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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어이론을 이용한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해석

Analysis of the Cause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using the
Supervisory Contro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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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aftermath of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while numerous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lost their homes and 
jobs, many of the largest banks held responsible for the crisis have been successfully rescued by bailouts. In this paper, through 
the analysis of income inequality, unemployment, tax cuts, and bailouts, we show that the interests of the general public are 
different from the interests of politicians and bankers. While the small elite group of politicians and bankers could set the 
deregulation policies with inordinate power based on full information, most people were ignorant and unconcerned about the 
policies, and hence did not oppose them. Specifically, we model the credit change in the financial markets of the United States 
by a finite state machine, and design three local supervisors representing three groups with different interests. It is then shown 
that the deregulation policies were adopted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the supervisors'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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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관리제어이론(supervisory control theory)은 상태머신(state 
machines)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이산사건시스템(discrete 
event systems)의 피드백 제어이론으로 제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건 발생을 관측하고 제어가능한 사건들의 발생을

허용하거나 막는 제어 메커니즘이다. 1987년 Ramadge와
Wonham이 제안했으며[1] 소프트웨어, 전력시스템, 생산시

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공학시스템들에 응용되고 있다. 정치

경제와 같은 사회시스템 역시 이산사건시스템의 특성을 가

진다. 예를 들어, Park은 경쟁시장[2,5], 과점시장[3], 독점시

장[4]의 동작을 이산사건모델링하고 관리제어이론을 이용해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제어가능성 개념을 이용해 해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Park [25]은 정치경제 정책들이 경

쟁하는 세력들의 권력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관리제어이론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논문에서는 Park [25]의 권력에 기초한 관리제어이론

을 이용해 2008년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을 해석한다. 2008
년 금융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신용

(credit)의 급속한 팽창과 수축이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미

국 정부, 연방준비은행,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주도한 탈규

제와 자유화 정책의 결과였다. 특히 신용팽창은 감세정책에

의해 가속화했다. 1981년 70%였던 미국의 최고한계소득세

율은 2003년 35%까지 줄었고, 1977년 35%였던 자본소득과

* Corresponding Author
Manuscript received July 28, 2014 / revised September 2, 2014 / 
accepted September 12, 2014
박성진: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parksjin@ajou.ac.kr)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11-0007830).

배당금 수입에 대한 세율이 2003년 15%까지 줄었다. 미국

정부와 은행가들은 탈규제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감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기동

안 경제 불평등은 계속 증가해 상위 10% 부자들의 소득이

미국인들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4%에서

2012년 50.4%까지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은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2.79%였는데 이는 높은 소득세율과 다

양한 규제가 존재하던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1년까지

시기의 3.05%보다 낮은 수치이다. 즉 지난 30년 동안 성장

은 느려졌고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점점 줄

어들었다. 위기의 여파 속에서 은행가들은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으로 살아남았지만 수많은 미국인들은 집과 직장

을 잃었다. 2007년 760만 명이던 실업자 수는 2009년 12월
1,5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 논문에서는 소수 정치인들과

은행가들의 이해관계가 다수 민중의 이해관계와 다름을 입

증한다. 또한 위기를 가져온 탈규제 정책들이 추진된 원인

을 관리제어이론을 이용해 해석한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분석을 위해 경제학에서는 신

용, 금융안정성, 통화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

어졌다. Adrian [26]은 위기 전의 유동성 과잉과 위기 후의

신용의 급격한 수축을 통해 신용공급에 대한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chularick [27]은 장기 및 국가별 데이

터 분석을 통해 신용 팽창이 금융위기의 원인이므로 중앙

은행의 신용 규제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Reinhart [28] 
또한 장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채무와 금융위기 사이의 관

계를 밝혔다. Crotty [29], Palma [30]는 금융혁신으로 포장

된 탈규제 정책과 소득 양극화,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금융

위기의 원인이라 주장했다. Lucarelli [31]는 미국 국내에서

의 소득 불평등과 부유한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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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72-2011년미국신용시장의총차용.
Fig. 1. Total credit in the U.S. financial market, 197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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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72-2011년미국의debt-to-GDP 비율.
Fig. 2. Debt-to-GDP ratio in the U.S., 1972-2011.

경제적 불평등이 불균형하고 과도한 자본 축적을 가져왔고

이것이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Ferguson [32] 또
한 금융위기의 원인이 탈규제정책을 등에 업은 월스트리트

와 같은 금융업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같은 위험한 금융상

품을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에서는 금융위기를 금융시장, 탈규제정책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국한해서 분석하는데 반해, 본 논문에서는

주요 정책들이 추진된 정치적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탈규

제/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소수 정치인과 은행가들의 이해와

위기로 시련을 겪고 대다수 민중의 이해가 다름을 구제금

융, 감세정책, 소득불평등, 실업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증

했다. 그리고 정책은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 사이의 권력

의 차이에 의해 결정됨을 관리제어이론을 이용해 해석했는

데, 이는 기존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는 새로운 관점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40년 동안 미국 금융시장의 신용 변동을

유한상태머신(finite state machine)으로 모델링했고, 탈규제

정책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3개 그룹을 부분 관측

(partial observation) 상황에서 국소(local) 관리제어기로 설계

하였고, 신용팽창을 찬성하는 그룹의 수가 반대하는 그룹의

수보다 더 많아 제어기들의 권력 차이에 의해 신용팽창을

지지하는 정책이 추진되었음을 보였다.

II. 본론

1. 금융위기의 원인: 신용팽창

Kindleberger [6]는 역사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금융위기가

신용의 팽창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또

한 그림 1에서처럼 신용의 급속한 팽창과 수축을 동반하였

다.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신용은 1991년 6,495억 달러에서

2007년 4조 5,390억 달러까지 상승했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빠르게 수축했다.
자산담보부증권은 신용팽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서브프라임모기지 증권시장은

2007년에 1조 달러가 넘었다[7]. 주택가격의 상승은 서브프

라임 대출자들이 더 많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사도록 부추겼

다. 대출로 은행 채무를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이다. 그림 2에서처럼 debt-to-GDP 지표로도 1980년 이후의

빠른 신용팽창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80년 169%(4조7천억

달러의 채무와 2조7천억 달러의 GDP)에서 2007년 363%(50
조 9천억 달러의 채무와 14조 달러의 GDP)로 상승했다.

이 시기동안 신용팽창은 미국정부의 탈규제 정책들에 의

해 촉진되었다. Carter 행정부는 1980년에 Monetary Control 
법으로 다양한 은행 예금들에 이자 지불을 금지하던 규제들

을 폐지했다. Reagan 행정부는 1982년 Garn-St. Germain 법을

통과시켜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1987년 Reagan은 연방준비

은행 의장인 Paul Volcker를 해임하고 Alan Greenspan을 임

명했다. Volcker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이해했지

만, Greenspan은 탈규제 옹호자였다. 1998년 연준(연방준비

은행)은 세계 금융시장을 위협한 파생상품으로 수조 달러의

손실을 입은 헤지펀드인 Long-Term Capital Management에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당시 Commodity Futures Trading 위원

회 의장인 Brooksley Born이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주장했

지만, 재무부장관이었던 Robert Rubin과 Greenspan의 반대로

어떠한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8].
1999년 미국의회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위해 만든 Glass-Steagall 법을 폐지했다. 
이는 금융업계가 주도한 3억 달러 로비의 결과였다[8]. 1998
년 Citibank을 소유한 Citicorp는 Travelers Group과 합병해

Citigroup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었다. Travelers는 투

자은행인 Smith Barney와 Shearson Lehman을 소유한 보험회

사였다. Glass-Steagall 법은 Citi같은 상업은행이 보험이나 투

자은행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Citigroup의 CEO인
Sandy Weill은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상원위원

회 의장인 Phil Gramm과 함께 법을 바꾸는 일에 나섰다. 결
국 Gramm은 1999년 Gramm-Leach-Bliley 법안을 만들어

Glass-Steagall을 폐지했고, Citi-Travelers 합병은 소급 적용되

어 합법화되었다. Gramm은 상원의원으로 있는 동안 금융업

계로부터 막대한 선거기부금을 받았고, 상원을 떠난 후 금

융계의 거물인 UBS의 이사회 임원이 되었다[9]. 
Gramm-Leach-Bliley 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또 한 사람

이 재무부장관이었던 Rubin이다. 그는 장관이 되기 전

Goldman Sachs의 공동의장이었고 장관에서 물러난 후에

Citigroup의 부회장이 되었다.
Glass-Steagall 법의 폐지는 대마불사의 거대 은행들을 낳

았고, 은행들이 과도한 위험부담을 꺼리지 않는 유인이 되

었다. 신용평가기관의 인센티브 구조도 문제였는데, 
Moody's, S&P와 같은 기관들은 그들이 평가하는 기업들로부

터 수입을 얻는다. 이는 기업들에게 높은 등급을 주는 동기

가 된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전에 거대 은행들이 만들어 판

매한 독성 파생상품들에 Moody's와 S&P는 AAA 등급을 주

었으며 이는 급속한 신용팽창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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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연준은 신용과 화폐 공급을 통제한다. 특히 공개시장조작

으로 국채를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와 은행에 예치

되는 지급준비금(reserves)의 양을 통제한다. 연준은 시중 은

행으로부터 채권을 사고 연준의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한다. 
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excess reserves)을 대출하면 요구불

예금(checkable deposits)이 만들어져 통화량이 증가한다. 물
론 대출과 함께 신용 또한 증가한다.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

비금으로 남겨놓는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통해서도 통화승수

(money multiplier) 원리에 의해 통화와 신용이 창출된다. 은
행시스템이 통화와 신용을 창출하는 근원(roots)은 부분지급

준비제도와 연준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사거나 은행들에

대출할 때 필요한 돈을 창출(creation)하는 능력이다.
연준은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운영하는데,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7인의 이사는 공개시장조작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구성

원이다. 이 위원회는 7명의 이사와 5명의 지역 연방준비은

행 총재들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법정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s)과 재할인율(discount rate)을 결정한다.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해 이사의 임기는 14년이고 의장 임기는 4년
이다. 의장은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정책에 대해 증언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의무가 없다.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역 금융업자들과 기업

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선임한다.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소

유자는 연방준비제도에 속한 지역 민간 상업은행들이다. 은
행들은 회원이 되기 위해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을 사야

한다. 회원 은행들이 6명의 이사를 선출하고 3명 이상을 연

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지명한다. 9명의 이사가 연방준비제

도이사회의 승인 하에 총재를 지명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영구 회원이다[7]. 연준의 주

된 역할 중 하나가 은행에 대한 규제인데, 연준의 구성을 보

면 연준이 은행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로 2010년 규제 법안인 Dodd-Frank 법의 통과 과정에서 신

용디폴트스왑(CDS)과 같은 금융 파생상품을 감독하는 상원

위원회가 연방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정부보증 기관들이 파생

상품을 작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으나, 
연준 의장 Bernanke와 CDS를 통해 연간 수조 달러를 번 대

형 은행들은 이를 반대했다[10].
연준은 화폐를 창조하는 권한을 법으로 부여받았다. 예를

들어 미국정부가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위해 1조 달러의 국채

를 발행하면, 연준은 은행들에게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살

것을 제안한다. 한 은행이 채권을 사면 그 은행은 채권의 소

유권을 연준에 넘겨주고, 연준은 연준에 있는 해당 은행 지

급준비금 계좌에 1조 달러를 입금한다. 그러나 이 돈 뒤에

는 아무것도 없으며, 국채는 연준의 자산이 되고 정부에게

는 채무가 된다. 연준은 허공에서 돈을 찍어 내어 국채를 사

들이고, 정부는 (더 정확하게 말해서 미국의 납세자들은) 그
빚에 대한 이자를 매년 지불해야 한다. 

법에 따라 연준은 이윤의 많은 부분을 매년 재무부에 이

전한다. 2011년 연준은 754억 달러를 재무부에 이전했다. 

2011년 연준 수입의 97%가 1조7천억 달러의 재무부 채권과

정부 소유 모기지 금융회사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이
발행한 8,480억 달러의 모기지담보 채권으로 구성된 자산에

서 나온 이자 수입이었다[11]. 연준은 연방 채무와 증권의

가장 큰 단일 투자자이다. 연준의 한 관리는 재무부로부터

연준으로 다시 재무부로 돌아가는 돈의 흐름은, 그렇지 않

다면 이자 지불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결
국 납세자들의 돈을 아낀다고 주장한다[12]. 그러나 미국의

납세자들은 방대한 정부 채무에 대해 매년 약 300억 달러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연준으로부터 재무부로 이전되는 돈

은 납세자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연준은 1946년까지는

이자 수입을 정부로 이전하지 않았다. 1913년 설립된 이래

로 정부로 되돌아가는 부분은 전체 수입의 아주 작은 부분

이었다. 1946년 연준의 총 수입은 약 9,300만 달러였고, 그
중에서 1,000만 달러는 회원 은행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

었고, 미국 재무부로 간 돈은 67,054 달러이며 나머지는 잉

여기금으로 예치되었다. 이 기금은 1946년 12월까지 4억
3,900만 달러까지 누적되었다[13].
3. 회전문

월스트리트-워싱턴 금융복합체는 소수 은행들에 의해 통

제되는 금융시스템을 만들었다. Donald Regan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Reagan 행정부의 재무부장관이었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수석보좌관이었다. 그는 1946년에 Merrill Lynch
에 입사해 1971년부터 1980년까지 Merrill Lynch의 CEO였다. 
Clinton 행정부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재무부장관이었

던 Robert Rubin은 Goldman Sachs에서 26년 동안 일했고

1990년부터 1992년까지 회사의 공동의장이었으며,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Citigroup의 의장으로 일했다. 2006년부

터 2009년까지 Bush 행정부에서 재무부장관을 지낸 Henry 
Paulson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Goldman Sachs의 의장이

자 CEO였다.
2007년 워싱턴 로비스트 명단에 188명의 전 상하원 의원

들이 등록되어 있다. Public Citizen에 따르면 1998년과 2004
년 사이에 의회를 떠난 상원의원의 절반과 하원의원의 42%
가 로비스트가 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 Responsive Politics 
센터는 Bush 행정부에서 일했던 310명의 관리들과 Clinton 
행정부에서 일했던 283명의 관리들이 로비스트가 되었음을

확인했다[23]. 또한 2009년 이후 금융업계(은행, 투자회사, 
보험회사, 부동산기업 등)는 1,447명의 전 연방 관리들에게

의회와 연방기관들에 대한 로비를 의뢰했다. 금융개혁논쟁

이 시작된 2009년에 금융업계는 최소 73명의 전 상하원 의

원들을 고용했는데, 이들 중 17명은 상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14].
4. 구제금융

2008년 재무부장관인 Paulson과 연준 의장 Bernanke는
7,000억 달러를 투입해 은행들이 초래한 악성 채무를 정부

가 사들이는데 동의했고, 의회는 긴급경제안정화 법안을 통

과시켜 그 돈을 재무부의 수중에 주었다. 7,000억 달러 중

67%가 8개의 은행에 갔는데, 이 대규모 구제금융 후에 월스

트리트 은행들은 그해 상여금으로 184억 달러를 뿌렸다. 이
는 역사상 6번째로 큰 규모의 보너스 잔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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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긴급대출프로그램 거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16]. 미국 정부기관은 Freedom of Information 법에 따

라 정보 공개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 언론사가 정보를 요

청했을 때 연준은 자신들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

장했다. 연방 지방법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연준은 법

원의 결정에 항소했지만 상고법원은 연준이 법을 따를 의무

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의회도 연준이 하고 있는 일들

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했고, 연준은 결국 법원과 의회의

압력에 굴복했다.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미국인들은 연준이

왜 정보 공개를 거부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10].
2008년 구제금융 과정에서 뉴욕 연준은 Goldman Sachs

가 회사를 소유한 은행이 되는 것을 승인하고 10억 달러를

투입했다. 같은 시기 뉴욕연준 의장인 Stephen Friedman은
Goldman의 이사가 되었고 회사 주식의 큰 지분을 차지했

다. 그러나 이것은 연방준비정책에 위배되는 일이었다. 뉴
욕연준은 포기를 요구했고 이는 2달 후에 승인되었다. 포
기 요청이 이루어진 2008년 12월 Friedman은 37,300 주 이

상의 Goldman 지분을 샀는데 이후 170만 달러로 상승했다

[17]. 뉴욕연준 의장은 재무부장관, 연준 의장과 함께 구제

금융을 기획했다. 그는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 출신의 CEO
와 은행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임명되었다. AIG 구제금

융의 가장 큰 수혜자가 Goldman Sachs임이 드러났고, 다른

수혜자는 Goldman과 복잡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대 외국 은행들임이 밝혀졌다. 정보가 계속 드

러나면서 연준이 위기 이전부터 외국 은행들에게 막대한

대출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연준 긴급대출프로그램의

가장 큰 대부자는 Dexia였다 (2008년 후반부터 2009년 초

까지 총 대출액이 3천만 달러에 달했다)[16]. 미국정부는

미국은행들뿐만 아니라 외국은행들도 구제금융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마불사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 많은 혜택을 누

린다. 거대 은행들에 돈을 빌려주는 이들은 정부보증을 기

대할 수 있으므로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제공한다. 거대 은

행들이 보다 효율적이거나 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

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번성하는 것이다[10]. Baker [18]는 거대 은

행들과 소형 은행들이 돈을 빌릴 때 드는 이자율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위기 전 7년 동안 0.29%였던 것이 구제금융 이

후 몇 달 만에 0.78%로 증가했다. 이는 시장이 거대 은행들

이 ‘공인 정부기관’으로 인지했음을 뜻하고, 매년 3,400만 달

러의 정부 보조금이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18
개의 은행들에게 지급되고 있음을 뜻한다. 2010년 1월
Obama 대통령이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세금 부과 정

책을 논의했으나 은행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10].
5. 다른 이해관계

자유시장주의가 지배한 지난 30년 동안 미국정부와 연준

은 탈규제가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감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며, 부유층에 더 많은 돈

을 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림 3에서처럼 1980년 이래로 부유한 납세자들을 위한 감

세정책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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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61-2013년미국의최고한계소득세율.
Fig. 3. Top marginal income tax rates in the U.S., 196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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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917-2011년미국상위 10%의소득비중.
Fig. 4. Top 10% income share in the U.S., 1917-2011.

1981년 Reagan 행정부의 감세정책을 시작으로 최고한계

세울은 1986년 28%까지 줄었다. 1990년 George H. W. Bush 
행정부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승했고 1993년 Clinton 행정부

는 39.6%까지 증가시켰다. 그러나 2002년 George W. Bush 
행정부는 다시 35%로 낮추었다. 2010년 Obama 행정부는

Bush의 감세정책을 2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03년 Bush 행정부는 자본이득과 배당금수입에 대한 세

율을 20%에서 15%로 낮추었다. 이로 인해 부유층들의 재산

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2011년 최상위층 0.1% (미국 인구 3
억 1천만 명 중에서 약 31만 명)가 자산과 지분을 팔아 번

소득은 나라 전체의 총 자본이득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자본이득은 포브스 400대 부자들 소득의 60%를 차지한다

[19]. 최상위 400명의 2009년 소득 합계는 810억 달러였지만

그들 소득에 적용된 세율의 평균은 19.9%였다. 6명은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27명은 조정된 총 수입에 대해 0%에

서 10%사이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89명은 10%~15%, 82명은

30%~35%, 3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 이들은 한명도 없었다

[20].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1978년 경제침체기에 35%에서

28%로 감소했고, 1981년 20%로 줄었다가 1987년 28%로 상

승했다. 그러나 Clinton 행정부는 다시 20%로 감소시켰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의 감세정책 아래에서 경제적 불

평등은 계속 증가했다. 그림 4에서처럼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4%에서 2007년
49%까지 증가했다[21]. 

하지만 그림 5에서처럼 미국 경제는 이 시기동안 특별한

성과를 낸 것 같지는 않다.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실질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2.79%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1년까지의 증가율인 3.05%보다 낮다. 단위 시간당 산출

량으로 정의하는 생산성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2.1%인데 반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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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945-2012년미국의실질경제성장률.
Fig. 5. Real economic growth rates in the U.S., 194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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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947-2012년미국의실업률변화.
Fig. 6. Unemployment ratio in the U.S., 194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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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 시스템모델P; (b) 제어목적.
Fig. 7. (a) System model P; (b) Control objectives.

의 연평균 증가율은 2.4%였다[22]. 요컨대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동안 대다수 미국인들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거나

침체되었다.
은행들이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통해 위기

에서 벗어나고 있는 동안 수많은 미국인들은 실업으로 고통

을 받았다. 2007년 4.6%이던 실업률은 2010년 9.6%로 빠르

게 상승했고, 실업자 수는 2007년 700만 명에서 2010년
1,400만 명으로 2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 공식적인 실업률에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반복되는 구직 실패로 실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전일제를

원하지만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빠져 있다. 
미국 노동부통계는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실

업률 지표로 U6를 도입했는데, 이 수치에 따르면 2009년 미

국 실업자 수는 약 2,400만 명으로 추정된다. 2010년~2011년
사이 실업률이 약간 하락하긴 했으나 실업급여가 고갈되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실업자 수가 2배나 증가했다[9].
6. 관리제어이론 해석

2008년 금융위기는 신용의 급속한 팽창과 수축으로 발생

했고, 이는 소수의 정치인들과 은행가들이 주도한 탈규제

정책의 결과였다. 이를 관리제어이론으로 해석하기 위해 그

림 1의 금융시장의 신용 동특성을 그림 7의 유한상태머신

(finite state machine)으로 모델링한다:

P = (X, W, δ, x0),

X는 유한(finite) 상태집합, W는 이산(discrete) 신호공간

(signal spaces 또는 사건집합), δ: X×W→X은 상태천이함수, 
x0∈X는 초기상태이다(검은 원으로 표시). 신호공간은

W=U×Y×Z, U={+,－}, Y={E,F}, Z={S,D}로 정의한다. 여기서

+는 신용공급, －는 신용감축을 의미하는 제어입력(control 
inputs)이며, E는 신용의 부족, F는 충분한 신용, S는 신용안

전, D는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신호들이다. 그림 7의 초기상

태에서 (+,F,S) 사건이 발생하면 상태 ‘1’로 가는데, 이는 신

용이 충분하며(F) 안전한(S) 상황에서 신용공급 입력 ‘+’가
시스템에 가해질 때 새롭게 도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

른 상태들의 의미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3개의 국소(local) 관리제어기 P1,sup, P2,sup, P3,sup을 고려하

자. 이들은 각각 그림 7에 상태머신으로 표현된 제어 목적

P1,spec, P2,spec, P3,spec을 가진다. P1,spec, P2,spec은 신용이 위험한

경우(그림 1의 금융시장에서 신용이 2조 달러를 초과한 경

우)를 제외하고 신용의 공급에 찬성한다. 신용 위험 상황

((+,F,D)에 의한 상태천이)이 발생했을 경우 신용을 감축해

야 한다((－,*,*)에 의한 상태천이). 신용의 위험이 시장 붕괴

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P1,sup, P2,sup는 신용팽창을

낳은 탈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그룹들을 나타낸다. P1,sup는 전

문 지식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탈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예를 들어 Paul Krugman 같은 케인즈학

파 경제학자들). 그들은 세금정책, 정책의 옵션과 결과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P2,sup는 탈규제를 반대하는 다수의 민중들로 구성된 그룹이

다. 이들은 대개 정부와 연준에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는

지, 그리고 결과가 정확하게 어떤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2008년 위기의 결과로 많은 민중들은 구제금융을 통해 은행

가들은 살아남았지만 자신들은 집과 직장을 잃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런 점에서 다수 민중들은 시장은 적절하게 규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관리제어기 P3,sup은 Alan 
Greenspan, 월스트리트 은행가들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

지하는 소수의 엘리트 그룹을 나타낸다. 신용 위험 상황

(P3,spec에서 (+,F,D)에 의한 상태천이)이 발생할 경우 그들은

정책 결정자들로서 신용 감축((－,＊,＊)에 의한 상태천이) 
또는 신용 팽창((+,F,D)에 의한 상태천이)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준은 과도한 신용공급을 부

추기는 낮은 이자율 정책을 계속 유지하였는데, 따라서 금

융시장이 급격한 신용 팽창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P3,sup은 지

속적인 신용공급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국소 관리제어기들의 관측가능한(observable) 신호공간은

다음과 같다.

W1,sup = W3,sup = U×Y×Z, W2,sup = U×Y.

W1,sup, W3,sup의 근거는 경제학자들이나 은행가들과 같은

엘리트 그룹은 정부 정책들과 경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full 
information)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P2,sup의 대다수

민중은 정책 판단에서 부분적인 정보(partial information)에만

의존한다. 그들은 신용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알지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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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국소관리제어기와제어시스템.
Fig. 8. Local supervisors and a controlled system.

의 신호들은 관측할 수 있음), 신용의 위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Z의 신호들은 관측할 수 없음).
관측가능한 신호공간과 제어목적을 이용해 그림 8의 국

소 관리제어기 P1,sup, P2,sup, P3,sup를 설계할 수 있다. P2,sup의

경우, 제어목적 P2,spec의 초기상태에서 (+,＊,＊), (+,F,D)가 허

용되는데 시스템 P의 초기상태에서 이를 만족하는 사건들은

(+,E,S), (+,F,S), (+,F,D)이다. P2,sup의 관측가능 신호공간은

W2,sup = U×Y이므로 Z는 관측할 수 없다. 따라서 초기상태에

서 (+,E,S), (+,F,S), (+,F,D)의 발생을 위해 P2,sup는 (+,E)와
(+,F)를 모두 허용한다. (+,F)를 관측한 후에 P2,sup는 (+,F)와
(－,F)를 모두 허용한다. (+,F)를 허용한 것은 시스템이 초기

상태에서 (+,F,S)가 발생해 ‘1’번 상태에 도달했고, 이후

P2,spec에서 (+,F,D)를 허용하므로 이 사건의 발생을 위해 (+,F)
를 허용한 것이다. 초기상태에서 (+,F,D)가 발생했다면 시스

템은 ‘6’번 상태에 도달했고, 이후 P2,spec에서 (－,F,D)만을 허

용하므로 이 사건의 발생을 위해 P2,sup는 (－,F)를 또한 허용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림 8의 국소 관리제어기 P2,sup가

설계된다. P1,sup와 P3,sup는 모든 신호들이 관측가능 하므로 시

스템 모델에서 각각 P1,spec와 P3,spec을 만족하는 시스템 동작

을 이용하여 설계된다.
이 3개의 국소 관리제어기가 권력에 기초해서[25] 모듈러

(modular) 관리제어한 금융시장의 동작(closed-loop system)이
그림 8에 있다. 제어시스템에서 신호 시퀀스 (+,F,D)(+,F,D)
가 발생한다. 이 동작은 P1,spec P2,spec에 포함되지 않는다. 
(+,F,D)의 발생 후에 P1,sup의 엘리트들은 신용이 위험한 상태

에 있음을 알고 신용공급 축소를 주장한다(P1,sup의 상태 a1에

서 (－,F,D)를 선택). P3,sup의 엘리트들은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연준이 그랬듯이 신용이 과도한 상황에서도 신용공

급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P3,sup의 상태 a3에서 (+,F,D)
를 선택). 그러나 시장 규제를 옹호하는 P2,sup의 민중들은

(+,F,D)를 허용한다(P2,sup의 상태 a2에서 (+,F)를 허용). P2,sup는

신호공간 Z의 신호들을 관측할 수 없어 신용이 위험한 상황

임을 알지 못해 신용공급 유지 정책을 허용한다. 신용위험

상태에서 P2,sup와 P3,sup는 신용공급 유지 결정을 내렸고, P1,sup

은 축소 결정을 내렸다. 신용공급 유지(제어입력 ‘+’)를 결정

한 제어기들(P2,sup와 P3,sup)이 신용공급 축소(제어입력 ‘－’)를
결정한 제어기(P1,sup)보다 더 많으므로, 즉 권력이 더 크므로

최종적으로 신용공급 유지 정책이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제

어시스템의 상태는 ac=(6,a1,a2,a3)에서 (6,a1,a2,a3는 각각 P, 
P1,sup, P2,sup, P3,sup의 상태들임) bc=(6,a1,b2,a3)로 천이한다. 이는

다수의 미국인들이 경제가 위험한 상황임을 정확하게 몰랐

고 정책에 무관심했으며, 이로 인해 낮은 이자율과 탈규제

정책들을 반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엘리트계층의 의무는 민중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영국의 사상가인 John 
Stuart Mill이 지적했듯이 엘리트계층이 그러한 의무를 수행

한 적은 별로 없었다. 대부분의 특권층은 권력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왔다[24]. 민중의 이익은 그

들 자신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독립적인가에 달려 있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감세정책, 소득불평등, 경제성장

률, 실업률, 금융위기 직후의 구제금융, 연방준비제도의 구

조 등을 분석하여 금융위기를 가져온 탈규제 정책을 추진

했던 소수 정치인들, 은행가들과 위기로 큰 시련을 겪고 있

는 민중들의 이해관계가 다름을 보였다. 또한 금융시장의

신용 변동을 유한상태머신으로 모델링하고 권력에 기초한

모듈러 관리제어이론을 통해 탈규제 정책이 이해관계가 다

른 집단들의 권력 차이에 의해 추진되었음을 보였다. 
관리제어이론은 정치경제 문제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방

법을 제공한다. 유한상태머신은 사건기반의(event-based) 시
스템 동작을 빠짐없이 기술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 제시

한 금융시장의 유한상태머신은 시장의 모든 가능한 동작을

모델링한다. 관리제어기법을 이용해 이해관계와 정보능력이

다른 집단들의 권력 차이에 따라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

을 위한 정책을 선택하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빠

짐없이 파악할 수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은 집단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충돌을 막

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수의 민중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대되는 정책을 허용한

이유를 부분 관측성을 통해 해석하였는데, 다수의 민중들

(혹은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를 찾는 문제(minimal sensor selection 
problem)를 푸는데 이 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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