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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논문은 ‘(비마르크스적) 비주류 경제학’을 스라피언 경제학과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으로 

대별하여, 이 분야에서 80 년대 이후 해외에서 진행되어 온 연구 동향과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조감한다. 스라피언 경제학은 ① 장기유효수요이론, ② 기술변화, ③ 화폐적 

분배이론, ④ 기타 연구로, 그리고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은 ① 내생화폐이론, ② 관리가격 

결정이론, ③ 칼레츠키적 성장-분배이론, ④ 저량-유량 일관성 모형, ⑤ 케인즈의 철학 및 

기타 연구로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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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경제학: 해외 동향과 국내 연구 

 

 

 

1. 서론 

 

‘비주류 경제학’을 ‘주류 경제학’이 아닌 경제학으로 정의하는 한, ‘비주류 경제학’의 범위는 

매우 넓다. 거기에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 , ‘스라피언 경제학’ , 

‘제도주의 경제학’, ‘여성주의 경제학’, ‘구조주의 경제학’, 심지어는 ‘(신)오스트리아 경제학’, 

‘진화경제학’, ‘행동경제학’ 등, 때로는 서로 유사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상이한 수

많은 ‘학파’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1 이 ‘학파’들을 한정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의 필자

가, 그리고 한정된 지면에서 모두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논문은 ‘비주류 경제학’ 중에

서 범위를 한정시켜, 1980년대 이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과 스

라피언 경제학’ 연구동향을 소개하면서 국내학자들이 그런 방향 속에서 이룩한 업적을 정리

하고 소개하려고 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경우에는 그것이 본 학술대회의 다른 발표자

에 의해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고, 다른 분야의 경우에는 필자의 지식이 천박하다는 것이 중

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과 스라피언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에 대응할 만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다른 전통의 비주류 경제학은 (아

직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2 

 ‘비주류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이 아닌 경제학’으로 정의된다면, 먼저 ‘주류경제

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먼저 

‘주류경제학’을 정의하고, 그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비주류 경제학’의 정의를 간략히 제시한

다. 또 이 논문에서 다룰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과 스라피언 경제학의 범위를 정의한다. 제

3절과 4절은 각각 스라피언 경제학과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을 다룬다. 제5절은 간략한 결

어를 위해 마련되었다. 

                                                 
1 2006년도 한국사회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의 주제는 ‘비마르크스적 이단경제학’이었다. 그 
주제 하에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이단경제학’의 범위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제외하고서
도) 얼마나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한국사회경제학회, 2006). 박만섭(2005a)
도 ‘비주류 경제학’이라 여겨질 수 있는 여러 이론적 방향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
한 학파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학파’, ‘진화경제학’, ‘생태경제학’ 등을 ‘비마르크스적 비주류 
경제학’으로 포함하고 있다. 
2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케인지언과 스라피언 경제학과는 구별되는 전통에서 활동하는 연구
자들의 연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내에서 명확하게 포스트케인지언과 스
라피언의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광의의 ‘비주류 경제학’의 범위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
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케인지언과 스라피언 경제학 범위 밖에 속하는 국내의 ‘비주류 경제학’과 경제학자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필자에게 주었지만 이를 모두 활용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이 논문에서 
그들의 누락이 그들 업적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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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주류 경제학’의 범위 

 

이 논문에서 ‘주류경제학’은 (i) 경제적 문제는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이고, (ii) 

경제적 결정은 일차적으로 개인(개인 소비자, 개인 생산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하

는 경제학으로 정의한다.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는 개인 소비자에게는 주어진 

소득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소비 배합을 결정하는 문제로 나타나며, 개인 생산자에

게는 주어진 생산요소의 양과 생산요소 서비스 가격 하에서 비용을 극소화하는 생산요소의 

배합을 결정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이런 경제적 문제의 해결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주어

진 것’(데이터)으로 가정된다. 

 ① 개인 소비자의 선호 

② 생산기술상태 

 ③ 부존자원의 양과 분배 

①과 ③에 근거하여 개인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그 결과 각 상품에 대한 수요함수와 

생산요소에 대한 공급함수가 결정되고, ②와 ③에 근거하여 개인 공급자는 비용을 극소화하

고 그 결과 각 상품에 대한 공급함수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함수가 결정된다. 이제 각 상

품과 생산요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각 상품과 생산요소의 가격과 수량

이 동시에 결정된다. 

 이 같은 정의는 간단하기 때문에 폭넓은 정의가 되고, 따라서 경제학의 여러 ‘학파’

들을 ‘주류경제학’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의 ‘비주류 경제학’은 

당연히 이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학으로 정의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적’ 비판과 그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와, ‘외적’ 비판과 그에 근거한 대안

을 제시하는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내적’ 비판은 비판 대상이 되는 이론체계와 동일

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이론체계의 일부분을 논리에 근거하여, 혹은 가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원래의 이론체계를 수정하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에 대한 ‘내적’ 비판

으로는 ‘정보경제학’이나 ‘(고전적) 게임이론’, 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행동경제학’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신)오스트리아 경제학’ 이나 ‘신제도학파’도 ‘주류경제학’과 (i)

과 (ii)의 입장을 공유하는 한, 넓은 의미의 ‘주류 경제학’ 범위 내에서 ‘내적’ 비판을 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3 

이에 반해 ‘외적’ 비판은 비판 대상이 되는 이론체계의 ‘세계관’과는 다른 세계관에

서 경제적 문제에 접근하고, 비판 대상 이론 체계를 내적인 논리 혹은 다른 세계관에 따른 

논리에 근거하여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 혹은 그런 대안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

                                                 
3 물론 주류 경제학에 대한 이런 내적 비판의 어떤 관점들을 비주류 경제학이 원용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행동경제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한적 합리성의 개념은 포스트케인지언 경
제학에서도 널리 채용하고 있다. 거꾸로 ‘비주류 경제학’에서 채용되고 있는 여러 관점들이 
약간 모습을 바꾸어 주류 경제학에서 내적 비판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 2 -



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류경제학에 대한 ‘내적’ 비판에 근거한 경우는 넓은 의미의 ‘주

류 경제학’으로 정의하고, ‘외적’ 비판에 근거한 경우에만 ‘비주류 경제학’으로 정의한다. 의

심의 여지없이 그런 경제학적 조류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는 ‘마르크스주의’, ‘포스트케인

지언’, ‘스라피언’, ‘제도주의’, ‘구조주의’ 경제학 등이 있다. 이들은 (i’) 경제학적 문제는 ‘희

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재생산성’이다, 그리고/혹은 (ii’) 경제적 

결정은 일차적으로 개인에 의해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결정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

회에 의해 제한되고 규정된다는 세계관을 취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런 한정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아직도 분명히 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스라피언 경제학이 상대적으로 확실한 경계를 갖고 있는 반면, 포스트케인

지언 경제학은 그 범위가 자칭 포스트케인지언이라 하는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서로 다르

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코트와 하무다(Harcourt and Hamouda, 1988)는 “포스

트케인지언 경제학은 이질적인 여러 그룹의 경제학자들의 업적을 포함하는 다용도 용어

(portmanteau term)”라고 말한다. 심지어 이 용어는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대표되는 주류 경제

학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경제학, 따라서 ‘비주류 경제학’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별도로 다루고자 하는 스라피언 경제학도 포함한다). 하코트와 하

무다는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 내에서 세 개의 서로 다른 ‘접근법’을 찾아낸다. 이 접근법들

은 경제학적 분석의 방법에서, 그리고 경제학적 모형에 포함하는 경제의 특성에서 서로 다

르다. 첫째는 마셜(Alfred Marshall)에서 시작하는 접근법으로, 케인즈와 그의 『화폐론』 (A 

Treatise on Money, 1930)와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1936)에서 출발하는 이후 경제학자

들에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는 와인트로브(Sydney Weintraub), 데이비드슨(Paul Davidson), 크레

겔(Jan Kregel), 민스키(Hyman Minksy)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마르크스에서 시작하는 접근법

으로, 스라파에 의해 부활된 고전학파 접근법과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을 접목하려 한다. 여

기에는 가레냐니(Pierangelo Garegnani), 바라드와지(Krishina Bharadwaj), 이트웰(John Eatwell), 

밀게이트(Murray Milgate), 파지네티(Luigi Pasinetti) 등이 속한다 (이것은 이 논문에서 ‘스라피

언 경제학’으로 분류한 접근법이다). 도브(Maurice Dobb)와 미크(Geoff Meek)도 이 그룹에 속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접근법은 마르크스에서 시작하지만 칼레츠키(Michał Kalečki)

를 거쳐 전개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조운 로빈슨(Joan Robinson)이 이 그룹을 이끌었다. 하

코트와 하무다는 이 세 개의 주요 접근법 이외에도 개인 독자적으로 하나의 접근법을 확립

한 경제학자로 칼도(Nicholas Kaldor)를 든다. 칼도는 소위 ‘케임브리지 분배이론’을 창시했고, 

동학적인 규모에 관한 수확체증을 말하는 ‘(버돈)-칼도 법칙’(Verdoorn-Kaldor Law)의 주인공

이며, 화폐의 내생성을 주장하면서 통화주의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구드윈

(Richard Goodwin)은 그의 ‘limit cycle’ 이론으로, 그리고 섀클(George Shackle)은 주류 경제학에

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불확실성 하에서의 개인(소비자, 기업가)의 의사결정을 다룸으로써 포

스트케인지언 경제학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하코트와 하무다에 따르면, 이런 접근

 - 3 -



법들은 독자적으로 보았을 때 비록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는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 접근법들을 종합하는 공통적인 틀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종합 자체

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은 그 때 그 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서

로 다른 접근법을 적용시켜 분석하는 ‘horses for courses’ 방법론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 하코

트와 하무다의 결론이다. 

 그러나 그런 이질성 가운데에서도 어떤 공통성을 찾아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으

로 한정하고, 그것이 제공하는 이론이 어떤 일관성을 갖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이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아레스티스(Arestis, 1996)도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에 영향을 준 

세 가지 경제학적 전통을 식별한다. 4  첫째는 마셜의 전통으로 불확실성을 강조한다. 불확실

성 하에서 기대는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의사 결정에서 불확실성을 감

소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화폐라는 제도가 발생한다. 화폐는 경제에 본질적 요소가 되는

데, 특히 노동계약이 명목임금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둘째는 칼레츠키의 전

통으로 조운 로빈슨에 의해 대표되는데, 유효수요 실패를 강조하면서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투자를 분석한다. 분석 단위로서 개인보다는 사회계급을 택하며, 마르크

스의 재생산 도식을 분석의 틀로 삼는다. 화폐 분석의 측면에서는 프랑스−이탈리아 계통의 

‘화폐순환(monetary circuit)학파’의 입장을 취하므로, 화폐의 내생성을 강조한다. 셋째 전통은 

베블렌(Thorstein Veblen)의 제도주의적 전통으로서, 경제체제의 동학적이고 계급기반적인 구

조를 강조한다. 은행제도, 주식회사제도, 노동조합 같은 경제의 제도적인 구조는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개인들의 의사결정은 관습적인 행동에 크게 영향 받으며(‘제한적 

합리성’), 경제정책은 여러 사회경제적 제도의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도안되고 실

행되어야 한다. 제도주의적 전통은 케인즈의 경제학에서 취약한 점들을 보완하여, 내생적인 

기대형성 분석과 개인들의 의사결정이라는 미시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아레스

티스에 따르면, 이런 여러 전통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갖는 하나의 이론 체계로서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이 가능하다. 아레스티스가 보는 일관된 이론 체계로서 포스트케인지언 경

제학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① 방법론: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② 제도: 정부의 역할, 독점자본주의적 시장구조, 그에 따른 기업의 가격설정, 고용

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 

③ 화폐와 금융: 화폐의 내생성, 금융불안정성 

④ 생산과 가격: 화폐생산경제, 생산에서 상호연관성, 단기에서 관리가격 결정 

⑤ 투자와 분배: 투자의 불안정성, 이윤의 중요성, 분배에 있어서 계급간의 갈등 

                                                 
4  하코트−하무다 논문의 제목과 아레스티스 논문의 제목을 비교하라. 모두 ‘일관성’ 
(coherence)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전자는 그에 대해 물음표로 후자는 그에 대한 적
극적 입장(‘towards’)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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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장과 경기변동: 성장에서 소득분배의 중요성, 내생적 기술변화, 누적적 과정, 

경기변동은 자본주의에 본질적. 

⑦ 경제정책: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투자의 사회화. 

이 논문에서는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을 하나의 일관적 체계로 다루지 않고, 단지 하코트−

하무다와 아레스티스 등이 언급한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 내에서 1980년 이후 널리 논의

되어온 논제들과 그에 대한 국내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할 것이다. 

 스라피언 경제학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보다 좀 더 명확한 경계를 갖는다. 그러

나 스라피언 경제학 내에서도 서로 다른 접근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 롱칼리아(Roncaglia, 

2000)에 의하면, 스라파에 영향받아 경제학을 신고전파의 전통과는 다르게 재건하려는 노력

은 커다랗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리카도적’ 재건으로서 대표자는 파지네티

(Luigi Pasinetti)다. 리카도식으로 논리적 연역법의 방법을 따르면서, 파지네티는 특히 ‘수직통

합’(vertical integration) 개념을 발전시켜 동학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둘째는 ‘마르크스적’ 재건

으로 대표자는 가레냐니(Pierangelo Garegnani)다. 가레냐니에 의하면, 영국고전학파, 마르크스, 

스라파는 동일한 이론적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서 ‘잉여’의 창출과 분배를 통한 경제의 재

생산성은 경제적 문제 그 자체가 된다. 셋째는 실로스 라비니(Paolo Sylos Labini)로 대표되는 

‘스미스적’ 재건이다. 여기서는 시장구조(특히 독과점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미스의 

노동분업으로 대표되는 기술진보, 정치−제도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 등이 강조

된다. 스라피언 경제학에 대해서도 이 논문은 스라피언 경제학 내에서 1980년 이후 많은 관

심을 끈 논제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외국에서 논의와 국내학자들에 의한 연구를 소

개할 것이다.  

비록 스라피언 경제학이 광의의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에 포함되지만, 이 논문은 

스라피언 경제학을 별도로, 그리고 먼저 다룰 것이다. 그 이유는 스라피언 경제학의 체계가 

이 논문에서 정의하는 ‘주류 경제학’의 체계와 가장 선명하게 대조되고 그에 대해 가장 강

력한 이론적 비판을 제공하므로, ‘비주류 경제학’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3. 스라피언 경제학 

 

스라피언 경제학의 요점은 다음처럼 제시될 수 있다. 편의상 논의를 각 생산공정(산업)에서 

단 하나의 서로 다른 상품들이 생산되는 단일생산(single production)체계에 한정하자. 경제에

서 개의 상품이 생산되고 있고, 경제는 각 산업에서 얻어지는 이윤율이 균등한 장기

균형상태에 있다.

( 1)n ≥

5  모든 상품들의 생산기간은 동일하며, 임금은 생산기간 말에 지급된다. 6  

                                                 
5 각 산업의 특정한 상황 때문에 장기균형에서도 각 산업의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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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품( j 번째 상품)이 현  재 jx ( 1,2,j , n=

을

( )

)만큼씩 생산되고 있고, 각 상품 한 단위를 생

산하는 데 필요한 각 상품( i 번째 상품)의 양을 ( 0)≥ , 각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양 0)> , 균등이윤율  r , 명목임금률  w 라 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

체계가 성립한

 

을 을

다. 

jia

(1 )

 (jl

2 2

 

 1 1 j j ja x+ +j n nj jx r wl+ j j j jp x=p a x p x+p a+ , j∀  

 

이 체계를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1) ˆ (1 )+ + ˆ x

{ }

ˆr w =lx p

)

pAx

( ,

 

단, ; 1 2 , , np p p=p jia=A ; ;  = x̂ jxl 1 2( , , , nl l l= ) 를 대각요소로 갖는 대각행렬. 여기

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가격은 상대가격이므로, 가치기준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가치척도로 

선택된 상품 바구니를 (열)벡터로 표시하여 이라 하면,( 7 )0≥z

 

pz          (2) 1=

 

일반적 형태의 (단일생산) 스라파 체계는 (1)과 (2)로 구성된다. 고전학파−마르크스주의 경제

학의 전통에 따라, 스라파 체계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설정한다.  

jx① 각 상품의 조생산량 가 주어져 있다. 

② 와 로 표현되는 생산기술이 주어져 있다.A l 8 

③ 분배변수인 과  중 하나가 주어져 있다. r w

p이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대가격 는 다음과 같은 가정 위에서 결정된다. ①의 가정에 따라, 

체계 (1)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있다. 이 경우는 아래에서 균등이윤율 을 각 산업의 차등이윤율 r r

,
,A l

j 를 대각요소로 갖는 대

각행렬 로 대체할 수 있다. r̂
6  스라파 체계는 고전학파−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처럼 임금이 생산기간 초에 지급되어 
‘자본’의 일부가 되는 경우로 쉽게 수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가정은 본질적인 가정은 아니
다. 
7 이제 임금률 w도 가치기준에 의해 측정되므로 ‘실질임금률’이 된다. 
8 하나의 쌍 { A l }은 ‘생산기술’(production technique)을 정의한다. 경제에는 사용할 수 있는 
{ }의 쌍이 다수 있을 수 있고, 경제에 존재하는 생산기술의 집합을 ‘생산기술상
태’(production technology)라 부른다. 데이터로 주어져 있는 것은 생산기술상태이고, 각 생산
기술에 대해 독립된 가격체계를 논할 수 있다. 주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한 생산함수는 무한개의 생산기술로 이루어진 생산기술상태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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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r w+ + =pA l p

 

이제 체계 (3)은 ②와 ③에 근거하여 상대가격 와 주어지지 않은 다른 분배변수를 결정할 

수 있다. 

p

 

        (4) 1[ (1 ) ]w r −= − +p l I A

 

 이런 가격결정 과정을 주류 경제학과 비교할 때, 스라피언 경제학 체계와 ‘주류 경

제학’의 체계가 데이터 ③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②는 양자

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져 있다. 9  주류 경제학에서 ①은 개인의 선호로 나타나는데, 이 

선호는 결국은 각 상품에 대한 수요함수 ( ; )j jx x= p e (여기서 e는 각 상품과 생산요소의 주

어진 부존자원)를 결정한다. 즉 상품생산량은 상품가격과 동시에 결정된다. 따라서 주류 경

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2)와 (3)이 동치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가 가능한 경우는 소위 ‘비

대체정리’(nonsubstitution theorem)가 성립하는 경우뿐이다. ③의 경우, 주류 경제학에서는 생

산요소의 부존량(공급)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품수요에서 유도(derived demand)되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통해 생산요소 서비스 가격이 내생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결정된다. 

 ①과 ③이 주어져 있다는 가정은 스라피언 경제학의 발전 초기에 스라피언 경제학

의 한계로 자주 지적되곤 했으나, 스라피언들은 이것을 오히려 스라피언 경제학의 ‘개방성’

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Garegnani, 1970; Aspromourgos, 2004). 즉 생산량과 분배는 상대

가격 결정 메커니즘과는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논의

는 다른 적절한 이론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스라피언 경

제학의 초기 활동은 상대가격 결정에 근거하여 주류경제학의 자본이론 및 그 이론에 근거한 

다른 분야의 이론(성장이론, 국제무역이론 등)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스라피언 경제학의 연구는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 독자적인 이론을 발전시키는 ‘건설

적’인 방향으로 나아갔고, 이런 연구의 방향은 상대가격 결정을 위해 ‘주어진’ 것으로 가정

되었던 ①, ②, ③의 결정에 관한 연구 형태를 띠었다.  

 

가) 장기유효수요이론 

생산량 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스라피언들이 관심을 갖는 이론은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다.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유효수요’(effectual demand)가 주어지고 장기에 있어 공급량이 이 

‘유효수요’를 충족시키는 점에서 이루어진다고 간주되었다. 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유효수요’

                                                 
9 주류 경제학에서는 보통 생산기술이 무수하게 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스라피언 
경제학에서는 생산기술이 유한한 개수로 이산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가정
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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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계급의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즉 노동자 계급은 생계비 수준에서 주어지는 임금을 

모두 소비하고, 자본가 계급은 사치재 소비 이외에 경제의 재생산을 위한 투자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사고는 현대경제학의 케인즈 유효수요이론과 동일선상에 있는 사고로 볼 수 있고, 

소위 ‘스라피언 케인즈주의’(Sraffian Keynesianism)는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을 스라파의 장기

상대가격이론에서 주어져 있다고 가정되는 생산량(①의 데이터) 결정이론으로 발전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스라피언 케인즈주의’는 가레냐니의 1960년대 초반 저술(Garegnani, 1962, 

1964−5)에서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논의는 가레냐니의 1964−65년 저술이 영어로 출판

(Garegnani, 1979-1980)된 후부터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케인즈 경제학을 고전학파의 장기균형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서 케인즈 경제학에 남아있는 주류경제학(마셜 경제학)적 요소를 제거

하고, 고전학파−스라파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요소만을 추려내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케인즈 경제학, 특히 『일반이론』에서 제시된 케인즈 경제학의 요소를 크게 유효수요이론, 

유동성선호이론, 투자의 한계효율성이론으로 나눌 때, ‘스라피언 케인지언’들은 유효수요이론

만이 주류경제학적 요소를 갖지 않은, 진정으로 ‘혁명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Eatwell and 

Milgate, 1983). 이들에 따르면 투자의 한계효율성 이론은 주류경제학의 우하향하는 투자함수

와 동일한 개념이며, 이 개념은 스라파의 가격결정이론에 따른 자본이론에서 비판되었다. 또, 

유동성선호이론은 이자율이 장기적으로 수렴해 갈 ‘정상’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문

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불완전한 이론이다. 

 이 분야에서 국내 경제학자의 연구는 박만섭(Park, 1994; 박만섭, 2002b)의 것이 있다. 

이 논문들에서 박만섭은 케인즈가 『일반이론』에서 제시하는 고용이론이 일반적으로 간주

되어 온 것처럼 단기이론이 아니라, 생산설비의 크기가 유효수요에 맞게 조정되어 생산설비

의 정상가동이 이루어지는 상태와 연관하여 고용이 결정되는 장기이론임을 주장하였다. 단

기에서 생산설비의 가동률 변화는 단기에서의 가동률 변화를 통하여 단기의 산출량을 변화

시키고 또 그에 근거하여 단기의 투자 크기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장기는 그런 과

정의 연속인데, 장기적으로 경제가 나아가는 방향은 종국적으로 축적을 통해 생산설비가 유

효수요에 맞게 조정되어 정상 가동되는 상태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정상가동상태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에 있어 생산설비는 연속적으로 정상 가동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서 

벗어난 수준에서 가동되어야만 한다. 『일반이론』에서 케인즈의 고용분석은 장기이론적 이

론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기적 분석이다. 이런 논의는 가레냐니(Garegnani, 1982, 1992)의 

논의에 기초해 있고, 다음에 논의될 ‘스라피언’ 장기성장모형의 기초가 된다.  

 최근에 ‘스라피언 승수’(Sraffian multiplier)라는 개념을 통해 장기성장로의 결정을 논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Serrano, 1995; Trezzini, 1995). 어떤 한 기간 동안 한 경제의 총수요(D)

는 소비지출(C), 투자지출(I) 및 자율적 지출(Z)으로 구성된다. 자율적 지출은 소득과 무관하

게 결정되는 지출로서, ‘스라피언 승수’의 개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장기에서 자율적 

지출은 투자지출 중 가속도원리에 따라 산출량 증가를 보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부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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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주로 기술진보를 위해 사용되는 투자지출로 이해된다. 고전학파의 입장을 따라 소비지

출은 임금소득에서만 발생하고 또 모든 임금소득은 소비재 구입에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소

비지출은 로 표현될 것이다 (여기서 은 노동계수이고 C wlx= l x 는 조산출량이다). 가속도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지출은 다음 기에 기대되는 수요( 1
eD+ )를 다음 기에 설치될 생산

시설을 정상가동률로 가동시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결정된다. 정상가동률을 보장하는 수요 

대 투자지출의 비율을 라 하면, 투자지출은 h 1
eI hD+= 로 결정된다. 수요는 매기에 eg 의 성

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 이제 장기균형은 ① 기대가 실현되

고 (

1
e

+ (1 )g= +eD D

eg g eD+ == ; ), ② 상품의 생산량이 수요에 적응하여 수요량에 일치하는 ( ) 

상태다. 위의 관계들을 종합하면, 

1 D 1+ D x=

 

 (1 )x wlx h g x Z= + + +        (5) 

 

의 관계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생산량 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 

 

 1
1 (1 )

x Z
wl h g

⎛ ⎞
= ⎜ − − +⎝ ⎠

⎟        (6) 

 

여기서 우변의 괄호 안의 크기로 표현되는 계수가 ‘스라피언 초승수’이다. 이것은 단기분석

에서 구할 수 있는 투자승수를 장기로 확장한 것이다. ‘스라피언 초승수’는 ① 임금률이 높

을수록, ② 성장률이 높을수록 크게 되고, 주어진 자율적 지출에 대해서 더 높은 생산량을 

가져온다. 이런 성질은 유효수요이론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즉 임금률이 높을수록 소비

지출에서 유래하는 유효수요가 클 것이고, 성장률이 높을수록 투자지출에서 유래하는 유효

수요가 클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큰 유효수요는 더 높은 생산량과 연계된다. 

 그러나 박만섭(Park, 2000)은 이런 연구방향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기에서 ‘자율적 지출’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소비이론에서 보듯이 장기에

서 ‘자율적 소비’는 사라지고, 소비의 모든 부분이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스라피언들은 투

자지출 중 기술진보에 사용되는 투자지출을 자율적 지출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만, 그렇기 위해서는 가속도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지출결정에 있어 생산설비를 정상 

가동하도록 하는 기대산출량 대 투자의 비율( )이 기술진보에 따라 변동하여야 한다. 그렇

다면 그 비율은 당연히 자율적 지출의 함수로 결정될 것인데, 그럴 경우 (5)에서 보듯이 ‘초

승수’의 개념이 모호해지게 된다. 정부지출을 자율적 지출로 보는 데에도, 소위 ‘리카도적 

동치성’ 명제에서 보듯이, 문제가 있다. 최근의 스라피언 연구는 성장과 산출량 결정에 관하

여 어떤 이론적 체계를 세울 수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역사적이고 사후적인 설명만

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Palumbo and Trezzini, 200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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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라피언 초승수’를 사용하여 장기성장이론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오랫동안 비주류 

경제학의 장기성장이론으로 간주되어왔던 ‘케임브리지 성장이론’(Kaldor, 1956; Pasinetti, 1962)

에 대한 스라피언들의 비판적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케임브리지 성장이론’의 요점은 외생적

으로 주어진 자연성장률(g)에 상응하여 경제의 일반적 이윤율(r)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소위 

‘파지네티 정리’에 의하면, rs 이 자본가의 저축률이라 하면, 

 

  / rr g s=

 

의 관계가 성립하고, 인과관계는 좌변에서 우변으로 흐른다. 10  인과관계가 성장률(자본축적

률)에서 이윤율로 흐른다는 명제가 명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본축적률이 이윤율에 독

립적이어야 한다. 가레냐니(Garegnani, 1982, 1992), 치코네(Ciccone, 1984, 1986) 등은 이런 인과

관계를 주장하는 ‘케임브리지 성장이론’이 균제성장의 경우에만 성립함에 주목한다. 즉 자연

성장률 g가 자본축적률과 같고 자본축적률은 순투자가치 대 자본가치인데, 순투자가치는 서

로 다른 투자재들의 가치( )로, 그리고 자본가치는 서로 다른 자본재들 스톡의 가치( )로 

평가된다. 그런데 장기에 있어 장기상대가격은 스라파 체계 (3)에서 보듯이 이윤율의 함수

( )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본축적률은 이윤율에 독립적이지 않다. 그런데 균제성장

의 경우 자본축적률은 상대가격 체계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왜냐하면 균제성장의 경우 투자

재 벡터가 자본재 벡터의 스케일러 곱(

pi pk

( )r=p p

= αi k )으로 표현되고, 이 때 모든 p에 대하여 항상 

가 되기 때문이다. 균제성장은 생산설비가 연속적으로 ‘정상가동률’에서 가동된다

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매기의 연속적인 ‘정상가동’은 투자가 항상 정상가동 저축에 맞게 

조정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요구는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 강조하는 것, 즉 단기에

서 투자가 자율적이고 그에 따라 단기에서 생산설비 가동률이 일반적으로 ‘정상가동률’과 

다르다는 점과 모순된다. 역설적으로 케인즈의 ‘단기이론’을 ‘장기이론’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케임브리지 성장이론은 케인즈 혁명의 핵심인 유효수요이론에 정면으로 어긋난

다. 

/ = αpi pk

 이와 대조적으로, 다음 절에서 다룰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칼레츠키적 성장모형

에서는 장기에서도 투자의 자율성이 강조된다. 그 결과 장기균형경로에서도 생산설비가 ‘정

상가동률’과는 다른 가동률에서 가동된다. 스라피언들은 이 결론은 ‘장기균형’이라는 개념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비판한다 (Committeri, 1986). 생산설비의 규모가 변화하여 수요에 조

정된다는 ‘장기’의 정의상, ‘장기균형’에서 생산설비는 ‘정상가동률’에서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상의 한 점에서의 상태로서 ‘장기균형’에서 생산설비는 정상 가동되지만, 그런 

상태에 이르는 성장로를 따라서는 단기적 현상으로 생산설비는 정상 가동되지 않는다.  

                                                 
10 이런 이윤율 결정은 이 절의 후반에 논의할 주제인 스라피언 경제학의 ‘화폐적 분배이론’
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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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창(2004)은 케임브리지 성장모형과 칼레츠키적 성장모형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

온 이런 논의를 장기유효수요이론이라는 주제 하에서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스라피언 경제학

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박만섭(Park, 1998, 1998−99)도 스라피언의 비판적 논의의 연장 선

상에 있다. 경제에 다수의 생산부문(산업)이 있는 경우를 고려할 때, 케임브리지 성장모형과 

칼레츠키 성장모형 모두에서 ‘과잉결정’(over-determination)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들에게서 각 산업에서의 투자행동의 자율성은 핵심 입장이고 이 입장을 수용하면, 이들의 

체계에서 미지수의 수보다 독립적인 방정식의 수가 더 많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

로 케임브리지 이론의 경우 균제성장을 가정하고, 칼레츠키적 이론의 경우 모든 기업의 투

자행위가 동일하다고, 혹은 투자가 경제 전체적으로 조율되어 실행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각 

산업에서 투자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자유도를 증

가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은 장기에서 기준이 되는 ‘정상가동률’을 내생화시키는 것이다. 칼

레츠키적 모형에서 장기균형 가동률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정상가동률과 다를 수 있다. 그러

나 투자의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설비가동률을 그대로 ‘정상가동률’로 인정하고 장기생산가

격도 이에 따라 변동한다고 하면, 과잉결정의 문제는 사라진다. 박만섭(Park, 1997a)는 바로 

이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박만섭(1997b)은 가레냐니(Garegnani, 1982, 

1992)의 논의에 따라 ‘스라피언’ 장기성장모형을 제시한다. 장기균형점에서 생산설비는 정상

가동률에서 작동하며, 가격은 스라파 체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장기균형점에 관찰되는 

자본규모, 따라서 그 자본을 정상가동하여 생산되는 생산량은 두 장기균형점 사이에서 실현

되는 생산설비의 평균가동률에 따라 결정된다.  

 

나) 기술변화 

생산기술이 주어져 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예를 들

어, 총고용에 대한 영향)는 스라피언 경제학에서 아직도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고 있는 분야

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파지네티의 연구(Pasinetti, 1981, 1993)는 그런 분석을 위한 틀을 제공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구적 업적이다.  

스라파 체계는 생산과정에 있어서 순환성(circularity), 즉 ‘상품에 의한 상품생산’의 

특징을 부각시켜 구성된 체계다. 반면 파지네티의 ‘수직통합부문’(vertically integrated sectors)

이라는 개념은, 생산과정의 이런 순환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그 순환성을 전면에 부각시

키지 않고 분석을 할 수 있게 해 준다.11  생산과정의 순환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면서 체계

의 동학적 변화를 분석하기는 그 복잡성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수직통합부문’ 

개념에 따른 파지네티의 접근법은 특별히 동학적 분석을 위해 제시되었다.  

                                                 
11 파지네티의 ‘수직통합부문’ 개념은 스라파의 ‘소체계’(subsystem; Sraffa, 1960, Appendix A) 개
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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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초점은 소비수요와 그 소비수요를 발생시키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상품

들 및 노동이다. 가 노동력의 성장률이고, i번째 상품에 대한 1인당 소비의 성장률을 Γ iγ 라 

하면, i상품은 의 비율로 성장할 것이다.  i ≡ Γ ig + γ

 

( ) (0) ig t
i ic t c e=         (7) 

 

이 상품을 정상가동률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본재의 규모도 동일한 비율로 성장해야 한

다. 따라서 각 상품의 조생산량( )은 생산에 소모된 자본재를 대체하는 데( ), 자본재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데(

x Ax

ĝAx , 여기서 ĝ 는 ig 를 대각요소로 갖는 대각행렬), 그리고 소비( )

에 사용된다.  

c

 

ˆ= + +x Ax gAx c         (8) 

 
( )ic 를  에서 i 번째 요소( )를 제외한 모든 요소들을 0 으로 갖는 벡터라 하고, 다음과 같

이 , , 를 정의하자. 

c ic

( )ix ( )iV ( )ik

 

        (9) ( ) 1 ( )[ (1 ) ]i
ig −= − +x I A c i

i

i

( ) ( ) 1 ( ) ( ) ( )[ (1 ) ]i i i i
iV g −= = − + ≡lx l I A x v x      (10) 

      (11) ( ) ( ) 1 ( ) ( ) ( )[ (1 ) ]i i i i
ig −= = − + ≡k Ax A I A x K x

 
( )ix 는 성장률 ig 로 소비되는 i번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각 상품들

의 양이고, 는 성장률 ( )iV ig 로 소비되는 i번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이며, 은 성장률 ( )ik ig 로 소비되는 i번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자본재들의 양을 표시한다. 파지네티는 를 ‘수직초통합 노동’(vertically hyper-integrated 

labour)으로, 행렬 의 i번째 열을 1단위의 ‘수직초통합 생산능력’(vertically hyper-integrated 

productive capacity)이라 부른다.

iV

( )iK
12 

i번째 상품에 관하여, ① 그 상품의 소비가 매년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가(성장률 

ig ), ② 그 상품의1단위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노동량이 얼마나 필요한가(‘수직초통합 노동’ 

), 그리고 ③ 그 상품의 1단위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자본재들이 얼마나 필요한가(‘수직초

통합 생산능력 1단위)에 대한 정보만 있다면, 그 상품의 동학적 변화를 분석하는데 충분하

( )iV

                                                 
0ig = ( )iV ( )iK12 일 때 와 는 각각 ‘수직통합 노동’(vertically integrated labour), ‘수직통합 생산

능력’(vertically integrated productive capacity)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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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번째 ‘수직초통합 부문’(vertically hyper-integrated sectors)은 i번째 상품 1단위, 그 상품에 

대한 ‘수직초통합 생산능력’ 1단위, 그 상품에 대한 ‘수직초통합 노동’ , 그리고 그 상품

의 성장률 

( )iV

ig 로 구성되고,  

 
( )[1 , ]i

iV g,1,         (12) 

 

의 간단한 체계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체계에서 기술변화는 전적으로 n개의 스케일러 의 

크기 변화에 의해 대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품이 생산량과 ‘수직통합 생산능력’은 각각 

항상 1단위이므로). 이것은 원래의 스라파 체계에서 기술진보가 와 의 변화로 (따라서 

개 값의 변화로) 표현되는 것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동학적 분석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iV

A l
2n n+

초점이 소비재로서의 i번째 상품에 있기 때문에 소비활동에 대한 분석( ig 에 대한 

분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엥겔곡선처럼 각 상품에 대한 소비활동을 

분석하는 이론이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가 각 상품의 조산출량이 일 때 경제전

체에서 고용되는 노동량이고, 

lx x

( )iV =∑ lx 이므로. ‘수직초통합부문’을 이용한 분석은 시간과 

기술변화에 따른 총고용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물론 이 양과 총인구와의 관계를 통해 장기

실업을 설명할 수 있다 (두 양은 모두 시간을 통해 변화하는 양). 

이러한 파지네티의 분석틀은,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노동량( )이 중심을 이룬다

는 점에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노동가치 이론틀과 놀랍게도 유사하다.

( )iV
13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건 스라피언 경제학자건 

누구에 의해서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이윤율의 외생적 결정 

분배변수 중의 하나가 가격결정 이전에 주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스라피언 경제학의 

입장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임금률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고전학파−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스라피언 경제

학의 논의는 이윤율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는 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입장은 ‘비주류경제학’의 다른 커다란 지류인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과의 연계 가능성 때문

에 더욱 흥미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스라파는 이윤율이 ‘생산체계 밖에서, 특히 화폐이자

율 수준에 의해 결정’(Sraffa, 1960, p. 33)될 수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포스트케인지언 경

제학의 내생화폐이론, 특히 ‘수용주의적’(accommodationist) 입장에서 화폐이자율은 중앙은행

                                                 
( )iV13 특히 그의 1993년 책(Pasinetti, 1993)을 보라. 물론 가 i상품 1단위의 노동가치와 같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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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고 통화량은 이에 상응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화폐이자율

은 통화량에 대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통화량은 화폐이자율에 완전탄력적이다). 그렇기 때

문에 이윤율이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고, 이자율이 생산체계 밖에서 결정된다는 스라파의 언

급은 스라피언 경제학의 ‘화폐적 분배이론’(monetary distribution theory)의 기초가 된다.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학설사적 연구, 특히 고전학파 경제학

자들과 마르크스에 있어 이윤율과 이자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Panico, 1980, 1988; 

Pivetti, 1984, 1991). 반면 스라파 체계와 화폐적 요소 간의 관계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호지슨(Hodgson, 1981)은 화폐를 다른 일반적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으로 취급하여, ‘화폐생산산업’을 스라파 체계에 덧붙였다. 파니코

(Panico, 1997)는 케임브리지 성장이론의 틀 속에 채권시장과 화폐시장을 도입하여 이자율과 

이윤율 사이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 논문에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자율과 

경제성장률이 동시에 외생적으로 주어질 가능성이고, 이자율이 실제로 상대가격에 어떤 영

향을 끼치는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 세부분야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로는 배인철(2000)이 있다. 배인철은 스라피언들

의 화폐적 분배이론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이론적으로 미흡하거나 모순되는 점을 집어내고 

있다. 특히 호지슨처럼 화폐를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이해하

는 일은 특히 케인즈가 강조하고 있는 화폐의 특성을 무시하는 일임을 주장한다. 박만섭

(Park, 2002)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내생화폐이론을 이용하면서, 은행이 대부사업을 통

해 이자를 수입으로 걷어들이는 반면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동과 자본을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은행부문에 대한 ‘가격방정식’을 만들어 스라파 체계에 ‘은행부문’을 첨가한 

모형을 만든다. 여기서 이자율은 스라파의 언급대로 외생적으로 주어지고, 다른 이자율은 다

른 이윤율과 임금률, 그리고 상대가격으로 귀결된다. 박만섭(Park, 2004a)은 이 모형을 1부문 

모형으로 변형한 것이다. 

  

라) 기타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스라피언 경제학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여러 분야에서 주

류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그렇다고 해서 1960~70년대에 주로 이

루어졌던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적인, ‘부정적’인 연구가 지금은 사라진 것은 아니다.  

 1960~70년대에 행해졌던 비판은 이질적인 자본재들을 이윤율과 독립적인 하나의 

양으로 집계하여 표현하려는 주류경제학의 이론적 시도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런 비판의 명

백한 대상은 신고전파 성장이론의 총생산함수에서 사용되는 집계적 자본량과 오스트리아 이

론에서 시간의 양으로 측정되는 자본량이었다. 14  스라파의 이론은 그런 시도가 일반적으로 

                                                 
14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 생산수단들을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
요한 노동량의 합계(노동가치)로 집계적으로 표현하는 ‘불변자본’도 마찬가지의 비판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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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모순을 내포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였다. 집계적 자본이 이자율에 독립

적으로 정의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역전(capital reversal)이나 기술재전환(reswitching)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현상은 주류경제학의 이론적 기초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자본논쟁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다른 세부분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변형윤−정윤형(1980, 『경제학 대논쟁』 , 매일경제신문사)과 김학은

(1984, 『화폐와 이자』, 법문사)은 자본논쟁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박찬일

(1986)은 스라파의 1960년 책(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을 번역하면서

(『상품에 의한 상품생산』, 비봉출판사), 번역서의 말미에 스라파의 생애와 자본논쟁에 관

하여 소개를 하고 있다. 좀 더 최근에는 조원희(1998)가 자본논쟁의 결과를 비용함수를 사용

하여 재정식화한 살바도리와 스티드먼(Salvadori and Steedman, 1985)의 논의를 소개하고 발전

시켰다. 박만섭(1999)은 주류 경제학에서 희소성, 대체, 자본의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

어 있는가, 그리고 주류 경제학의 자본개념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주류 경제학의 가장 본질

적인 이론적 기초에 대한 비판이 되는가를 설명하였다. 또 박만섭(2005b)은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하여 스라파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이론에 치우쳐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에 한정희는 쉐폴트(Bertram Schefold)와 공저한 논문(Han and Schefold, 2006)

에서 현실경제에서 실제로 기술재전환이 발생한다는 것을 OECD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

로 보였다. 

 그러나 1960~70년대의 자본비판은 집계적 자본을 사용하는 주류경제학의 일부 이

론에 한정되고 집계적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애로−드브뢰(Arrow−Debreu) 류의 시제적 일반

균형이론(intertemporal general equilibrium theory)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류경제학자들

의 입장이었다 (Bliss, 1970, 2005). 그러나 최근에 가레냐니(Garegnani, 1990; 2004)와 쉐폴트

(Schefold, 2004)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간단한 시제적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이들 모형

에서도 자본역전이나 기술재전환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비판은 해외에서도 아직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최근에 스라피언 경제학자들의 연구는 스라파가 남긴 방대한 양의 연구노트와 강의

록 및 서한들을 문헌학적 ⋅ 경제학설사적으로 접근하여, 스라파 개인의 전기를 작성하거나 

스라피언 경제학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유고를 정리 ⋅ 편집한 

『피에로 스라파의 미발간 저술』(가칭, The Unpublished Writings of Piero Sraffa ; Sraffa, 2008)이 

가레냐니에 의해, 그리고 최근에는 쿠르츠(Heinz Kurz)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책 분량의 스

라파 전기로는 1980년대에 포티에(Potier, 1987), 그리고 최근에 롱칼리아(Roncaglia, 2000)가 있

다. 날디(Naldi, 2005, 2001, 2000)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에 보관되어 있는 스

라파의 유고와 유물(The Sraffa Archive)에 근거하여, 시대적 상황과 다른 학자들과의 관계를 

                                                                                                                                               
한다 (Steedma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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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스라파의 연구활동을 재현하는 전기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쿠르츠(Kurz, 1998, 2005a, 

2005b, 2007)도 스라파 기록보관소의 자료에 근거하여 1960년 책에서 선보인 스라파 이론의 

의미와 함축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한다.  

스라피언 경제학은 1960~70년대에 주류경제학의 자본이론과 그와 관련된 이론 분

야에 대한 논리적 비판에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경제학의 굳건한 저항을 

(사회적으로) 이겨내지 못했다. 1980년대 이후에 경제학의 여러 세부 분야에서 주류경제학을 

대신할 대안이론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현재 스라피

언 경제학은 일부 유럽 국가와 호주에서 소수나마 열렬한 지지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발전하

고 있다 (이탈리아: Bellino, Chiodi, Fabio, Garegnani, Naldi, Opocher, Palumbo, Roncaglia, Salvadori; 

독일−오스트리아: Gehrke, Kurz, Schefold; 프랑스: Bidard; 영국: Steedman; 호주: White; 미국: 

Mongiovi). 이탈리아 로마 3대학에 설립되어 가레냐니가 소장으로 있는 <스라파 연구소> 

(Centro Sraffa)는 스라피언 경제학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소수의 학자들만이 스

라피언 경제학의 선상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 예로는 박만섭(고려대), 박영호(한신대), 윤건

수(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상헌(성균관대), 조원희(국민대), 한정희(한국토지공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전형문제와 관련하여 스라피언의 입장을 

소개하거나 비판하고는 있지만, 한국에서 스라피언 경제학에 대한 체계적 소개와 논의는 아

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 

 

1980년대 이후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연구는 대체로 다음의 5분야에 집중되었다.   

가) 내생화폐 이론 

나) 관리가격결정 이론 

다) 칼레츠키적 성장−분배 이론 

라) 스톡-플로 일관적 모형 

마) 케인즈의 철학 

이들 세부분야에서 이루어진 발전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내생화폐 이론 

주류 경제학의 화폐이론에서 통화량의 공급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통화정책은 통화량 조

절의 형태를 띠고, 적정한 수준의 통화량은 목표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으로 다

음의 관계식에 따라 결정된다. 

 

 ˆ ˆ ˆM P y=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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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제성장률이 이고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이면 그에 필요한 통화량 증가율은 ŷ P̂ ˆ ˆP y−

가 되어야 한다. 장기에서 성장성장률은 전적으로 실물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화량

은 (적어도) 장기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 효과를 갖는다 (장기 화폐중립성). 또 외생

적으로 주어진 통화량은 화폐수요와 일치하는 점에서 화폐이자율을 내생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칼도(Kaldor, 1982; Kaldor and Trevithick, 1981)는 미국과 

영국에서 실행되기 시작하던 통화주의적 통화정책을 화폐내생성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비

판하기 시작했다.15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은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결정에 의한 정해

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따라 수요되는 통화량에 맞게 조정될 수 밖에 없

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존재목적과 제일 기능은 그렇게 필요한 통화량을 공급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만일 중앙은행이 그 기능에서 실패하면 기업의 도산과 가계의 채무변제 불이행 그

리고 그에 따른 은행의 지불불능 등으로 금융신용체제가 극도로 혼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그런 혼란을 방지해야 할 책임을 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종대부자(the 

lender of last resort)이다. 그렇다면 통화량은 화폐수요곡선과의 만남으로 이자율을 결정하는 

기능을 상실한다. 오히려, 통화공급−화폐수요의 관계에서 이자율은 외생적으로 주어져야 한

다. 이자율−통화량 좌표공간에서 통화량 공급곡선은 주어진 통화량에서 솟아오르는 수직선

이 아니라 외생적으로 주어진 이자율에서 뻗어나가는 수평선으로 표현된다. 

 실상 케인즈는 그의 『화폐개혁론』(Tract on Monetary Reform, 1924)과 『화폐론』

(Treatise on Money, 1930)에서 보듯이 화폐이론가였다. 특히 후자의 책에서 통화량은 내생적으

로 결정된다. 『일반이론』에서 한 발 후퇴하여 주류 경제학적인 통화량 공급 개념을 사용

했던16 케인즈는 『일반이론』과 관련된 후속 논의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의 동기에 ‘금융적 

동기’(finance motive)를 추가한다. 기업이 사전적 투자를 증가시키려 할 때, 아직 생산과 판매

를 통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업은 추가적으로 화폐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 화폐수

                                                 
15 포스트케인지언들은 케인즈 자신의 경제학을 출발점으로 삼았고, 1980년 이전까지 화폐이
론에 관한 연구는 유동성 선호이론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에 집중되었다. 이 가운데 
탁월한 작업은 데이비드슨(Davidson, 1976)이다. 여기서 그는 경제에서의 불확실성 개념을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핵심 개념으로 정하고, 화폐도 경제주체들이 이런 불확실성에 대
처하기 위해 만들어낸 제도로 해석한다. 특히 경제활동이 화폐로 표현되는 계약으로 이루어
지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화폐는 경제활동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화폐는 주
류 경제학에서처럼 ‘중립적’이지 않다. 화폐 없이는 계약도 없고 따라서 경제활동도 존재할 
수 없다. 
16 이에 대한 포스트케인지언의 입장은 분열되어 있다. 화폐이론에 관한 한 『일반이론』에
서 제시된 유동성 선호이론을 폐기하고 『화폐론』에서 제시된 화폐론을 택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케인즈는 『일반이론』에서 주류 경제학의 고용이론을 비판하기 위해 다른 

부분에서는 그들의 입장을 최대로 반영하는 ‘트로이의 목마’ 전략을 사용하였고 그렇기 때

문에 케인즈 이론에서 외생적 통화량은 본질적이지 않다는 입장, 그리고 『일반이론』에서 

언급되는 ‘주어진 양의 통화’는 주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통화량’과

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입장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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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은행의 신용창조에 의해 충족된다는 것이다. 이 화폐수요는 상품이 생산되어 수입이 

생기면 변제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일단 증가한 투자 수준을 계속 유지

하거나 또 다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또 다시 동일한 양의, 혹은 더 많은 양

의 화폐를 수요하게 되고, 은행의 신용창조는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 내의 통화에는 이

렇게 ‘금융적 동기  은행의 신용창조’ 과정에 따라 발생한 양이 포함된다. 많은 포스트케

인지언들은 케인즈가 이 개념을 통해 다시 화폐가 내생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포스트케인지언 내에서 1980년대에 논쟁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Asimakopulos, 1983; Terzi, 1986). 

 박종현(1994)은 내생화폐이론의 관점에서 화폐수량설의 여러 입장을 비판적으로 살

피는 한편, 내생화폐이론이 경제학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포스트케인지언의 이

론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소개한다. 조복현(2000)은 금융적 동기에 대한 

포스트케인지언 내의 논쟁을 ① 금융적 동기가 수평의 통화공급곡선을 함축하는가, ② 금융

적 동기를 통해 투자가 저축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는가, ③ 금융제도의 발전과 

기업의 장단기 투자조달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라는 소주제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문우식(2000)은 케인즈에서 ‘금융조달’(finance)의 개념과 슘페터에서 ‘신

용’(credit)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한다. 김건호(2002)는 케인즈의 ‘금융적 동기’에 대하

여 1930년대 후반에 있었던 논쟁, 그리고 다시 1980년대에 아시마코풀로스(Asimakopulos)에 

의해 촉발된 논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위의 논문들이 포스트케인지언의 화폐이론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것이라면, 다음 논

문들은 그 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한다. 조복현(2001)은 포스트케인지언의 화폐이론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불환화폐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무시하고 민간부분이 발생시키는 신

용화폐만을 강조함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이 신용화폐의 변동에

서 발생하는 경제불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신용화폐와 불환화폐 사이의 긴장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분석하지 못함을 비판한다. 황재홍(2002)은 금융적 동

기를 인정하게 되면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끼치게 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적 

동기는 케인즈의 유동성선호 이론과는 상치되고 오히려 그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대부

자금이론에 더 가깝다는 주장을 펼친다. 황재홍(2005)은 이런 주장을 더욱 발전시켜, 화폐공

급이 화폐수요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케인즈의 입장을 그의 주요 저작에서 찾아내

고, 케인즈 시대에 화폐내생성은 오히려 대부자금설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케

인즈에게서 화폐 내생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유동성선호 이론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라는 주장을 전개한다.  

 칼도의 연구를 기점으로 포스트케인지언들은 연구의 초점을 화폐의 내생성으로 돌

렸다. 포스트케인지언의 내생화폐이론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어(Moore, 1988)의 책

이었다. 그는 주류 경제학의 외생적 통화량 이론에게 ‘수직주의자’(verticalist)라는 이름을, 그

 - 18 -



리고 자신이 동의하고 발전시키는 칼도 류의 내생적 통화량 이론에게는 ‘수평주의

자’(horizontalist)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그런데 통화량이 내생적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

도, 포스트케인지언들은 통화량과 화폐이자율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적지 않은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소위 ‘수용주의’(accommodationist)와 ‘구조주의’(structuralist)의 차이가 그것인

데, 칼도의 입장은 첫 번째 입장을 대표하며, 두 번째 입장은 통화공급곡선이 수평이기 보다

는 양의 이자율에서 시작하여 완만하게 우상향한다고 주장한다. 개별은행들은 금융시장에서 

자신의 시장몫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경영(더 많은 대부)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지불준비금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이런 개별은행의 지불준비금 요구를 일

일이 충족시키지 않는다. 최종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요구에만 부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개별은행은 단기자금시장에서 차입이나 채무관리(liability management)를 통

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그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은행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

문에, 은행은 기업에 더 높은 대출이자율을 부과하거나 자신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산관리(asset management)를 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대출이자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는 것이다. 수용주의자와 구조주의자 사이의 논쟁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행해진 포스트

케인지언 내생화폐이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이런 논쟁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으로

는 Rochon(1999)과 Rochon and Rossi(2003)가 있다.  

박만섭(2002c)은 포스트케인지언의 내생화폐이론에서 수용주의자 입장과 구조주의

자 입장을 대비시켜 소개하고 있고, 더 나아가 박만섭(2003)은 포스트케인지언의 내생화폐이

론의 두 입장과 새케인즈파의 내생화폐이론을 비판적으로 비교한다. 스라피언 경제학 논의

에서 이미 언급한 박만섭의 두 논문(Park, 2002, 2004a)은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이론의 두 

입장을 성장모형의 맥락에서 비교하고 있다. 박만섭(Park, 2004b)은 내생화폐가 성장에 끼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가장 간단한 모형을 제시한다. 박만섭(2006)은 ‘파

지네티 정리’(경제 전체의 일반적 이윤율은 자연성장률과 자본가의 저축결정에만 좌우되고 

특히 노동자의 저축결정이나 생산기술에서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명제)가 신용화폐(내생적 

화폐)에 기반하는 금융체계의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신용화폐경제에

서도 파지네티 정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를 논한다.  

구조주의자인 민스키(Hyman Minsky)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은 국내학자들의 많은 관

심을 끌고 있다.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국내학자는 단연코 조복현이다. 그는 1996년 완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발전시켜 1997년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경기순환과 금융공황

의 내생이론적 접근』(조복현, 1997)을 발간하였다. 여기서 그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

정성과 불평등을 마르크스와 케인즈의 ‘화폐적 생산경제’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특히 그는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이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경기

변동을 실물부문과 화폐부문이 통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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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공황이론이 실물부문(생산과 분배)에서 경기변동의 원인

을 찾았고,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이 금융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과 분배 측면을 

소홀히 하는 것을 비판하고, 이 두 접근법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그의 연구는 조복

현(2003)과 조복현(2004)으로 발전되었다. 앞의 논문에서 그는 민스키적인 관점에서 금융자

유화와 금융위기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금융거래는 2시기적 거래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렇게 때문에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이 이유 때문에 금융시장은 항상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금융거래는 단기화하고 투기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융자유화는 바로 이런 

금융시장의 경향을 강화시켜 금융위기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뒤의 논문에서도 비슷한 맥

락 속에서, 금융자유화는 금융자본으로 하여금 유동성 추구라는 본성을 강화시키고 이는 금

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실물투자 및 경제성장의 지체와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전개된다.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민스키의 논의를 흡수하려는 노력은 권우현(2004)에서도 나타난다. 

금융시스템의 성격에 따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며, 금융시스템이 안

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는 자본축적의 패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권우현은 금융시스템

의 시스템 리스크를 한편으로 미시적 효율성과 거시적 불안정성 사이의 딜레마로, 다른 한

편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화침투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 시

스템 리스크를 이해하느냐에 따라 금융위기와 자본축적방식에 대한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

고 주장한다. 박종현(2000)은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이론이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을 아우르

는 이론으로 해석한다. 민스키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금융체계의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박종현은 민스키에게서 금융적 불안정성은 불

완전 고용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갖는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민스키가 케인즈의 

‘투자의 사회화’ 주장을 더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스키는 조세체계 및 비

시장적 부문에서의 임금 등이 적적히 설정될 경우 고용이 증가하고 물가도 안정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김진일(2006)은 1997년의 아시아 외환 위기에 실행된 고금리 

정책은 외국 자본의 유입을 가져와 환율을 안정시키기보다 한국 내 기업의 자본 비용을 증

가시켜 한국 기업들의 파산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외환의 유출과 환율 상승을 가져왔고 주장

하고, 이 결과를 대출자(해외자본)의 위험부담 증가와 자산가격(외화가치)의 상승으로 나타

나는 민스키적 금융불안정성으로 해석한다. 

 

나) 관리가격결정 이론 

앤드류즈(P.W.S. Andrews), 민즈(Gardiner Means), 칼레츠키(Michał Kalečki) 등 옥스퍼드 대학에

서 활동한 경제학자들의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결정 이론, 그 중 특히 마크업(mark-up)가

격 결정이론은 잘 알려져 있다. 이 분야에서 포스트케인지언의 활동은 단연 리(Frederic Lee)

에 의해 대표된다. 일련의 논문과 책(Lee, 1990, 1990-91, 1994, 1995, 1996, 1998, 1999(Paul 

Downward 와 공저))을 통해 그는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상품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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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결정됨을 주장한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들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

증하였다. 이런 연구는 다운워드(Downward, 1999)에 의해서 좀 더 방법론적인 방식으로 접근

되었다. 라부아(Lavoie, 1992, 1996)는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에서 비용에 가산되는 마크업의 

크기는 기업이 자신의 투자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창출해 내도록 결정된다는 의미에

서, 포스트케인지언의 가격결정과정을 통해 결정된 가격은 ‘성장 가격’(growth price)으로 칭

할 수 있고, 이것은 주류경제학의 가격이 ‘희소성 가격’(scarcity price)인 것과 대조된다고 말

한다. 포스트케인지언의 가격이 ‘성장가격’이라는 특징은 많은 포스트케인지언의 연구가 확

인하고 있다 (Eichner and Kregel, 1975; Harcourt and Kenyon, 1976; Wood, 1975) 

 비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 포스트케인지언의 조정가격과 스라피언의 생산가격이 양

립가능한가는 중요한 문제다. 물론 스라파 체계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기본단위비용에 대한 

마크업으로 표현될 수 있다. 산업별 이윤율이 서로 다른 경우, 

 

       (13) ˆ( ) ( )(w w= + + = + +p l pA I r l pA I m̂)

 

(여기서  = 산업별 마크업률 m̂ jm 를 대각요소로 갖는 대각행렬). 임금이 고전학파 경제학

에서처럼 전불되는 경우 이윤율과 마크업률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된 마크업 가격

은 마크업 이론에서 보통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한 산업에서의 

마크업률 상승은 그 산업 생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락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각 산업의 가격들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이다 (Steedman, 1992). 

 이런 스라피언의 비판에 대해 칼레츠키언들은 마크업 이론은 가격설정이론(pricing 

theory)이며 스라파 이론은 가격이론(price theory)이라고 주장한다. 즉 단기에서 기업이 실제

로 결정하는 가격은 마크업 이론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며, 장기적으로 이 가격은 스라파 

체계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수렴한다는 것이다.17 마크업 가격과 생산가격과의 양립성을 주

장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라부아(Lavoie, 2003)가 있다.  

국내에서 포스트케인지언의 이런 연구와 논쟁은 아직 널리 논의된 바가 없지만, 최

근에 캔자스 시티 미주리 대학에서 리(Lee)가 지도한 조태희가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 논문

을 완성하였다 (Cho, 2007). 이 박사학위 논문에 근거한 그의 2006년 논문(조태희, 2006)은 진

화경제학과 포스트케인지언 입장에서 기업이론을 재구성하려고 한다. 진화경제학은 기업을 

비가역적 시간 속에서 작동하는 실체이자 다중의 사회적 관계에 착근된 조직으로 보고, 포

스트케인지언은 기업을 투자행위에 결합된 가격설정의 주체로 본다. 이 두 접근법을 결합하

여 기업을 분석하면, 주루 경제학이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주의적, 괸리적 특

                                                 
17 이 문제는 1980년대 많은 스라피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시장가격이 생산가격으로 
수렴하는가의 문제와 부분적으로 연결된다. 이 문제에 대한 총정리는 Political Economy: 
Studies in the Surplus Approach의 1992년 특별호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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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기업의 행위가 기업의 장기 생존 및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힐 수 있다. 

 

다) 칼레츠키적 성장−분배 이론 

장기는 생산설비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로 정의된다. 주류 경제학에서 생산설비는 

자연성장률에 따라 성장하면서 완전가동되도록 결정된다. 비주류 경제학은 유효수요이론에 

따라, 장기에서 수요가 자율적으로 성장하면 그에 맞춰 생산설비가 조정된다는 입장을 취한

다. 스라피언 경제학에서는 이런 조정과정의 결과로 장기에 생산설비가 완전가동(혹은 정상

가동)된다는 명제를 장기의 논리적 결론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칼레츠키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케인지언들은 장기에서도 생산설비가 완전가동(정상가동)되지 않고 그와 다른 수준에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런 입장은 1980년대 스라피언들과의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스라피언들에게도 생산설비는 장기에 있어 기술적으로 최고점인 완전가동률에서 사

용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결정되는 정상가동률(normal utilisation rate)에서 사용된다. 완전가동

률과 정상가동률 사이의 괴리는 불확실성 하에서 미래 수요에 대한 기대, 경기변동 과정에

서 최고점에 해당하는 생산량에 대한 준비, 가동률의 상승과 함께 증가하는 비용에 대한 고

려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칼레츠키언들은 이외에도, 각 기업은 투자를 자율적으로 결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설비에 대한 조율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도 유휴설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에서 칼레츠키적 성장

−분배 이론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① 마크업 가격이론에 따른 가격결정 방정식 

② 투자의 자율성을 반영하는 투자함수(혹은 축적함수) 

③ 장기균형 조건: 투자 = 저축 

이 이론의 결과에서 특징적인 것은, 장기에서도 임금률과 이윤율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자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이것은 경제 

전체의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그 덕택에 이

윤율도 상승할 수 있다. 또 단기에서 관찰되는 케인즈적인 ‘저축의 역설’도 발생할 수 있다. 

 칼레츠키 성장−분배 이론은 그 원형을 물론 칼레츠키(Kalecki, 1954, 1962, 1968)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슈타인들(Steindl, 1952)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고, 그 현대적인 모습은 로

손(Rowthorn, 1981)과 두트(Dutt, 1990)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이 이론은  케임

브리지 성장−분배 모형을 제치고 포스트케인지언 성장−분배 이론의 주력 모형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국내학자로서 유종일은 칼레츠키적 성장−분배 이론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그의 1994년 논문(You, 1994)은 칼레츠키적 성장−분배 

모형에 칼도 류의 내생적 기술진보함수를 도입하여 모형을 확장시킨다. 균형성장률이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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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는 경우, 경제성장의 형태가 임금주도적이면 고성장률이, 그리고 이윤주도적이면 

저성장률이 안정적임을 보인다. 그의 1996년 논문(You and Dutt, 1996)은 칼레츠키적 성장−분

배 모형에 정부부채 동학을 도입하여,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징수한 조세가 부유계급이 소유

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로 사용될 때도 소득분배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인다. 박만섭(Park, 1995, 1998−1999)은 모형 설정에 있어서 칼레츠키 성장−분배 모형

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다수의 산업이 존재하는 경우 칼레츠키 모형이 각 산업에서의 투자 

자율성을 허용하면 (즉, 각 산업의 투자함수가 서로 독립적이면), 모형이 과잉결정된다는 것

이다. 그에 따르면 다부문 모형의 경우 칼레츠키언들은 각 산업의 투자함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거나, 가격은 각 산업이 독립적으로 결정하지만 투자는 경제 전체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해야만 과잉결정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라부아에게 

지도받은 김정훈이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였다(Kim, 2007). 김정훈의 두 워킹 

페이퍼(Kim, 2006a, 2006b)는 칼레츠키언 입장과 스라피언 입장의 통합을 시도하는 노력이다. 

첫 번째 논문(Kim, 2006a)에서는 2부문(소비−투자) 칼레츠키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가 균등이

윤율로 특징지어지는 장기균형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두 번째 논문(Kim, 2006b)에

서는 여러 가능한 투자함수와 조정 메커니즘을 분류하여 경제를 4개의 형태로 구분하고, 각

각의 형태에서 장기균형에로 수렴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점과 유사점을 논의한다. 

 

라) 스톡-플로 일관적 모형 

기존의 거시경제 회계는 스톤(Richard Stone)의 국민계정식에 따른다. 그러나 이 회계방식은 

화폐와 금융 부문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케인즈에 의해 시작된 현대 거시경제

학에서 표준적인 회계방식이 되어 버린 국민계정식은 케인즈 자신이 극복하려 했던 실물부

문과 화폐-금융 부문의 이원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고들리(Wynne Godley)와 

라부아는 최근 ‘일관적 스톡-플로 모형’(coherent stock-flow model)을 사용하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시경제 회계방식을 제시한다 (Godley, 1999; Godley and Lavoie, 2007). 

 이 모형은 보통 2개의 행렬과 행동방정식들로 이루어진다. 첫째 행렬은 경제 내에

서 이루어지는 거래로 발생하는 플로들의 관계를 기술하는 거래행렬(transactions matrix)이다. 

각 행은 각 자산 혹은 각 플로의 거래의 흐름을 표현하며, 각 열은 경제 각 부문(가계, 기업, 

만간은행, 중앙은행, 정부, 외국 등)의 예산제약을 표현한다. 각 행과 각 열에 있는 요소들의 

합은 모두 0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어진 경제에서 모든 것은 그 발생지가 있고 귀결지가 

있다는 사실과 논리를 반영한다. 두 번째 행렬은 친숙히 알려져 있는 대차행렬(balance sheet 

matrix)로 경제에 존재하는 스톡의 변화를 표현한다. 다음 <표 1>과 <표 2>는 가계, 기업, 민

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의 거래행렬과 대차행렬이다.18 

                                                 
18 이 표들은 가계, 기업, 은행, 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를 다룬 고들리(Godley, 1999)의 경
우를 수정하여 작성되었다. 각 기호의 의미는 자명하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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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거래행렬> 
기업 은행 총계  가계 

경상수지 자본수지 경상수지 자본수지  

소비 − C + C    0 

투자  + I − I   0 

임금 + W − W    0 

순이윤 + FD − (FD+FU) + FU   0 

대부이자  − rlLd(−1)  + rlLs(−1)  0 

예금이자 + rmMd(−1)   − rmMs(−1)  0 

대부 변화량   + ΔLd  − ΔLs 0 

예금 변화량 − ΔMd    + ΔMs 0 

주식 발행액 − peEd  + peEs   0 

총계 0 0 0 0 0  

 

<표 2: 대차행렬> 
 가계 기업 은행 총계 

대부   − L + L 0 

예금 + M  − M 0 

자기자본  + K  + K 

주식 + E − E  0 

총계 + (M + E) + (K − L − E) + (L − M) + K 

 

이 행렬들을 사용하는 모형은 매우 신축적이어서 가계와 기업만이 존재하는 가장 

간단한 경제부터 시작하여 민간은행, 중앙은행, 정부, 외국을 포함하면서 그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자산들이 존재하는 경제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행렬들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모형을 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을 논리적 오류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

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 화폐는 반드시 내생적이 된다.  

이 모형은 특히 미국의 레비연구소(Levy Institute)를 중심으로 최근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학자로서 이 모형을 소개하거나 사용한 학자는 아직은 없다. 

 

마) 케인즈의 철학 

1980년대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는 케인즈의 초기 철학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들 박사학위에 근거하여 일련의 저작들이 발간되었다 (Carabelli, 

1988; Fitzgibbons, 1988; O’Donnell, 1989). 이들은 케인즈가 『일반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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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무지, 확률 등의 개념들이 이미 그가 청년시절에, 특히 그의 『확률론』(A Treatise 

on Probability, 1921)에서 다듬어 놓았던 철학적 입장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케인

즈의 철학적 입장에 대한 이해가 그의 후기 저작들에 대한 옳은 이해에 필요 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연구경향을 케인즈 전기작가인 스키델스키(Skidelsky, 1992)는 ‘신케인즈연

구’(New Keynes Scholarship)라 부른다. 

 국내에서는 권기철(1998, 2002)과 김균(2002)이 이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권기철의 1998년 논문은 한국에서 케인즈의 철학을 다룬 최초의 논문이다. 그는 케인즈에서 

불확실성과 기대 개념에 대한 방법론적, 철학적 뿌리를 『확률론』에서 찾는다. 그는 『확률

론』에서 제시된 케인즈의 확률이론과 그 철학적 함의를 논하고 그것이 『일반이론』의 입

장에 끼친 영향을 소개한다. 김균의 논문도 같은 맥락 속에 있다. 그는 케인즈가 『확률론』

에서 원자론적, 경험론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유기체적 통일체론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은 경제현상이 불변적이거나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과학과는 다른 

연구방법을 경제분석에 적용해야 한다는 케인즈의 후기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마) 기타 일반적 연구 

포스트케인지언의 연구 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케인즈에 대한 주류 경제학적인 해석과는 다

른 케인즈의 경제학을 국내에 소개시킨 책으로는 박만섭이 편집한 『케인즈의 경제학』(박

만섭, 2002a)이 있다. 이 책에는 앞서 언급한 김균과 권기철의 논문 외에도, ‘유효수요이론과 

불완적고용균형’(박종현, 2002), ‘케인즈의 투자이론’(이상헌, 2002a), ‘케인즈의 이자이론’(오정

근, 2002), ‘케인즈 균형의 화폐적 특성과 초기 케인즈의 화폐경제론’(이상헌, 2002b), ‘화폐수요

의 금융적 동기: 케인즈의 논의와 1980년대 논쟁을 중심으로’(김건호, 2002), ‘케인즈의 고용

이론: 장기이론적 해석’(박만섭, 2002b), ‘새천년을 위한 케인지언 경제정책’(Arestis and Sawyer, 

2000), ‘케인즈와 국제통화제도’(문우식, 2002), ‘아시아 금융위기와 케인즈’(조복현, 2002), ‘케인

즈와 맑스’ (류동민, 2002), ‘케인즈와 하이에크’(홍훈, 2002)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다룬 논문으로는 이상헌(2005)이 있다. 또 문우식

(Moon, 1994)은 포스트케인지언적 모형을 사용하여 개방경제 하에서 임금의 상승이 수출부

문과 국내수요부문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그 결과 경제전체의 총고용이 상승할수도 있고 

감소할수도 있음을 보인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은 케인즈의 영향을 받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

로 발전했다. 그리고 1950~6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육받은 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각국에서 기틀을 잡았다. 1970년대 주류 경제학에 대한 일반적인 회의와 함께 포스트케인지

언 경제학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주류 경제학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

되기도 하였다 (Bell and Kristol, 1981; King, 2002). 그러나 합리적 기대가설과 정보경제학, 그

리고 게임이론으로 재무장한 주류 경제학은 다시 힘을 회복하였고, 현재 포스트케인지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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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은 여전히 ‘비주류 경제학’으로, 어쩌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약한 세력으로 남아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하던 포스트케인지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미국으로 옮겨졌고, 현

재 영국의 리즈(Leeds)대학, 그리고 미국의 캔자스 시티 미주리 대학(UMKC)과 레비연구소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는 마르크스적 비주류 경제학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포스트케인지언’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일(국민대), 문우식

(서울대), 박만섭(고려대), 박종현(진주산업대), 유종일(KDI), 이상헌(성균관대), 조복현(한밭

대)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에 관심을 갖는 젊은 연구자들의 

토론 공간으로 ‘Das Kapital’ (http://daskapital.x-y.net)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5. 결론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과 스라피언 경제학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버금가는 ‘이론적 체

계’를 갖고 ‘주류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포

스트케인지언과 스라피언으로 대변되는 비마르크스적 비주류 경제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

주류 중의 비주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적 사고방식이 비주류 경제학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사실인 한,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조차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

로 비주류임을 고려할 때, 이런 현상을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류 경제학’ 

내에서 논의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비마르크스적 비

주류 경제학’에 관심을 가질 때, ‘비주류 경제학’ 내에서 동학적인 규모에 관한 수확체증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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