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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나는 부채는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뉴스 매체들은 심각한 경제 문제의 맥락에서 좌파와 우파의 포퓰리즘 정당 연합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탈리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탈리아의 정부 부채는 국내 총
생산의 약 130%에 달하며, 무엇보다도 은행 시스템은 유럽의 1/4 수준의 불량자산(가치
가 떨어져 만족할 만한 가격에 매매할 수 없는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 회복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강한 반反 유럽연합 존재와 반反 유럽연합 정서가 결합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인기영합적인 정부와 정치인들을 전 세계적으로 양산했다.
그러나 유럽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채와 정치적 파장에 대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유일한 지역이 아니다. 미국은 심각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는 10년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 위기 이후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다. 인위
적인 저금리가 지속되는 동안, 이러한 문제들은 은폐되거나 제거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0년 간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는 10.6조 달러에서 21조 달러로 두 배 증가했고,
가계 부채는 13조 달러를 넘어서 지금까지 국내총생산(GDP) 위기 직전 수준인 45%에
이른다. 더 흥미로운 것은, 10년 전 이 재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모기지가 다시 한
번 폭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1-4인 가족과 다가구를 포함한 담보 대출 부채는 현재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모든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 조작이 과거에 너무 많은 돈을 빌리면서 비극적인 위기를
겪은 국가를 또 다시 고무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영리한 속임수들은 몇 년 동안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 지금의 가격은 지난 10년간 50%나 올랐는데, 이를 통해 통

화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잃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사람들은 금리가 계속해서 낮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현실에 안
주해왔다. 전문 금융 출판사인 스탠스베리 다이제스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만기 고수익 채권이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보다 불과 2%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
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국채에 비해 정
크 부채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이 대출 붐은 비극적으로 끝날 것이다. 이미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금리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고, 이 모든 속임수들이
탄로 날 때 가족, 기업, 정부는 부채 상환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
다. 그제서야 이 대출 붐은 막을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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