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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금융: 
금융발전 선 순환의 구축(송수영)

• 1. 1. 1. 1. 안정화안정화안정화안정화 문제문제문제문제::::
– Positive feedback loop Positive feedback loop Positive feedback loop Positive feedback loop -------- friction(firewall, friction(firewall, friction(firewall, friction(firewall, 비효율비효율비효율비효율) ) ) ) 삽입삽입삽입삽입

– negative feedback loopnegative feedback loopnegative feedback loopnegative feedback loop을을을을 만들면만들면만들면만들면 selfselfselfself----stabilizing?stabilizing?stabilizing?stabilizing?

• 2. Modern Mechanism Design ... Rather vindicates Lange's 2. Modern Mechanism Design ... Rather vindicates Lange's 2. Modern Mechanism Design ... Rather vindicates Lange's 2. Modern Mechanism Design ... Rather vindicates Lange's 
view.view.view.view.view.view.view.view.
– Economic calculation debateEconomic calculation debateEconomic calculation debateEconomic calculation debate이이이이 종결되었는지종결되었는지종결되었는지종결되었는지? or ? or ? or ? or 진영에진영에진영에진영에 따라따라따라따라 달리달리달리달리

해석하는지해석하는지해석하는지해석하는지????

– ““““ It would be a mistake to believe that the calculation debate has It would be a mistake to believe that the calculation debate has It would be a mistake to believe that the calculation debate has It would be a mistake to believe that the calculation debate has 
ended. (Kirzner, 1988, The Economic Calculation Debate: Lessons ended. (Kirzner, 1988, The Economic Calculation Debate: Lessons ended. (Kirzner, 1988, The Economic Calculation Debate: Lessons ended. (Kirzner, 1988, The Economic Calculation Debate: Lessons 
for Austrians,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for Austrians,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for Austrians,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for Austrians,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금융의 사회적 책임은 금융: 역사의 교훈
(김우택)

• 1. 1. 1. 1. 시장의시장의시장의시장의 자율조정자율조정자율조정자율조정 메커니즘과메커니즘과메커니즘과메커니즘과 자기자기자기자기 규율기능이규율기능이규율기능이규율기능이 기대만큼기대만큼기대만큼기대만큼 작작작작
동하지동하지동하지동하지 못하지만못하지만못하지만못하지만, ... , ... , ... , ... 금융위기는금융위기는금융위기는금융위기는 ... ... ... ... 시장의시장의시장의시장의 자율조정자율조정자율조정자율조정 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
이이이이 작동하고작동하고작동하고작동하고 있다는있다는있다는있다는 증거증거증거증거....

• 2. 2. 2. 2. 선의를선의를선의를선의를 앞세운앞세운앞세운앞세운 완벽완벽완벽완벽 추구는추구는추구는추구는 ... ... ... ... 매우매우매우매우 위험하다위험하다위험하다위험하다....

• 3. 3. 3. 3. 금융이금융이금융이금융이 사회적사회적사회적사회적 책임을책임을책임을책임을 다하기다하기다하기다하기 위해서는위해서는위해서는위해서는 무엇을무엇을무엇을무엇을 할할할할 것인가것인가것인가것인가• 3. 3. 3. 3. 금융이금융이금융이금융이 사회적사회적사회적사회적 책임을책임을책임을책임을 다하기다하기다하기다하기 위해서는위해서는위해서는위해서는 무엇을무엇을무엇을무엇을 할할할할 것인가것인가것인가것인가
보다보다보다보다, , , , 무엇을무엇을무엇을무엇을 하지하지하지하지 않아야않아야않아야않아야 하는하는하는하는 지가지가지가지가 더더더더 중요할중요할중요할중요할 수도수도수도수도 있다있다있다있다....

=> => => => 정부는정부는정부는정부는 순리를순리를순리를순리를 거스르는거스르는거스르는거스르는 규제를규제를규제를규제를 하려고하려고하려고하려고 하지하지하지하지 말고말고말고말고,,,,

...  ...  ...  ...  이노베이션이이노베이션이이노베이션이이노베이션이 계속되도록계속되도록계속되도록계속되도록 함함함함....

• 문제문제문제문제 인식인식인식인식 공감공감공감공감: : : : 금융위기금융위기금융위기금융위기 빈발빈발빈발빈발, , , , 소득분배소득분배소득분배소득분배 악화악화악화악화((((--------> > > > 분노분노분노분노) ) ) ) 



1. 1. 1. 1. 정부정부정부정부////시장시장시장시장 문제문제문제문제

• 금융위기 원인이 정부실패인가, 시장실패인가? 
– 실증적 증거 제시로 해소될 사안?  아니면

– 다른 paradigm 문제? ==> incommensurable?

• 정부실패/시장실패 문제 - Friedman 돈 쓰는 4방법
– [The 4 Ways to Spend Money (by Milton Friedman) (http://www.youtube.com/watch?v=5RDMdc5r5z8)]

– 4가지 경우: 재원(남-자기) X 사용처(남-자기)

– 남의 돈으로 남을 위해 사용(공공부문) --> 낭비/비리

– <대안>

– 정부실패 우려 정부역할을 축소하는 방안 (시장주의 방식)

– 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료관료관료관료) ) ) ) 통제통제통제통제////견제견제견제견제 장치를장치를장치를장치를 보완하며보완하며보완하며보완하며 수행수행수행수행

– [‘구더기와 장 담그기’]

• ==> 관료에 대한 감시/견제 제도 구축 필요



““““최적진화최적진화최적진화최적진화 산물산물산물산물, , , , 인위적인위적인위적인위적 교정교정교정교정 금지금지금지금지?”?”?”?”

• “현재상태가 진화과정의 최적화된 산물이므로 인위
적으로 교정 시도 금지?” 논리에 대한 반론

• --> ‘진화적 유물’

• 현재 인간이 당분과 지방분을 좋아하는데, 이는 과거
10여만년전 영양분이 부족한 수렵채취 경제상황에서
는 생존력을 높이는 당시 환경에 적합한 성향이었으
나, 풍요로운 현대사회에서는 불합리한 구시대의 유
물이 됨. 진화론적 유물개념, 기득권, 경로의존성이
결합되면, 이제는 비효율적인 관행/제도가 진화적 유
물처럼 잔존할 수 있으며, 인위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가 있음.� Economic entrenchment?

• Morck, Wolfenzon, and Yeung, 2005, “CORPORATE GOVERNANCE, 
ECONOMIC ENTRENCHMENT, and GROWT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인간인간인간인간 성격성격성격성격////선호선호선호선호 형성에형성에형성에형성에 사회적사회적사회적사회적 영향영향영향영향

• 인간 성격/선호 형성에 사회적 영향 - 광고, 교육

• 정부(사회)가 역할하지 않은 것은 기업의 광고에 인
격(선호)형성을 맡기는 셈이 됨.격(선호)형성을 맡기는 셈이 됨.
– 예) 학교 뷔페식당에서 음식물 배치의 학생선택에 대한 영

향 [이윤극대화 or 영양 극대화 배치 rf) Nudge ]

• 정부의 paternalistic한 조치/교육 필요.

• 독립성 유지 필요: 교과부 대신에 교육위원회로 변경



2. 2. 2. 2. 선의를선의를선의를선의를 앞세운앞세운앞세운앞세운 완벽완벽완벽완벽 추구는추구는추구는추구는
... ... ... ... 매우매우매우매우 위험하다위험하다위험하다위험하다....

• 1. really? always? 1. really? always? 1. really? always? 1. really? always? 

• 2. why 2. why 2. why 2. why 나쁜나쁜나쁜나쁜 결과결과결과결과 ((((의도의도의도의도++++능력능력능력능력 ... ... ... ... 운운운운))))
– 1. 1. 1. 1. 본래본래본래본래 선의가선의가선의가선의가 아님아님아님아님 ------------ 사기사기사기사기

– 2. 2. 2. 2. 본래본래본래본래 선의였으나선의였으나선의였으나선의였으나, … , … , … , … 집행하며집행하며집행하며집행하며 변심변심변심변심////부패부패부패부패– 2. 2. 2. 2. 본래본래본래본래 선의였으나선의였으나선의였으나선의였으나, … , … , … , … 집행하며집행하며집행하며집행하며 변심변심변심변심////부패부패부패부패

– 3. 3. 3. 3. 선의이나선의이나선의이나선의이나 정보정보정보정보////능력능력능력능력 부족부족부족부족

• ���� 의사결정의사결정의사결정의사결정////집행자의집행자의집행자의집행자의 선의를선의를선의를선의를 확인하고확인하고확인하고확인하고, , , , 확보하는확보하는확보하는확보하는 방안방안방안방안 강구강구강구강구
– ---- 투명성에투명성에투명성에투명성에 의한의한의한의한 감시감시감시감시////견제견제견제견제 강화와강화와강화와강화와 지배구조지배구조지배구조지배구조 개선개선개선개선

– ---- 이해상충이해상충이해상충이해상충 방지방지방지방지 : : : : 백지신탁제도백지신탁제도백지신탁제도백지신탁제도 유사한유사한유사한유사한 방식방식방식방식 도입도입도입도입

• ==> “==> “==> “==> “김영란김영란김영란김영란 법법법법”””” ((((부정청탁금지부정청탁금지부정청탁금지부정청탁금지 및및및및 공직자의공직자의공직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Mechanism design

• "Political writers have established it as a maxim, that, in 
contriving any system of government, and fixing the 
several checks and controls of the constitution, every man every man every man every man 
ought to be supposed a knave, and to have no other end, ought to be supposed a knave, and to have no other end, ought to be supposed a knave, and to have no other end, ought to be supposed a knave, and to have no other end, 
in all his actions, than private interest.in all his actions, than private interest.in all his actions, than private interest.in all his actions, than private interest. By this interest we 
must govern him, and, by means of it, make him, 
notwithstanding his insatiable avarice and action, notwithstanding his insatiable avarice and action, 
cooperate to public good.“

[David Hume, 1741, "Of the Independency of Parliament“]

• In designing a policing system, each officer should be 
treated as though he were a rogue and a knave. 

[Ken Binmore, 1994, Game Theory and the Social Contract]

• Mechanism design � "interest alignment"의 중요성



건설적건설적건설적건설적 제안제안제안제안 ((((정부에정부에정부에정부에 건의건의건의건의////제안사항제안사항제안사항제안사항))))

• ■ 자본주의 질서 확립하고, 기업가정신 발휘될 여건 마련
– 금융범죄 (+금융을 악용한 범죄) 적발능력 및 처벌 강화

• 금융범죄가 적발/처벌되지 않는 불건전한 사회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자라나지 못함.

– 공감/배려 능력 증진 : 인성교육 강화 ... virtue ethics
• 기업가 정신은, 돈만 벌려는 것이 아니고, compassion에 기반한 소명의식에서 더 발

휘될 것 (동기부여)

• ■ 필요한 부분은 금융규제/감독 강화
– 고령화 사회에 지적능력 문제되는 노령 금융소비자의 보호 (약탈적 대출

– crowd funding에 대비한 on-line에서 금융사기 등 방지

• ■ 사회적 자본시장/crowd funding 활성화 기반 조성
–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을 최소화, 시장적 방법 활용 (사회적 자본시장)

• 사회적 가치 추구 사업, NGO사업 등 지원... 필요?

• 정부(정치가/관료)의 자의성으로부터 독립성 필요

• 행정비용 절감, 부패 방지

– on-line 관련한 부수적 문제 생각, 부작용 방지할 조치 마련
• 특히 on-line ‘사기’를 방지/적발할 능력 확대 및 관련 법 마련



♣♣♣♣ 인식의인식의인식의인식의 문제문제문제문제, , , , 학자학자학자학자////학회학회학회학회 integrity integrity integrity integrity 문제문제문제문제 ♣♣♣♣

• Information filter bubble 문제 (선택적 지각/노출)
– ref) Beware online "filter bubbles": Eli Pariser on TED.com

– 존재가 의식을 결정? ,   “Home Field Bias”

– 부동산 가격 안정화정책 --- (이해상충) 의도적인 실패?

• 곡학아세? : ‘금강산 댐-평화의 댐’, 민자도로 수요과다예측
–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문제 제기와 이론적 검토 (양채열, 2012.11, 한국재무학회 2012 동계 심포지움]

• 학자 연구비/ NGO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학자 연구비/ NGO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 정산 및 회계감사 없애고, 투입이 아닌 결과에 의한 통제
– 양채열, 조담, 2006, 인문사회계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비 정산관련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영학 연구, 35권 3호

– 양채열, 박치성, 2010, 정부보조금의 정치경제적 속성: NGO에 대한 지원의 게임이론적 설명, 행정논총 48권 1호

• 정부발주 용역 - 과업지시서/ 비밀유지조항 문제
– ‘정책자문 의뢰서’, ‘고견 청취’ 로 변경 (현재는 관존민비 사고방식?)

• 학자/학계 integrity 증진에 필요한 것
– 연구자 개인차원의 노력/반성.  … 연구자 소속 기관의 내부통제

– 학계의 자정 능력 (학회의 허위/진실 검증 역할 강화)

– 허위를 쉽게 파악 가능한 시스템 … 상시적 책임규명 가능하도록 정보 공개



♣ 지식인/학회 역할 강화 + “표준 연구 약관” 마련♣

• 한계한계한계한계? ... ? ... ? ... ? ... 지식의지식의지식의지식의 존재구속성존재구속성존재구속성존재구속성, , , , 관찰의관찰의관찰의관찰의 이론이론이론이론 적재성적재성적재성적재성 (pessimism)(pessimism)(pessimism)(pessimism)

• 과학정신과학정신과학정신과학정신 --------> > > > 학회학회학회학회 역할역할역할역할 (optimism)(optimism)(optimism)(optimism)
– 공개적공개적공개적공개적 발표발표발표발표, , , , 증거와증거와증거와증거와 토론을토론을토론을토론을 통한통한통한통한 검증검증검증검증 ... ... ... ... 진리발견과정진리발견과정진리발견과정진리발견과정

• 학자와학자와학자와학자와 학회의학회의학회의학회의 신뢰성신뢰성신뢰성신뢰성/integrity /integrity /integrity /integrity 증진증진증진증진
– 명백한명백한명백한명백한 허위연구허위연구허위연구허위연구((((곡학아세곡학아세곡학아세곡학아세))))는는는는 공개비판공개비판공개비판공개비판 필요필요필요필요

– Beyond Agency Beyond Agency Beyond Agency Beyond Agency --------> Integrity (Jensen)> Integrity (Jensen)> Integrity (Jensen)> Integrity (Jensen)– Beyond Agency Beyond Agency Beyond Agency Beyond Agency --------> Integrity (Jensen)> Integrity (Jensen)> Integrity (Jensen)> Integrity (Jensen)

• 학자학자학자학자////연구자연구자연구자연구자 독립성독립성독립성독립성 증진방안증진방안증진방안증진방안 ... ... ... ... 연구용역표준약관연구용역표준약관연구용역표준약관연구용역표준약관 마련마련마련마련
– 기업기업기업기업 발주발주발주발주 연구연구연구연구 : : : : 사업비밀사업비밀사업비밀사업비밀, , , ,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문제로문제로문제로문제로 비밀유지조항비밀유지조항비밀유지조항비밀유지조항

– 정부정부정부정부 발주발주발주발주 연구연구연구연구: : : : 민감사안민감사안민감사안민감사안 등등등등 관련관련관련관련 비밀유지조항비밀유지조항비밀유지조항비밀유지조항

– 학문의학문의학문의학문의 자유를자유를자유를자유를 침해할침해할침해할침해할 우려가우려가우려가우려가 있고있고있고있고, , , , 자유롭고자유롭고자유롭고자유롭고 객관적이고객관적이고객관적이고객관적이고 비판적인비판적인비판적인비판적인 연구연구연구연구 ((((
및및및및 제안제안제안제안))))이이이이 어려움어려움어려움어려움....

• 정부부처정부부처정부부처정부부처 발주발주발주발주 연구용역의연구용역의연구용역의연구용역의 경우경우경우경우, , , , 발주처발주처발주처발주처 의도에의도에의도에의도에 어긋나는어긋나는어긋나는어긋나는 연구연구연구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도출도출도출도출 및및및및 발표발표발표발표 어려어려어려어려
움움움움? ? ? ? 

– 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학회단체학회단체학회단체학회단체 수준에서수준에서수준에서수준에서 학문의학문의학문의학문의 자유를자유를자유를자유를 보장할보장할보장할보장할 표준연구약관표준연구약관표준연구약관표준연구약관 마마마마
련련련련 [[[[권력과권력과권력과권력과 자본으로부터자본으로부터자본으로부터자본으로부터 독립성독립성독립성독립성////자율성자율성자율성자율성 확보확보확보확보]]]]



Truth springs from argument amongst friends.

David Hu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