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주의 정보 19-161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on Paul, 

End the Fed To Really ‘Make America Great Again’ 

11 November, 2016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길 

 

최근 리처드 피셔 전 댈러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

리 원인 중 하나로 연방준비제도(이하 중앙은행)의 이지 머니/저금리 정책을 꼽은 바 있

다. 그의 말대로 중앙은행의 잘못된 정책이 중산층을 “작살냈다”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옳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특정한 정책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비밀스

럽게 관리하는 불 태환화폐 제도 그 자체가 바로 문제의 원인이다. 

 

중앙은행의 자의적인 통화공급 증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통화공급이 늘어나면 

먼저 부유한 투자자들과 정부유착형 자본가들이 새로운 돈의 수혜자가 된다. 즉 정부와 

가까이 있는 최상위권의 경제 엘리트들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이 전면적 가

격 인상을 일으키기 이전에 구매력 향상이라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반면 경제가 인플레

이션에 신음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중산층과 서민에게까지 새로운 돈이 공급되게 된다. 

즉 통화공급 증가는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구매력과 생활수준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 외에도, 화폐공급은 (주로 정부정책과 인접해 있는) 경제의 특정 분

야에 필요 이상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그 분야의 투자자와 근로자들의 수입을 한때나마 

증가시키는 거품을 만들어낸다. 반면 중앙은행 정책의 영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야

일수록 투자자와 근로자들은 구매력 및 생활수준이 감소하게 된다. 

 

중앙은행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규칙에 기초한” 

통화정책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지만, 의회가 중앙은

행의 정책을 통제할 순 있어도 개인들이 중앙은행 정책에 어떻게 반응해 행동하는지 까

지는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지

는 못한다. 주기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경기변동을 완전히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중앙

은행이 통화공급과 금리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다. 



 

중앙은행의 모든 행동은 언제나 사람들이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고 왜

곡한다.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호황은 지속할 수 있지 않다. 머지않아 우리는 

그것이 거품이었다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경제는 불황에 빠지게 된다. 

 

경기변동이 일어날 때 의회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불황이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 기다리는 것뿐이다. 근본적으로 불황은 중앙은행이 만든 왜곡을 없애는 자연

스러운 경제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인들과 중앙은행은 이를 거부한다. 대신에 그들

은 양적 완화나 정부지출증가, 그리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개입주의적 방식으로 

경제를 정상화하고자 시도한다. 

 

소위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어떻게 경제적 불평등을 일으키고 보통 사람들을 

해치는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보주의자들은 모순적이게도 끊임없는 저금리와 제

한 없는 화폐공급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노동자 계급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통

화창출이 바로 그들이 지적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임을 무시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 자신의 사업이 중앙은행의 저금리정책을 통해 

이익을 보았지만,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중앙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을 약속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통화정책 및 중앙은행 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개혁이야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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