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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와
세계의 미래
구형건 아주대 금융공학과 교수

현재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가게 될 것이며, 금융은 개인 서비스, 속도, 유연성이
중요한 방향으로 혁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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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9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진
행 중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중국 증시의 하락은 올해 초 폭락으로
이어져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이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로의 확대
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세계 경제학자들은 각자의
해법을 들고 나섰다.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Robert Shiller) 교수는 ‘서브프라임 해법’이라는 답안을 통해 비
합리적인 거품이 터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고1), 조셉 스티글리츠
(Joseph Stiglitz) 교수는 ‘세계 경제의 자유낙하’라며 경제 시스템
과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했다.2) 그 외에도 여러 학자
들이 각자의 해법,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과거를 알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상
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년 전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
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젠슨(Mikael Jansson) 교수는 세
계 근현대사는 100년의 주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관찰한 바 있
다.3) 200년 전에는 18세기의 경제발전이 제1차 산업혁명으로 절
정에 달한 가운데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파국이 있
었다. 100년 전에는 본격적인 산업혁명으로 혁신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던 가운데 1차 대전이라는 파국을 맞았고, 이는 대공황, 그
리고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지금은 IT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
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1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 향후 미래를 전망해보
는 것은 세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100년 전과 지금
100년 전 세계는 정보혁명, 기술혁명, 새로운 에너지의 발견, 새로
운 산업의 대두, 세계화 등이 폭풍처럼 몰아쳐왔다. 마치 IT에 기반
해 정보, 기술 혁명이 진행되고, 셰일가스,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의

* 이글은 2014년 6월 삼성사장단에서 한 강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내용의 일부는 “백
년 전 세계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삼성의 CEO들은 무엇을 공부하는가』, 알프레드,
pp. 300-307에서 사용하였다.
1 S
 hiller, Robert, 2008, The subprime solution: How today’s global financial crisis
happened and what to do about i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 S
 tiglitz, Joseph, 2010, Freefall: America, Free Markets and the Sinking of the
World Economy, W. W. Norton and Company.
3 Jensen, Michael, 1993, “The Modern Industrial Revolution, Exit and the Failure
of Internal Control Systems,” The Journal of Finance, 48(3), 83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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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 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이 계속 등장하고, 시장의 통합으로

또 1860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맺어진 콥덴-슈발리에(Cobden-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는 현대 사회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Chevalier) 무역 조약에 따라 자유무역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

정보혁명은 1840년대 상용화된 전신과 전화 등 통신수단의 발명

서 세계화 현상은 일반적인 것이 됐다. 세계의 금융산업은 긴밀하

이 이끌었다. 기존에는 단순히 사람의 발이나 말에 의해서 정보를

게 연결되어 통합되어 있었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인 라구람 라

소통했지만 처음으로 ‘전기’라는 현상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잔(Raghuram Rajan)과 시카고 대학교수 루이지 징갈레스(Luigi

특히 1851년 유대계 독일인인 파울 율리우스 로이터(Paul Julius

Zingales)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1차 대전 직전의 금융 세계화 수준

Reuter)가 영불해협에 있는 해저케이블을 이용해 런던과 파리 주

은 1999년에 이르렀을 때야 회복됐다고 한다.4)

식시장의 정보를 송신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 금융 시장의 통합을

정치적 상황을 보면 당시 세계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1815년 수립

가속화시켰다. 로이터는 지금까지도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로

된 빈 체제에 따라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이센(현재의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후 1867년 인도 캘커타와 영국 런던이 전신

독일) 등 열강이 철저한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독일

으로 연결됐고, 1868년에는 대서양 전신이 연결돼 북미 시장과 유

의 통일, 미국의 대두 등 새로운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점차 균형이

럽이 하나로 묶였다. 또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Graham Bell)의 전화 발명, 1897년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의

하지만 19세기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을 계기로 체제가

무선전신 발명은 세계의 거리를 급속도로 좁혀주는 역할을 했다.

완전히 무너진다. 경제와 금융,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이를

다른 산업에서도 혁신은 계속됐다. 특히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활용하는 정치, 군사 분야는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이렇

철강 기술은 100년 전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용광로에서 용해

게 발전한 기술을 바탕으로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는 성장하였

된 선철에 공기를 불어넣어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 불순물을 제

으며, 군비경쟁은 갈수록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결국 독일, 러시아

거한 강철을 생산하는 베서머(Bessemer) 공법이 1855년 개발되

오스트리아 등 열강 사이의 정치적 균열 때문에 발생한 1차 세계

면서 기존 비용의 10분의 1만 투입해도 철강을 생산할 수 있게 됐

대전으로 인해 세계는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진다. 연이어 2차 세

다. 또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용광로의 온도를

계대전, 냉전체제까지 이어지면서 1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였던

높이는 기술 역시 철강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린 계기가 됐다. 또

체제가 붕괴하였다.

그동안 나무와 석탄 위주였던 연료가 석유로 바뀐 것 역시 새로운

이는 현재와 상당히 유사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선도 하

시대의 문을 연 계기였다. 석유는 석탄보다 연료 효율성이 훨씬 높

에 세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였다. 생산력의 증가, 정보

기 때문에 각 산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혁명, 세계화 모두 유사하다. 현재 중국의 부상은 100년 전 미국의

새로운 산업도 연이어 등장했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산업

부상과 유사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과 함께, 세계 경제의 양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옮겨야 할 물동량이 급증하자 등장한 것이

적인 성장 국면은 일단 중단되었다.

바로 ‘기차’다. 기차를 통해 물동량이 늘어나고, 인력의 이동이 잦

여기서 특기할 것은 20세기 세계화의 특징이다. 마이클 젠슨 교수

아지면서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

에 의하면 1980년까지 세계 경제의 중추를 이룩하였던 노동력은

다. 그 외에 전기, 라디오, 자동차, 항공, 영화 등 문화·산업 전반

미국, 유럽, 아시아 합하여 약 3억 5천만 명 정도였다.5) 그런데 미국

에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분야가 새롭게 창조됐다.

과 중국이 국교를 회복하면서부터 신흥국에서 약 10억의 노동력이

세계화 역시 100년 전에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1880년 이후 3000

세계 경제의 주류에 합류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생산력의

만 명 이상의 유럽인이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

대폭적인 확대다. 위험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잉 생산의 위험이 세

재 미국, 캐나다 등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국, 프랑스, 이탈리

계를 덮고 있다는 것이다. 100년 전에도 과잉생산과 유효수요의 부

아, 독일 등 유럽계 후손인 것은 당시 일어났던 대이주 때문이다.

족으로 대공황이 왔는데, 이러한 위험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4 R
 ajan, Raghuram and Luigi Zingales, 2003, “The Great Reversals: the politics of financial development in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9(1), 5-50.
5 Jensen,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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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우주에서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우주 개발을 더욱 지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

속시킬 것이다. 인간의 문명은 대서양, 태평양을 넘어서 우주라는

전 과정을 ‘창조적 파괴’로 표현하였다. 현재의 상황을 이보다 더

바다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과잉 생산의 위험은 치

소프트웨어의 발달은 물질과 생명체를 가상현실로 구현하는 것

열한 경쟁을 의미하고 경쟁에서 뒤지는 기업과 조직은 도태된다.

을 가능하게 하여 혁신을 지속시킬 것이다. 이는 새로운 재료를

이것이 파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창조가 있다. PC, 인터넷에서 스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내고, 또한 생명의 연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

마트 폰으로 이어지는 발전은 이제 시작이다. 인텔, 마이크로소프

다. 20세기에 인간의 수명은 두 배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트, 애플, 구글로 이어지는 새롭게 탄생하는 혁신 기업의 행진은 끊

앞으로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이지 않고 있다.

세계 경제는 앞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질적으로 성장할

금융위기는 어떻게 보면 ‘창조적 파괴’의 현상이 가장 첨예하게 나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부와 소득

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파괴가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과

불균형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수반하는 불안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폐해가 사라지고, 쇄신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점 카르텔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은 양적 성장 국면에서 있었던 트

이 붕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레이딩과 파생상품 중심보다는 핀테크, 전자화폐처럼 우주 시대

기 이후 석유 카르텔은 오일 채굴에서의 혁신(셰일가스) 및 대체

에 맞는 새로운 지불 거래 수단의 혁신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

에너지의 개발로 인해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붕괴하였다. 독점

다. 노벨상 수상자 마이런 숄즈(Myron S. Scholes)에 의하면 금융

이 붕괴하면 새로운 싹이 돋는다. 전기차가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은 개인적인 서비스, 속도, 그리고 유연성이 중요한 방향으로 혁

테슬라가 새로운 스타 기업으로 부상하는 것은 이의 한 면이다. 위

신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노령화가 지속되고 인간의 수명

기와 파국은 절벽에 묶인 프로메테우스를 풀어 놓을 수 있다.

이 길어지면서 연금 서비스와 보험, 그리고 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이외에도 창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다. 인공지능, 무인 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행 자동차, 로봇 군대, 우주 개발 등은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 알파

세계 경제와 권력의 지도는 상당히 유동적일 것이다. 세계의 중심

고에 의해서 상징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능력을 엄청나게 팽

은 뉴욕-런던-파리-베를린으로 연결되는 축에서 휴스턴-실리

창하게 하여 새로운 지평을 예고하고 있다. 학습하여 시간이 갈수

콘 밸리-도쿄-서울-베이징-상하이로 이어지는 축으로 옮겨올

록 지적능력이 증대되는 인공지능은 창조에 수반되는 지적인 사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과 우리나라는 세계의 경제와

탑의 역량을 증대시켜 발전의 속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권력 지도의 중심 부근에 위치할 것이다.

무인 주행 자동차는 자동차를 GPS와 레이더를 사용하여 소프트웨

이렇게 들여다본 현재는 결국 위기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란 단순

어가 관리한다. 정밀한 GPS를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더 올려야 하

히 위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도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다.

고, 사고가 나지 않고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능형 소프트

이렇게 변혁과 위기의 시대는 역사를 교훈 삼아 미래를 준비할 수

웨어가 필요하다. 무인주행 자동차 기술은 다시 수십만 대의 로봇

밖에 없다. 가장 합리적인 판단만이 가장 좋은 판단이 아니라는

을 움직이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로봇 군대를 가능하게 할

점, 지금까지 준비하지 못했던 변화가 갑자기 닥친다는 점 등은

것이다. 우주 발전소에서의 태양광 발전은 궁극적으로 지구상의 에

과거에서 배울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과 기업의 경영

너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는 또한 우주여행에 필요한 에너지

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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