심사〔사업의�우선순위�매기기〕’을�보라). 그러나�‘국민의�세금을�사용하는�

것이기�때문에’라는�도입의�기치만큼, 국가에�의한�서비스-지적�생산-

인적�자본에�대한�‘투자’가�순수�채무라는�것을�솔직하게�나타내는�것

은�없을�것이다. 그것은�국민으로부터�‘빌린’ 금전인�것이다. 물론�국

가를�통해�국민이�자기�자신과�‘대차관계[빌려주고�빌리는�관계]’에�

있기�때문에, 이미�봤듯이, 자신에�대한�투자를�투자라고�부르는�것은�

강변일�뿐이다. 게다가�국민의�구매력을�‘빌리는’ 국가는�고대�코린토�

국가가�빈민에게�화폐나�토지와�교환하여�부역�노동을�요구했듯이, 

사물(의�구매력)과�서비스의�교환을�강요하고�있는�것일�뿐이다. 그것

도�186국가가�그�사물〔물건〕을�주는�것이�아니라, 주는�것도�어디까지

나�똑같은�국민이기�때문에, 국가는�국민에게�사물을�서비스와�맞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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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라고�명하고있는�셈이다. 그리고�맞바꾸기의�조작�때마다, 화폐적

으로는�채무가�‘국민의�대차대조표’에�보태진다. 서비스를�생산하고�

분배하는�세금은, 국가를�통한�국민에�의한�자기�자신에의�강제�투자

이다. 

   오늘날�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노선은�토목공사에서�서비스�부문

으로�투자와�채무의�할당처를�이동시키는�정책이다. ‘빌린’ 구매력을�

서비스�부문에�투입하여�복지를�‘사회화’하고, 서비스�노동이�만들어

내는�‘가치’에�의해, 그것을�되돌려주려고�한다. 인적�자본의�논리를�

‘국민’이라는�‘사람’에게, 국가를�통해�적용하는�것이�오늘날의�사회민

주주의에�다름없다. ‘민영화’를�뼈대로�하는�신자유주의의�인적�자본

론과의�차이는, “국가를�통한다”는�점과, ‘사람’이�‘국민’이라는�전체�

인격으로�바뀐다는�점뿐이다. 그러나�큰�차이는�없다고�말해야�할�것

이다. 뒤에서�자세히�보듯이(다음�절), 개인을�“자기�자신에�대한�기

업”(푸코) ― 자신에�대한�‘투자’에�의해�자본으로서의�자기의�가치를�

증대시키려고�하는�인간�― 으로�키우려고�하는�신자유주의는, 그�교

육의�임무를�국가에�맡기기�때문이다. 어떤�경우든, 인적�자본으로서

의�서비스�노동자가�제공하는�서비스는, ‘사람’의�187 ‘자기투자-채무

상환’ 과정�속에�있으며, 그들은�국가에�의한�채무�노예화의�궤도에�올

라타�있다. ‘국민’이라는�집단이, 거대한�노동�스톡으로�바뀌며, 그�렌

트가�국가에�세금으로서�수납되고, 새로운�노동�스톡화에�이용되는�

것이다.

   그들에게�지불되는�‘임금’은�임금이라는�이름의�채무�전가�― “나라

가�국민에게서�빌린” 것을�다른�‘국민’에게�‘지불하는’ ― 이다. 서비스

료=렌트가�‘지불되는’ 형식에�의해, 노동에�의해�변제해야�할채무가�창

출된다. 현재의서비스�노동에�‘임금’이�‘지불됨’으로써, 그것은�‘국민

경제’를�경유하여�채무화되며, 다음의서비스�노동을�의무화한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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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본가는�임금을�선지급함으로써�생산물의�소유권을�손에�넣지만, 

여기서는�국가가�개인에�의한�자신을�위한�‘투자’를�개인에�앞서서�대

행함으로써, 그�‘비용’으로서�개인에게�노동을�요구한다. ‘투자비용’은�

노동에�의해�구입되어야�한다. ‘투자=저축’의�현대판이다�― “나라는�

여러분께�이것만을�빌려줬다, 갚으세요.” ‘투자’라는�매개�표상을�벗

겨내고�사실을�직시한다면, ‘채무’의�속박[멍에]의�맞은편으로부터�스

탈린식�사회주의가�얼굴을�내보인다. 산업자본이�사라지고, ‘노동자’

와�그들을�배치하고�움직이는�‘간부’만이�있는�세계이다. “세계에�존

재하는�모든�귀중한�자본�188중에서도�가장�귀중하고�가장�결정적인�

것, 그것은�인간이며, 간부라는�것을�이해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을�감안한다면, ‘간부가�모든�것을�결정하는’ 것을�이해해야�한다. 

공업, 농업, 교통부문, 군대에�많은�우수한�간부가�있다면, 우리나라는�

무적이다”(1935년�5월�4일, 적군대학교�졸업식에서의�연설).31)

   오늘날의�경제에서는, 이윤과�임금의�상당�비율이�렌트화하고�있을�

것이다. 그것이�어느�정도인가를�딱�잘라�나눠서�보여주는�일은�어려

울�것이다�― GDP 내�제3차산업의�비율은�그�하나의�지표에�불과하다�

― 하지만�그�부분을�증대시킴으로써, 채무가�생산을�상회하는�것이�

구조적으로�가능해지고�있다. 이�형태의�채무에�상한은�없기때문이다. 

전원이�채무�노예가�되더라도, 자본주의�국가를�그대로�스탈린주의�

국가로�변질시키고, 노예로서�일하는�기간을�부모로부터�자식으로�

상속시킨다면�좋을�뿐이다. 김일성처럼�“대를�이은�혁명”? 채무의�상

환�“능력에�따라” 일하는�사회주의에�있어서는, “노동에�따라” 지불

액이�얼마가�되는가는, 국가가�자유의지에�의해�결정하면�된다. 투자

액의�산정�기준이�되는�스톡�― 국민이라는�노동�스톡�― 전체의�‘평가’ 

액을�‘우리나라는�무적’이어야�한다는�기준에�189의해�결정하는�것은, 

31) 자크�랑시에르, 『알튀세르의�교훈』(市田良彦 他 訳, 航思社, 2013), 28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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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기�때문이다. “생산수단의�사회적�공유”가�“투자비용”의�공유

로서�실현된다. 구체적으로�누구에게�최종�부담을�맡길�것인지�미정

인�채로�누적된�채무가, ‘국민경제’를�이음매없이�자본주의로부터�사

회주의로�이행시킨다. 소련�붕괴는�현재의�사회주의가�자본주의로의�

기나긴�길이었음을�밝혔으나, 그�자본주의가, 지금은�안쪽으로부터�

스탈린식�사회주의로의�변성을�경험하고�있는�것이다.

* * *

아직�거기까지�가지�않았다? 그럴�수도�있지만, 문제는�궤도이며�경향

이다. 실제로�임금의�렌트화는�고용관계에�중대한�변경을�요구할�수

밖에�없다. 직무가�정해져�있지�않은�멤버십�계약으로서의�일본형�노

동계약32)(이른바�정규직)은�이미, 노동시간을�가치척도로�하는�산업

자본주의의�논리�안에다�인적�자본의�논리를�억지로�밀어�넣는�고용

형태였다. 산업자본이�내부적으로�‘사람한테�투자’하고, 그�효과�즉�렌

트를, 190노동자가�아니라�자본에�미리�회수하려는�― 렌트�청구권을�

‘사람’에게는�주지�않는�― 형태이다. 반대로�직무를�한정하여�고용되

는�잡job형�노동계약은�어떻게든�산업자본의�논리에�적합하면, 즉�단

순노동의�시간에�대해�임금이�지불되면, 간단하게�서비스�제공에�대

한�렌트�지불�계약으로�변경할�수�있다. 자본은�노동자에게�렌트를�지

불하는�것의�답례로�생산물의�소유권을�취득하며, 그것을�‘파는’ 것도�

32) 멤버십형과�잡형의�두�가지�노동계약에�대해서는�濱口圭一郎의�『日本の雇用

と労働法』(日本経済新聞社, 2011年)을�참조. 

     [옮긴이] 일본의�고용�형태를�설명할�때�빠뜨릴�수�없는�용어가�멤버십형과�잡

형이다. 잡형�고용이란�직무나�근무지를�한정한�고용계약을�가리킨다. 반면�멤

버십형�고용이란�직무나�근무지, 노동시간�등이�한정되지�않은�고용계약을�가

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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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는’ 것도�자유이다. 인적�자본에�대한�렌트에는�기준이�없다고�

했던, 이미�봤던�점이�여기서�그�효과를�발휘할�것이다. 동일노동�노동

임금의�원칙을�지키면서�임금을�얼마라도�낮추는�것이�가능해지며

(흔한�서비스에�값싼�렌탈료만�붙이는�것은�당연할�것이다), 거꾸로�

성과의�근거가�모호한�관리자에게�터무니없는[비싼] 보수를�지불하

는�것도�정당화되는�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물적�재화의�생산성이�오르고�잉여가치율(착취율)이�

증대할수록, 그�재화를�생산하는�인적�자본에�대한�평가는�내려갈것

이다. 물적�수준에서�계산된�이윤율이�경향적으로�저하할�때에는, 인

적�자본이�받는〔수취하는〕 렌트도�내려갈�수밖에�없다. 인적이든�물적

이든, 자본은�자본이며, 노동자는�자본의�구성요소, 화폐자본에�통합

된�인적�자본으로서, 자본가와�동등한�― 같은�비율로�오르고�같은�비

율로�내리는�― 191보수밖에�받을�권리를�갖고�있지�않다. 또�일반적으

로�이윤율을�넘는�이자율은�실현되지�않으며, 저하되는�기업(=산업

자본) 이윤율은, 총체로서�이자를�낳은�자본으로�간주되는�자본의�수

익률에�하향�압력을�가할�것이다. 이리하여�“노동력을�생산하는�데�필

요한�사회적으로�합리적이라고�간주되는�비용”은�“서비스의�대가로

서�합리적인�금액”, 즉�“노동이�생산할�터인�렌트”로�고쳐�읽을�수�있

으며, 기업�이윤과�함께�저하된다. 임금이�독립변수가�아니게�되는�것

이다. 이것에�대해�좁은�의미의�서비스�산업은�서비스�공급자를�문자�

그대로�‘에워싸고’, 렌트�청구권을�‘착취’하려고�하지만, 거기서의�‘착

취’율은�원래�임금으로서�지불되는�렌트의�압축에�의해서만�오를�뿐

이다. 

   그�결과�현대에서는, 과거의�농민이�땅에서�추방되어�산업프롤레타

리아트가�됐듯이, 노동자가�노동가치의�세계에서�인적�자본의�세계

로�내몰리게�되며, 그�렌트/‘구매력’을�누군가가�횡령한다는�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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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적�축적’이�진행된다. 물건을�생산하는�산업세계로부터, 한편으

로�지금은�‘자본’이라고�고쳐�불리는�노동자의�일군이, 다른�한편으로�

18세기와�마찬가지로�‘화폐’가, 분리되면서�쫓겨나고, 새로운�마주침

을�지닌�상태에�놓이는�것이다. 이�‘본원적�축적’에서�불행한�것은�분

리된�‘화폐’가�192자본으로서�새로운�생산체계에�들어서기�위해�다시

금�노동자와�만날필요가�없다는�것이다. 노동자는�이미�(인적) 자본으

로서, (화폐) 자본에�통합되어�있기�때문이다. ‘화폐’는�순수�‘구매력’으

로서�생산�바깥으로�흘러넘칠�뿐이다. 노동자와�만나지�않고, 그저�‘축

적’되고�사용될�뿐이다. 자본�수익률이�좀체�높아지지�않더라도, ‘부

자’가�계속�산출되고�있다. 노동자에게�눈을�돌리면, 정규직이냐�비정

규직이냐는�더�이상�본질적인�쟁점이�될�수�없으며, 가치척도의�흔들

림과�위기�속에서�노동수입의�전반적�하락이�계속될�뿐이다. 비정규�

노동과�정규�노동의�격차�시정을�요구하는�슬로건으로서의�‘동일노

동�동일임금’은�기본소득�주장과�마찬가지로, 모든�임금이�자본과�더

불어�렌트화되고�있는�상황에서는�‘생활�향상’을�위한�발판이�되지는�

않을�것이다. 최저�임금, 최저�생활수준에�관한�논의로�회수되고, 자본

가와�함께�‘성장’을�갈망하도록�유도될�것이다. 

   임금의�렌트화는�노동자의�생활을�직접적으로�금융자본주의화한

다. 임금�자체가�그의�서비스에�대한�렌트인�데다가, 노동자는�임금의�

일부를�사회보장비로서�출연〔갹출〕당하게�되며, 그�기대�렌트에�의해�

생애를�설계한다. 인적�자본인�노동자는�벌어들인 193렌트를�더�투자

하도록�강요당한다. 그�투자는�채권시장에�흘러들고, 그리하여�결국

에는, 과거라면�산업(물적�생산)에�흘러들�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거

의�두�번째의�‘본원적�축적’ 과정에�흡수될�것이다. 공유지를�사유지화

하고�또�이렇게�사유지화함으로써�음負의공유지를�만들어내는�과정

으로�노동자의�미래�구매력은�불가피하게�말려들어간다. 인적�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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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투자�대상은�어디까지나�인적�자본이며, 이�투자�과정에서도�저축

=투자의�등식은�여전히�타당하며, 양쪽의�‘가치’가�똑같은�렌트�시장�

내부를�반사적으로�순환하며, 물적�생산과정으로는�거의�나아가지�

않는다. 노동자�전체의�구매력은�확실하게�줄어들�것이다. 개개인의�

기대�렌트를�쌓아올림으로써, 실현되지�못한�채�채무로�남아�있는�금

액도�증대하며, 언젠가는�증세�또는�사회보장비�삭감에�의해�채무를�

상환해야�한다. 이미�서비스의�제공에�의해�실물�변제되는�노동자로

부터�화폐적�구매력을�가로챈다. 노동자계급은, 지불약속이�지켜지

지�않는다는�것을�알고�있는�보험조합에�강제�가입되는�것이다. 이�보

험이�파탄했을�때, 두�번째의�사회주의화는�완수될�것이다. 벌거벗은�

모습을�노출할�것이다. 

   이것은�국가를�포함한�보험업자가�노동자를�속인다는�것에서보다

는�축적�체제�자체의�194변화에서�기인한다고�생각해야�한다. 임금이�

서비스에�대한�렌트, 능력의�임대료가�된�시점에서, 인간과�화폐�자본

은�둘�다�희소성�때문에�〔돈을〕 벌어들이는, 기본적으로�동질적인�‘이

자를�낳는�자본’이�되며, 자본축적은�더�높은�수익이�전망되는�‘토지’

와�낮은�수익만�전망될�뿐인�‘토지’ 사이의�‘차액지대’를�수중에�넣고�

축적해가는�방법으로�일반화된다. 단순노동에�대한�임금은�이른바�

‘절대지대’로서, 가장�수익성이�높은�‘지대’와의�차액을�확대하기�위

해, 하강압력을�항상적으로�받게�된다. 초기�자본주의에서�자본이�절

대적�잉여가치를�더�많이�취득하기�위해�임금을�내리려고�한�것과�마

찬가지이다. 산업자본주의는�노동자의�저항에�직면하고, 이윽고�이

런�임금�인하�경쟁을�포기하고, 기술혁신에�의한�상대적�잉여가치의�

취득경쟁으로�축적방법을�전환했다. 모든�것이�‘이자를�낳는�자본’인�

세계에서�이러한�상대적�잉여가치의�생산에�상당하는�메커니즘은�작

동할�수�있을까? 그런�메커니즘은�존재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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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는�오늘날�희소성과�기대의�상관값이다. 다양한�희소성이�미래

에�오를�것이라고�추정되는�수익의�기댓값이다. 역사적으로는�스톡

의�소유로부터�곧바로�얻을�수�있는�‘이문〔돈벌이〕’으로서�출현한�이자

는, 스톡의�일반화에�의해�‘빌려주는’ 것에�대한�보수가�된�후, ‘이자를�

낳는�자본’이�195전반화되는�가운데, 사적으로�소유되는�재화의�희소

성�자체가�산출하는�이자로서�인지된다. 이때�기술혁신은, 그�자체로

는�재화의�희소성을�감소시키며, 기댓값도�줄이는�방향으로�작동할�

수밖에�없다. 그래서�산업은�부단한�이노베이션을�강요당했다. 새로

운�희소가치를�산출하는�것을�스스로�지상명제로�삼았다. 그러나�‘이

자를�낳는�자본’한테는�원래�‘토지’를�더�희소하게�하는�것밖에는�수익�

기댓값을�크게�하는�방법이�없다. 수익은�‘생산’ 때문에�오르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설령�‘산업자본’의�‘이윤’이라도, ‘이자를�낳는�자본’

이�메타자본으로서�군림하게�되면, 수익은�더�이상�‘생산’ 때문이�아니

라�희소성�때문에�오르는�것이다. 

   수익�기댓값을�크게�하기�위해�오늘날�주로�이용되고�있는�것이�저

작권이나�특허�같은�국가적�방법이라는�것은�굳이�지적하지�않아도�

될�것이다. 이전비용이�제로이고�본질적으로�희소성을�갖지�않는�지

식에�대해�문자�그대로�‘에워싸기[인클로저]’를�실행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이것은�자본과�시장에�내재적인�방법이�아니다. 내재적인�방

법으로서는�지불�렌트를�낮출�수밖에�없다. 더�싼�‘이자’로�‘자본’을�빌

려줄�곳을�찾는�수밖에�없다. 내부적인�기술혁신보다도�아웃소싱이

라는�것이다. 얼마나�‘절대지대’를�내릴�것인지, 자본�전체로서는�196

그것이�항상적인�과제가�된다. 종종�현대의�우량기업�모델이라며�극

구�칭찬받는�유니클로를�상기하면�좋다. 본사의�정규채용�사원의�숫

자를�극력�억제하고, 생산을�모두�인건비가�싼�해외로�아웃소싱하며, 

‘값싸게’ 만들어낸다. 포드주의�시대의�대량생산・대량판매와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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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거기에서는�생산의�외부화가�‘기술’이다. 상대적�잉여가치를�높이

는�생산기술이�아니라, 저렴한�렌트를�시장으로부터�조달하는�‘기술’

이다. 상품�자체의�희소성을�높이는�것이�아니라면, 거기에서만�자본

이�현대적인�잉여가치�생산의�가능성을�인정하는�절호의�예일�것이

다. 말하자면, 지불해야�할�절대지대를�낮추는�방법이, 오늘날에는�특

수한�‘상대적�잉여가치’ 생산을�초래하는�것이다. 그러나�이�상대성은�

더�이상�기업�내부로부터는�생겨나지�않는다. 사회적으로�보면, 그것

은�절대적�잉여가치�생산일�뿐이다. 즉, 노동자의�빈궁화에�의한�축적

의�강행. 자본은�더�값싼�노동력을�해외에서�찾을�뿐�아니라, 자국에서

도, 인적�자본이라는�‘토지’의�‘절대지대’를�낮춰야만�한다. 

   이리하여�이윤이�저하하면�노동�렌트(임금)는�내리고, 노동�렌트가�

내려가면�그�수탈에�의해�가능해지는�화폐�렌트로서의�이윤도�내린

다는�악순환이�내장되며, 197희소성에�대한�의존을�가속도적으로�깊

게�하는�축적�체제가�성립한다. 이�축적�체제를�전제로, 그�속에서�고

용과�임금을�얼마간이라도�지키려고�한다면, 모든�기업과�노동자를�

강제�가입시키는�산업보국회유형의�조직을�만드는�것이�일정에�올

라올지도�모른다. 국가�통제에�의해�비정규�잡job 유형의�노동계약을�

안정화시키려고�하는�방향성이다. 렌트에�의한�축적체제�그�자체에�

손을�대지�않으면, 산업자본주의적�원칙의�잔재로서의�‘이윤=이자’라

는�등식은, 화폐�렌트와�함께�노동�렌트를�저하시킬�수밖에�없다. 그�

가운데�기업과�노동자�둘�다로부터�일종의�파시즘에�의한�조정을�요

구하는�욕구가�높아져도�이상하지�않다. 채무의�민주적�배분을�도모

하는�사회민주주의와�렌트를�지키는�파시즘이�하나의�국가�속에서�

공존하는�미래를�현실적으로�상상해야�한다. 아마�그것이�포스트산

업자본주의�시대의�공화주의�국가이다. 그리고�그것은�이미�노동의�

배분-관리국가로서의�새로운�스탈린�체제�그�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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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4. 희소성에�관한�역전과�‘파산관리’의�소비에트�

푸코가�70년대�말의�강의(『생명정치의�탄생』, 1978-1979년�강의33))에

서�신자유주의자들의�인적�자본론을�자세하게�다뤘기�때문에, 오늘

날에는�인적�자본론이�신자유주의의�이데올로기라고�얘기되는�경우

가�많다. 이�이데올로기가�‘생명정치’의�한�가지�표현�형태라는�것을�

보여주는�절호의�예�― 신자유주의란�‘생명’을�자본주의에�편입하기

〔짜�넣기〕 위한�울트라�관리주의이다�― 로�말이다. 그러나�인적�자본�

개념을, 관리하는�정치로서의�‘생명정치’ 아래로�포괄해버리면, 등한

시되는�논점도�있다고�해야�할�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인적�자본

론은�주로�성공을�거둔�성장을�설명하기�위해�도입됐다는�점이다. 

1930년대�이후�서구경제와�일본경제의�성장이�199결국�케인스주의적

인�정부의�재량정책에�의한�것이�아니었다고�주장하기�위해�인적�자

본�개념은�발명됐다. 그�대표적인�논자인세오도어�슐츠(『인적�자본

에�대한�투자』, 1971년)34)에�따르면, 경제성장의�분석에�있어서의�전

통적인�3분할(토지, 노동, 자본)은�‘근대적�부유의�수수께끼’를�설명할�

수�없다.35) “학교교육과�대학교육, 직장�내�훈련On the Job Training, 이주, 

건강, 경제정보”36) 등으로�구성된�인적�자본에�대한�투자가�경제�성장

을�성공리에�이룩한�나라들에서는�현저하게�관찰되며, 성장의�근본�

원인은�거기에서�찾아야�한다는�것이다. 그가�말하는�인적�자본의�정

의는�다음과�같다. “인적�자본을�다른�것과�구별하는�것은, 그것이�인

간의�일부라는�점이다. 그것이�인적이라는�것은, 그것이�인간�속에�구

33) 미셸�푸코, 『생명관리정치의�탄생�: 콜레주드프랑스�강의�1978-1979년』, 오트르

망�옮김, 난장, 2012. 이하의�슐츠, 피셔, 로빈스의�정의는�모두�1979년�3월�14일�

강의에서�거론된다. 

34) Theodore William Shultz, Investment in Human Capital, New York: Free Press, 1971.

35) Ibid., pp.2-4.

36) Ibid.,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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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기�때문이다. 그리고�그것이�자본이라는�것은, 그것이�미래의�만

족�또는�미래의�수익�또는�그�둘�다의�원천이기�때문이다.”37)

200   인간은�그렇게�쉽게, 하물며�자동적으로�수익의�원천이�될�수는�

없으며, 그렇게�되려면�우선�인간의�활동들을�스톡할�필요가�있다는�

것을�우리는�강조해�왔는데, 푸코도�깨달았듯이, 이�정의�자체는�인적�

자본론과�직접적인�관계가�없는�20세기�초반, 소득에�대한�어빙�피셔

에�고전적�정의를�원용하고�있다. 그것에�따르면, 소득이란�자본에�의

한�생산물�또는�수익일�뿐이며, 어떤�방식으로�미래의�소득의�원천일�수�

있는�것은�모두�‘자본’이라고�불릴�수�있다. 우리는�이른바, 이런�무전

제의�‘자본’ 파악을�향해서, ‘자본’의�출신이�어디에�있으며, ‘자본’은�

어떻게�‘소득’을�낳는가라고�질문하고(쓸데없는�‘참견’?), 출신은�‘스톡’

이며, ‘스톡’은�재화나�서비스를�‘렌트’로서�빼앗는�비경제적�수법이라

고�대답하려고�했다. 이�질문을�제기하지�않으면, 피셔와�슐츠의�정의

는�‘옳다.’ 사실을�‘올바르게’ 관찰하고�있다. 그것은�‘이자를�낳는�자본’

이�실제로�메타�자본으로서�기능하는�모양�― 소득이�있는�곳에�자본

이�있다�―을�‘올바르게’ 기술하고�있다. 그러나�질문을�제기한�순간, 

이�정의는, 우리가�머니터리즘의�항등식(MV=PT)에�대해�봤던�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해야�한다는�규범으로�바뀐다. 이�항등식이든�메타

자본이든, 국가에�201의한�화폐�스톡의�형성과�유지를�조건으로�하기�

때문이다. 출신과�‘어떻게’를�묻는�것은, ‘사실’을�그�성립�이전의, 아직�

필연성을�결여한�상태로�되돌려�보내는�조작이다. 질문을�제기하지�

않는�(그러나�왜?) 신자유주의자에게�어찌됐든�임금은�자본소득이며, 

경제활동을�하는�인간(호모�에코노미쿠스)은�인간이라는�이름의�자

본이라는것에�머문다. 

   신자유주의자들은�또한�1930년대로�거슬러�올라가는�라이오넬�로

37) Ibid.,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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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스에�의한�경제학의�정의를�자신의�것으로�한다. “경제학은, 목적들

과, 서로�배타적인�용도를�가진�희소�수단�사이의�관계로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에�관한�과학이다.”38) 즉, 신자유주의에서의�인간은, 희소한�

수단을�무기로�삼고�그�희소성이라는�제약속에서�“미래의�만족�또는�

미래의�수익”을�증대시키는�성장을�목적으로 싸우는�동물이다. 바꿔�

말한다면, 희소성으로�물든�환경�속에서�그�희소성과�투쟁하고, 그것

을�극복・제거하려고�하는�동물이다. 희소성은�수단이며, 이것의�부

재가, 목표로�하는�목적이다. 일종의�자기�언급성을�여기에서도�볼�수�

있을�것이다. 성장이�실제로�실현되는�동안에는, 그�점은�아무런�문제

를�빚지�않는다. 202노동자(인적�자본의�소유자)와�자본가(화폐자본

의�소유자)는�희소성이라는�공통의�적과�싸우는�동맹자이며, 성장으

로부터�똑같이�자본�수익으로서�소득을�끄집어낼�수�있다. 똑같은�‘비

율率’밖에는�인출할�권리를�갖고�있지�않다. 목적과�수단의�관계는�양

자에게�하나의�동일한�합리성�아래에�포섭되고�있다.

   그러나�원인은�고사하고, 성장이�정지하면�어찌될까? 성장의�사실이�

보이지�않게�됐을�때, 그것을�설명한�논리는�어떻게�될까? 우리가�본�

것은, 수단과�목적이�같다는�자기�언급성이�행복한�순환을�형성하기

를�멈추고, 배리로�전환한다는�사태이다. 1930년대�이후�경제성장을�

꾸려나갈�수�없게�되었을�때, 성장을�설명하는�이론이었을�인적�자본

론은�희소성�그�자체로부터�수익을�끄집어내는�방법론으로�전화했다. 

희소성과�싸우는, 즉�희소성을�감소시키는것�없이, 그것을�창조하는것

이�“미래의�만족�또는�미래의�수익”을�증대시키는�수단이�됐다. 완전

한�역전이�일어난�것이다. “희소수단을�사용한다”는�점에서는�변화가�

없다. 하지만�과거에는�경제학이�그것들의�합리적인�사용방식, 대처�

방식을�가르치는�제약�조건이었던�것, 즉�경제학이�그것들과�목적�사

38) Lionel Charles Robbins, E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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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합리적�관계를�말하는�것이었던�것이, 그대로�직접적으로�수단

이�된�것이다. 203행동과학으로서의�경제학에�메워야�할�틈새는�더�이

상�남아�있지�않으며, 경제학에는�더�이상�‘목적=수단’을�논증�없이�주

장하는�것�말고는�할�수�있는�것이�없다. 희소한�것에는�가치가�있다. 가

치�있는�것을�생산하자. 가치�있는�것의�생산이�성장이다. 이것이�배리라고�

한�까닭은�사실상�희소해질수록�풍부해진다고�말하는�것과�다르지�

않기�때문이다(‘차이’를�찬양하는�문화좌익은�이와는�다른�것을�말했

던�것일까?). 설명해야�할�현상이�사라졌을�때, 대상이�사라지고�살아

남은�논리는�공회전을�시작할�수밖에�없다. 

   혹은�폭력으로�반전할�수밖에�없다. 출신과�‘어떻게’를�묻지�않음으

로써�그�신분을�유지했던�‘사실’이, 여전히�그것을�묻지�않은�채, 벌거

벗은�규범으로�바뀌는�것이다. 원래�신자유주의의�시장관은, 양차�대

전의�질서�자유주의의�시대부터, 시장이�최적의�자원배분을�실현하

면서�자연스럽게�성장을�이룩하는�이상적이고�이념적인�공간인�한편, 

다른�한편으로는�매우�취약하며, 외부로부터의�공격에�약하다는�것

이었다. 거기서의�‘성장’은�시장이�잘, 또는�올바르게�기능하는�지표이

며, 시장에�탑재〔내장〕되어�있는�‘자연적’ 경향�그�자체인데, 그�결실에�

관한�‘부정의’나�‘부패’를�‘자연적’으로는�억제할�수�없다는�약점을�안

고�있었다. 시장은�‘쿨하게’ 객관적으로�가치를�204정해주지만, 그�메

커니즘은�‘전통사회’나�‘가족’의�정서적이고 ‘핫’한�가치관에�포위되어�

있으며,39) 항상�이상적으로�작동한다고는�말하기�힘들다. 게다가�시

장의�안쪽으로부터는, 끊임없이�독점으로�향하는�위험이�자라난다. 

이�취약한�시장�메커니즘을�지키기�위해서는�어떻게�하면�좋을까? 신

자유주의의�대답은�주지하듯이, 사회�전체를�시장�원리를�따라서�조

직하는�것이었다. 시장을�포위하는�시장에�대한�저해요인을, 시장�내

39) 푸코, 『생명정치의�탄생』, 1979년�3월�21일�강의를�참조. 



136 『부채공화국의�종언�: 우리는�언제부터�노예가�됐나』

부로부터�발생하는�위협과�함께�제거하는�것이었다. 시장의�‘선’을�막

는�‘악’과�싸우고, 더�나아가�‘악’의�신장을�불허하라, 끊임없이�선행적

으로�‘선’을�확대시키라. 성장이라는�지표가�존재하는�것의�의미를�올

바르게�이해하면, 시장은�더�이상, 혹은�이미, 각자가�에고를�추구해도�

좋은�장소, ‘사악私悪 즉�공익’ ― 근대자유주의를�준비한�맨더빌의�

『꿀벌의�우화』의�부제�― 을�보증하는�메커니즘이�아닌�것이다. 

   ‘자유방임’의�고전적�자유주의로부터�신자유주의를�가르고, 신자유

주의에�특유한�개입주의가�이로부터�귀결된다. 시장�게임에는�엄격한�

규칙과�그�적용을�감시하는�심판이�필요하다. 게다가�그�행위자

(player)는�인적�자본, 푸코의�말투를�차용하면�“자기�자신에�대한�기

업”으로�끊임없이�육성되어야�한다. 자기�투자를�권하고, 자본�가치를�

늘리려고�하는�205존재로�훈육되어야�한다. ‘전통’이나�‘가족’은�인적�

자본의�가치를�높여주는(프로테스탄티즘처럼) 반면, 안정에�만족해

서�이노베이션〔혁신〕을�게을리�하는�저해요인도�된다. 시장에�독점�경

향이�나타났을�때에는, 그동안�소규모�가족�경영을�건전하게�유지시

켰던�‘문화’가�가족회사에�의한�독점을�향한�욕망에�박차를�가할�것이

다. 그러한�전환의�싹을�‘제도’ 즉�‘질서(ordo)’를�구사하여�먹어치워야�

한다. 게다가�비용�대비�효과라는�시장의�잣대를�사회생활이나�행정

의�모든�국면에�적용해야�한다. 정부에�의한�재량적(=비시장�메커니

즘적)인�개입과�규제는�철저하게�배제되어야�한다. 이것들은�도태되

어야�할�것을�도태시키지�않고�껴안은�‘부패’를�시장에�들여올�것이다. 

누구나�평등하게�불평등하며, 실업자는�고용에서�고용으로�이동�중

인�노동자일�수밖에�없다고�간주해야�한다. 

   신자유주의는�즉, ‘경제학’이�아닌�것이다. 경제학적으로�해명해야�

할�것들은�이미�해명되었으며, 이상적으로�작동한다면, 시장은�인

적・물적�자원�배분에�관해�206바로�이상적인�공간이라는�것을�신자



3장.�렌트�자본주의����137

유주의자들은�알고있다. 즉�자신들의�연구는�‘포스트경제학’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성장속도가�시들고�있다면, 그것은�성장을�저해하

는�요인이�있기�때문이며, 그들이�해야�하는�것은�이것을�제거하는�것

뿐이다. 성장이�실현되지�않는다면, 그것은�경제의�어딘가에�결함이�

있기�때문이�아니라, 어딘가에�‘악한�자’가�있기�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적�‘경제정책’은, 그것�자체가�‘정의의�전쟁’으로서�수행된다. 사회의�

개입적�시장화가�‘선’을�위해�실행되어야�한다. 그것은�강제에�덧붙여, 

‘선’을�향한�강력한�인센티브를�구사한�것이어야�한다. ‘경제정책’인�

한에서는�말이다. 희소재를�사회�속에�투입하면�좋다. 사회�속에서�희

소성을�산출하면�좋다. 교육도�희소해져서�효과를�올릴�것이기�때문

에, 천편일률적인�공교육을�그만두면�좋다�…, 무상으로�접근할�수�있

는�기존의�공공재를�파괴하면�좋다. 세금조차�들지�않는�‘경제특구’를�

공공의�‘토지’에�끼어들게�하면�좋다. 사회주의�국가들의�‘개혁개방’을�

본받아라.40) 아무튼, 신자유주의자의�임무는�‘전쟁’과�동질적인, 경제�

‘메커니즘’을�넘어선�곳에서부터�그�‘메커니즘’을�작동시키는�일종의�

혁명이�된다. 정치적�수단에�의한�평등의�실현�― 다만�공공재가�누구

에게나�207희소해진다고�하는�평등�― 이라는�의미에서이다. 

   본서가�주제로�삼은�현대의�‘채무’는�이�폭력혁명의�결말이다. 사회

40) 또�다른�예를�든다면, 인도의�안드라�프라데시�주(州)의�ICIC지식공원(知識公

園)일�것이다. 1991년의�경제위기�때문에�IMF의�자금융자를�받을�수밖에�없었

던�인도에서는�문자�그대로�국가(주)의�이니셔티브에�의해�토지가�테크노�사이

언스�비즈니스에�‘증여’됐다(세금에�의해�‘공원’이�개발됐다). 주의�총리는�말한

다. “오늘날�글로벌�경제에서�주�정부의�총리는�세일즈맨이어야�한다. … 유일

한�길은�바깥으로�나가는�것, 주를�시장에�올리는�것이다. … 국내든�해외든, 모

든�투자가�포럼에�참여하고, 안드라�프라데시�주가�내놓는�조건은�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는�줄곧�파워포인트로�프리젠테이션을�해�왔습니다”(カウシック•

S・ラジャン, 『바이오�캐피탈(バイオ•キャビタル)』, 塚原東吾 訳, 青土社, 2010

年, 143頁). 농촌개발을�버리고�‘공원’ 사업에�나선�결과는�노동자들의�실직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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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실패�다음에�찾아온�신자유주의의�실패의�결말이다. 그것이�

실패로�끝났기�때문에, 오늘날에는�주류의�저명�저널에서조차�“우리�

모두는�사회주의자이다”라고�선언하게�됐다. 공공성의�사회민주주

의가�실패를�복원하는�데�최적의�사고방식으로�호출됐다. 그러나�신

자유주의적인�인적�자본론은, 스탈린이�이를�선구적으로�활용했다는�

것(앞�절)을�차치하더라도, 문화좌익을�집어삼킨�현대�사회민주주의

의�사고방식과�매우�비슷하지�않은가? 희소성과�싸우는�인간의�힘을�

“학교교육과�대학교육, 직장�내�훈련On the Job Training, 이주, 건강, 경제

정보”에�의해�높이라는�요란한�구호는�유행의� ‘임파워먼트empower-

ment’론을�208완전히�선취하고�있지�않은가? 함께, “열심히�하면�보답

을�받을�것”이라는�것�이상의�것을�말하지는�않았을�것이다. 함께, 개

발의�노력과�빚�상환의�능력을�적극적으로�동일시하고�있을�것이다. 

‘정의의�프런티어’의�확장을�요구하는�자유주의�좌파�철학자(마사�너

스바움)가�‘세계개발경제연구소’의�조언자를�맡아, 아마티아�센과�함

께�제3세계민중의�‘가능력可能力, capability’ ― 채무�상환의�가능력은�포

함시키지�않는가? ― 증대를�위해�발�벗고�나서는�것이�현대이다. 역사

적으로�잊어서�안�되는�것은, 푸코는�지적하지�않았으나, 인적�자본이

라는�개념이, 스탈린주의보다�오래됐기�때문에�스탈린�이후에도�소

프트-스탈린주의로�살아남은�생산협동조합의�‘사회주의’에서도�사용

됐다는�사실이다.41) 출연자본액에�의해�투표권을�배정하는�주식회

41) 예를�들어�다음의�책을�참조. 樋口兼次, 『노동자본과�워커스�콜렉티브(労働資

本と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ヴ)』, 時潮社, 2007年. 오늘날, 이�계보를�이어받은�

논자로는, 예를�들어�이나바�이치로(稲葉振郎)가�있다(『｢資本｣論』, ちくま新書, 

2005年). 이나바는�자유주의자라고�자기�규정하고�있기에, 협동조합�사회주의

의�계보에�속하는�것으로�보이지는�않으나, 그가�이�책에서�말하는�것은�이�사

회주의가�말했던�‘노동자본’론과�크게�다를�바�없다. 동시에�‘노동=인적�자본’에�

소유권, 재산권을�인정한다는�것이다. 신자유주의적인�인적�자본론은�어디까

지나�이�자본의�생산력에�주목하지만, 협동조합사회주의와�이나바의�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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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아니라, 누구나�동등한�‘노동자본’ ― ‘인적�자본’이�아니고�무엇

이겠는가�― 이라고�간주하는�1인1표제의�생산협동조합에서, 자본의�

논리를�넘어선�생산의�존재방식을�탐색해온�‘사회주의’이다. 오늘날, 

사람들이�사실상�가입시키고�있는�것은, 누구나�평등하게�생산이�아

닌�채무를�짊어지는�‘인적�자본’의�협동조합이다. ‘평등’에서�기인하는�

불공평감이�생산협동조합을�실패하게끔�해온�역사를�잊어서는�안�된

다. 소프트-스탈린주의는�소프트(=‘금전’의�평등과�209친화적)하기�때

문에�실패한�것이다. 사실상의�채무�노예에게�여전히�‘열심히�해’라고�

역설하는� ‘사회-임파워먼드empowerment/정의-민주주의’는�신자유주의

에�대한�(하드hard) 스탈린주의의�역습인�걸까?

   ‘생명권력’(푸코)의�작용형태가�변했다고�봐야�할�수도�있다. 과거의�

210질서자유주의는, 또�1970년대의�신자유주의는, 취약한�이상적�시

장을�지키기�위해서�인간을�“자기�자신의�기업가”로�키우고, ‘인적�자

본’에�대한�투자를�촉구했다고�했다. 그것은�자본�일반의�생산력, 성장

는�이�자본을�권리의�주체로�위치시키고, 그것에�의해, 노동자의�경제투쟁에�정

치적�또는�제도적인�근거를�주려고�한다. 소유권, 재산권을�지키는�투쟁으로서, 

노동운동을�자본주의의�한복판에서�재정의하려고�한다. “소유�개념을�놓쳐서

는�안�된다”, 이것이�이나바의�슬로건이다. 그러나�그가�완전히�놓치고�있는�것

은�인적�자본의�소유로부터�생겨나는�수입이�지대와�똑같이�렌트라는�점이다. 

실제로, 이�책에는�『자본』의�지대론에�대한�언급은�전혀�보이지�않는다. 토지�

소유를�사실상의�모델로�삼는�로크의�소유론에�대해서는, 참조는커녕�적극적

으로�평가하고�있는�데도. 그�결과�이나바는�인적�자본의�렌트가�어떻게�결정되

는가, 오를지�내릴지에는�전혀�흥미를�품지�않는다. 또한�그�결과, 그가�생각하

는�‘안전망’은�중소기업의�보호정책과�본질적으로�다를�바�없다. 신자유주의적

으로는�시장으로부터�도태되어야�할�약소�자본을�보호하자는�이나바는�확실히�

신자유주의자가�아니지만, 그�보호에�사회정책의�핵심을�보는�자유주의는�옛

날�그대로의�(=하버마스보다도�낡은) 사회민주주의이며, 그�권리에�기대를�거

는�자유주의는, 가까스로�살아남은�협동조합�사회주의이다. 우리로서는, 권리

를�생각하는�‘사회윤리학’보다는, 어디까지나�정치경제학을, 이라고�말할�수밖

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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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초래하는�양[正]의힘에�기대를�거는�것이었다. 시장을�지키기�위해�

시장적�관계를�확장하고, 시장�규모를�성장시키고, 자본의�힘을�인간�

속에�내장〔탑재〕시키려고�했다. 권력은�억압하는�것이�아니라�생산한

다는�70년대�푸코의�기본�테제로부터�봐도, 신자유주의적�담론이�상

정하는�‘양의�힘’에�그가�주목한�것은�틀림없을�테다. 하지만�오늘날의�

‘생명권력’은�채무라는�음의힘에�의해�생산이�아닌�수탈(수입의�무상

이동)의�범위를�확장하려고�하는�것이다. 희소성의�생산은�결여의�생

산�즉�문자�그대로�음의�생산이며, 그것을�산출하는, 사적�소유권에의�

공공재의�‘증여’는, 하나의�렌트로부터�다른�렌트로�(인적�자본으로부

터�화폐�자본으로) 수입을�이동시키는�권력�장치로서�기능한다. ‘생명

권력’이�단순히�사회적・담론적・‘추상적’인�권력이기를�멈추고, 물

리력을�행사하는�국가권력�속에�내장〔탑재〕됐다고�말해도�좋다. ‘추상

기계’(푸코)로서의�권력이�하나의�신체를�가진�것이다. 과거와�마찬가

지로�이�권력은�억압하지�않지만, 그것이�생산하는�것은�‘가치’를�끌어

당기는�진공지대이다. 그것은�‘가치’를�우선�희소한�것, 211결여된�것, 

마이너스의�것으로서�사회의�중심에�두고, 존�로크나�애덤�스미스의�

근대가�‘행복의�원천’으로�바꾼�노동labor을, 다시�한�번�‘죄에�대한�보

답’, 고역으로서의�labor로�바꾸는�것이다. 빚을�진�죄, 채무를�방치한�

죄…. 

* * *

우리는�제안해야�할�대안이�공공재의�탈환밖에�없다고�생각한다. 그

러나�그것은�긴축에�반대하고, ‘성장’을�위한�‘투자’라면서�채무를�옹

호하는�네오(?) 케인지안�노선이�아니다. 채무의�옹호란, 얼마나�개인

들에게�‘평등’하게�부담을�배정하느냐라는�문제일�뿐이며, 바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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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논리일�뿐이다. 긴축이란, 정부를�경유하지�않고�개인이�부채

를�짊어진다는�정책일�뿐이다. 우리가�본�것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인�작은�정부와�케인스주의적인�큰�정부의�차이가�사실상�소멸했다

는�사태이다. 경제성장이�멈췄을�때, 양자의�차이는�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는�타이밍의�차이일�뿐이다. 방금이거나, 조금�뒤이거나. 반면�

긴축과�채무�둘�다로부터�공공재를�탈환한다는�것은, “위기의�타겟을�

지불하는�것은�우리들이�아니다”라는�논리에�다름�아니다. 관리된�채

무�불이행(디폴트)이다. 신용공간의�강제적�축소, 212희소성의�인위적

인�‘자연사’이다. 국내적으로는, 채권을�순차적으로�종잇조각으로�만

들어가는�것과�동시에, 주택의�압류�같은�채권회수를�금지할�― 시장

가치�제로로�공공재산화할�― 뿐이며, 렌트의�횡령은�억제될�것이다. 

그것에�의한�은행의�도산에는, 예금보호만으로�임하면�좋을�것이다. 

국제적으로는, IMF를�대신해�채무국에�유동성을�공급하는�기구가�필

요할�것이다. 게다가�자본�수지에�의한�환율을�중지하고, 채무국을�저

버리지�않는�보증이�필요할�것이다. 어쨌든�현재�문제가�되는�채무총

액은�IMF를�통해�이용할�수�있는�액수를�훌쩍�뛰어넘으며, 적자국의�

책임과�흑자국의�책임을�균형�있게�만드는�케인스의�플랜(국제청산

동맹)을�재차�논의의�도마�위에�올릴�필요가�있다. 국내적으로도�국제

적으로도, 지불되지�못한�채무를, 우선순위를�매겨서�지불하는�것이

지�않아도�되는�‘계획’과�‘권력’이�우리에게는�필요하다. 

   민간보험으로부터�국영으로�역행하는�사회주의? 그렇다. 시장가치�

제로로�채권을�인수하는�것이�‘국영’이라면�말이다. 누군가를�‘보호’하

기�위한�사회주의가�아니다. 누군가를�부담으로부터�‘해방’하기�위한�

사회주의이다. 국영화에�의해�이윤�인센티브를�잃은�기술혁신은�급

속히�후퇴한다? 환상일�것이다. 인센티브를�가진�주체를�‘자본’에서�

‘사람’으로�바꾼다는�213것뿐이다. 일하지�않아도�살아갈�수�있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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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가�아니다. 일한�보수를�‘렌트’로�받는�것을�막는�사회주의이다. 

어떤�불로소득도�부정의하다고�간주하는�사회주의이다. 도대체�어

떤? 그�‘계획’을책정하기�시작하자는�것이�우리의�제안이다. ‘계획’을�

한마디로�정리하면, 파산관리의�소비에트�권력이다. 그�‘권력’의�구성이�

없으면, 어떤�‘공공의�것=공화국’도�위기를�질질�끌�뿐이라는�것이�우

리의�상황인식이다. 이것은�민영화보다�공영을�옹호하고, 사적�소유

권을�공적으로�제한하도록�요구하는�사회민주주의와�확실히�비슷하

다. 공립학교는�분명히�지켜져야�할�‘공공재’이다. 그러나�공적으로�소

유되어야�할�것은�더�이상�‘스톡’이�아니다. 미래의�부의�원천, ‘성장’의�

모태로서의�‘자산’이�아니다. 그런�것의�실체는�이미�상실되고�있으며, 

파산관리의�소비에트에�있어서는�실질적으로�채무의�원천으로�반전

되는�‘스톡’에�대한�렌트�청구권을�정지시키는�권력만이, ‘소유’하는�

것에�값한다. ‘스톡’을�국가에�의해서조차�소유될�수�없는�것으로�한다

는�소임을�이�권력은�담당한다. 

   사적�소유권의�대표자로서의�‘공’ 또는�주권권력으로�이것이�가능

할까? 사유재산을�214지키고, 더�나아가�준다�― ‘타국’으로부터�빼앗

아�― 는�것을�정당성의�근거로�삼는�‘공권력’으로�‘스톡’의�해체를�할�

수�있을까? 프롤레타리아�독재는�일찍이�이�해체를�행할�것이었다. 

‘자본’으로부터�‘사(私)’성을�우선�빼앗고, 그�이후�‘자본’ 그�자체의�해

체로�향하는�것을�이�노선은�표방했다. 그러나�그것은�이미�본�것�그대

로, 노동의�전반적�스톡화, ‘국가노예제’의�오늘과�내일을일그러지게

〔비뚤어지게〕 예시했을�뿐이었다. 생산이�아닌�‘스톡’과, 그것이�낳는�

‘채무’를�해소하기�위한�소비에트는�아직�생각된�적도, 따라서�시도된�

적도�없다고�솔직하게�인정해야�할�것이다. 

   그래도�‘99퍼센트’의�반란이나�EU 내의�주변�지역에서�일어난�긴축

반대의�소요가�이런�아직�경험해보지�못한�시도를�일정에�올려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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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할�수�있다. 그것은�오늘날의�자본주의�국가에, 무엇을�할�수�있고�

할�수�없는가를�문제�삼은�것이다. 리먼�쇼크의�파도가�빈자를�직접�공

격하는�것을�막기�위한�금융조치로는�빈부의�차이를�축소하기는커녕�

확대시킬�뿐이며, 가맹국들�모두에게�성장을�가져올�것인�공통�통화

로는�채무의�짓누르기를�가속화할�뿐이라는�막다른�골목의�단적인�

표현이, 미국과�유럽에서�일어난�일련의�반란이었다. 원래�정치의�루

틴routine에�문제를�해결할�능력이�있는�215곳에서는�반란은�발생하지�

않는다. ‘정치’로는�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 

반란은�발생한다. 문제의�심각성�이상으로, 해결의�부재가�반란을�발

생시킨다. 반란은�항상�‘정치’에�맞서는�정치이다. 물론�정치�‘과제’를�

제출할�수�없는�한, 반란을�기다리는�것은�패배이다. 그러나�월가�점거

에, ‘정치�일정’에�올릴�수�있는�과제나�승패의�지표�따위는�있을�리�없

고, 시위에�의한�정치가의�퇴진요구가�‘과제’에�관한�가능한�옵션과는�

직접�연결되지�않는다는�것도�분명하다. 오늘날의�반란은, ‘정치’에�대

한�구체적�요구가�될�수�없는�정치적�욕망의�표현이다. 어떤�내용을�갖

고�있든, ‘정치’가�그�욕망의�실현에�길을�닫아버리고�있다는�것만은�

분명하기�때문에, 반란이라는�형식을�취하는�정치이다. 거기에서는�

해결의�부재가�해결에�대한�욕망을�증대시킨다. 아랍의�봄�이후�중동

에서�일어난�반란의�연속도�똑같은�성질을�갖고�있을�것이다. 반란이�

‘정치’화의�여정에�오르자마자, 다음번�반란의�싹이�자라는�것이다. 이�

반란을�지탱하는�욕망에�있어서, ‘정치’는�튀김을�온통�가리고�있는�토

핑에�다름�아니다. 혹은�오히려, 이�반란은�자신의�패배를�통해서, 문

제를�논의의�도마�위에�올릴�수조차�없는�‘정치’의�패배�― 라는�현재

의�상황�― 를�무의식적으로�연출하고�있다고�말해야�할까? 216원래�

‘정치’적�승리를�바라지�않음으로써, ‘정치’에�무엇을�할�수�없는가를�보

이도록�한다고�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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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긴축이냐�성장이냐, 성장을�위한�긴축이냐�성장에�의한�긴

축의�회피이냐�같은�논의가�계속될수록, 이런�반란은�일종의�‘사고事

故’로서�되풀이될�것이다. ‘정치’에�있어서�그것은, 요구가�불명료하거

나�‘이성적’이지�않기�때문에, 들을�귀�따위는�갖고�있을�리가�없는�‘사

고’에�지나지�않으며, ‘사고’로서�처리될수록, 반란에�대한�문턱은�낮

아질�것이다. 무엇보다�‘사고’는�일어나도�당연한�것이다. 그것에�대해�

보험적�발상으로�대비하는�것을, 금융자본주의는�권장하지�않았는가. 

리먼�쇼크는�‘사고’조차�벌이가�된다〔이문이�남는다〕고�실증한�게�아닌

가. ‘사고’로서의�처리도�또한�파산관리의�수법임에는�틀림없고, ‘채

무’를�끝나게�하는�과정은�이미�시작됐다. 문제는�누구에게�그것을�맡

길�것인가�뿐이다.

   이�문제에�대해�공화주의의�사상은, 바깥의�누군가에게, 라고�하는�답

밖에는�갖고�있지�않다. 이�사상은, 바깥의�누군가에게�부나�‘재원’을�

요구함으로써, 내부에서의�이해대립을�균형시키고, 계급투쟁을�억제

하려고�했다. 오늘날에도�또한, ‘바깥’이란�아시아이다, 217아프리카

이다�등이라고�선전하고�있다(‘성장력’을�수중에�넣어라!). 그�‘바깥’도�

또한�금융자본주의에�있어서는�‘안’에�불과하다(그들에게�‘투자’하라, 

돈을�빌려주라)고�하는�것의�반면半面에는�더�파고들지�말고. ‘바깥’에�

대한�기대에�관한�한, 여기서도�선구는, 신자유주의와의�차이를�스스

로�소멸시킨�중국의�스탈린주의이다. 아프리카�‘진출’이다. 그러나�그�

중국에서조차도, ‘바깥’으로의�확장은�‘안’에서의�반란의�발생과�보조

를�맞출�때에만�가능해진다. 아무튼�‘채무’를�끝나게�하는�과정의�대항�

모델로서는, 아직�‘사고事故’만�존재할�뿐이다. 보험으로는�대처할�수�

없는�곳까지�‘사고’를�확대하려고�하는�무의식의�노선만을�대항정치

는�찾아낼�수�있을�뿐이다. 언제까지�그것이�계속되는가, 바꿔�말하면, 

지속을�첫�번째�목적으로�하는�공화국이�언제까지�존속할�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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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을성�겨루기’의�영역에�있는�문제일까? 비록�사실로서는�그렇

더라도, 무의식의�의식화를�시도해도�나쁜�이유는�아무것도�없다. 채

무공화국은�끝나가고�있다. 어떻게�살�게�할�것이냐가�아니라, 어떻게�

정말로, 또한�현실적으로�끝나게�할�것인가를�논의의�일정에�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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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이치다�요시히코

219네�사람이�쓴�것의�의의를�혼자서�쓴다. 이�책의�이념에�비춰보면, 

이것은�발을�헛디딘�것일�수도�있다. 

   이�책은�논문집도�아니고�분담해서�집필한�책도�아니며, 어디까지

나�공동�서명을�한�하나의�문서이다. ｢후기｣도�역시�이것의�의의를�똑

같이�네�명의�이름으로�기록한�것이어야�할지도�모른다. 그러나�공동�

서명된�하나의�문서라는�형식은, 그�자체가�우리로서는�‘발을�헛디디

겠다’는�의지를�표현한�것이다. 각�‘전문분야’로부터의�‘식견’을�추렴

하는�것으로는�이미�결정적으로�부족하다. 그것을�밟고�넘어서는〔뛰

어넘는〕 지평으로�나가지�않고서는�더�이상�인문사회과학의�폐색閉塞

을�220돌파할�수�없을�것이다. 그것이�약�1년�전에�이�기획이�출발했을�

때부터�우리의�공통�감각이었다. 물론�우리�각각은�혼자서�이�‘뛰어넘

기’를�지금까지도�하려고�해왔다. 예를�들어�데카르트�학자임에�틀림

없는�고이즈미�요시유키小泉義之는�“~임에는�틀림없다”고�짚어둘�수

밖에�없는�폭의�작업을�해�왔다. 경제학자임에는�틀림없는�나가하라�

유타카長原豊이든, 망설임�없이��18세기�프랑스�사상의�전문가임에�틀

림없는�오다�켄지王寺賢太이든�마찬가지이다. 나, 이치다�요시히코는, 

대체�무엇의�‘전문가’인�건가? 우리는�이�‘밟고�넘어서기’의�의지에서�

만나�공동共同의�무엇인가를�모색하기�시작했다. 그러나�‘전문영역의�

식견’ ― 각자의�개성이라고�해도�좋다�― 을�결국은�서로�존중하고, 그

것을�‘지키는’ 것이�되는�‘공동’으로는�이제�완전히�부족하다.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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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굉장한�‘식견’ 따위는�존재하지�않는다는�확인마저도, 각�‘전문영

역’의�‘식견’을�바탕으로�입씨름을�해봤자�의미가�없다. 그런�무의미를�

논문집과�토론의�기록은�자주�보여준다고�우리는�통감했다. 우리도, 

이런�네�명에�또�한�명(카츠라�히데미츠桂秀実)을�추가한�멤버로, 그런�

시도를�행한�적이�있다.1) 그것을�무의미하다고까지는�말할�수�없으

나, 이래서는�여전히�안�된다고�적어도�나는�강하게�느꼈다. 학자�선생

님들이�221모종의�연습excuse과�독자들의�‘체면치레見得’를�‘일반인’에

게�보여주고�싶어�하는�것�같다고�받아들여도�어쩔�수�없을�것이라고�

말이다. 내용에�관해�두들겨�맞는�것은�전혀�상관없으나, 전문성이나�

개별�경험에�기초한�‘지식’이�상호�비판의�응수에�있어서�방어의�보루

와도�같이�전체적으로�기능해버리면, 뜻에는�역행하고�있다. 

   그래서 ‘밟고�넘어서기’가�아니라�‘발을�헛디딤’을, 이라고�나는�생

각했다. “전문영역의�지식”에�비춰보면, 한�사람�한�사람이�‘책임’을�

질�수�없는�범위일지라도, 자신의�‘책임’에�있어서�말했다. 학자에게�

이것은�‘발을�헛디딤’이다. 예를�들어�학자의�업무�중�하나가�된�논문�

평가의�경우, 내가�경제학적�논의에�대해�‘합격’이라든가�‘불합격’이라

고�판단하는�일은�있을�수�없다. 그것을�요구받는다면, 적임이�아니라

고�거절할�수밖에�없다. 말하자면�거기까지, ‘발을�헛디뎌’ 보지�않으

면, 이제�‘밟고�넘어서기’의�구호는�공허하게�끝날�수밖에�없지�않을

까? 그것이�이�책의�출발점에�있는�질문�중�하나이다. 실제로�‘밟고�넘

어서기’라면�오늘날의�대학이�조직을�꾸려서�실행하고�있을�것이다. 

대학을�그�‘바깥’, ‘시민’에게�열기�위해, ‘안’에서의�영역을�넘어선�공

동작업에�의해�‘사회�공헌’하는�것은, 운영의�상당�부분이�세금에�의해�

충당되고�있는�대학한테, 재정난에�처해�있지만�여전히�222존재를�허

용하는�근거의�하나로�대학�자신에�의해�주장되고�있다. 그러한�‘밟고�

1) 『脱原発「異論」』, 作品社, 201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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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기’ 속에는, 물론�유의미한�것도�있을�것이다. 우리도�크게�‘사

회공헌’을�하고�싶다. 그러나�‘사회공헌’은�국민이�키워준�것에�대한�

‘답례’로�자리매김�되고�있으며, 그런�한에서�‘연구’의�본분이�되지�않

는다�― 고�대부분의�대학�사람들은�생각한다. 또한�‘지식’을�모아놓는�

것으로서의�‘공동연구’를�종종, ‘사회공헌’이�대학을�지키기�위한�것인�

것처럼, 고유한�‘전문영역’을�지키기�위한�것에�그치고�있다. ‘내’가�있

는�곳에서�예산이�깎이지�않도록, 약한�‘나[우리]’들이�공동�투쟁하여�

각각의�‘나’의�존재의의를�보여줍시다! 물론, 금방�알기�쉬운�성과를�

내지�못하는�분야에는�따가운�시선이�쏟아지는�요즘의�상황에서는�

그런�공동�투쟁이�필요한�것만은�확실하지만, ‘학제성’이�대부분의�경

우, 이것도�확실히, ‘국제성’이�‘국민국가’의�풍자�문구의�문턱을�넘지�

않듯이, ‘학문분야�discipline’의�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을�돌파하려면, 

‘때・기회際’가�아니라�‘하나’의�고유한�존속성을�가진�차원으로�‘공동’

을�높일�필요가�있다. ‘학제성’을�오히려�‘발을�헛디디게’ 할�필요가�있

다. 결코�‘심심풀이�기예余技’가�아니라�질과�밀도를�그�자체로서�갖고, 

결코�혼자서는�제출할�수�없는�‘내용’을�담론에�223주어야�한다. 어디

까지�그것을�완수할�수�있는가는�차치하고, 그것이�“넷이서�쓰는” 것

에�담긴�이�책의�야심이다. 

   그래서�마지막�‘발의�헛디딤’으로서, 나는�이것을�혼자서�쓰고�있다. 

‘네�명’인�채로는, ‘네�명’으로�이것을�계속�방어하지�않으면�안�되는�것�

아닐까? 이�책에서�형태를�이룬�상황�인식과�원리적�사고가�‘하나’의�

존속성을�갖고�있다면, 이�책을�다�쓴�지금, 이번에는�그것이�‘밟고�넘

어서기’될�차례이다. 우리�한�사람�한�사람이, 이�‘하나’를�비판적으로�

‘밟고�넘어서’도록�노력할�의무를�지고�있다. 이�책은�그런�｢서설｣에�

지나지�않는다는�것을, ‘4분의�1’의�인격에�불과한�나로서는�말하고�싶

다. 부분�인격으로�잘려진�내게는, 그것으로�끌어올려진�측면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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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깎여진�측면도�있다. 이런�게�있지�않다면, 공동이라고는�말할�

수�없다. 내게는, 이�책의�여기저기에(≒다른�부분인격에) “파고드는�

것이�부족하다”며�파고들�권리가�있다고�주장하고�싶다. 다�쓴�것에�

대해�그런�문자�그대로의�독립�인격을�부여하고, 앞에서�언급한�이�책

의�야심을�올바르게�완결시키기�위해, 나는�마지막의�‘발을�헛디딤’을�

행해�이�｢후기｣를�혼자서�쓰고�있다. 

224   이�책에는�또�하나의�야심이�있다. ‘내용’과�관련된�야심이라고�할�

수도�있을�것이다. 우리�네�사람은�많든�적든, ‘전문분야’ 이외에�‘좌익’

에�발을�들여놓고�살아왔다/일을�해왔다. 각자의�세세한�내력�등은�

아무래도�상관없지만, 우리의�‘공동성’에�그�사실이�깊이�관련되어�있

음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그런�우리는�모두, ‘좌익’이라는�장소

에서�본�현재의�풍경에�몹시�불만이다. ‘좌익’이�천연기념물화�되고�있

는�것은�아니다. 이미�말했듯이, ‘좌익이다’가�현재와�같은�것인�한, 오

히려�천연기념물화�되는�편이�낫다고�생각할�정도이다. 우리의�불만�

대상인�그�풍경은�기본적으로�두�개의�요소로�구성되어�있다. 우선�현

실적�정치세력으로서의�‘좌익’ 등이�거의�없어졌음에도�불구하고, 아

직도�‘좌익�때리기’가�얼마간의�정치성의�증거이기를�계속하고�있다

는�점. ‘새로운�사회운동’에서의�‘새로움’이란�‘낡은’ 좌익성(‘계급투

쟁’? 내부�폭력? ‘권력�잡기’?)을�버리는�것에�있을�터이다. 게다가�‘우

익’이나�‘보수’는�말할�것도�없고, 자신이�‘자유주의자’라고�보여주기�

위해서도, ‘좌익�때리기’는�필수�아이템이길�계속한다. 언론이나�행정

의�‘공적�공간’에�들어가기�위한�여권인�건가? 라고�225고개를�갸웃거

리게�한다. 욕설을�듣는�관리들이�‘좌익의�바보들’을�상대로�하고�있다

고�생각하고�그�장소에서�버티는�것이다. 즉, ‘좌익’이�공복公僕의�‘마

음의�문을�닫는’ 기호-주문으로�통용되고�있는�것이다. 또�시위나�집

회를�제대로�조직하기�위해서는�‘좌익’ 색깔을�불식하는�데�비상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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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쓰지�않으면�안�된다. 물론�내부�폭력으로�대표되는�어리석고�죄

스러운�과거를�좌익이�갖고�있음은�틀림없다. 그러나�그래서�자멸하

고, 거의�모든�정치�현장에서�자취를�감춰버린�좌익�― 사라지지�않은�

일본공산당은�국민정당이다�― 의�그림자를�다시�위협하여�― 공안당

국에게는�그렇게�보이는�다른�이유가�있지만�― 마이너스의�역사를�

끌어내지�않고서는�현재를�구성할�수�없는�지성의�모습은, 그�자체가�

퇴폐되어�있지�않은가? 유치하지�않은가? ‘좌익’이�어떤�행동유형이

나�‘비지식’의�기호로�이용되는�풍경은, 왕따의�가능성에�겁을�먹고�괴

롭히는�쪽으로�돌아서는�아이에�대한, 연민의�정을�불러일으킨다. 

   또�다른�요소는, ‘좌익�때리기’와�쌍대적双対的인�‘좌익’의�자세이다. 

너무도�방어적으로�보이는�것이다. (아직도) 좌익이라고�자각하고�있

는�사람들이, 그것을�내색도�하지�않고, 좌익이�아니더라도�말할�수�있

는�‘인민의�분노’나�‘정의’에�의거해�전선을�배후에서부터�선동하려고�

한다. 226좌익=가장�헌신적이고�양심적인�사람들이라는�도식을, 묻

지도�않았는데도�이야기하려고�한다. ‘일반인’은�생활의�고비마다�이

것저것에�끌려�다니고�흔들릴�수�있고, 이는�‘일반인’의�특권이겠지만, 

우리는�그런�권리를�버린�인간이라고�말하고�싶은�것처럼. 실제로�이�

도식은�현실적으로는�거의�타당�― 우리도�종종�머리가�숙여지는�느

낌이�든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타당하다고�하는�것은, 좌익성

이�‘마음의�문제’가�되고�있다는�점에�있다. 겉으로�말은�안하지만�안

에�내포된�확신을�떠받치는�근거가�‘좌익이다’에�있다면, 그�‘사상’은�

비정상인의�‘마음의�어둠’이나�종교�서클의�‘심오한�뜻’과�똑같은�게�

아닐까? 요는, 좌익이란�볼런티어〔자원봉사자〕인�것일까?

   마음에�간직한�신조도�없는�것보다는�있는�것이�나을�법하지만, ‘사

상’이나�‘이론’에서�이는�난처한�결과를�초래하지�않을�수�없다. ‘신앙’

이나�‘내심〔양심〕의�자유’나�‘성적�지향성’을�지켜야�하듯, 좌익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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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할�‘교의’가�되어�버리는�것이다. 버릴�수�있거나�버리지�않을�수�

있는�것〔물건〕이�되어�버리는�것이다. 그토록�과학, 과학을�요란하게�

떠들어대던�좌익에게�전향이문제로서�존재하는�것�자체가�어딘가�

이상하다. 갈릴레오의�‘전향’을�본받지�않는�좌익에게�얼마나�좌익성

이�있겠는가? 지켜야�할�227 ‘교의’가�된�‘맑스주의’는�좌익성을�스스로�

죽이고�있다. ‘실존의�문제로서’ 나는�계속해서�좌익이고�싶다고�말하

는�좌익은, 반쯤은�이를�깨닫고�있을�터이다. 우리의�몸은�완전히�썩어

버릴지언정�… 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여기서�한�가지, 반증�가능성

이야말로�과학성의�근거라고�말한�과학철학을�겸허하게�받아들이고, 

좌익은�자신의�‘이론’에�대한�반증을�시작해야�하지�않을까? 우리는�

특히�좌익이기를�고집하는(=그것을�선험적인�출발점으로�삼는) 것은�

아니지만, 좌익을�위해, 맑스주의를�위해, 그�교의의�핵심인�‘노동’과�

‘가치’ 개념을�‘반증’하기로�했다. 이�책의�‘현황�분석’은�이를�위해�있

으며, 이�책의�‘원리론’적�부분은�‘반증’을�구호로만�삼지�않기�위한�구

별�― 제대로�스스로�‘뛰어�들어가는’ ― 이다. 이것도�실패하고�있을지�

모르지만, 실패하지�않는�과학은�과학이�아니기�때문에, 하지�않는�것

보다는�나을�것이다. 우리는, 사회에�대한�방어적�자세를�좌익이�전환

할�수�있기를�바라며, 맑스의�중심부에�창을�겨눈�것이다. 즉�우리는�

결코�‘맑스�장송파葬送派’가�아니라, 그를�소생시키기�위해�좀비들이�

무덤으로�돌아가�주기를�바랄�뿐이다. 이것도�어디까지�성공했느냐

를�떠나�이�책의�야심이다. 호들갑스럽게�말한다면, 국가를�사멸시키

는�국가를�지향하는�사상으로�자신을�‘사멸’시키지�228못한다면, 그것

은�사기일�것이다. 어느�정도�서클의�사상으로�만들어졌다면, 그�정도

만�해도�잃을�것은�없을�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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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우리는�넷이서�이�책을�썼다. 둘이서�써도�“우리의�각각이�

복수였기�때문에, 그것만으로�이미�많은�사람이�있었던�것이다”(들뢰

즈・가타리, 『천�개의�고원』)라고�말할�수�있으니까, 여기에서는�더�많

은�사람이�있었던�것이다. 고원이�천�개�있어도�한�권의�책이니까, “만�

개(?)의�고원”한테도�한�권의�책이라는�자격을�부여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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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화폐의�제국적�순환과�가치의�금융적�포획�*2)

이치다�요시히코�

“화폐의�중요성은�본질적으로�

현재와�과거가�연결되어�있다는�데에서�유래한다.”

- J. M. 케인스(1936년)

* 市田良彦, ｢貨幣の帝国的循環と価値の金融的捕獲｣, 『非対称化する世界ーー

『“帝国”』の射程』, 以文社, 2005年. ; Ichida Yoshihiko, “Circuit monétaire impérial 

ou capture financière de valeur”, Multitudes, n°13. 

     http://www.multitudes.net/Circuit-monetaire-imperial-ou/ 그런데�위의�일본어�판

본과�프랑스어�판본은�특히�글의�서두�부분이�다르다. 여기서는�일본어�판본을�

중심으로�삼았음을�밝혀둔다. 한편, 이�글은�여러�곳에�일본어로�수록되었는데, 

이치다�요시히코의�『존재론적�정치�: 반란, 주체화, 계급투쟁』에�수록된�글의�

앞부분을�읽어두는�게�이�글의�맥락을�살피는�데�유용할�것이다. 

     <『뮐티튀데』 13호�“일본” 특집호(“일본�쪽으로�: 제국의�여백과�거울[Du côté du 

Japon : marges et miroir d’Empire]”)에�게재됐다. 번역은�이미�공저�『비대칭화하

는�세계(非対称化する世界)』(西谷修, 酒井直樹 외, 以文社, 2005年)에�수록됐다. 

다만�서두의�몇�단락(1행�여백까지)은�프랑스어�원문에는�없으며, 위의�책을�간

행할�때�추가했다. 특집은�나와�얀�물리에�부땅이�기획・편집했으며, 일본인�집

필자로�酒井直樹, 米山リサ, 武藤一羊가�참가했다(영어로�집필해주신�것을�프

랑스어로�번역했다). 펠릭스�가타리가�일본을�방문했을�때의, 프랑스어로는�미

간행된�텍스트도�수록되어�있다(「誇り高き東京」──邦訳は『東京劇場──ガ

タリ、東京を行く』ユーピーユー, 一九八六年に収録). 물리에�부땅은�일본에�

유학경험이�있을�뿐�아니라, 일본론의�저서�『Tanin(타인): 日本庭園マニュアル』

(一九八七年)도�간행되어�있으며, ‘일본’ 특집을�편집하는�것은�『뮐티튀데』 창

간호�때부터�그의�염두에�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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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과�제팬�머니

‘제국’이라는�호칭을�냉전�종식�후의�세계적�권력�구조를�가리켜�사용

한�것은�사실�네그리와�하트가�처음이�아니다. 누가�처음인가는�차치

하고, 최소한�『제국』 간행보다�더�일찍, 그의�“퀀텀�펀드”를�주재해�아

시아�경제위기�때�이름을�날린�조지�소로스는�실시간으로�세계를�이

동하는�전지구적�금융자본의�운동에�조응한�새로운�유형의�정치권력

을�‘제국’이라고�불렀다.1) 그리고�소로스판�‘제국’은�네그리&하트의�

그것과, 정의에�포함되지�않은�요인을�당장은�무시하면�거의�비슷하

다. 두�경우�모두�국가로서의�기구적�실체는�존재하지�않고�각국�정부

와�국제기관이�사실상�그�하위기관으로서�행동함으로써�추상적�차원

에서�성립하는�것이�‘제국’이며, 그것은�바로�세계자본주의의�권력이

다. 물론�자본주의는�그�탄생�이후, 활동�범위에�있어서�세계성을�결여

한�적이�없었지만, 국민국가라는�권력형태로�총괄됨으로써�활동의�

세계성이�뒷받침되던�시대는�끝나고, 오늘날�자본주의는�그�정치장

치로서�이른바�즉자적으로�세계적일�것을�요구한다. 그것이�금융업

계의�스타와�극좌�사상가에게�공통된�인식이다. 그리고�‘제국’의�향후

에�전망되는�사회상에�대해서도�양자�사이에는�별다른�차이가�없다

고도�할�수�있다. 소로스의�‘열린�사회’와�네그리&하트의�절대적�민주

주의로서의�‘공산주의’이다. 모두�철저하게�‘자유’를�옹호한다. 

   금융업계에서�‘비즈니스’ 세계로�눈을�돌리더라도, 『제국』의�저자

들과�생각을�같이�하는�논자는�있다. 오마에�겐이치大前研一와�피터�드

러커�같은�정보(지식)―생산―경영의�삼위일체적�신모델, 이른바�닷

컴�비즈니스의�이데올로그들이다. 드러커는�실제로�네그리&하트가�

“비물질적�생산” 개념을�제시하는�데�있어서�하나의�전거가�되고�있

기도�하다. “기본적인�경제�자원�즉�경제�용어로�말하는�바의�‘생산수

1) George Soros, The crisis of Global Capitalism, Perseus Book Group,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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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더�이상�자본도�천연자원(경제학의�‘토지’)도�아니고, ‘노동’도�아

니다. 그것은�지식이�된다”는�드러커의�진단2)에�대해�『제국』의�저자

들이�덧붙인�것은�다음의�유보뿐이다. “드러커가�이해하지�못한�것은�

지식이�주어지는�것이�아니라�생산되는�것이라는�점이다. 또�이�생산

은�새로운�종류의�생산수단과�노동을�수반한다는�점이다.”3) 이렇게�

보면�<지식에�의한�지식의�생산>이�네그리&하트적인�“비물질적�생

산”의�간결하고도�정확한�정의라고�해도�좋을�것이다. 그러면�우리는�

또�한�명, 그들의�동지를�비즈니스�컨설턴트들�안에서�발견한다. 『인

지자본주의』를�쓴�앨런�버튼-존스이다.4) 이것은�우연한�조응�따위가�

전혀�아니며, “지식자본주의”(“인지자본주의”라고도�번역된다)라는�

단어�그�자체나�위�책의�주요한�개념들(암묵지-형식지, 자유노동�등)

은�네그리의�동료들의�저작에�그�후�그대로�유입됐다. 비즈니스�업계

의�‘최첨단’에서�이론적�동맹자를�인식하는�것은�이탈리아�아우토노

미아에�있어서�하나의�큰�경향이다. 

   유사한�경향은�『제국』에서�인용되는�“인터넷�이론가” 피에르�레비

에게서도�발견될�것이다. 그에게는�인터넷이야말로�들뢰즈적�잠재성

과�맑스-네그리적인�집단적�지성과�보편적�민주주의의�현재형에�다

름없다. 

   일본으로�눈을�돌리면, 재미있는�우연한�조응도�발견된다. 『제국』

의�간행보다�2년�앞서, 일본의�논단에서는�한�권의�신간�서적이�큰�화

제를�모았다. 전-일본흥업은행원이라는�경력을�갖고, 『제군諸君!』에

도�집필하고�있는�경제학자�키카와�모토타다古川元忠가�쓴�문예춘추�

신서文春新書『머니�패전マネー敗戦』(1998年)이다. 이�책은�버블경제도�그�

2) �포스트자본주의사회(ポスト資本主義社会)�, ダイヤモンド社, 1993年.

3) 안토니오�네그리・마이클�하트, �제국�, 以文社, 2002年, 528頁. 

4) 『지식자본주의(知識資本主義)』(日本経済新聞社, 200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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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도, 일본에�막대한�채무를�지고�있는�미국이�일본의�국력을�죽이

기�위해�획책한�달러�약세에�궁극적인�이유가�있다는�극언을�나름대

로�설득력�있게�전개하고, 반미적인�심성을�공유하는�보수와�좌파�양

쪽에게서�환호성과�더불어�환영을�받았다. 그래서�친미적이고�학문

적으로는�더�똑똑한�논자들로부터�경제학으로는�낡았다는�차갑고�격

한�비난을�샀다. 게다가�그�비판에서�‘새롭다’고�간주된�경제학은�수십�

년�동안�완고하게�자신의�문제구성problematique을�지켜온�신고전파에�

속하는�것이기는�했지만. 그러나�여기서의�문제는�그러한�반미/친미

/보수/좌익이�뒤얽힌�일본적�구도가�아니라, 위�책의�설득력을�뒷받

침한, 80~90년대�미일관계의�경제사적�특이성에�관한�분석이다. 누구

나�알고�있지만, 이�시대의�미일관계는�세계�최대의�채권국(일본)이�

세계�최대의�채무국(미국)으로�자금을�환류시켜�그�세계적인�헤게모

니를�지탱하는�형태를�하고�있었다. 말하자면�경제적으로�강해야�할�

나라가�약할�나라를�‘도와주기’는커녕�자신보다�더�강한�위치로�끌어

올린�셈이고, 자신의�경제력을�‘볼모’로�내미는�굴욕적�무능을�발휘했

다. “세계�최대의�채권국인�우리가�세계�최대의�채무국의�군사적�헤게

모니를�위한�자금�펌프로�남아야�하는가?”5) 1985년에�대장성�재무관

인�오바�토모미츠大場智満는, 미국�재무부가�엔화�대비�달러�가치�하락

을�유도하기�위해�외환시장에서�협조�개입을�제안했을�때, 이렇게�자

문했다고�전해진다. 이�펌프는�벌써�수년째�계속�가동되고�있었다. 일

본의�저금리�상태는�외환�리스크에도�불구하고�미국에�대한�주식투

자를�매력�있는�것으로�만들고�있었던�것이다. 협조�개입을�받아들이

는�것은, 이�리스크를�현실화하는�것에�다름없으며, 오바大場의�조용

한�분노도�거기로�향하고�있었다.

   하지만�그의�상관인�당시�대장성�장관�다케시타�노보루竹下登는�뉴

5) 『朝日新聞』, 2002년�10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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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의�플라자�호텔에서�열린�G7 재무장관�회의에서�이�제안을�수락하

기로�선택했다. 당시�240엔이던�달러가�200엔�선�아래로�떨어지지�않

을�것이라고�추정했기�때문이다.6)

   그러나�그�후의�전개는�다케시타가�지나치게�낙관적이었음을�말해

준다. 달러의�하락세는�10년�동안, 1달러�당�80엔이�될�때까지�멈추지�

않았다. 1990년에�일본의�투기적�거품경기가�터지면서�미국에�신경제

가�도래했다는�팡파르가�울렸다. 자금�펌프가�일본에서�10여�개국으

로�점차�분산되었지만, 이들�국가에�막대한�환차손을�입혔음에도�불

구하고�이런�펌프는�결코�멈추지�않았다. 

   금달러�본위제에�기반을�둔�브레튼우즈�체제의�종언과�베트남전쟁

의�종식�후, 미국�경제는�홉스봄이�명쾌하게�그려낸�‘제국주의적’ 화폐

순환과�대비해�볼�때�‘제국적’이라�부를�수�있는�화폐순환�시스템에�의

해�지탱되었다.7) 제국주의�국가들이�그�[산업적] 잉여생산물을�식민지

화된�‘주변부’로�유출하고[판매하고] 거기서�그�가치를�화폐로�실현하여�

환류시키는�‘중심’이었던�반면(이�‘중심’은�실현된�잉여가치를�다시�

‘주변부’에�투자[재순환]했다), 오늘날�미국은�더�이상�수출�초과국이�아

니다. 그들은�수출하는�것보다�더�많이�수입하며, 그리하여�생산하는�

것보다�더�많이�소비한다. 이�과잉소비를�지탱하는�데�필요한�조건은�

그들의�‘자본’을�구입하는, 바꿔�말하면�그들에게�돈을�‘빌려주는’ 외

국인을�찾아내는�것이다. 어떤�나라도�외국으로부터의�자본�유입의�

총액을�넘는�무역적자를�계상할enregistrer 수는�없다. 1980년대에�미국

의�무역적자를�메운�것은�주로�일본의�자금(저팬�머니)이며, 당시�일

본인들은�무역으로�벌어들인�달러의�전액�또는�그�이상을�대미�투자

6) 『검증�버블�: 악의�없는�잘못(検証バブルーー犯意なき過ち)』(日本経済新聞編、

日本経済新周社, 2000年).

7) E. J. Hobsbawm, The Age of Empire, 1875-1914, Weidenfeld and Nicolso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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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사용했다. 이�달러의�유출flux과�환류reflux가�화폐의�‘제국’ 순환의�본

질적�측면을�구성한다. 하지만�또�한�가지�무시할�수�없는�측면이�있었

다. 미국인들은�일본과�전�세계에서�돌아오는�달러를�다시�외국에�투

자하여, 채무에서�생기는�이자�변제에�충당할�자금을�벌어들인�것이

다. 일본으로부터의�자금�환류뿐�아니라, 저개발국(주로�라틴�아메리

카)으로의�자금�재유출이�1980년대�미국의�화폐�시스템을�특징지었

다. 요컨대�미국인들은�자신들이�판매한�것보다�더�많이�사들이고, 일

본과�외국들이�이�과잉구입에�‘자금을�조달해주며’, 미국은�해외투자

에서�올리는�이익에�의해�이�융자를�구입했던[이�자금융자에�대한�대가를�지

불했던] 것이다. 미국은�더�이상�과거의�제국주의적�중심부들처럼�상품�

‘생산’의�중심부가�아니라�화폐의�흡입absorption과�배출évacuation의�중심

부이며, 이런�의미에서�제국�순환의�심장부를�이루고�있다.

   사실�순환의�첫�번째�고리를�형성한�것은�일본의�달러가�아니고, 

OPEC 국가들의�오일�달러였다. 1970년대�미국�은행들은�석유�거래에

서�생겨난�‘펀드’의�2차적�운용marché secondaire을�통제하는�데�성공한다. 

이러한�펀드는�주로�미국의�투자은행에�맡겨져, 미국의�바깥에�재투

자됨으로써�금융�전지구화를�탄생시켰다. 그리고�레이건�재임기간

(1981~1989년)의�쌍둥이�적자(무역수지적자+재정적자déficit public)가�일

본의�자금에�의해�세계적�자금순환의�고리를�완성시킨�시스템을�만

들어낸다. 본위통화인�달러는�적자라는�터널을�통해�세계에�유통된�

것이다. 시스템의�핵심은�1970년대�말부터�80년대�초까지�역사적�고

금리(최고는�1981년의�페더럴펀드�금리�14%)이다. 극심한�인플레이

션의�결과이자�‘국내’ 경제�수준에서�그것과�싸우는�도구이기도�했던�

예외적�고금리가�‘국제’ 경제에서는�운용�가능한�자금�펀드를�흡수하

는�역할을�했다.

   국내�경제와�국제�경제, 즉�생산�경제와�교환[무역] 경제에�관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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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normative 구별에�의하면, 무역�적자를�계상한�나라가�취해야�할�정

책은�최종적으로는�국내�산업의�활성화[발전]밖에�없다. 실제로�적자란�

그�나라가�해외시장에서�경쟁력을�잃었다는�표시이며, 외국�제품을�

필요로�하는�데도�해외시장에서�더�이상�자국�산업의�제품을�팔아치

울�수�없는�상태를�가리킨다. 신산업이�발전하기�전까지�이�나라들은�

국제시장에서�입지를�회복할�수�없을�것이다. 고금리는�이를�발전시

키기�위한�산업�투자의�재개를�방해한다. 고전적�관점에서�보면, 무역

적자를�화폐순환이�메우는�것은�비정상적이다. 그런데�IT기술에�기

대면서�수출�가능한�‘가치’를�산출하고, 그런�의미에서�새로운�산업을�

형성한�‘신경제’가�출현했는데도�여전히�이�비정상적�순환은�사라지

지�않았다. 비정상적인�화폐순환은�‘지식(=인지) 자본주의’가�등장할�

때까지의�시간을�버는�일시적인�수단이�아니었다. 이�새로운�자본주

의는�미국이�적자상태로부터도�불건전한�자금순환으로부터도�벗어

날�수�있게�해주지�않았다. 즉, 그것은�적자와�화폐적�아노말리anomalie

를�해소시킬�정도로는�‘생산적’이지�않았던�것이다. ‘국내’의�생산�경

제에�있어서�제국적�순환은�진정한�아킬레스건을�이룰�것이다. 미국

으로�환류되는�달러는�외국인에게�소유권이�있는�예금이고, 미국�이

외의�국가들에�미국인들이�공적・사적으로�지고�있는�부채이기�때문

이다. 매년�이자�지불의�부담에�더해, 채무의�누적과�그�누적�속도는, 

만일�환율이�1980년�수준인�채로�있었다면, 21세기�초에는�미국�국가

를�1982년에�멕시코가�빠진�것과�같은�채무�불이행으로�만들어�실질

적으로�파산시켜�버릴�정도였다.

   그러나�자본에�대해�그�어떤�긍정적인�효과도�갖지�않는다면, 제국

적�화폐�순환은�어떻게�그렇게�오랫동안�존속되었을까? 비정상적이

고�예외적인�데다가�심지어�위험스럽고�불건전한�시스템이라면, 왜�

그것은�여전히�자본주의의�상수〔불변〕적�요소인�것일까? 이�의문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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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케인스의�오래된�물음으로�돌려보낸다. 『일반이론』이�아니라�

『화폐론』의�케인스의�물음이다. 과연�화폐는�생산에�대해�‘중립적’일

까? 확실한�것은�1990년대�미국의�경제성장이�부채를�지속적으로�‘지

속가능sustainable’하게�하여�부채�자체로부터�‘이익’을�끌어내는, 즉�부채

를�이익으로�바꾸는�것을�가능케�하는�시스템이�없으면�가능할�수�없

었다는�점이다. 미국�경제의�힘force은�돈을�끌어오고�빚을�누적시키는�

능력에�있으며, 이�힘은�말할�것도�없이�군사력에�기대고�있다. 실제로�

미국에�대한�투자가�극히�안전하다는�것은�사실상�미국의�군사적�헤

게모니의�안정성에�의해�설명될�수�있다. 그러나�레이건�정권�때의�재

정적자의�거대함을�고려하면, 미국에�대한�주식투자를�안전하게�하

는�빚지기�능력이야말로�미국의�군사적�헤게모니와�그�유지를�지탱

하고�있었다고도�말할�수�있을�것이다. 군사적�안전과�증권의�안전은�

서로가�서로를�지탱하며, 제국적�순환은�이�상호성réciprocité을�표현하

는�것이다.

플라자�합의의�시장적�귀결�

화폐는, 더�정확히�말하면�환율은�금융시장에서�마술을�시행한다. 모

든�유가증권을�실질적인�‘화폐’로�바꾸는�도가니인�시장에서. 80년대

의�엔-달러�관계는�우리에게�그�범례적인�사례를�보여준다. 다음의�두�

가지�조건을�전제로�해서이다.

― 엔과�달러의�교환�중�90% 이상이�이제�재화와�서비스의�실제�

이동과는�관련이�없다. 바꿔�말해, 환율은�더�이상�두�국가�사이

의�무역�현실을�반영하지�않으며, 무역수지의�균형을�재확립할�

능력을�갖고�있지�못하다. 

― 이�시장에는�무수한�2차적인�‘화폐’(주식, 회사채, 국채와�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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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옵션’, ‘파생상품’)와, 국가가�포괄적으로�발행하는�통화라

는�두�가지가�있는데, 두�가지가�하나의�분할할�수�없는�전체를�

형성하고�있다.

플라자�합의�이후�엔화�대비�달러의�시세�하락은�일본에�방대한�환차

손을�입혔다. 즉�미국은�반대로�똑같은�만큼의�환차익을�얻었으며, 일

본에�대한�부채(달러로�지불되어야�할) 부담을�경감시켰다는�것이다. 

이렇게�달러�가치�하락은�미국�국부의�해외�유출을�억제하는�데�기여

했다. 부담을�덜어준다는�의미에서�이는�환율�변동의�소극적인�효과

다. 그러나�아무리�막대하다고�해도, 이�효과는�일본의�부를�현재�시점

에서�미국으로�이동시키는�것은�아니므로, 일본에서�달러�가치�하락

은�외관상�고통스럽지�않았다. 그러나�달러�가치를�하락시키기�위한�

양국의�통화�당국의�협조는�통화시장에�있는�현재의�‘플레이어들’에

게�예외적인�기회를�창출했다. 가치하락이�예상될�때에는�그�가치를�

갖지�않는�한�‘공매도’ 기법을�쓸�수�있는�것이다. 이�메커니즘은�다음

과�같이�나타낼�수�있다.

― 일본인들은�미국인들에게�1달러=100엔으로, 1억�달러를�빌려

준다.

― 미국인들은�이�1억�달러를�곧바로�똑같은�교환비율로�일본의�

엔으로�환전하고, 그리하여�100억�엔을�갖게�된다.

― 1달러가�80엔으로�떨어지면, 미국인들은�이�엔을�달러로�환전

해�1억2,500만�달러를�갖게�된다. 

― 미국인은�일본인에게�빌린�1억�달러를�갚고�2,500만�달러를�손

에�쥔다.

― 돌려받은�1억�달러는�일본�엔으로�80억�엔밖에�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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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입장에서�보면�이�거래로�미국인에게�20억엔을�무상으로�

제공한�셈이�된다. 이것이�환율�변동의�적극적이고�즉각적인�효과이

며, 빌린�자débiteur만이�누릴�수�있는�효과다. 미국인은�빌린�달러, 자국

으로�다시�흘러든�달러를�‘판매’함으로써�이�이익을�실현할�수�있었다. 

무역불균형을�구실로�이루어진�플라자합의와�그것에�이은�일련의�화

폐�협조는�현실적으로는�이런�가치의�‘무상’ 이전에�대한�승인을�의미

했던�것이다. 

   즉, 최종적으로는�정치적・군사적�세력관계에�기반한�깊은�비대칭

성이�시장에는�존재하고�있다. 강자는�빌린�돈을�밑천으로�게임을�벌

일�수�있고, 그�결과로�이익을�지불하는�것은�돈을�꿔준�쪽이다. 장래

의�오름세를�내다보고�투자자가�유가증권이나�실물재화[부동산]나, 더�

나아가�하나의�기업을�통째로�살�때, 즉�겉보기에�공매도와는�정반대

의�이른바�‘매수�포지션’을�취할�때, 만약�그가�빌린�돈으로�이�투자를�

한다면, 이때도�그는�자신이�빌린�금액의�화폐�‘가치’가�떨어질�것이라

고�예측하고�있는�것이다.

   이전된�것은�화폐�순환에서�나와서�소비되지도, 심지어�실제�재화

와�서비스처럼�파괴되지도�않는다. 왜냐하면�그것은�가치의�기호, 즉

‘화폐’이기�때문이다. 이�지불에서�이동하는�것은�구매력, 즉�미래의�

소비이다. 그리고�이동은�과거에�빌린�구매력의�저하를�통해�이뤄진

다. 미래의�소비는�현재의�가치를�소급적�운영[조작]에�의해�바꾸는�것

이다. 현재의�거래가�미래와�과거를�교차시키고, 시간의�교차배열

chiasme이�실현된다. 그것은�대출의�일부가�증여였다, 무상�이전이었다

는�사실을�사후적으로�산출한다.

   여기에서�확인해�두지�않으면�안�되는�것은�다음�점이다. 화폐가�현

실화하는�것은�임노동관계와�똑같은�시간적�구조라는�것, 신용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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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해�임노동관계가�맺어진�이후, 즉�자본주의의�역사와�거의�겹치

는�시기�동안, 임노동관계가�현실화되어�온�것과�똑같은�구조라는�것

이다. 베르나르�슈미트는�그�모델을�맑스주의�착취이론의�포스트�케

인지안�판본으로서�제공한다.8) 그에�따르면�이윤은�분배된�임금에�포

함되어�있고, 화폐순환을�통해�기업에�의해�포착되는�것이다. 이윤이

란�사후적으로�공제되는�수입에�다름없다. 그의�모델은�다음과�같이�

재정식화할�수�있을�것이다.

― 경제는�신용으로서의�화폐의�유통에�의해�조건지어지는데, 

신용이란�생산�사이클의�시발점에서�중앙은행에�의해�무로부터�

창조되고, 똑같은�사이클의�종점에서�중앙은행에�의해�무화되는�

것이다. 이�경제에서�‘자산actif’ 전체는�엄밀하고�항상적으로�‘채

무passif’ 전체와�같다. 화폐란�경제�가치�제로의�‘자산이자�채무ac-

tif-passif’이다�― ‘화폐의�가치는, 무가�아니면�존재하지�않는다.’9)

― 두�개의�생산�행위자agents(계급)가�존재한다. 그�생산�활동을�은

행으로부터의�차입에�의해, 즉�채무자가�됨으로써�시작하는�기

업(자본가)과, 그�임금을�기업의�최종�생산물�구입에�지출하는�피

고용자(노동자)이다. 미하일�칼레츠키Michael Kalecki의�정식에�따른

다면, 기업은�비용을�먼저�지불하고�이를�회수하지만, 피고용인

들은�받은�것을�지불한다.

― 기업의�총�부채는, 이런�조건에서�피고용자의�구입에�의해�청

산되어야�한다. 즉, (1) 순생산=명목임금. 하지만�그렇다면, 기업

에는�어떠한�이윤도�가능하지�않는�것처럼�보일�것이다. 물론�이�

경우에는�어떤�생산도�실행되지�않는다. 생산이�실행되고�화폐

순환이�닫히기�위해서는�또�한�가지�필요불가결한sine qua non 조건

8) Bernard Schmitt, Monnaie, salaire et profits, PUF, 1966 et Théorie unitaire de la monnaie, 

nationale et internationale, Castella, 1975. 

9) Bernard Schmitt, Théorie unitaire de la monnaie, nationale et internationale, p.15.



164 『부채공화국의�종언�: 우리는�언제부터�노예가�됐나』

이�있다. (2) 순생산=실질임금+실질이윤. 언뜻�보기에�모순된�이�

두�가지�조건을�어떻게�만족시킬�수�있는가? 화폐는�이를�가능하

게�하는�장치appareil이며, 화폐가�그것을�가능하게�하는�것은�‘가

격을�붙여[가격대로] 상품을�판다’는�조작을�통해서일�뿐이다.

임금을�받은�후, 이러저러한�고정된�가격으로�상품을�구입하는�(혹은�

자신이�생산한�생산물을�되사는) 바로�그때, 노동자는�발견한다. 그들

이�손에�쥐고�있는�화폐의�구매력은�‘약속된’ 수준보다�떨어지며�기업

들은�그�차액을�이미�임금을�지불한�시점에�써버렸다는�것을. 명목임

금보다�더�높은�가격으로�상품을�구입함으로써�다음�금액이�임금에

서�공제〔원천징수〕된�것과�똑같아진다. 즉

×  

 ( : 명목임금,  : 이윤율�> 1)10)

바꾸어�말하면, (1)의�조건하에서, 포획된�잉여가치는�공제prélèvement에�

의해�산출된�과소가치일�뿐이지만, 이�공제는�노동자에�의한�생산물�

10) 조건�(2)는�다음과�같이�실현된다. 

      × 

 ×  




    그런데�공매도에�의한�가치의�이전�메커니즘은�다음과�같이�정식화할�수�있다. 

      ×

×



     여기서�는�외국인이�매입하는�미국의�자본을, 은�달러의�하락률을�나타낸

다. 달리�말하면�미국인은�달러의�공매도에�의해�

     ×


      과�똑같은�액수를�손에�넣을�수�있다. 여기서�  이라고�하면, 두�개의�

정식은�완전히�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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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과�동시적으로만�실현될�수�있다. 시간적�구조�내지�이익을�가져

오는�메커니즘은�달러의�‘공매도’의�경우와�동일하다. 기업은�미래의�

가치�하락을�예상하여�자본을�빌리고, 그리고�생산물을�팔�때에는�빌

렸을�때보다�싼�가격으로�그�자본을�되사는�것을�실제로�행하고�있다. 

그�차액이�이윤이다. 노동자를�고용함으로써�기업은�자신의�채무의�

가치를�자신의�헤게모니에�의해�저하시키는�데�성공한다. 빌린�자본

의�명목상�총액을�바꾸지�않고�말이다.

   하나의�국민통화든, 다수의�유가증권이든, 가치의�기호인�‘화폐’는�

미래와�과거의, 생산과�유통의�연결고리lien로서�존재하며, 그�연결고

리를�통해서�‘포획된’ 가치는�‘차용인’ 쪽으로�이전한다. 화폐는�가치

의�교차-댄스를�연출하는�것이다. ‘차용인[빌리는�사람]’과�‘대부인[빌려주

는�사람]’ 사이에는�현실적인�비대칭이�존재한다. 상품시장과�금융시장

의�동형성은�단순히�논리적일�뿐만�아니라�존재론적이기도�하다. 왜

냐하면�금융시장에서의�‘빌려주는�사람[대부인]’은�최종적으로는�‘노동

자’이기�때문이다. 임금을�저축함으로써�투자�재원이�되는�‘펀드’를�제

공하는�것은�이들이다.

   새로운�금융�자본주의에서�노동자는�더�이상�‘고용’되는�것만이�아

니라�저축함으로써, 즉�그들의�소비를�지연시킴으로써�착취당한다. 

생산�과정으로의�통합에서�‘시장’으로의�직접적인�통합으로�착취의�

주된�장소는�이동하고�있다. 착취의�새로운�중심은�생산�과정보다�훨

씬�긴�사이클�― 종종�노동자의�수명보다�더�긴�― 을�갖는�소비�과정�

속에�있다. 오늘날�화폐는�공장에서�창출된�가치보다�더�많은�가치를�

이�긴�소비과정에서�저축되거나�비축된�가치로부터�포획하고�있다. 

산업적�방식으로는�더�이상�창출된�가치를�포획할�수�없기�때문에�금

융적, 나아가�투기적�포획�양식이�그것을�이어받고�있는�것이다. 생산

에�직접적이고�즉석으로�작동하지�않는�2차적인�포획�방법. 비축된�가



166 『부채공화국의�종언�: 우리는�언제부터�노예가�됐나』

치의�포획은�90년대�미국에서의�저축률의�극적�저하를�초래하고, 오

늘날�이를�마이너스로까지�만들고�있다. 그리고�미국�내부에서�포화

되어�버린�포획은, 국경을�넘어�저축률의�국제적�차이를�이용하는�데

까지�진행되고�있다. ‘뉴이코노미’는�소비�과정으로부터의�착취의�세

계화에�의해�뒷받침되고�있다.

화폐의�제국적�순환과�전쟁

일본은�오늘날�1990년부터�2000년까지를�‘잃어버린�10년’이라고�부른

다. 그들의�눈에�미국�경제와의�대조는�이처럼�뚜렷하고, 자국의�디플

레이션�과정은�더욱�비관적으로�서술된다. 다음과�같은�음의�나선spi-

rale négative처럼. 토지가격의�하락이�땅을�담보로�부동산�개발에�융자〔대

출〕해�온�은행의�자산�상태를�악화시키고, 이�악화가�은행의�산업대출�

전체를�축소시키고, 비즈니스�전반의�후퇴를�초래한다. 변함없이�예

금금리와�대출금리의�차이에서�이익의�원천을�추구하던�일본의�은행

들은�그�10년�동안�미국식�‘금융�슈퍼’로�변모해�‘포트폴리오’ 서비스

를�파는�전환을�이루지�못했다. 새로운�포획�양식은�정착되지�못하고, 

낡은�자본주의는�이제�없어지고, 그것이�잃어버린�10년의�내용이며, 

포디즘에�의해�뒷받침된�복지국가에서�자유로운�시장으로�가는�길만

이�분명해�보인다. 그러나�거기에도�역설은�있다. 4대�거대은행의�재

편은, 정부가�제출한�플랜에�의하면, 서서히�진행되는�준-국유화에�의

해�완수된다는�것이다. 국가적이고�자유주의적인�이�방안을�실행하

고�일본�경제�전체를�신자유주의적인�방향으로�재편하기�위한�‘펀드’

가�케인스적인�방법으로�확보된다. 장차�청산돼야�할�재정적자다. ‘공

적자금의�주입’이란, 말하자면�미국이�저팬�머니에�의해�뒷받침되어�

행한�전환을�자기�부담으로�하려는�것에�다름�아니며, 그러한�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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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당연하지만�저팬�머니는�존재하지�않는다.

   이러한�사정을�배경으로�하여�1997년의�아시아�경제위기�속에서�아

시아통화기금(AMF) 설립을�둘러싸고�일본과�미국�사이에�생겨난�긴

장을�이해할�수�있을�것이다. 일본이�구상하는�기금의�기본�이념은�아

시아지역�국가들의�외화준비금의�일부를�공동관리�하에�두고, 일종의�

초국가적�준-중앙은행을�설립하자는�것이었다. 계획은�미국의�강한�

반발을�불러왔고, 유럽�국가들도�미국에�동조했다. IMF가�부과하는�

규율을�훼손할�수도�있다는�이유에서다. 이리하여�계획은�일본�경제

의�헤게모니�확대를�경계하는�중국의�동의를�얻지�못하고�무산된다. 

   마치�역병을�앓듯�줄줄이�자국�통화의�공매도, 환율의�급락, 자본유

출에�휩쓸린�국가들은�그동안�매우�특수한�통화전략을�채용했다. 자

국�통화와�달러의�교환�비율을�고정하는�달러�본위제다. 문제의�국가

들(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은�“여러�화폐”가�심하

게�가치를�변동시키는�시장에�진입하지�않는다는�선택을�했는데, 이

들이�일체화하고자�한�통화권의�본위통화인�달러는�세계시장에서의�

주요�변동�요인이었다. 그들은�미국의�보호�하에서�일본을�따르려�하

고�있었는데, 그�미국은�같은�무렵, 일본에�대해서는�그�발전모델을�포

기하도록�강하게�압박하고�있었다.

   아시아�경제위기는�이�선택이�더�이상�불가능하다는�점을�드러냈다. 

가치의�비축이�이렇게�유출된�데다가, 가치를�비축하지�않는�쪽에�게

임이�유리하다는�것을�미리�알고�있기�때문에�더욱�더�세계적인�게임

에�뛰어들�이유는�없다. 이리하여�AMF 구상은�현행�IMF의�지역�판본

이라기보다는�케인스의�옛�이상에�접근한다. 국내경제와�국제경제, 

생산과�소비를�엄격히�분리할�수�있도록, 그는�새로운�기구가�그�지불

수단으로�지폐�없는�통화, 기구의�회계에�숫자로만�존재하는�순수화

폐를�갖도록�제안한�것이었다. 아시아통화기금의�기축통화는�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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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도�있어서는�안�된다. 실제로�구상의�일등공신인�사카키바라�에

이스케榊原英資는�주의�깊게�엔의�‘국제화’와�기금구상을�구별하고�있

으며, 전자에는�반대의�입장을�취했다. 그가�그리는�AMF는�공통의�통

화권을�만들어�낼�수�있는�것이어야�한다.11) 오늘날의�정세�하에서는, 

어떤�화폐의�‘국제화’란�즉�그�화폐의�상품화를�가속화하는�것을�의미

하고�있을�것이다. 이것은�케인스적�통화기금의�이념과는�모순되는�

사태이다. 적어도�1997년의�초안에�관한�한, 아시아통화기금은�화폐

를�‘생산경제’의�논리의�테두리�안에�가두려는, ‘다양한�화폐’의�급속

한�운동의�전제專制에�저항하려�하고�있다. 그래서�구상을�둘러싼�미

일의�긴장이�생겨난�것이다.

   2001년과�2002년에�개최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일본, 중국, 한국의�

정상회담�발언에서�엿보듯이, 아시아통화기금의�설립을�요구하는�목

소리는�여전히�강하다. 그러나�‘잃어버린�10년’의�무게는�일본에, 지역

의�리더로서의�역할�부담을�가볍게�하도록�유도하고�있는�것�같다. 무

엇보다도, 일본인은�이미�다른�나라들만큼은�비축된�가치의�유출에�

신경을�곤두세우지�않기�때문이다. ‘10년’ 끝에, 국산품(‘메이드�인�저

팬’)은�더�이상�국제시장에서의�경쟁력을�보증하는�게�아니게�되며, 

국내에서�비축된�가격은�국외에서�제품을�만드는�것(반半-‘메이드�인�

저팬’)에, 전지구적�금융시장을�향해야�한다고�여겨진다. 어쨌든�국외

에, 말이다. 즉, 자국의�공장이�자꾸자꾸�중국�등으로�이전되는�것을�

보고, ‘뉴이코노미’로�무장한�‘양키’에�진�포디즘의�전�챔피언은, 자신

을�이긴�사람을�필사적으로�모방하는�길을�추구하고�있는�것이다. 제2

차�세계대전�후에�그랬던�것처럼. 그것이�잘�되면, 일본은�아시아에서

의�화폐의�하위-제국적�순환의�중심으로�변모를�수행했을�것이다. 일

본은�더�이상�펀드의�제공자가�아니라, 지역의�‘가치’를�집어삼켜�토해

11) 『朝日新聞』, 2002년�10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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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센터가�되어�있을�것이다. 물론�다른�나라들처럼�일본�또한�채무

청산을�위해�아시아통화기금의�창설을�요구하게�되어�있을�가능성도�

있다. 어차피�지역에는�기금에�필요한�외화를�제공할�수�있는�나라는�

없어졌을�것이다.

   그러나�미국은�정말로�금융전쟁의�승자일까? 일본이�‘잃어버린�10

년’을�선언한�사실에�미국의�승리를�읽어낼�수�있던�바로�그때에, ‘뉴

이코노미’는�클린턴�정권과�함께�와해된�것은�아니었던가? 9・11 이

후�제국적�화폐순환은�그�회로가�점점�말라가고�있다. 2002년�상반기

에�미국으로�달러가�환류하는�속도(229억�달러)는�분명히�전년도를�

밑돌고�있다(연간�5218억�달러). 기업인수자금은�90년대�말과는�반대

로, 대서양을�서쪽에서�동쪽으로�횡단하고�있다. 이�전쟁에서의�승리

는�점차�진짜�전쟁의�추세에�의해�좌우되고�있는�것이다. 주로�일본으

로부터�얻은�540억�달러에�이르는�‘국제공헌’은, 그것만으로�1991년의�

무역적자를�커버할�수�있었고, 걸프전은�실제로�쇠약해진�자금�펌프

를�‘되살렸다.’ 오늘날, 일본정부가�아프가니스탄�부흥에�미국정부를�

대신해�달러�베이스의�원조자금을�제공하고�있는�것과, 일본이�북한

의�미사일을�위협으로�느끼고�있는�것은�결코�무관한�게�아니며, 폭격

을�시작하기�전부터�이라크�전쟁�후의�재건�원조를�약속하고�있는�것

도�같은�맥락일�것이다. 한편으로�항상적인�전쟁상태란�미국의�바깥

에�있는�달러가�미국으로�돌아오지�않아도�되는�상태, 채무�청산을�미

룰�수�있는�상태이며, 다른�한편으로�전쟁상태는�바깥에�있는�달러가�

돌아올�기회도�늘린다. 전쟁이�계속되고�있는�한, 용병을�파산시킬�수

는�없다. 생각해�보면�신용화폐는�처음, 전쟁�비용의�지불을�늦추기�위

해�발명된�것이�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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