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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루드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의 <자유주의> Liberalism in the 

Classical Tradition 를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미제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캐내어 

그에 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형태로 쓰면서, 한국경제의 주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제스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따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과연 그 노력이 얼마나 성공하였는지는 모르겠다. 물론 이해는 

독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만일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자의 천학비재(淺學菲才)함에 있다.  

 

 
 

  미제스는 자유주의에 관해 아주 쉽고 간결하게 썼다. 그러나 그것을 현대적 의미로 

새롭게 해석하여 풀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그의 문장을 그대로 썼고, 어떤 

경우는 저자 나름대로 해석하여 썼다. 필요하면 미제스의 다른 문헌을 이용하였고, 미제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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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후학들의 문헌들도 많이 참고하였다.  

  미제스는 참 불운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이에크와 같은 제자를 둘 정도로 능력이 탁월하고 경제학에 기념비적인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스는 생전에 한 번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당시 학계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한 번도 정식 교수로서 월급을 받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사회에 미친 사상과 업적은 그 동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어떤 

경제학자들보다 더 크며 길이 빛나고 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중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후학들이 그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고 

발전시키고 있다. 

  미제스는 자유주의만이 인류를 가난에서 구하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 다 주는 유일한 

길임을 역설하며, 사회주의와 국가간섭주의를 끝까지 거부하였다. 사회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제도이고, 사회주의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파하였다. 

정말로 그의 주장대로 사회주의 국가는 멸망하였으며, 국가간섭주의 역시 수많은 

문제점으로 점점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자유주의는 특정한 그룹을 위한 사상이 아니라, 일반사람들과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상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를 통해 미제스는 사유재산권, 평화, 경쟁, 법 앞에 평등, 작은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지켜져야 자유주의가 실현되며 국가가 번영하고 

국민들이 잘산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목표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지 향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데서 그가 얼마나 일반 대중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가 정신적인 것들을 경시한 것이 

아니다. 일반사람은 일단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물질적인 안정이 

되어야 정신적인 활동도 하고, 남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테레사 수녀나 성철 스님과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느 사회에서나 소수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곳도 통제된 사회보다는 자유사회다. 

 

  
   자유주의 자본주의 덕분에 너무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비난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미제스는 <자유주의>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축복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를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지식인과 

정치가들의 달콤한 속임수에 결코 빠지지 말라고 충고하며,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비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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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 자유주의 자본주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통과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미제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많이 오염되어 있다. 사유재산권이 

상당히 훼손되었고,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심화되었으며, 정부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직장을 잃어 가난한 사람이 더욱 가난해지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간섭과 명령으로 학교교육이 죽어감에 따라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날로 늘고 있다.  

  이렇게 오염된 사회를 정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미제스의 <자유주의>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뿐이다. 우리가 앞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의 말을 귀 담아 듣고 실행하는 것이다. 

 

2007년 3월  

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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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유주의의 선봉장 미제스 

 

1. 미제스의 생애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92세까지 

장수하였으며, 일생동안 자유사회를 지키기 위해 이론적 작업과 함께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하이에크Hayek, 하벌러Haberler, 모겐스턴Mogenstern, 커즈너Kirzner, 

로스바드Rothbard 등 저명한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철학자 카우프만Kaufman, 정치학자 

뵈겔린Voegelin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전후 독일 경제부흥의 

주역인 뢰프케Röpke, 에르하르트Erhart, 이탈리아 대통령 루이지 에이나우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경제자문관 뤼프Ruef 등도 미제스의 영향을 받았다. 

  미제스는 1881년 9월 29일 오스트리아의 렘버그Lemberg에서 태어나 빈Wien에서 

성장했다. 부친은 오스트리아 철도건설 기술자였다. 외삼촌이 당시 오스트리아의 민주당 

의원이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미제스는 오스트리아의 유수한 가문 출신이었다.  

미제스는 1900년 빈 대학에 입학하여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고 1906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제스는 입학 당시만 해도 좌파 개입주의자였지만, 오스트리아학파의 창시자 칼 

멩거Karl Menger와 뵘바베르크Böhm-Bawerk를 만나 가르침을 받고 자유주의자로 

전환하였다. 그는 경제학의 분석으로서 비현실적이고 기계적인 방정식보다는 개인의 행동을 

강조하는 오스트리아 전통을 따랐고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을 터득하였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잠시 활동하던 변호사 일을 그만 두고, 1909년부터 1934년까지 빈의 상무성에서 

경제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빈 대학의 강사를 겸임했다. 뵘바베르크가 죽은 후 미제스는 빈 

대학의 전임교수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 바람은 이루지 못했다. 미제스는 상무성 안에다 

개인 세미나를 열어 2주마다 강의를 하였고, 1926년에 오스트리아 경기변동 연구소를 

세웠는데, 하이에크, 모겐스턴, 하벌러 등이 그의 주요 학생들이었다. 미제스는 1934년 나치 

정권을 피해 스위스의 제네바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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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서 그는 국제대학원the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뒤 194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1945년부터 

1969년까지 뉴욕대학의 객원교수로 재직했다. 그의 염원이었던 정식 대학교수의 꿈은 

제2의 고향인 미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뉴욕 대학에서 그는 1947년부터 1969년까지 

빈처럼 뉴욕대학의 학생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가르침을 받앗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커즈너, 머레이 로스바드와 같은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나왔다.  

  1947년 미제스는 하이에크와 뢰프케와 함께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경제학자와 

사회과학자의 국제적인 모임인 몽페르린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를 설립하였다. 

1960년대 초까지 몽페르린 소사이어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다. 그는 당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밀튼 프리드만과 시카고 학파의 실증적 접근 방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복지국가와 자유가 결합된 프리드만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폐 및 신용 이론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사회주의Socialism>, <자유주의liberalism>, 

<인간행동Human Action> 등 25권의 저작과 250여 편의 논문을 남긴 뒤 1973년 10월 

10일 뉴욕에서 타계했다. 

 

2. 미제스의 주요 저술 
 

미제스의 첫 대작은 1912년에 출판된  <화폐 및 신용 이론>이다. 이 책은 기념비적인 

것으로서 화폐이론과 한계효용 및 가격의 일반이론을 통합한 것이다. 화폐이론은 이른바 

거시경제학이고 한계효용 및 가격 이론은 미시경제학이다. 미제스의 <화폐 및 신용 이론>은 

결국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최초로 통합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거시경제학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 미시경제학에 기초를 둔 거시경제학(The microfoundation of 

macroeconomics)” 의 모태다.  

 

 
 

  미제스 이전에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분리되어 있었다. “ 가격이란 소비자의 가치 

매김이며 재화와 용역의 상대적 가격은 소비자의 가치판단과 이 상품에 대한 욕구와 크기에 

따라 결정 된다” 는 이론을 제시하여 아담스미스를 포함 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풀지 

못해 쩔쩔맸던 “ 아담 스미스의 물과 다이아몬드” 의 역설을 깔끔하게 풀었던 오스트리아 

학파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 역시 화폐에 관해서는 개인행동과 무관한 모형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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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미제스가 활동하던 20세기 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빙 

피셔Irving Fisher다. 피셔는 개인행동에 기초 하지 않고, 또한 미시적 분석의 체계로 

통합하려 하지 도 않으면서  ‘ 물가수준’ 과 ‘ 유통속도’ 의 장황한 이론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제스에 의해 마침내 개인행동에 기초한 통합분석의 경제학이 화폐와 분리되지 

않고, 미시와 거시의 구분도 없이 하나가 되었다. 미제스는 한계효용이론을 화폐 자체의 

수요와 공급에 통합 적용하였다. 즉 미제스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사용 가능한 양과 

소비자의 한계효용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화폐단위의 “ 가격” , 즉 구매력도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 화폐 수요는 사람들의 현금잔고에 대한 수요다. 화폐단위의 

한계효용이 현금잔고에 대한 수요의 강도를 결정하고, 사용 가능한 화폐의 양과 그에 대한 

수요 간의 상호작용이 화폐의 가격을 결정한다” 고 하였다. 미제스는 화폐의 공급이 

증가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고전학파의 수량이론에 동의하지만,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정도는 화폐의 한계효용에 발생한 변화와 그로 인한 현금잔고에 대한 일반대중의 

수요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미제스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경기순환에 관한 만족스런 이론을 제시하였다. 

18세기 말엽부터 산업이 발전하면서 경제가 끊임없이 호황과 불황, 인플레이션, 공황 

등으로 변동하였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지만 어느 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미제스는 경기 변동이 화폐와 신용의 양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지급준비금을 적게 보유한 은행에 중앙은행이 보조해주면 화폐와 신용이 과다하게 팽창하여 

이것이 물가를 올리고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며, 그 결과 과잉 투자가 발생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신용이 축소, 또는 붕괴되어 불안과 불황이 

초래된다고 하였다. 즉 경기변동의 주요인은 중앙은행의 통화팽창정책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뵘바베르크의 자본과 생산구조의 분석, 그리고 빅셀의 자연이자율과 

은행대출이자율간의 괴리가 가격과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틀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제스는 최초로 경기순환의 설명을 일반적인 ‘ 미시경제학’ 분석과 

통합하여 설명하였다. 

19세기 말엽 점차 국가통제주의와 사회주의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미제스는 

경기순환이론을 개발해 가면서 정부의 간섭과 계획경제를 분석하는데 노력하였다. 1920년 

“ 사회주의 연방의 경제적 계산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이라는 논문은 그 노력의 산물이다. 여기에서 미제스는 자유시장가격제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회주의 경제는 감히 가격을 계산할 수도, 생산요소를 가장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회주의는 생존할 수 없는 

제도임을 증명하였다. 이 논문은 사회주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온 

사회주의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미제스는 1922년에 이러한 자신의 통찰력을 모아 

사회주의에 관한 종합비판서인 <사회주의Socialism>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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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스의 ‘Socialism’ 표지> 

 

  제2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점차 실패를 인정하게 되자 

“ 사회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는 미제스의 통찰력이 아주 정확했음이 증명되었다. 

미제스는 사회주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 “ 개입주의” 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1920년대의 일련의 논문에서 미제스는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주의를 

비난하였는데, 그 논문들을 모아 1929년에 <간섭주의에 대한 비판Kritik des 

Interventionismus>을 출판하였다. 미제스는 1927년에 출판된 <자유주의Liberalism>에서 

사회주의와 개입주의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자유시장경제만이 실현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고전적 자유주의의 장점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켰다. <자유주의>에서 미제스는 

사유재산권, 국제평화, 시민의 자유, 자유시장경제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설명하였다.  

  미제스의 최고의 역작은 1949년 발간된 <인간행동Human Action>이다. 미제스는 

경제학은 인간행동과학이며, 이는 물리학의 실증모델과는 전혀 다르며 달라야만 한다고 

하였다. 실증론자들은 인간행동의 질량적, 통계적 규칙성을 관찰한 후 ‘ 예측’ 하는데 

사용할 법칙을 생각해내고 더 많은 통계적 증거로 ‘ 검증’ 해보는 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실증론적 방법은 사람을 생명 없는 물질로 간주하며 뉴턴의 물리학에서 부피와 운동을 

연구할 때 사용하였던 방법으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미제스는 질량적으로 결정되는 물리법칙에 따라 ‘ 움직이는’  돌이나 분자가 아니라 

자기가 성취하려는 내면의 의도와 목표나 목적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성취할까하는 

생각이 있는 개개인에 기초를 둔 ‘ 인간행동학praxeology’ 를 개발하였다. 한마디로 

실증론과는 대조적으로 미제스는 인간의 의식, 즉 목표를 수용하고 행동으로 이를 

성취하려는 인간의 정신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며,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므로 

겉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이 결코 질량적인 역사적 ‘ 법칙’ 으로 요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행동이 질량법칙에 따라 분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스가 경제학이 과학적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자명한 인간 행동의 본질과 본성에 대한 몇 

개의 공리(Axiom, ‘공리주의’라고 할 때의 공리utility가 아님—편집자)를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경제학의 진리를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즉 개개인은 목표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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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것들을 얻기 위해 행동하고, 일상적인 선호체계를 채택하는 것 등의 기본적인 

공리를 바탕으로 경제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행동>은 바로 인간행동의 공리로부터 발전한, 현실세계에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을 분석한 방대한 경제학 저서였다. <인간행동>은 인간행동학praxeology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제원리를 발견하고, 사회와 시장의 형성과 작동, 가격, 교환, 화폐, 이자, 노동, 

임금, 정부의 역할 등 경제와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외에 미제스의 중요 저서로는 그가 1940년 미국으로 이민 간 후에 1944년 영어로 

출판된 <전능한 정부Omnipotent Government>와 <관료주의Bureaucracy>가 있다. <전능한 

정부>에서 미제스는 나치정권이 ‘ 자본주의의 최고 경지’ 라는 마르크스주의의 분석이 

틀렸으며 오히려 이것은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라고 하였다. 이러한 미제스의 주장은 당시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겐 커다란 충격이었다. <관료주의>에서 그는 이윤관리, 즉 시장관리와 

관료적 관리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은 모든 정부활동에 내재되어 

있어 피할 수 없음을 밝혔다. 1957년에 출판된 <이론과 역사Theory and History>가 그의 

주요 저서 중 마지막인데, 거기에서 그는 마르크스주의와 역사주의의 잘못을 논증할 뿐만 

아니라 인간행동의 모든 규율과 경제학에서의 이론 및 역사의 기본적인 차이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3. 미제스에 대한 평가 
 

  미제스가 경제학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의 저술은 경제학사와 사상사로부터 

방법론과 정치철학, 그리고 화폐론, 국제금융, 경기변동, 가격과 임금이론, 산업조직, 

경제제도 등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저술을 통해 경제학에 크게 

영향을 끼친 그의 아이디어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거론하면, 

첫째, 화폐수요의 설명에 한계효용이론을 적용한 화폐론,  둘째, 최초로 미시경제학의 

분석을 이용하여 경기변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경기변동론, 셋째,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최초로 통합하여 현대 미시경제학을 기초로 한 거시경제이론의 모태가 된 것, 

넷째, 일부 물가지수를 안정시키는 통화정책이 동시에 기업 활동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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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밝혀 낸 일, 다섯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에 필요한 경제적 

계산 방법은 경쟁적 시장가격제도 없이는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점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한 업적은 자유시장자본주의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밝혀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한 점이다. 1940년 미제스가 미국으로 건너갔던 당시에 미제스는 

미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경제사상은 케인즈 주의와 

그에 따른 뉴딜정책의 산물이었으므로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그는 반동주의자로 

과소평가되었다. 그러한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는 뉴욕대학에서 개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자유시장자본주의를 전파하였다. 그러한 활동으로 미제스는 미국 전후 

시기의 자유주의 운동의 중심이었으며, 미국인들의 안내자였으며 영원한 영감이었다.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체주의에서 적어도 부분적인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는데 미제스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비엔나 시절 미제스의 

제자였던 뢰프케는 서독이 전체주의에서 부분적인 자유시장경제로 옮겨가게 하는 지적 

견인차 역할을 했다. 미제스의 오랜 동료였던 이탈리아 루이지 에이나우디 대통령이 

기세등등했던 사회주의를 이탈리아에서 몰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미제스의 

제자였던 뤼프는 드골 장군의 수석 경제자문으로 활동하면서 프랑스에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동유럽과 소련에서 공산주의 정부들이 경제를 계획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 

유시장경제를 향해 방향을 바꾸었고, 미국과 서구사회에서 정부지출과 관료적 규제의 

낭비는 정부의 지원이 생산적 자산을 만드는데 쓰이건 땅을 팠다 메웠다 하는데 쓰이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케인즈의 유명한 명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도 역시 

미제스의 공헌이다.    

  이러한 지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 그 어떤 경제학자들보다도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던 미제스는 

일생동안 단 한 번도 대학에서 월급을 받는 전임 자리를 가져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 당국으로부터 2급 시민으로 대우받았으며, 편견과 차별로 당시 학계의 주류와는 

멀어져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학계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미제스의 글들은 거의 모두 

오늘날에도 인쇄되며 학생들과 늘어나는 후학들에 의하여 읽혀지고 있으며, 점차 

오스트리아 학파와 미제스 전통을 지지하는 젊은 교수들과 대학원생이 늘면서 미제스의 

위대성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4. <자유주의>에 대한 개요 
 

  이 책은 자유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유주의 입문서다.  재산, 자유, 평화, 법 

앞에 평등, 정부역할 등 자유주의의 기초 원리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다. 

미제스는 사회주의와 제3의 길인 개입주의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를 사회조직 중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제도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자유주의는 물질적인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사상이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유주의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사회는 기본적으로 분업을 바탕으로 한 협동사회다. 분업을 바탕으로 교환을 하는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협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교환을 방해하면 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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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과 경제생활에 대한 

정부의 불개입이다.  

  사유재산과 경제생활에 대한 정부의 불개입을 기초로 한 인간 활동의 순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가격이다. 가격에 의해 교환이 이루어져 경제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산자들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즉 시장을 구성하는 개개인이 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에 반응하여 활동하면서 

경제전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어떤 경제든 그 경제 시스템의 목적은 제한된 생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자원은 항상 희소하기 때문이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얼마나 희소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생산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희소성의 지표가 바로 가격이다. 가격에 

의해서 생산이 결정 조정되고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문으로 이동되고 

배분된다.  

  미제스는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경제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희소성을 측정하는 

가격이 없어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누구도 무엇을 생산할지, 어떻게 생산할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한 경제에서는 무질서, 낭비, 그리고 비경제성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미제스의 경제학 전반에 흐르는 자유주의의 기본 아이디어다.  

  미제스는 자유주의를 종교나 세계관으로 말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인간사회의 현실적 

관계에 대한 하나의 철학이며, 이 철학을 사람들의 행위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주의는 사회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의 목적은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것이다. 미제스는 자유주의의 목적은 사람들의 물질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말한다. 자유주의는 사람들의 정신적 욕구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자유주의가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정신적 생활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깊숙한 내면은 어떠한 외형적인 사회제도로도 충족시켜 줄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내면의 정신적 생활을 고양시키기 위한 외부 

조건을 개선시키는데 관심을 갖는다.  

   미제스는 자유주의가 기업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가의 이익을 

다른 어떤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자유주의는 항상 사회적 선을 

추구한다고 한다. 미제스는 지금까지 자유주의의 원리가 일관성 있게, 완벽하게 적용되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일부만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활의 

면모가 달라졌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는 생명력 있고 발전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제도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이 자본주의가 빈곤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항상 사회의 선을 목표로 하며, 사유재산권, 자유, 평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건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는 다는 원칙에 

기초한 사회제도에서만 자유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평화롭게 자신들의 관심과 욕구를 

성취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반면에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자유가 제한되며, 민주주의 원리가 침해된다. 인권,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유재산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사유재산권에 바탕을 둔 사회제도만이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  

  미제스는 사회주의를 맹렬히 비판한다. 사회주의에서는 생산 요소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어서 교환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 경제계산이 불가능하여 희소성을 나타내는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가격이 없으면 이윤과 비용을 비교하는 계산이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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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계획과 행동이 존재하지 

않아 생산요소가 잘못 배분되고, 자본이 낭비되며, 사회 전체의 부가 감소하게 된다.    

  미제스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제3의 길은 없다고 한다. 사유재산과 사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시장제도에 개입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상당한 권리를 갖는 

모든 개입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부조나 보조의 형태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는 

쪽으로 국가가 개입하면 더 심한 빈곤과 실업을 야기한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사유재산을 제한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더욱 더 심한 빈곤과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선택하는 제도에서 결국 사유재산이 거의 모두 사라지게 된다. 아니면 

이러한 사회적 보조의 형태를 줄이도록 하는 지속적인 압력이 생겨 결국 사회적 보조가 

점점 감소되거나 완전히 폐지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개입의 원래 수준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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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자유주의가 인류를 잘 살게 만들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정치 철학으로 19세기 초에 처음 나왔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자유롭다는 정치적 신념이다. 자유주의는 법치와 사유재산, 재화 및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주창한다. 국가의 정치적 및 경제적 통제를 반대한다.  

 자유주의 사상이 출현하기 전 수세기 동안 개인은 국가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개인의 권리는 왕과 정부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생각을 

자유주의자들이 바꾸어 놓았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먼저 권리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개인들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가 개인에게 권리를 주는 주체가 아니라, 

정부 존재의 근원이 개인들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념에 따라 자유노동, 분명한 사유재산권, 그리고 교환의 자유에 바탕을 

둔 시스템이 서방세계에서 발전하였고, 그것이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경제활동의 모든 면에서 실현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으며 현재에도 없다. 

가장 자유스러운 국가라는 영국과 미국조차도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는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유아사망률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  

 

  자유주의는 인류를 맬더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했다. 자유노동과 사유재산권의 보장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인류의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살게 되었다. 생존율도 높아졌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도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자유주의로 인한 번영으로 과거에 만연했던 유아사망률이 격감하였으며 인류의 

평균수명도 길어졌다. 

  1,000년 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0세 미만이었지만, 오늘날 평균 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이다. 고소득 경제에서는 76세가 넘는다. 5세 미만의 사망률은 19세기 

후반까지 40%나 되었다. 한 예로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군주였던 앤 

여왕(1665-1714)은 18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출산 시에 5명이 죽고 나머지는 어린 시절 

모두 죽었다. 그러나 오늘날 5세 미만의 사망률은 7% 미만에 불과하고, 고소득 국가에서는 

1%도 되지 않는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은 유아 사망률의 하락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의 사망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창을 내어 방을 밝게 하고 열을 보존할 수 있어 추위와 페스트를 막을 수 있는 유리창, 

신선한 공기의 환기를 가능하게 하면서 병균을 옮기는 곤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충망, 식수와 하수의 위생적 처리, 음식 낭비는 물론 음식의 부패를 막아 부패한 

음식으로부터 발생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냉장고, 작업 및 여행, 레크리에이션 안전장치, 

그리고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늘어 난 것이다.   

   물질적으로 우리는 1,000년 전, 100년 전보다 훨씬 낫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전등, 전화, 라디오, TV,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VCR, X레이, MRI, 컴퓨터, 인터넷, 고속 

인쇄기 및 복사기, 자동차, 트럭, 버스, 비행기, 농기계, 건설 장비, 기차, 선박,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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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론, 레이온, 비닐, 팬티호스, CD, 인공인체장기 등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제품들은 

1,000년 전, 100년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번영의 혜택은 특정 그룹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노동자들도 바로 전 시대에 살았던 귀족보다 더 부유하고 품위 있게 살았다.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다. 지적 생활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능력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자유주의의 결과 

 

   150년 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박테리아에 의한 병에 걸리면 항생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여행하려면 그 불편함과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수개월이 

걸렸다. 지금은 서울 시내를 운전하며 다니는 것보다 위험하지 않게 하루도 안 걸려 뉴욕에 

도착한다. 더운 여름 에어컨이나 시원한 음료수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멀리 떨어진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다. 

  과거는 극소수의 부자들만이 풍요롭게 살았다. 영국의 옥스퍼드셔(Oxfordshire)에 있는 

블레넘 궁(Blenheim Palace), 프랑스의 퐁텐블로 성(the Chateau Fontainebleau),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쉬빌(Asheville)에 있는 빌트모어 하우스(Biltmore House), 런던에 

있는 버킹검 궁전, 그리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Versailles), 중국 상해의 예원 등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웅장한 건축, 정원, 카펫, 가구, 도자기, 미술품 

등으로 잘 꾸며 놓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집들보다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난방과 

냉방이 잘되지 않아 여름과 겨울에 살기 불편하였고, 오늘날 서민들이 사는 집들보다 

위생적이지 않았으며 오물로 인해 냄새가 진동하였다.  

  17세기와 18세기 집에 목욕탕을 갖는 것은 정말 희귀한 사치품이었다. 벼룩, 이, 벌레들이 

런던, 파리, 뉴욕, 북경, 동경, 한양의 가난한 집은 물론이고 부자의 집에도 득실거렸다. 

부자의 여행이라는 것도 말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말을 타고 가도 한양에서 부산까지 400여 

km로 수일이 걸렸다. 오늘날은 가난한 사람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4시간이면 간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걸어서 다녔음은 물론이다. 

  과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육은 극소수의 부자의 전유물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25세 이상의 73%가 고등학교 졸업생이고, 25세 이상의 29%가 대학 졸업생이다. 한편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97%가 고등학교 졸업생이고, 동 연령대의 47%가 대학 졸업생이다.  

미국의 경우 25세 이상의 88%가 고등학교 졸업생, 25세 이상의 38%가 대학졸업생이다. 

그리고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87%가 고등학교 졸업생, 동 연령대의 39%가 대학교 

졸업생이다. 일본은 25세 이상의 경우 각각 84%와 37%이고,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각각 94%와 52%이다. 그리고 OECD 회원국가의 평균은 25세 이상의 경우 각각 66%와 

24%이고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각각 75%와 29%이다.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서삼경을 읽으며 시를 짓고 토론하는 것은 양반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 서적을 읽고 글을 쓰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과거에는 클래식 음악, 오페라, 미술품은 왕과 귀족만이 즐길 수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음악가나 화가들이 왕이나 귀족들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클래식 음악, 오페라, 미술품 등을 언제나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음악가나 

화가들도 과거처럼 특정인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이 내는 관람료나 미술품의 

가격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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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열심히 하여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반드시 정부의 관리일 

필요가 없다. 기업가, 축구선수, 야구선수, 농구선수, 프로골퍼, 가수, 탤런트, 배우, 엔지니어, 

화가, 요리사, 기자, 아나운서, 건축가, PD, 디자이너, 모델 등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수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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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주의의 관심은 물질적 복지 향상 
 

  자유주의는 인류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제도를 구축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자유주의가 인류의 물질적인 복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은 자유주의가 정신적인 

것들을 경시해서가 아니다. 어떠한 외형적인 사회제도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가장 

내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내면적이며 

정신적인 풍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 즉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고상한 

욕구들이 있다. 행복이나 안분자족은 의식주의 풍요로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각자가 내면적으로 소중히 가꾸어 나가고 있는 것들에서 나온다.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가 인간의 내면세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교, 

불교, 기독교, 선도 등의 내면을 고양시키는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다만 

자유주의는 인간의 내면생활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외형적 전제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정신적인 욕구도 보다 용이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생계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여유가 없다. 맹자 역시 

“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이라 하지 않았는가. “ 일정한 생산소득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다” 는 것은 정신생활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 자신의 정신적인 목표도 추구할 수 있다.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상파 화가 폴 세잔느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덕분에 

집에서 대주는 돈과 유산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 황무지’ 라는 시로 유명한 

티 에스 엘리엇(T. S. Elliot)은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번 돈을 바탕으로 시작에 몰두했고, 폴 

고갱은 증권브로커로 일하면서 돈을 모은 다음 화가로 활동하였다.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찰리 채플린은 장사를 하여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예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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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자유주의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정신적인 욕구를 보다 용이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자유주의가 도입되고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생활 형편이 나아진 이후에 정신적인 문화가 

꽃피운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달로 각종 물감, 붓, 크레용, 

종이류 등 미술재료들의 가격이 하락하였다. 미술재료들의 가격 하락으로 당시의 문화적 

비주류로 가난했던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 활동이 가능하였다.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작품들을 상업적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여 부와 명성도 얻었다. 18세기 영국에서 

문학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산업혁명으로 종이 값이 떨어지고 독자들의 소득이 증가해 

도서구입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창조할 수 있는 자유가 많아졌고 예술가들은 그 자유를  즐겼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예술가들은 단 한명의 후원자나 고객에 의존하지 않는다. 

예술가들이 단 한명의 후원자에 의존할 때 그는 후원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후원을 포기해야 한다. 금전적 지원의 원천이 다양할 경우 

예술가들은 자신의 취향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예술형태가 출현한 것도 자본주의에 의한 기술의 발달 때문이었다. 전자 

레코드라는 수단이 발명되어 블루스, 로큰롤, 재즈 등이 확산되었다. 지금은 디지털 기술로 

새로운 예술형태가 창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디오카세트, 레코드, DVD를 통하여 

과거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인은 비디오를 통해 엘리자베스 시대보다 

섹스피어를 더 쉽게 관람할 수 있고, 레코드를 통해 고전음악 작곡가가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쉽게 고전음악에 접근할 수 있으며, DVD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그너의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창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며 생활할 수 있는 예술 

형태의 종류가 증가하였다. 18세기의 작가들은 소설이나 희곡 등의 베스트셀러를 써야만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오늘날의 작가들은 과학소설, 미스터리, 전기, 여행기 등 다양한 

장르에서 돈을 잘 벌어 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   

  부유한 경제는 다양한 예술 사조가 공존할 수 있게 한다. 경제적인 안정은 예술가들에게 

사회 관습적 가치를 거부할 여지를 준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보헤미안과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 사실 돈에 관심을 갖지 않는 

예술가들은 부유한 사회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사치재와 같은 존재들이다.  

 

자본주의와 삶 

 

   어떤 사회에서든,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든, 사회주의 사회에서든 경제성장과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어쩌면 자유는 물질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도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필요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표방하는 이념과는 달리 오히려 경제성장, 산업생산, 물질적 목표를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희생을 더 많이 요구한다. 따라서 속세를 떠난 삶을 살고 싶어 하거나, 

물질적인 것을 떠나 어떤 정신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 그와는 달리 

자본주의는 개인의 목표가 무엇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다.   

  자본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보다 더 많이 평화롭게 공급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한 인류 역사 상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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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제도다. 사회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낮추고 소수의 특권층이 많은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사회체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사람들의 자유가 

사라졌으며 노예형태의 삶을 살았다.  

  자본주의가 경제적 효율성이나 부와 복지 향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가 인생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도덕 원리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 도덕 

원리란 바로 개인의 존엄과 개성을 존중하는 원리다. 인간을 목적으로 조정하려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권리와 가치를 인정하는 원리다. 자본주의에서는 강제와 폭력보다는 

설득과 자발적 교환을 사용한다.  

  자본주의는 비폭력적인 자유를 바탕으로 발전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나 강제는 

도덕적 질서에 위배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인관관계에서는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 즉 경제적 및 정치적 자유는 도덕성의 필요조건이다. 도덕적 삶은 개인들이 외부의 

간섭과 강제로부터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자발적으로 상호이익이 

되게 교환이 허용되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선택의 자유와 일치하며, 그리하여 개인의 

양심의 고결함이 존중되는 도덕적 질서를 가장 잘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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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주의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추구 
 

  자유주의 원리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사회를 흔히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가 사회의 특정 계층, 즉 유산자, 자본가 및 

기업가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틀렸다. 자유주의는 어느 

특정 집단이 아닌 오직 사회전체의 이익을 추구하여 왔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개인의 부를 증가시키고 사회 전체적인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즉 모든 

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운동이다. 

   물론 사회주의, 복지국가, 정부개입주의 등 기타 정치활동도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유주의, 사회주의, 복지국가, 정부개입주의 등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비록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체제든 그것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 봐야 한다.  

  자유주의를 채택한 이후 인류의 생활면모가 변했고, 모든 이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사회주의 체제로 간 국가들은 다 몰락했고 복지국가 체제로 간 

국가들은 곤경을 겪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의 경험에서도 증명된다. 최근 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결과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일부 남미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에서는 자유주의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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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하여 최소한 5억 명 이상의 인구가 절대빈곤으로부터 구제되었다. 사정이 

이러한 데 자유주의가 특정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자유주의 집단이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면서 열성적으로 선동한 결과 

자신의 불행과 가난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탓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나 

선동가들이 아무리 자유주의를 깎아 내려도 ‘ 자유주의’ 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경멸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자유주의적 선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 자유’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단어에서 좋게 느끼는 어떤 정서를 없앨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유주의라는 말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자유주의 제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멸을 

자본주의에 쏟아 부었다. 자본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 자신의 부만을 생각하는 

냉혹한 자본가를 연상시키게 만들었다. 

 

자본주의와 박지성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주장은 허구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들은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수가 그들의 

수입에 비해 훨씬 더 많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맬더스적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더욱 착취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시장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왔고, 맬더스의 견해는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잘못되었음이 증명되었다. 

시장이 자유로울 때, 즉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국내외적으로 자유무역의 원리를 

왜곡하지 않았을 때, 인간의 창조성과 기업가 정신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개발하였고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은 결코 착취될 수 없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노동자들이 항상 착취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념적인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며, 실제로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자유주의적 선동가들은 자본주의는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체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허구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 갖는 유리한 

면이 있다. 부가 시장에서 보다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부는 하나의 유리한 점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품, 개성, 

재능, 선의, 인내, 성실 등이 부보다 더 큰 성공을 낳아 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어느 

누구에게도 법적인 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것을 보다 더 잘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사실이 확인된다. 빌 

게이츠는 MS 운영체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다. 현대의 

정주영은 건설과 자동차, 안철수는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조용필은 노래, 박지성은 축구, 

이승엽은 야구로 그리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위치를 어떤 특정 

계급, 혹은 선택된 소수가 차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위치가 지속적으로 변해 왔다.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 

 

  정부가 어떤 선택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었던 것은 자유주의가 아닌 과거 봉건주의와 

중상주의 시대였다. 당시에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자본가들이 시장에서 과도한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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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였던 것은 물론이다. 또한 일부 선택된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사회는 사회주의, 집단주의, 연고주의, 그리고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심한 사회다. 이러한 반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과 부의 배분이 능력과 노력보다는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실상은 이점을 아주 잘 보여 

준다. 북한에서 가장 흔하게 특권을 얻는 방법은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 위원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하는 집안에게는 외국과의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누린다. 이러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의 0.1% 정도고 나머지는 다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자유주의적 선동가들은 반자본주의 

조치로써 발생한 현상들을 보고 자본주의를 비난한다.  

  반자유주의적 선동가들이 반자유주의적 정책에서 연유한 모든 좋지 않은 결과들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탓으로 비난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원칙들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자본가와 기업가의 이익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는 많은 기업가와 자본가들이 보호관세를 주장하는 것을 예로 들어 이것이야말로 

자본가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호관세와 같은 정책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정책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것들은 반자유주의 반자본주의 

정책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가들이 보호관세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반자유주의적 사고가 

발현된 것이지 자유주의와는 무관하다. 이것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것은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며 달의 모양을 평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 선동가들은 생산기술의 진보는 모두 다 선택된 소수의 이익만을 증진시킬 뿐 대중은 

점점 더 궁핍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기술과 

산업의 발달은 대중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었다. 물론 새로운 기술이 처음 

개발되어 공급된 양이 많지 않았을 때 그것의 가격이 높아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낮아져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향유하게 된다. 지금까지 자동차. TV, 컴퓨터, 신약 

등 모든 제품이 그러한 과정을 밟아 왔다.   

  오늘날 세계가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따르고 있는데도 아직도 가난과 불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논리가 될 수 없다. 다른 정책이 채택되었더라면 이보다 더한 

가난과 불행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우리가 바라는 바와 같지 않다고 해서 

자유주의적인 원리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달성한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현재의 여건과 중세기, 혹은 근세 

초기의 생활여건을 비교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때보다 엄청나게 잘살고, 현대에서도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살고 있는 

것이다.   

 

<참고한 문헌> 

 

Mises, Ludwig von. Liberalism in the Classical Tradition, Cobden Press and The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1985.(『자유주의』(이지순 역), 한국경제연구원,  

 1995.)   

 

4. 반자본주의 정서의 원천 
 

  계급이나 신분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은 태어나는 환경에 달려 있다. 귀족의 집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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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 귀족의 삶을 살게 되고, 노예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불행을 자신의 탓이 아닌 조상 탓, 즉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와는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은 순전히 

자기하기에 달려 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잘 알고 만족시킨 사람은 

성공한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거나 사회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이나 신분 사회에서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조상 탓, 즉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이 세상에 자신의 소망을 모두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자신을 앞질러 가고 있어 잠재의식에서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항상 있다. 그것은 실업자가 직장인에게, 공사판 일꾼이 

공사감독에게, 임원이 부사장에게, 부사장이 사장에게,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억 

원 받는 사람에게, 3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대저택에 사는 사람에게 갖는 감정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보고 자신의 부족함과 불충분함을 인식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의 주제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희생양을 찾으려고 한다. 내가 가난한 것은 가난한 부모 탓이다. 나도 부자 부모를 만났으면 

저 사람만큼 성공했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출발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서 시작했거나 그 보다 못한 처지에서 시작하여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냐면 그렇지도 않다.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명을 한다.   

  또 실패한 사람은 자신이 실패한 이유가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한다. 그는 적어도 자신보다 앞선 사람만큼 똑똑하고, 효율적이며, 근면한데, 불행하게도 

사악한 사회 제도가 자신과 같은 가치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부정직한 자, 파렴치한 불한당, 사기꾼, 착취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에게 

보상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실패한 것은 자기가 정직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자신은 

인격이 훌륭해서 자신의 경쟁자가 출세를 위해 썼던 술수 같은 것은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선과 가난 그리고 악과 부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자기는 선과 가난을 선택했고 악과 부를 거부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희생양을 찾는 사람들은 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의 운명을 원망하고 시기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중상과 비방으로 그러한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한다. 그래서 남이 잘되는 

것을 샘하고 미워하는 시기심으로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오고 싶어 한다.  

   이러한 마음은 곧 선동가들의 표적이 된다. 선동가들은 잠재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켜 권력과 배분의 위치에 자신들이 선출되도록 한다. 

이렇게 선출된 선동가들은 항상 부자들의 탐욕과 부패를 과장하여 떠들어 대면서 많은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 성과라는 것은 항상 우울하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더 못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성과가 좋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시기심에 찬 대중들을 

선동하여 부자들을 수탈까지 한다. 

  경제적으로 동일하게 되겠다는 시기심은 정치가라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낳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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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라는 사람들은 인기를 쫒고, 명예와 서비스 대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다. 그들은 옳은 것이 아닌 대중의 인기가 있는 것만을 추구한다. 정치적 권력을 

소유하면서 그들은 점점 국가를 전제국가로 만든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자유는 그들 

손에 넘어가게 되고 소득과 지위의 균형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정부 관리가 부자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정치적 권력이 경제적 생산성보다 우선하게 되고 그 위에 군림하게 

된다. 

 

마르크시즘 

 

  반자본주의 정서의 또 다른 원천은 정신분열적인 유토피아에 대한 열정이다. 머리 좋은 

지식인들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개인적인 중상과 비방 대신에 자신들의 증오를 철학으로 

승화시킨다. 즉 반자본주의 철학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낸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데 온 

힘을 쏟으면서 자신의 실패가 ‘ 내 탓’ 이라는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망상 

속에서 도피처를 찾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르크시즘이다.  

  마르크시즘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적인 사고에 배치되는 두 가지 가정에 위에서 출발한다. 

첫째 가정은 ‘ 인간의 생산적인 노력을 요하지 않으면서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산의 ‘ 하부구조’ 가 아주 풍부하여 그것을 사용하는데 절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시즘은 ‘ 실질적으로 무한한 생산의 증대’ 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둘째 

가정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이 ‘ 무거운 짐에서 즐거움’ 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필수사항’ 이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시즘이 상정하는 모든 재화가 

넘쳐흐르며 일하는 것이 즐거움인 세상은 그야말로 천국이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자기가 

바라는 바를 달성하는데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전혀 없다. 따라서 그것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공상에서 행해지는 바람일 뿐 

현실에서는 그러한 세계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시즘은 정신질환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던 고귀한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결함 때문이라고 믿는다. 불만을 가진 자는 

기존제도를 뒤집어엎어버리면 여태껏 방해받았던 자신의 성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또한 그는 망상에 사로잡혀 망상과 논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주저 없이 

논리를 희생하고 망상을 선택한다. 이러한 위안이라도 없다면 삶이 너무나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패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잘못되어서 그리 된 

것이라고 말하며, 또 그렇게 확신하면 억눌렸던 자신감이 살아나고 열등감의 고통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독실한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다음 

세상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현세에서 당하는 고통을 보다 쉽게 

이겨 낼 수 있듯이, 그런 사람에게 사회주의는 세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된다. 그러나 영생을 누리고 내세에서의 보답이 있고 부활하리라는 종교적 믿음은 보람된 

삶을 살도록 만들지만, 사회주의가 약속하는 것은 이와 전혀 다르다. 절망과 고통뿐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이에게 부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각자의 

정신 및 신체의 완전한 발달, 모든 사람이 지닌 예술적, 과학적 재능의 만개 등을 약속한다. 

사회주의적 이상향은 모두 행복한 초인들로 이루어진 완전무결한 왕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난센스다. 그런데 이러한 난센스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회주의나 정부통제의 사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된다. 자기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못살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을 더 못살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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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유주의의 기초 

 

1. 사유재산권 
 

  아침마다 우유를 마시기 위해 아파트에서 젖소를 기를 필요는 없다. 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커피 플랜테이션을 소유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관심 

있는 일을 선택하여 거기에서 얻는 소득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우유와 커피를 사서 마시면 

된다. 이것이 인간 사회다. 

  인간사회는 분업을 통해 협동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다. 개인들이 고립되어 활동하기 

보다는 분업의 원리에 입각하여 협력한다면 각자가 자급자족으로 생산하여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 체력에서 대부분의 동물들보다 연약한 인간을 지상의 

주인이며 놀라운 기술의 창조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분업이다. 분업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의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조상들보다 어느 면에서 보나 나아진 바가 없었을 

것이다.  

   인간 노동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다. 생산되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과 물질적 생산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 물질적 생산요소에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지구상의 물질과 자원은 물론, 이런 일차적 원재료에 노동이 투입되어 

생산되어진 중간재도 포함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생산요소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생산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토지라는 생산요소에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자연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서 지구의 표면은 물론, 땅 속, 물 속, 그리고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유용한 자원과 힘이 포함된다. 자본은 기계, 도구, 모든 

종류의 반제품과 같이 더 많은 생산을 위하여 토지와 노동이 더해져 생산된 모든 중간재를 

포함한다.  

 

사유재산권은 경제발전의 원천 

  

   분업에 바탕을 둔 두 개의 상이한 인간 협동 사회가 있다. 하나는 생산요소의 사유에 

기초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생산요소의 공동소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회다. 전자는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라고 하며, 후자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한다. 분업에 바탕을 

둔 사회에서 인간협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생산요소의 사적 소유다. 모든 

생산요소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작동이 불가능하다. 생산요소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회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경우 노동의 생산성을 감소시켜 

결코 더 큰 부를 창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유재산권은 소유자가 생산요소의 배타적인 사용과 처분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사유재산권은 개인에게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기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사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면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는 매우 

낮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소득이나 이득이 없다면, 

열심히 일할 사람이 없게 된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된 사회의 경제는 발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는 쇠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구소련, 과거 동유럽,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몰락하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여 정부가 

일부 자원을 소유 배분하는 복지국가의 경제발전이 둔화된 사실에서 확인된다. 

  사유재산권이 경제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소련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소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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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거의 모든 토지를 소유했지만, 개인에게 사유지로 1인당 1.2에이커 정도를 

허용하였다. 이 사유지는 소련 전체 토지의 3%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 

사유지에서 생산된 우유는 소련 전체 우유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육류는 전체 

생산량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사람들이 아침에 집단 농장에 나가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혼신을 다해 일을 한 결과인 것이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사유재산은 자유의 필요조건이다. 사유재산은 개인이 정부나 타인의 강탈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정부가 모든 자원을 소유하면 개인은 정부의 강제로부터 거의 

보호받지 못한다. 국가가 모든 건물과 인쇄 및 언론 매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얼마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는가. 국가가 모든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유롭게 개인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제거하고 

사유재산에 의존하는 시장을 억압하면, 모든 자유는 사라지게 된다. 노동을 통한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면 자유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유재산은 사생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 필수적이다.  

  사유재산은 도덕적 자유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자기 자신의 일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 이것은 자기가 소유한 재산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사유재산은 자기 자신의 생존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갖도록 해준다. 만일 국가가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정부가 국민의 생존과 

미래를 보장해줄 터이니 국민들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 국민들의 생활은 

정치화된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해 보상 받기보다는 정치적 활동을 통해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이나 특권을 얻어 이익을 보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의 윤리가 

파괴되며 사람들이 국가에 의존적으로 되어 간다. 국가 개입이 클수록 부정부패, 시민의식의 

결여, 이전투구 등의 양상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개인은 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국가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훼손하고 옳고 그름의 선을 불분명하게 만들 때 개인의 행위를 인도할 도덕적 나침반은 

작동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유는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이 

허용되는 곳에서만 존재한다.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개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법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산주의로 인해 극도의 빈곤을 겪고 있는 북한의 실상에서 확인된다. “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들은 영양실조뿐만 아니라 정서도 메말랐다. 옆집이야 굶어죽든 말든 내 뱃속만 

채우면 된다는 풍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 5월 어느 날 무산의 한 가정에서는 연길에 

사는 친척의 도움으로 회갑잔치가 열렸다. 회갑노인이 숟가락도 들기 전에 음식 냄새를 

맡은 동네 사람이 몰려들었다. 회갑연이라 그냥 올 수 없었던지 모두들 꼬깃꼬깃한 

10원짜리 한 장씩을 들고 왔으나 집주인은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번 먹을 것을 

주면 계속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 김일성 사망 2년 연변에서 본 

북한(3)’  1996년 7월 8일 월요일 42판 3면).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면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 줄 수 없다. 

사유재산권이 있는 사회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을 때 나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국가가 모든 자원을 소유할 경우 이러한 자선 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회일수록 자선행위는 감소한다. 복지국가는 사유재산권을 

약화시키며 개인의 자선행위를 쇠퇴시킨다. 복지국가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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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소위 “ 복지의 권리” 를 종교의 교리처럼 내세운다. 그리고는 정치인들은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을 이용하여 마치 선행을 베푸는 은인 행세를 한다. 정치인들은 

선행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그렇게 한다. 정치인들은 

자기 돈은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도덕적 허울을 쓰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선행이라는 것은 ‘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실제로는 아무 것도 없다. 사유재산을 

억제하여 마련한 돈으로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자선이 아니다. 

그것은 강요된 자선일 뿐이며 법적인 약탈이다.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다. 결론적으로 

자유는 도덕적 책임의 필요조건이고 사유재산권은 자유의 필요조건이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을 남보다 우대받는 위치에 있게 만든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재산을 소유한 자본가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재산 소유자들이 현재 누리는 

좋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필요불가결한 봉사를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자본가는 사회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곳에 자신이 소유한 생산요소를 사용해야만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현명하지 

않게 투자한다면 손해를 볼 것이며, 더욱이 그 실수를 제때에 고치지 않는다면 누리고 있는 

우대받는 위치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자본가가 아니며 그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이 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요소를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통제할 권한을 준다. 따라서 자본가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유한 재산이 보다 많은 생산물을 생산해 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첨고한 문헌> 

 

Mises, Ludwig von. Liberalism in the Classical Tradition, Cobden Press and The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1985.(『자유주의』(이지순 역), 한국경제연구원,  

 1995.)  

 

 

2. 평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협력하고 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브라질, 설탕은 태국, 육류는 호주, 포도주는 칠레, 그리고 가죽은 케냐에서 

공급받는다. 이것들과 교환하기 위한 우리 상품들 역시 전 세계의 여러 지역으로 공급된다.   

  이와 같은 분업은 평화가 지속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분업은 한 마을 심지어는 한 가족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도시와 농촌간의 분업은 

적어도 그 지역 내에서의 평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내란 가능성이 없어야 분업이 국가 

전체에 적용된다. 만일 분업이 전 세계에 적용되려면 국가들 간의 영구한 평화가 확실해야 

한다. 

  분업은 인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사회적 동물로 변화시킨다. 자급자족 농민들이 

서로 전쟁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기 농장에서 자신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마을이 둘로 나뉘어 한편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또 한편에는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싸운다면 한쪽에서는 

고기를 먹지 못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쌀을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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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을 깨뜨려 각 집단이 그 구성원들의 노동력만 갖고 생활하도록 강요한다. 그로인해 

양자가 서로 곤란을 겪게 된다.  

 

시장경제는 평화를 사랑한다 

   

  자발적 교환활동은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이다. 자발적 교환은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안전성을 유지하려는 인센티브가 있다.   

  19세기 자유주의 및 자본주의로 인해 국제관계의 복잡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번영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봉건적이고 중상주의적인 

법들이 철폐되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유롭게 실험하고, 혁신하고, 발명하고, 저축하고 

투자하였다. 이러한 개인들의 행위로 인해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생산성이 증가하였고, 

생산과 무역이 확대되었다.  

  국가 간 무역은 세계 도처의 사람들을 보다 가깝게 만들었다. 상호존중과 우정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사람들은 자발적 거래가 쌍방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의 부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정복과 전쟁이 아닌 무역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깨달은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국수주의를 버리고 전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유주의 전성기였던 기간, 즉 나폴레옹 전쟁(1815)과 세계 1차 대전(1914) 발발 

전까지 약 1세기 동안이 전쟁의 참혹함이 거의 없었던 시기다. 현대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말부터 자유주의의 사상이 새로운 사상으로 대체되었다. 이 새로운 사상의 

핵심은 이 사회에는 피할 수 없는 투쟁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인 교환으로부터 이익을 보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갈등을 제거한다고 역설한 

반면, 새로운 사상은 사회적 관계에서 투쟁은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상은 

국가와 국가, 부자와 빈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인종과 인종, 계급과 계급, 고용자와 

피고용자, 구매자와 판매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토착민과 외국인 간의 투쟁을 부추겼다.  

  사실 이 “ 새로운”  사상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단지 옛날 이론을 새롭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 주창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예전에 폐기하였던 “ 한 사람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손해며, 다른 사람의 희생 없이는 누구도 이익을 얻지 못한다.” 는 

아이디어를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개인은 ‘ 능력에 따라’  일하고 ‘ 필요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는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및 착취이론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16세기와 17세기 

중상주의자들로부터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여 금을 확보하는 것이 낫고,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여야 하며, 국가는 자급자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빌렸다. 이 

‘ 투쟁’  이론은 사회주의, 민족주의, 보호주의, 제국주의, 국가주의 및 군국주의 등으로 

발전하였다. 이 주창자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마침내 성공하였고, 그 

결과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쟁의 원인: 정부 개입 

  

  자신이 커피 농장의 주인이 아니면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 사람은 돈을 내고 커피를 사서 

마셔야 한다. 그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브라질인이든 그렇게 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노동력이나 재화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소득을 얻은 다음, 그 소득의 

일부를 커피 마시는데 지출해야 한다. 커피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커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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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대가로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재화나 서비스를 수출한다. 그래서 자유시장경제의 

세계에서는 무력적인 침략에 대한 경제적인 동기가 없다. 자유시장경제의 세계에서 한 

국가를 정복하거나 식민지를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의 세계에서는 많은 시민들은 자신의 복지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복속시키는 것으로 믿는다.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커피를 얻기 위해 

채택한 방법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바로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를 합병하는 것이었다. 세계 

1차 대전 후 독일에서 초 인플레이션이 모든 저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중산층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사람들은 굶주렸다. 히틀러가 등장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였다. 그는 

민족적 자긍심을 부추겼고, 시기와 증오를 불러일으켰으며, 경제문제를 유태인 탓으로 

돌렸다. 여기에 설득당한 독일인들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유주의가 아닌 나치즘, 

평화가 아닌 전쟁을 택했다. 히틀러는 독일인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식량과 자원을 얻기 

위해 유태인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주변 유럽 국가들을 침공하였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일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였다. 자국 국민들의 경제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웃나라들을 침략하였다. 그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자유시장경제의 세계에서 민간에 의한 무역은 여러 국가들의 민간 기업들 간의 사적인 

문제다. 어떤 마찰이 생기면 그것은 민간 기업들 간의 문제다. 따라서 국가 간의 정치적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의 세계에서 무역이 정부의 일이 되면 

그러한 마찰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다. 그러한 세계에서 만일 한국이 일본이 아닌 

중국으로부터 강철을 산다면, 일본 국수주의자들이 ‘ 감히 한국과 같은 조그만 국가가 

그러한 일을 저지르다니’  하고 무력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20세기에 일어났던 전쟁은 

바로 이러한 경제 전쟁들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쟁이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목표로 하는 정부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으며, 오도된 대중들이 지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새로운 전쟁을 피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기업,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쟁을 피하고 싶으면 우리는 전쟁의 동기를 

제거해야만 한다. 각국의 정부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커져가는 것은 세계 평화의 

장애물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고한 자유시장경제체로의 회귀다. 

분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사람들을 보다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하다. 그 평화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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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앞에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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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은 없다. 나무라고 하여도 소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측백나무 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인 소나무라고 해도 동일한 소나무는 

한그루도 없다. 키가 큰 소나무, 키가 작은 소나무, 솔방울이 많이 열리는 소나무, 적게 

열리는 소나무, 곧게 뻗은 소나무, 구불구불 틀어져 자란 소나무, 어느 것도 서로 같지 않다. 

자연은 창조하는데 있어서 반복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은 한꺼번에 동일한 것을 

여러 개씩 복제하여 만들지 않고, 또 자연의 산물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백인, 흑인, 황인 등 모두 다르다. 같은 백인이라도 키가 큰사람, 작은 

사람, 얼굴이 둥근 사람, 길쭉한 사람, 머리 색깔이 검은 사람, 노란 사람 등 다 다르다. 또 

키와 체중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능력, 의욕, 지능, 체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각기 

다르다. 따라서 인간이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허황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의미는 인간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 권리란 다름 아닌 자기소유권(self-ownership)이다. 자기소유권이란 인간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권리는 정부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천부권이고 인간 본연에 

내재되어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보유한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를 만든 것이다.  

  이 점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바와 다른 점이다. 그들은 인간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 즉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서 남을 지배할 권리와 책임을 부여 

받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와 집단주의의 형태는 바로 이러한 개념,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 결정해주어야 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인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권리를 갖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어 

기본적인 인권이 부정되는 것이다. 

 

자기소유권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생존권을 

갖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정당하지 않게 해치는 것은 엄청난 범죄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존권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권을 

자기소유권이 아니라 의식주, 의료, 8시간 노동 등 생필품에 대한 기본 권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생존권이 이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어느 한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강제하여 

그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주도록 하는 권리가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기본권을 위반하는 것이다. 생존권의 올바른 의미는  다른 사람을 강제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생활의 증진과 발전을 위해 행동할 자유권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이 법에 

의해 모든 사람이 불평등하게 다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이가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다. 인간들 사이에 비자발적인 예속 관계가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노동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생산성을 실현시키려면 노동자는 자유로워야만 한다. 

자유노동자만이 스스로의 노력을 다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사람들 간에 권리와 의무가 상이한 사회에서 

평화는 불가능하다. 권리가 부인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연합하여 그 권리를 

부인하는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 특정인, 혹은 특정 그룹에 대한 특권이 사라져야만 사람들 

간의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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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본권으로 알고 있는 생각, 언론, 출판의 자유는 바로 자기소유권으로부터 나온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소유하고 자신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를 향유해야만 한다. 사실 생각의 자유는 부인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압제적인 정부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 그래서 신문, 방송, 케이블, 이메일, 기타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지적 자유 

형태를 통제한다. 우리가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인쇄기, 강당, 게시판, 라디오, 전파, 컴퓨터 

등등의 재산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정부에 의해 소유되어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각,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사유재산권이 필수다.  

 

소득격차를 유발하는 경제적 평등 

 

  법 앞의 평등만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법 앞에 

평등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평등하게 

하려면 모두에게 동일한 소득을 주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법에 의해 출생과 지위에 의한 

특권을 폐지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지위와 특권을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에서 수반되는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는 재산소유자에 대한 특권이 아니다. 특권이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집단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중세의 

봉건제도 하에서 영주는 태어날 때부터 재판권을 가졌다. 그 재판권은 판사로서의 능력이나 

자격과는 관계없이 상속, 부여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영주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법률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발하여 부여하는 재판권은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대중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권은 어떤 제도적 장치가 집단 또는 특정인에게 이로우냐가 아니라 

일반대중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 판별되어야 한다. 어떤 제도가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에게만 이로운 것이면 그것은 특권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대중에게 이로운 것이면 

특권이라고 할 수 없다. 사유재산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인류는 잘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잘살게 만드는 사유재산권은 생산요소를 소유한 사람의 특권이 아니다.  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면 앞에서 언급한대로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한된다.   

  법 앞의 평등이 아닌 경제적인 평등을 위해 부를 재분배 하면 오히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오히려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분배의 강화는 개인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또 국내에서 소비하기보다는 해외로 나가 소비하거나 아예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과 교환활동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일자리가 줄고 소비가 감소한다. 임금 이외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음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면 임금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생활과 저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냉철한 고찰에서 나온 

결과이다. 자유주의는 그 이상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 이상 기대도 하지 않는다. 

동일한 권리와 법 앞에 평등은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참고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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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은 정부 
 

  인간에게는 선한 면과 악한 면 모두가 존재한다. 사람의 생김새가 각기 다르듯이 

사람마다 선함과 악함의 정도가 다 다르다. 아주 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악한 면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탈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을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행동이 제어되지 않으면 평화로운 인간 협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힘과 

강제력을 사용하여 그것을 막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회생활의 제반규칙을 순순히 따르도록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기능이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생명, 신체,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폭력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국가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의 규칙들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요와 강제력을 지닌 사회적 

기구다. 그리고 국가가 수행하는 규칙이 법률이며,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책임을 맡은 기관이 정부다. 그러므로 정부가 그 맡겨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자유, 또는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자유주의는 무정부주의가 아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강제적 조치 없이도 도덕률의 자발적인 준수만으로도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가나 법률, 그리고 정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무정부주의자들의 오류는 누구나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규칙들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있다. 그러나 사람은 때론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낼 수도 있고, 

분노나 시기심, 복수심에 불타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다면 무정부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의 주장은 아마도 천사와 성인들의 세상에서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자유주의는 강제력이 없으면 사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 일부 구성원에 의해 위협당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꼭 필요한 

구성원들의 행동규칙이 강제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에 국가, 법률, 그리고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 역할이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국가가 이 영역에서 벗어나 개인 생활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제한하게 

되면 인류의 역사 발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 하면 개인의 자유가 

파괴될 것이고 개인의 자유가 파괴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발명하고, 혁신하는 것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사회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가 몰락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가 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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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지면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다수에 의한 횡포로 사회의 발전이 후퇴하게 

된다.    

  국가가 강제와 강압의 장치라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소위 

‘ 야경국가’ 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강요와 힘의 사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회질서의 존속에 대해 위해가 되는 행동을 억압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의 요체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에 더하여 생산수단의 통제기능이 추가된다. 

  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통제를 반대하고 사유재산의 보호를 주장한다. 자유주의가 정부의 

활동영역을 사유재산권 보호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확장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생산수단의 사유제도를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을 전적으로 재산의 보호에만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왜 재산 소유자의 권리만을 보호해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사유재산제도를 지지하는 이유는 사유재산제가 인간 활동의 

사회 조직에 가장 적합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의 사유제도만이 인류사회의 번영을 가져 왔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제도는 

재산소유자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좋은 결과와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회제도이다. 자유주의가 사유재산제를 찬성하는 것은 재산 소유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만일 사유재산제 폐지가 일반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사유재산제도가 아무리 

재산소유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이익이 된다. 재산이 거의 없는 이 사회의 

가난한 사람조차도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보다도 훨씬 더 잘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 봉건시대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소련과 중국, 지금의 북한의 실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최소한의 국가 권력 

 

  권력은 누가 그것을 행사하든 그 자체가 악이다. 권력은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을 

타락시켜 그것을 잘못 사용하도록 만든다. 절대군주나 귀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대중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력이 커지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도 개인은 대다수가 바라는 것에 복종해야 하는 공동체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의 발전은 모두 대다수가 갖고 있는 관념이나 관습에서 벗어난 소수의 

극단적인 혁신활동이 나은 결과였다. 따라서 일부 소수들이 국가나 법률에 대해 좋지 않게 

말을 하고 무정부주의를 내세운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국가에 대한 혐오감이 지나쳐서 개인이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자유주의는 그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가 다수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국가권력에 대한 폭력적 저항보다는 지적인 

수단을 통하여 자신들이 다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권력을 잡고 있는 자와 견해를 달리할 때 시민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이 멸망이냐, 혹은 

국가 기구의 파괴냐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개인적 자유의 범위를 좁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가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존재다. 그것은 그 구성원과 국가의 기관인 정부가 그 

이름 아래 활동하고 있는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국가의 행동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관리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의 행동은 사실상 다 인간이 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력이 비대해지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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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히는 해악이다. 사회의 보전이라는 목표가 국가기관의 활동을 정당화시켜 준다고 해서 

그것을 남용하면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관리가 갖는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적인 생각, 자만심과 오만은 아주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한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긴 자의 반사회적 행위를 옹호하고 정부 관리와 국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국가가 지닌 강제력이나 범법자에 대한 합법적인 처벌이 한 사회가 

갖추어야 할 기능이다. 하지만 처벌의 목적은 전적으로 사회에 대한 해로운 행동을 가능한 

한 배제하는데 있어야 한다. 처벌은 결코 복수나 보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범법자는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지 정부 관리나 대중들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감정에 의해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주의가 국가 권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이 곧 국가 권력의 팽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믿기 

때문이다. 

 

<참고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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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자본주의와 부의 불평등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비판은 자본주의가 부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빌 게이츠, 워렌 버펫, 이건희, 정주영 등이 일반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보면 자본주의에서 

부의 불평등이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사람마다 능력과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은 모두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자의 성취, 

지위, 소득, 그리고 부 등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조용필과 같은 노래 잘 부른 가수가 

노래 잘못 부르는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을 벌 것이다.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것이다. 마술을 부려 오늘 우리 모두의 부가 동일하게 

되었다하더라도 내일 아침이면 우리의 부는 모두 달라질 것이다. 어떤 이는 그것을 소비할 

것이고 어떤 이는 저축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부를 평등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면 된다. “ 옆집에 사는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지 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마라.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을 하지 마라.”  그리고 경찰들을 배치하여 국민들이 이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 인간적이고 행복한 

사회인가. 

 

오늘의 사치품은 내일의 필수품이다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배를 위해 필요한 파이의 크기가 파이가 나누어지는 

방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오늘날 생산량이 이처럼 커진 

이유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의 불균형이 가능했던 자본주의 제도 때문이다. 

자본주의 제도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생산하도록 사람들을 

자극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유인이 파괴된다면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하여 균등하게 

분배해 보았자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부의 불균등이 허용된 사회에서 받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몫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북한과 과거 소련, 중국, 인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자의 것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려고 하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한 예를 보자. 1990년 미국은 보트, 비행기, 

보석 등에 대해 소비세를 인상하였다. 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사람들은 부자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간의 

간극이 좁혀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1991년 연방정부의 세수입이 3,1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세수입 증가는 1,660만 달러에 불과하였고, 

보트 산업에서 7,600개, 비행기 산업에서 1,470개, 보석 산업에서 33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실업의 발생으로 정부가 실업보험으로 지불한 금액은 2,420만 달러로 760만 

달러의 적자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부자의 돈을 

걷어 경제적 평등을 만들려는 조치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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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불균등이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기능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한다. 

그것은 부자의 사치다. 많은 사람들이 사치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 한쪽에서는 궁핍한 

생활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사치스런 소비가 사회 발전에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사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치성 소비를 옹호하는 이유는 사치성 소비가 부를 재분배시키기 때문이 아니다. 부자가 

사치성 소비를 해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발생한다고들 말한다. 이것 또한 일리가 있어 

보이나 역시 어불성설이다. 사치스런 소비가 없다면 사치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자원이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데 쓰이기 때문이다.  

  사치성 소비는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사치란 동시대의 일반대중의 생활방식과는 아주 

다른 생활방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치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시간과 관계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수품인 것들이 옛날에는 사치품이었다. 50~60년 전만 해도 실내화장실은 

사치품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나 집들에 모두 실내화장실이 

있다. 30년 전만에도 자동차는 사치의 상징이었다. 옛날에는 부자만이 외국을 여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해외영행을 하고 있으며, 점점 그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치품은 내일의 필수품이 된다. 모든 발전은 처음에는 소수의 부자들만이 쓸 

수 있는 사치품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필수품으로 변한다. 사치재의 소비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도입하도록 자극을 준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동태적 발전 요인의 하나다. 

그것 덕분에 진보적인 기술혁신이 일어났으며 모든 계층의 생활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었다.  

  물론 우리는 전혀 일하지 않고 인생을 쾌락 속에 보내는 부유한 유한계급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사회적 유기체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치스러움의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의 의식 속에 새로운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산업으로 하여금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유인을 주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계층 간의 이동성 

 

  부의 불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주의에서는 비록 지금은 가난하다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시골에 6.25 동란 후 1.4후퇴 때 혈혈단신으로 내려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참 열심히 일하였다. 열심히 일해 벌은 

돈을 조금씩 모아 논도 사고 밭도 사곤 하였다. 그러더니 나중에 그 일대에서 가장 토지를 

많이 가진 부농이 되었다. 반면에 당시에 사업을 크게 하던 아버지를 두어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 없이 자란 아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재산만 믿고 그랬는지, 인생을 성실하게 살지 

못했다. 결국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을 거의 다 탕진하고 지금은 근근이 살아간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다. 가난했던 사람도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만큼 잘살고 아무리 처음에 

잘살았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이다.  

  자본주의가 비교적 가장 잘 발달된 미국의 사회에 대한 한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1995년 8월 28일자 Investor's Business Daily에 난 기사에 의하면, 

“ 소득세 신고서를 조사한 결과 1979년 상위 20%에 들어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1988년에 중하위 소득계층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1979년 최하위 20%에 있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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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가 1988년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반면, 20.7%가 한 등위 올라섰고, 35%가 두 등위, 

25.3%가 세 등위, 그리고 14.7%가 최상위 20%로 올랐다.” 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 계층 간의 이동성이 높다. 그러나 사회주의, 집단주의, 

정부의 간섭이 심한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자원배분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나 정부 관리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를 축적하기가 용이하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자와 근접해 있는 사람이나 연계를 

가진 사람이 사업 허가권을 쉽게 얻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반면, 그러한 연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부를 축적할 수 없다. 보통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권력자나 정부 

관리와 연계성을 갖기가 쉽다. 그래서 반자본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한번 가난하면 쉽게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경제적 불평등은 노력과 성공을 처벌하는 식의 분배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인간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인정하고,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 가질 수 없는 자’ 로 만드는 수많은 정부개입을 

제거하는 일이 더 생산적이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과 헤리티지재단이 공동으로 발표한 

세계 각국의 ‘ 2007년 경제자유지수’ 에서 세계화와 더불어 경제적 자유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빈국들의 소득이 나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적 규모의 빈부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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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주의는 실현 불가능 
 

  1991년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붕괴하였다. 그 뒤를 이어 줄줄이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 

등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사회주의가  

희대의 사기였음이 증명되었다. 사회주의는 번영, 평등, 안전을 약속하였지만,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빈곤, 불평등, 비참함, 그리고 폭정이었다.  

  사회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행동의 기본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국가가 모든 자원을 소유하고, 중앙계획에 의해 생산 분배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경제활동을 움직이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없다. 인센티브를 

무시하는 사회주의는 인간 본성과 맞지 않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센티브의 중요성 

 

  인간 사회에서 인센티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1860년대 영국이 호주로 죄수를 수송할 때 

일어났던 사건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영국 정부는 배의 선장들과 계약을 맺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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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들을 호주로 이송하였다. 호주에 도착한 죄수들의 생존율은 40%에 불과하였다. 

인권단체, 교회, 그리고 정부기관들은 죄수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인간적으로 잘 

다루어 달라고 배 선장들에게 간절히 호소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호소를 해도 생존율은 

40%를 넘지 못하였다. 

  에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이라는 사람이 선장들의 유인을 변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영국에서 죄수를 배에 태울 때 영국 항구에서 죄수 1인당 얼마를 지불하는 대신에 호주에 

도착한 후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하도록 했다. 그러자 죄수의 생존율이 즉각 98% 이상으로 

증가했다. 선장들이 정원의 2~3배 이상을 태우지 않고 정원만 태우며 위생시설을 잘 

갖추고 죄수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갑자기 배 선장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서 아니었다. 선장들의 이익 때문이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일을 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이와는 달리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자본주의의 인센티브 구조는  첫째, 사유재산권, 둘째, 이윤과 손실의 시스템, 셋째,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주의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사유재산의 부재에 있다. 사유재산은 

경제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다. 사유재산권은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인센티브를 준다. 자기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가질 수 없으면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소득이나 

노력이 없다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없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한다. 

 사회주의는 정의 그대로 자원의 공동소유다. 자원이 공동 소유되면 자원이 파괴되고 

낭비되는 비극이 일어난다. 개인 소유의 주택에 비해 공공주택이 관리가 잘 안 되고 폐허가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목초지가 공동 소유였을 때 소들이 목초지의 풀을 모조리 

뜯어 먹어 황폐해질 때까지 소 주인들이 방치한 사례에서 알 수 있다.  

  토지가 개인소유라면 그 개인은 토지로부터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며 소득 창출이 

미래에도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가 목재업을 하고 있다면 그는 소유한 토지에 있는 

나무를 몽땅 베어내는 대신에 베어낸 만큼 나무를 계속 심어 간다. 그래서 자원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자연히 환경파괴가 적다. 그러나 모든 자원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원의 미래가치를 걱정하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원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가 심하다. 그것은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된 자본주의 

사회보다 사회주의 체제였던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서 자원 및 환경 파괴가 훨씬 심했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요컨대 공유의 비극으로 인해 자원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쟁적인 이윤과 손실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윤과 손실의 시스템은 모든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장치다. 소비자를 

만족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기업은 이윤이라는 보상을 받는다. 반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손실이라는 처벌을 받는다. 

경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과 손실의 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기업에게 사회의 귀중하고 희소한 자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왜냐하면 손실을 내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사업을 접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과 손실의 시스템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키게 하는 규율 장치다. 

  그러나 이윤과 손실에 의하지 않고 중앙계획의 명령에 따라 기업이 운영되는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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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기업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소비자를 잘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장치가 없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성과는 중앙계획당국이 

내린 명령을 잘 이행했는지 여부에 의해 평가된다. 예를 들어 중앙계획 당국은 유리 공장에 

1톤의 유리를 생산하도록 명령을 내리면 유리 공장은 그 명령에 따른다. 그래서 실제로 

소련에서 생산된 유리의 무게를 기준으로 경영자와 노동자의 성과를 평가하자 대다수의 

유리공장에서 밖이 내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겁고 두꺼운 유리만을 생산했다. 평가 기준을 

면적으로 바꾸자 공장들은 최대한 넓게 만들어 조그만 충격에도 잘 깨지는 유리를 생산해 

냈다.  

  이 처럼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을 규율하여 어떤 사업을 

확장하고 어떤 사업은 접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는 

경제활동을 조정할 효과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인센티브가 없는 

사회에서 결과하는 것은 빈곤과 비참함이다. 쓸모없는 재화의 생산으로 인해 귀중하고 

희소한 자원이 끊임없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가격의 부재와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가격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시장경제에서 가격제도는 완벽하게 경제활동을 유도한다. 

시장가격들은 희소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가격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인센티브가 있는 경제정보가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OPEC의 석유 감산으로 석유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고 하자. 석유 가격의 

상승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오른 석유가격으로부터 소비자들은 

석유의 공급이 줄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며, 

기름을 덜 먹는 소형 자동차를 구입하는 식으로 반응할 것이다. 한편 어떤 생산자들은 석유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어떤 생산자들은 다른 대체 에너지원을 찾거나 

개발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와 공급자들의 행동으로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는 상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약 가격이 통제되거나 간섭받는다면 가격은 자원 공급의 변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석유 가격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올랐는데도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낮게 통제하면 소비자들은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며, 소형자동차를 구입하지 않는다. 반면 

생산자는 휘발유 가격이 낮기 때문에 휘발유의 공급을 줄이게 된다. 그리하여 시장에 

공급된 휘발유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치 못하게 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한다. 줄을 서서 기다리기 싫은 사람은 

주유소 주인에게 뇌물을 주어 다른 사람이 안 보일 때 와서 재빨리 넣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실제 비용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위험의 비용이 추가되어 

시장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격보다 훨씬 높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모든 가격이 통제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실제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식량을 

구하거나 필요한 재화를 구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혹은 하루 종일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사회주의가 망하는 이유는 바로 임의적인 가격에 의한 혼란과 비효율성 

때문이다. 통제된 가격은 정보를 왜곡하고, 왜곡된 정보는 가격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소련이 붕괴했을 때 일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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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이 ‘순수한’사회주의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실패한 것은 

불완전한 사회주의였지, 순수한 사회주의였다면 성공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문제가 있고 ‘순수한’사회주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순수한’ 사회주의는 

실행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억지다. 이들은 ‘이론적으로 완전한’사회주의를 ‘현실의 

불완전한’자본주의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라면 경제적 

시스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완전하고 자원이 무한정한 세계에서는 어떤 경제체제든 잘 

작동한다. 자본주의가 되었든, 사회주의가 되었든 관계없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 

세계에서의 선택은 ‘불완전한’ 사회주의냐 ‘불완전한’자본주의냐에 있지 ‘완전한’ 

사회주의냐 ‘불완전한’자본주의냐에 있지 않다.    

  잘 보장된 사유재산권, 이윤과 손실 제도, 그리고 시장가격이 없는 사회주의 경제는 

침체되고 몰락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경제적 참상은 바로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를 무시한 결과이다. 아무리 풍부한 자원을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효율적인 인센티브제도가 없으면 가난하고 비참해진다. 세계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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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의 길은 없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체제를 절충하여 두 제도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피하는 제3의 제도를 주장하는 중도주의, 혹은 혼합경제가 있다.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지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 이것은 정부의 개입주의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의 해악을 가져오지 않고 자본주의의 해악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간섭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 기업가 정신, 시장교환은 유지하지만, 자본주의 

제도들이 야기하는 혼란과 많은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가와 자본가들의 탐욕스러움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정부가 명령과 금지로써 그들의 욕심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섭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악이라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악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고 자본가와 기업가의 활동에 정부가 간섭함으로써 

자본주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규제와 산업을 통제하는 정부의 간섭주의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는 방지하면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본주의의 특징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제3의 길은 중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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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간섭주의자들은 수많은 정부규제와 경제를 통제하는 조치들을 

취한다. 그 중 하나인 가격통제를 예를 들어 간섭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자.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식품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식품 가격을 통제한다고 하자. 정부는 가격상한제를 실시하여 식품 가격을 자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정시킨다. 그러면 식품의 한계생산자들, 즉 

가장 높은 비용을 들여 생산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된다. 손해를 보면서 

계속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계생산자들은 생산을 중단하고 시장에 더 이상 식품을 

공급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줄어들게 되고, 공급이 줄게 되어 

실제로 식품을 구입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이것은 정부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싼 가격에 더 많은 식품을 소비하기를 바랐지만 정부 개입의 

결과로 공급량이 줄어들어 식품 소비가 더 어렵게 된 것이다.     

  실제로 가격통제로 식품의 가격을 임의적으로 낮추면 오히려 굶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심지어 아사하는 사람도 생겨난다. 18세기 이탈리아와 인도, 프랑스 혁명 후의 프랑스, 

볼셰비키 혁명 후의 러시아, 그리고 1960년대에 독립을 쟁취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다.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일부는 한때 식량이 남아돌아 수출까지 

했으나 가격통제와 정부의 중앙 경제통제 계획이 실시되면서 자급자족하기도 힘들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 경제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로마제국의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황제가 곡물가격을 통제하자 적절한 곡물가격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시장에 곡물을 출하하지 않았고,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피를 불러일으키는 다툼이 잦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다. 결국 그 법은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후에야 비로소 폐지  되었다.     

  만일 정부가 식품의 가격을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식품 공급이 감소하는 것까지 

막으려고 한다면 한계생산자들의 적자 원인을 제거해주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품가격에만 국한했던 조치를 이제 식품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들의 가격을 통제하는 

제2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의 한계생산자들이 손실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 

수준으로 식품의 생산요소 가격을 고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일이 이제 이 생산요소 시장에서 반복된다. 식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들의 

공급이 감소하고 또다시 정부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만약 정부가 여기서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가격을 통제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면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식품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들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가격을 통제해야만 한다. 종국에는 정부는 더욱더 나아가서 모든 소비재와 모든 생산 

요소의 가격들을 통제하고, 모든 기업가와 노동자에게 특정 가격과 임금으로 계속 일하도록 

지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느 산업에서건 예외 없이 가격과 임금이 전반적으로 통제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생산되기를 바라는 양을 생산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다. 사람들의 소비자 주권이 더 이상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은 

정부가 갖게 된다. 이것은 정부에 의한 전반적인 계획경제체제, 즉 사회주의다. 그러므로 

제3의 길은 자본주의보다 더 많은 고통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던가, 아니면 결국에는 

사회주의가 된다. 간섭주의, 제3의 길은 결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황금 중용이 

아니다. 

 

제3의 길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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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추론이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독일과 영국 등 몇 나라에서 

일어났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몇몇 일상용품들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통제가 실패하자 독일은 가격 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갔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 후반부에는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전혀 없고, 기업가의 창의적인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힌덴부르크 계획(Hindenburg plan)이 세워졌다. 모든 경제활동은 당국의 독점적인 

사법권에 무조건 종속되었다. 독일의 패배로 이 계획은 사라졌다. 그러나 1931면 브루닝 

수상(Chancellor Bruning)이 새로 가격통제정책을 착수하였고, 이러한 정책이 히틀러에 

의해  반복 시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몇몇 일상용품에 대해 가격을 통제하였고, 이것을 점점 

확대하여 국가 전체 경제를 계획경제로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무렵 영국은 

사회주의 연방국가가 되었다. 영국의 사회주의는 노동당 정부가 아니라 윈스턴 처칠의 전쟁 

내각이 이룬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은 자유국가에 사회주의를 수립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만들어진 사회주의를 전후시대에 유지한 것뿐이었다. 

  당시 영국에서 시민의 모든 경제활동이 정부와 정부기관의 완전한 통제를 받았다. 당국은 

모든 산업에 대해 자본과 인력의 배분을 지시하였다. 당국은 무엇이 생산되어야 할지를 

결정하였다. 모든 경제활동의 주권이 정부에 독점적으로 귀속되었다. 국민은 무조건적으로 

명령을 따라야 하는 보호감독의 위치로 전락했다. 기업가들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은 

세밀하게 제한된 좁은 범위 안에서 정부가 결정한 일을 실행하는 것뿐이었다.  

  개입주의 한 형태인 복지국가 역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는 소득 격차를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을 통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복지국가다. 복지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다. 전자는 자유경쟁을 강조하고, 후자는 분배를 강조한다. 

세계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계 각국의 역사적 경험은 

혼합경제에 의해 분배를 강조한 복지국가는 결국 경제적 파탄을 맞았다는 사실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스웨덴은 1970년에 1인당 GDP가 OECD 국가 중 4위였을 정도로 잘살았다. 

그러나 1970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경제가 쇠퇴하더니 1980년에 OECD 

국가 중 8위, 2002년에 14위로 추락하였다. 세계 석유 매장량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붐으로 연평균 10%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구가하여 

1978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8,00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였던 

사우디아라비아가 2005년 1인당 국민소득이 1,10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국가로 

전락하였다. 석유를 팔아 번 막대한 돈을 과도한 복지제도와 공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과도한 복지제도로 인하여 사우디 

젊은이들이 3D 업종에는 취업하려 하지 않는 결과로 실업률이 15~20%에 이르고 있다.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유럽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독일 경제 역시 1970년 중반 

이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여 고실업 저성장 상태에 빠져 있다. 1970년대 이후 30년 동안 

도입된 노동부문의 경직적인 제도, 복지국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복지제도 등 

반시장적인 제도들 때문이다. 

   개입주의는 정말 나쁜 결과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입주의 경제통제가 실패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반응한다. “ 혼합경제의 실패는 통제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더 많은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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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줄여서는 안 된다. 실패에 대해 비난받아야 할 것은 시장이지 결코 정부개입이 

아니다.”  이처럼 교묘한 술수로 개입주의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정책의 실패를 미래의 

보다 많은 통제를 위한 구실로서 이용한다. 만약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사회주의가 초래하는 비참함과 빈곤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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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주의만이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제도 

 

  인간에게 있어서 자원의 희소성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아무리 부존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다. 자원의 희소성은 자원의 절대량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비해 그것을 다 충족시켜줄 만큼 자원이 무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원의 제한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희소성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돈을 어떻게 써야하는가, 새 차를 사야할지 중고차를 사야할 지와 같은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국가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크든 작든 모든 국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에 답을 

해야 하다. 첫째,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둘째,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셋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넷째,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사회제도와 사회적 협동 

  

  로빈슨 크루소가 섬에서 혼자 살 때 이 네 가지 경제문제들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욕구와 선호를 생각하고, 섬의 자원과 자신의 기술과 시간에 의해 

주어지는 제약과 제한을 고려하여 무엇을 생산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주어진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산출량의 분배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사회이기 때문에 그가 다 갖는다.  

  그 사회에 한 사람(아담)이 더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 진다. 자원배분은 이제 각자가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가 뿐만 아니라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에 달라진다. 

노동은 여러 가지 일에 배분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고려해야할 욕구와 선호가 존재한다. 

전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분배문제가 갑자기 대두된다. 두 사람이 무엇을 생산할지 

결정한 후에도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로빈슨 크루소와 

아담이 각자 독자적으로 행동하여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분리된 폐쇄적인 경제를 형성한다면 

얻을 수 있는 많은 이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분명히 공동체를 형성하여 

비교우위법칙에 따라 생산한다면 두 사람은 따로 따로 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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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들은 전문화함으로써 생산량을 늘릴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다. 

협동과 교환을 함으로써 그들은 이익을 얻는다. 이것은 서로가 고립하여 폐쇄적인 경제를 

형성할 경우 얻을 수 없는 이익이다.   

  한 사회가 수백만의 사람으로 구성될 때 협동과 교환의 문제는 매우 복잡해지지만 그 

이익도 매우 크다. 대규모의 복잡한 경제에서 전문화는 극에 달하고 다양한 직종이 

생겨나게 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생산물의 범위는 수백 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넓으며 직업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제 디자인, 생산, 포장, 배송, 도매, 소매로 이어지는 하나하나의 상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 앞에 내 놓이기까지 어떤 종류의 재료들이 사용되었고 그 재료들의 생산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재료들을 조합하여 음식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는지 상상해 보라.  현대 산업사회에서 협동과 교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희소한 자원으로 복잡하고 거대한 사회가 기본적인 경제문제에 어떻게 답하는가가 그 

사회의 경제제도이다. 그 경제제도는 크게 나누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또 

하나는 자본주의. 나머지 하나는 제3의 길, 혼합경제가 있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정부가 중앙계획에 의해 어떤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지, 얼마나 

생산할지, 어떤 생산방법을 사용할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한다. 국가가 

공장, 토지, 설비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생산요소를 소유하고 각 부문의 정해진 목표와 

계획에 따라 생산을 한다. 또한 중앙계획당국은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생산목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 노동, 에너지 등을 결정한다. 중앙에서 결정된 

소득정책에 따라 노동자와 관리자들이 그들의 노동에 대해 얼마를 보상받을지가 결정된다.  

  사회주의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없다. 있다면 정부가 임의적으로 책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정부에 의해 임의적으로 책정된 가격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구소련에서 정부에 의해 책정된 빵 가격이 매우 낮았다. 그래서 농부들이 

가축에게 곡물을 먹이는 대신에 빵을 먹였다. 곡물을 먹이는 것보다 빵을 먹이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었기 때문이다. 가축에게 빵을 먹인 다는 것은 엄청난 자원 낭비다. 

가축은 곡물을 날로 먹을 수 있는 동물이다. 빵을 굽는 데는 연료와 노동이 든다. 가축에게 

빵을 먹인다는 것은 곡물을 그냥 먹이면 될 것을 불필요하게 거기에다 연료와 노동의 

비용을 더 추가한 꼴이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비효율의 극치다.  

 

자본주의의 현실성 

 

  자본주의에서는 자원배분의 결정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활동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가격이 개인과 기업들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격이 바로 4가지 문제, 즉 “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 “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 그리고“ 재화와 용역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가격이 이 문제들을 매우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의 협동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시장은 때때로 ‘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만족할만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시장은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낮은 비용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득이 ‘ 동일하게’  분배되지 않으며,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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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만을 결합한 개입주의 혹은 혼합경제가 

제3의 대안으로 바람직한 경제체제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혼합경제는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훌륭한 결과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왔다. 

개입주의자들은 국가는 부의 공평한 분배와 같은 바람직한 사회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시장과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혼합경제, 개입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개입주의로 갔던 국가들에서 개입주의 경제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이론과는 달리 현실에서 개입주의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에 정부가 개입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일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거래의 조건을 바꾸는 

시스템으로 변하게 된다. 개입주의는 한 집단이 시장과정에 개입하여 교환가격을 바꾸도록 

정부를 끌어들이는 체제로 되어 간다. 물론 개입주의의 주창자들은 결코 이것이 개입주의의 

실체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어떤 사회적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 고상한 도덕적 

용어로 말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기적인 것을 상쇄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개입한다면 그러한 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개입주의는 항상 대다수 사람들의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개입주의는 

실패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마다 사적 소유자와 기업은 정치가의 목적과 

그들이 이용하려는 것들을 좌절시키는 방향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불완전하며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본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을 꺼려했다. 그래서 제3의 방법, 즉 한편에는 생산의 사적 소유, 

다른 한편에는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라는 중간적인 방법을 창조했다. 사유재산은 인정하되 

기업가나 자본가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용은 권위주의적인 명령과 금지에 의해 규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사조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역사에 의해 중간적인 

형태의 사회조직은 무용지물이며 실제로 자기 파괴적임이 입증되었다.  

  자유교환에 대한 대안은 강제와 폭력일 뿐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자본주의는 자연스러운 

인간욕망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만족시키는 장치이다. 인생을 더 개선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자본주의는 그 인간의 욕망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실현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게 한다. 자본주의는 정부나 대중으로부터 항상 적대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 발전해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본주의만이 사회협동체제로서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제도임을 말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완전무결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란 

없다. 자본주의가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 어떤 제도보다도 가장 덜 

나쁜 제도이다. 사회질서의 본질이며 기반인 사유재산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의 

이런저런 특성을 수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저 이 

제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참고한 문헌> 

 

Mises, Ludwig von. Liberalism in the Classical Tradition, Cobden Press and The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1985.(『자유주의』(이지순 역),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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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본주의는 제국주의가 아니다 
 

  1960년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서구의 통치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들에게 독립과 함께 

그 동안 꿈꿔왔던 자치와 정치적 자유, 그리고 경제발전을 실현시킬 기회가 찾아 왔다. 

그러나 그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금, 다이아몬드, 티타늄 등 엄청나게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니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40여 년 전보다 더 못산다.  

  현재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주의 

때문이다. 독립 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그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각국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서구의 문화와 제국주의 사상으로 알고 싫어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자본주의를 

식민지주의와 제국주의의 확장으로 잘못 인식하고 거부했다.  

  그들은 자본주의, 자유기업, 외국의 투자를 외국의 착취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식민지로부터의 자유는 자본주의, 자유기업, 외국의 투자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했다. 그들은 국가가 국민의 생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소련식 사회주의가 어렵게 

성취한 주권을 지키고 아프리카의 경제적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옳은 

방법이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멀리하고 사회주의를 도입한 결과 가장 부자가 된 사람들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사회주의만이 아프리카를 구할 것이라고 외쳤지만, 실제 결과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굶주리고 권력을 잡은 소수 정치가들의 부만 증가하였다. 정치가들은 

스위스 등 외국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국가의 부를 빼돌렸다. 1970년에서 2000년까지 

나이지리아의 석유 판매 수입 중 350억 달러가 정부의 금고로 들어갔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가는 자이레의 모부투 세세 

세코(Mobutu Sese Seko)이다. 그가 축적한 재산은 100억 달러 정도인데, 이는 자이레의 총 

대외부채인 70억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중상주의와 민족주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라는 비난은 오늘날에는 세계화에 대한 거부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세계를 서방화와 자본주의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방국가들이 

자본을 이용한 발전도상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지배적 제국주의 전략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비난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홉슨(J. A. Hobson)은 자본주의가 소수의 몇 사람에게 부를 편중시키며, 

자본가들은 임금을 적게 주고 고용은 최소한으로 하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자만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잉저축 및 과소소비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공격적인 제국주의의 확장이라고 하였다.  

  또한 칼 마르크스의 추종자인 레닌은 1915년에 출간되어 널리 읽혀진 

『제국주의-자본주의의 최고단계(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라는 

소책자에서 자본주의는 제국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이 생기고 소기업은 소멸하여 경쟁이 격화된다. 자본축적이 대기업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며, 대중의 구매력은 대규모 산업의 생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이 적어진다. 자본은 축적되고 생산물이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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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자본을 투자하고 잉여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국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레닌이 제국주의에 대한 

이론을 내놓았던 시기에 최대의 제국을 형성하였던 나라는 영국이었다. 영국은 당시 

해외투자를 가장 많이 하였으나 그 해외투자의 절반 이상은 독립국과 자치령에서 

이루어졌다. 또 프랑스의 경우 식민지에 대한 투자는 전체 해외투자의 10%도 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투자하였다. 특히 다른 제국주의 국가였던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프랑스 해외투자의 4분의 1 이상 되었다. 더구나 독일 식민지에 대한 독일의 투자는 

무시할 만한 정도였으며,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 미국은 사실 상 

순채무국이었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의 팽창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역사적인 예는 무수히 많다. 로마인, 알렉산더, 그 밖의 많은 고대인들이 

제국주의적인 전쟁을 일으켰다. 잉카제국과 고대 중국 제국은 제국주의의 전형적인 예다. 

이러한 제국주의는 현대 산업자본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훨씬 몇 세기 전의 일들이다. 

  또한 17세기와 18세기에 일어났던 제국주의도 자본주의의 현상이 아니다. 당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은 최초의 식민지 강대국들이었다. 그 시대는 중상주의 

시대였다. 중상주의 사상에 바탕으로 둔 각국의 정부는 식민지를 확보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관세, 수입규제, 식민지 획득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무역균형이론이 

성행하고, 국가를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손해와 불행은 불가피하다는 개념이 

국제관계를 결정하였다. 그런 관계로 유럽은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었다. 

  오히려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정책을 반대했고 파기했다. 그들은 

자유무역, 규제완화, 작은 정부를 주장하였다. 이것들이 받아들여져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부터 세계 1차대전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경제가 가장 급격하게 성장했으며 가장 

전쟁이 적었던 시기였다.   

  19세기 말에 제국주의가 팽창되었던 이유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적대적 민족주의의 

성장과 결합된 극단적인 정치적 기회주의에 있다. 당시 식민지를 얻으려고 했던 거의 모든 

정부는 값싼 영광과 통치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세워 기업과 자본의 

이익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을 점령하였다. 영국에서 디즈레일리가 제국주의자로 전향 

했던 이유는 주로 자유주의자 글래드스턴에 반대할 새로운 쟁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리고 영국이 중․ 근동지역에 개입하고 미얀마, 말라야 연방, 발루치스탄, 카슈미르 등을 

정복한 이유는 인도의 국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상적인 필요성 때문이었다. 글래드스턴이 

조기 철군을 약속하며 마지못해 이집트를 점령한 것은 수에즈 운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제국주의를 거부했던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독일 내부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자본주의와 대중의 이익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제국주의적 노력을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자본가들은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여 낙후된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자본가들은 

무자비한 강제력이 아닌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생활수준을 통해 외국 노동자의 서비스를 

끌어 들인다. 그들은 투자를 통해 창조된 새로운 부로부터 나오는 이윤의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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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것은 지적 오류다. 노동의 가격이 

자유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 착취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노동의 

이동이 정부의 규제와 명령에 의해 방해받을 경우에만 노동자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일어나는 곳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이익을 위한 시스템이다. 

자본주의에서의 생산은 근본적으로 대중을 위한 생산이다. 대중이 자본주의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자본주의 제도는 기업가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프리카는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이런 식의 주장으로 자본주의를 멀리하는 나라는 빈곤에서 해방될 수 없다. 

 

  

<참고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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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30년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탓이 아니다 
 

  1929년 10월24일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여 1933년에 1929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1933년 미국의 실질가처분 소득이 1929년에 비해 28%나 

하락하였다. 실업률이 1929년 3.2%에서 1930년 8.9%, 1933년 25%로 급증하여, 1929년 

160만 명이었던 실업자가 1933년 1,280만 명으로 늘어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에 빠졌다. 

주가가 10분의 1로 폭락하였다.  

  이러한 대공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그 원인이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것을 종식시켰다고 알고 있다. 대공황의 원인이 자본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고도화되면서 1920년대 후반에 그 생산량이 과잉상태에 이르러 경제가 균형 상태를 

이탈하게 되어 결국 대공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늘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며, 자본주의는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공황의 진짜 원인 

 

  그러나 이것은 오해다. 대공황이 자본주의 자체의 근본적인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부의 잘못된 통화정책이 1929년에 시작된 경기후퇴를 야기했으며, 

반자본주의 정책이 경제를 12년 동안의 장기침체에 빠지도록 했다. 그 책임은 

연방준비(Ferderal Reserve), 의회, 후버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에 있다.  

  대공황의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정부의 통화 관리에 있다. 1920년대 미국 정부는 

통화팽창정책을 썼다. 미국이 통화팽창 정책을 썼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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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초 일시적인 경기후퇴가 오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렸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1차 대전 후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영국의 파운드 가치가 하락하여 약 

파운드가 지속되자 전전의 환율을 유지하고자 미국이 통화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미국 

연반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은 1921년 중반에서 1929년 중반까지 통화 공급을 

60% 이상 늘렸다.  

  이러한 통화 증가로 이자율이 떨어졌고, 주가가 상승하여 경제가 붐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부가 임의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경기가 침체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은 새로 유입된 통화량을 이용하여 새로운 생산 프로젝트에 투입함에 따라 자본재 

시장의 호황이 일어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화량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이에 적응하여 상승하게 되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면 기업의 이윤이 줄게 된다. 그리하여 통화 팽창의 효과는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을 

퇴치하려는 통화당국은 통화 공급 증가를 줄이거나 통화 공급 자체를 축소하게 되어 경제는 

결국 침체국면에 빠지게 된다.   

 1929년 후반에 들어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해 통화량을 줄이기 

시작하여, 그 후 3년 동안 약 30%를 줄였다. 통화 공급을 관찰하고 있던 일부 투자자들이 

통화량 감소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팔고 채권이나 금을 사기 시작했다. 

후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정책을 인지하고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하자 주가가 폭락하였다. 이것이 바로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의 주가 폭락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가 폭락은 대공황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 원인은 후버 정부의 반시장적인 정책이었다. 1929년 말 의회에 상정된 

스뭇-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1930년 6월에 통과되었다. 이 법은 

외국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였다. 미국에서 무역장벽을 높이자 미국에 물건을 팔기가 

어려워진 외국 정부들이 보복조치로 미국 제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품목이 미국 농산물이었다. 미국 농부들은 생산한 곡물을 팔 시장을 

잃어버렸다. 그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수만 명의 농부들이 파산하였다. 농부들의 

파산은 지방은행들의 도산으로 이어져 은행공황이 발생하였다. 

 농업이 위기에 처하자 후버 정부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과 구제책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시켰다. 그로 인해 1930-1931년 GNP에서 차지하는 연방지출이 약 33% 증가하였다. 

농업청이 밀, 목화 등을 재배하는 농부에게 보조한 금액이 수억 달러에 달했고, 

재건금융공사(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가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썼다. 이것이 후에 루즈벨트가 실시한 뉴딜(New Deal)의 모태다.  

 또한 후버정부는 1932년 세입법(Revenue Act)을 제정하여 소득세를 배로 올렸다. 

조세감면을 줄이고 최고한계세율을 24%에서 64%로 올렸다. 법인세와 상속세가 올랐고, 

증여, 휘발유,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반시장적인 정책들은 예전 

같으면 1~2년 만에 끝날 수 있는 불황을 더욱 심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뉴딜 정책에 대한 평가 

 

  뉴딜은 경제회복을 위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뜻한다. 이 용어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a new deal for the American people)"을 약속한 

1932년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따온 것이다. 루즈벨트는 후버 대통령이 펼친 대공황 

대책을 맹렬히 공격하면서 193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 사실 루즈벨트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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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에서 약속했던 내용은 연방지출 25% 삭감, 균형예산 유지, 통화가치 안정,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정부 불개입, 농업지원 정책 종식 등 친시장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 된 후 루즈벨트가 실제로 실행했던 정책은 이와는 전혀 

달랐다.  뉴딜 첫해에 루즈벨트는 선거 캠페인에서 했던 것과는 달리 적자 재정을 편성하고 

정부지출을 대폭 늘렸다. 그리하여 정부지출과 국가채무의 증가가 각각 83%와 73%나 

되었다.  

  한편 농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933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AAA)을 제정하였다. 농가의 수입 증대를 위해 경작면적을 줄이고 생산된 곡물을 내다 버려 

공급을 감소시켜 농산물 가격을 인상시켰으며, 경작하지 않은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주었다. 

그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잘 자란 목화, 밀, 옥수수는 

갈아엎어졌고, 수백만 마리의 멀쩡한 가축, 양, 돼지 등이 도살되어 매장되었다. 더욱이 

농산물 가공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위 “ 가공세(processing tax)를 신설하여 

거두어들인 돈을 이용하여 이 사업에 투입하였다.  

  정부는 이것이 농가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이러한 “ 도움” 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졌다. 공급 감소로 가격이 올라 많은 사람들이 농산물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으며, 공급 감소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더욱이 농업생산이 감소하자 일자리가 줄어 일자리를 잃었던 가난한 흑인 

소작농이 많았다. 

 또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하에 1933년 6월 국가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NIRA) 제정하였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고,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였다.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정부가 가격과 판매조건을 규제하고 강제하는 카르텔에 

들어가야만 했다. 이 법은 기업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켜 경제 회복의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실업이 1,300만 명까지 증가하였고, 특히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남부에서 

대다수의 흑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 수가 약 50만 명이나 되었다. 

 

비효율적인 정부지출 

 

  루즈벨트는 후버처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였고, 기업의 배당에 대한 5% 

원천과세를 도입하였다. 증세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호한 정책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 해에 최고 소득세율이 94%까지 올라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은 그야말로 쓸 데 없는 곳에 쓰였다. 국민을 위안시킨다는 

명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우들을 고용해 무료로 쇼를 보여주는데 썼고, 사람들을 

고용해 워싱턴의 공공건물들로부터 새를 쫒는데 지출하였으며, 바람에 풀 더미가 날라 

굴러다니는 것을 막는데 썼다. 1935년 일자리창출부(Works Progress Administration)를 

설립하여 필요 없는 77,000개의 다리와 116,000개의 건물을 건설하는데 썼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중 성공적인 사례로 꼽는 것이 테네시 강 

유역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사업이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과 아주 

다르다. 댐의 건설로 인하여 73만 에이커가 물에 잠겼으며, 그로 인해 15,000 여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물론 농장 소유자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소작인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그 소작인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흑인들이었다. 

  1935년 일명 와그너 법(Wagner Act)이라고 하는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을 제정하여 노조에 면책과 특권을 부여하였으며, 노사분규 문제를 법정이 

아닌 새로 설립된 국가노동관계국(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서 다루게 하였다. 

이로 인해 노조가 가공할만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 전투적이고 광폭해지는 단체로 변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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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의 수가 급증하여 1941년에는 1935년의 2.5배나 되었다. 협박, 보이콧, 파업, 공장 

점거, 폭력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로 인해  1936년, 37년 하락세를 

보이던 실업률이 다시 1938년에 20% 가까이 증가하였다. 1937년 8월에서 1938년 2월까지 

주가가 약 50% 하락하였다.  

  본격적인 경제회복은 루즈벨트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전쟁이 끝난 뒤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전쟁이 끝난 뒤 동맹국과의 무역이 재개됨으로써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루즈벨트에 이은 투르만 대통령이 민간투자에 대해 

관대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되돌아 왔고 전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공황의 원인은 1920년대 미국 정부의 통화팽창정책에 있었다. 그것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장기화되었고 증폭되었다. 무역을 파괴하는 관세, 인센티브를 없애는 조세, 

생산과 경쟁에 대한 통제, 곡물과 가축의 무의미한 파괴, 강제적인 노동법 등이 1~2년 

정도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었던 불황을 12년이나 동안 지속되게 하였다. 결국 장기간의 

불황을 야기한 것은 자유시장이 아닌 대규모의 정책실패 때문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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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고는 낭비가 아니다 
 

  핸드폰 TV 광고에 한 여성 탤런트 모델이 등장하여 색색이 돌아가는 핸드폰을 배경으로 

양파처럼 옷을 벗으면서 현란하게 춤을 춘다. 또 유명 야구선수가 나와 시원하게 홈런을 

치며 LCD TV를 선전한다. 이들이 받는 광고 모델료가 수억 원이 된다. 여기에 컴퓨터 

그래픽 등 기타 비용이 추가되면 광고 하나 제작하는데 10억 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두고 광고에 대한 비난이 많다. 이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광고비가 제품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광고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충동구매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사치와 허영에 

물들게 한다고 한다.  

 이러한 비난은 광고비용이 비생산적인 것이고 광고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광고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광고비는 생산비가 아닌 

판매비용으로서 생산에 직접 투입된 원자재, 노동, 토지에 대한 비용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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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업이 어떤 제품에 가격을 책정할 때 생산원가에 일정 마진을 붙이면 되지 굳이 

판매비용을 들여서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한다.  

 

광고의 정보 제공 기능 

 

  그러나 제품을 평가하는 것은 소비자이지 광고비평가가 아니다. 비록 동일하게 보이는 두 

개의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소비자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욕구하는 것에 따라 그것은 서로 

다른 제품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눈으로 볼 때 “ 생산비용” 과 “ 판매비용” 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조리원가가 모든 면에서 같고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는 두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자. 차이가 있다면 한 레스토랑은 깔끔한 분위기이고 다른 레스토랑은 칙칙한 분위기라는 

점이다.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서 식사라는 생산물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고비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분위기가 다른 것은 “ 생산비용” 에 들어가지 않아 두 

레스토랑의 가격은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는 

것은 일정한 환경에서 제공되는 식사이지 음식만이 아니다. 깔끔한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칙칙한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엄연히 다르다. 소비자는 동일한 가격일 경우 

당연히 깔끔한 레스토랑에 갈 것이며, 깔끔한 레스토랑이 약간 더 비싸게 받더라도 

소비자는 그 레스토랑에 갈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요리사에게 지불하는 

임금과 같은 생산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소비자는 생산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생산자가 제시한 가격을 보고 그 제품의 디자인, 색깔,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입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광고도 이와 비슷하다. 광고는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분명히 생산물과는 

다르다. 그러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초래되는 비용을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는 다른 비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광고비가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더해져서 가격이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가격을 받아들인다면 광고는 요구되는 

것이고, 그 또한 하나의 생산물이다. 광고는 생산물자체와 함께 결합되어 구매되며 포장의 

일부이고 소비자가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광고가 판매를 촉진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에 소비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소비하도록 

선동하고 현혹하는 것이 아니다. 광고는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물론 광고에는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광고를 통해서 

핸드폰의 세세한 기능이 무엇인지, LCD TV의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리모콘에 어떠한 

기능이 달려 있는지 등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여자 모델이 나와 현란한 춤을 추고 포즈를 

취하는 광고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 동안 시장에 나온 핸드폰의 색깔이 검정색 아니면 흰색이 주를 이루었는데, 

노란색 핸드폰을 갖고 싶었던 사람은 색색이 돌아가며 현란한 춤을 추는 광고로 그 제품을 

떠올릴 것이다. 또 새로 TV를 장만하려고 하는 가정이나 신혼부부는 유명 야구선수를 

떠올리며 그 제품을 기억해 낼 것이다.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표면에 나와 있는 설명이나 

제품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거듭 읽고 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 가장 적당한 것을 찾아내야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많은 시간을 요한다. 사람들은 수많은 활동을 하느라 분주하여, 모든 

것을 기억하고 다닐 수는 없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는 종종 확 떠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가 좋아했던 제품을 잊고 있다가 단순한 광고카피나 장면하나로 예전에 

좋아했던 것을 확 떠올리며 다시 사야겠다고 마음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광고를 할 때 제품에 대한 시시콜콜한 정보를 굳이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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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한 광고카피, 눈을 끄는 영상, 관심을 돌리게 하는 음악 등으로 감성에 호소한다.  
 

광고는 매몰비용이다 

 

  광고란 판매자의 존재와 제품의 특징을 알리는 하나의 수단이다. 판매자의 장기적인 

생존은 계속적인 소비자의 구매에 달려 있다. 소비자가 구매해 봐서 질이 나쁘다고 판단된 

제품은 두 번 다시 구매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반복적인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수단으로 광고를 이용한다. 그런데 

광고비는 한번 투입되면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sunk cost)이다. 따라서 엉터리 제품을 

만들어 놓고 10~20억 원을 들여 광고를 할 수 없다. 제품이 팔리지 않아 광고에 들어가 

돈의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잘 아는 판매자들은 엉터리 제품에 

수많은 광고비를 쓰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광고 그 자체는 제품의 품질이 

좋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광고가 낭비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든 콜라, 모든 오렌지 주스, 모든 드링크제가 

동일하다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브랜드 간에 미묘한 차이를 알고 

그것에 관심을 둔다. “ 코카콜라” 와 “ 펩시콜라” 를 달리 본다. 그리고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제품 간의 차이는 더욱 더 크게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광고비평가들은 ‘ 코카콜라’ 와 ‘ 펩시콜라’ 의 차이점을 잘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제품 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점 때문에 광고는 

소비자의 선호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려 주는 것이며,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광고는 효과적인 경쟁 수단이다. 신규진입자가 기존의 제품에 대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소비자의 습관으로부터 자신의 제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돌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광고다. 만약 광고를 못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자리 잡은 기존 기업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준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식당, 새로운 정유업체들이 광고를 더 많이 

한다. 하이트 맥주가 광고가 없었다면 OB 맥주와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에스 오일이 유명 연예인들을 광고모델로 쓰지 않았다면 기존 정유업체와 경쟁하여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삼성이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전제품의 

선두주자였던 LG를 앞설 수 없었을 것이다. 

  경쟁은 순수한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은 모형이 다른 상품을 생산하고, 품질이 다른 상품을 생산하고, 상품의 

포장을 바꾸고, 상품을 색다른 조명에 비추어 놓고 팔며, 더 친절하게 미소 짓는 점원을 

고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는 그러한 경쟁의 한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광고는 정보부족을 해결해 주고 경쟁을 촉진하여 결국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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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자유주의와 한국사회 

 

1. 경쟁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든다 
 

   1990년대 초 가전제품의 수입에 대한 규제를 풀자 당시 가전제품을 생산하던 기업들이 

한국의 가전제품들이 외국의 가전제품에 의해 모두 퇴출될 것이라고 아우성을 쳤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였다. 오히려 세탁기, 냉장고, TV 등의 품질이 향상되어 지금은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외국에 수출되는 양이 해마다 늘고 있다.  

  또 1998년 일본의 캠코더의 수입이 허용되었을 때 사람들은 한국산 캠코더는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결과는 반대였다. 한국산 캠코더의 품질이 

좋아져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유통시장을 개방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유통업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한국 기업이 수위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경쟁은 기업과 산업을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시킨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경쟁력이 커진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의적인 노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이다.  

 

자원의 희소성과 경쟁 

 

  우리가 인간인 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직면한 자원의 희소성 문제 

때문이다. 인간세계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고 제거할 수도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다. 연필을 

만드는 사람은 가구나 종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나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경쟁해야만 한다. 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철을 원하는 사람들은 

공구나 배, 칼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  

  자원의 희소성 문제에 직면한 인간 사회가 지속적으로 생존 번영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원이 가장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장치가 자유경쟁이다. 자유경쟁은 소비자에게 가장 잘 봉사하고 효율적인 

기업에게 희소한 자원의 통제권을 넘김으로써 그렇게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하는 어떤 기업이 자동차 한 대 생산하는데 자재비 400만원, 

노임 600만원, 토지 및 건물 사용비 100만 원을 들여 1,500만 원의 가격을 매겨 판다고 

하자. 소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1,500만원 보다 자동차를 더 선호하여 자동차를 사기 

위해 기꺼이 1,500만원을 지불하면 그 기업은 400만원의 이윤을 얻게 된다. 이것은 곧 그 

자동차 기업이 400만원의 가치를 창출한 셈이 된다.  

  그런데 어떤 소비자도 그 자동차의 가치를 800만 원 이상 보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300만 원어치의 귀중한 자원을 낭비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 기업은 1,100만원의 

가치가 있는 훌륭한 자원들을 가지고 800만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조한 것이 

된다. 만약 이러한 기업을 계속 생존하게 한다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매우 귀중하고 

희소한 자원이 계속 낭비되어 우리의 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우리의 희소하고 귀중한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시장에서의 경쟁이 

그 일을 한다.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되고 대신 보다 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기업이 시장에 들어와 우리의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경쟁은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한다. 그것을 위해 기업들은 끊임없이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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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식과 경영방식을 찾아내는 노력을 한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는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경쟁에 의해 비효율적이고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 퇴출되는 것은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물론 경쟁에 의해 기업이 퇴출됨으로써 일자리나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소비자들의 판단이 냉혹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쟁에 의한 시장의 창조적 파괴는 

인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생산이 

증가하면 일자리도 생겨 퇴출된 사람이 그 자리에 고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경영을 

하여 재기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나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이 결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길이며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다.   

 

자유경쟁은 약육강식이 아니다 

 

   자유경쟁에 의한 자원배분을 막으면 새로운 제품, 새로운 생산 방식, 새로운 경영방식 등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자원을 직접배분하면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면 

정부가 지정한 자동차는 만들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을 예상하여 디자인이 독특하거나, 

소음이 적으며 안락하고 스피드가 잘나는 자동차를 생산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자원의 결합 방법을 찾지 못한다. 

  이처럼 자유경쟁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면 가격에 따른 시장조정과정이 

일어나지 않아 개인들의 욕구가 조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정부가 기업 간 자유경쟁을 

막으면 비효율적이고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퇴출되지 못한다. 그 기업이 

시장에 존속하게 되어 우리의 귀중하고 희소한 자원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여 경제가 쇠퇴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경쟁을 약육강식의 ‘ 정글의 법칙’ 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다르다. 동물은 소비만하지 생산할 줄을 모른다. 동물들은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부여한 것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동물들의 경쟁은 소비 경쟁이며 

생존을 위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사가기 

전에 쌀과 빵을 얻기 위해 식품점으로 달려가지 않는다. 우리는 식품점에 가서 쌀, 고기, 빵, 

우유 등을 언제든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경쟁이 대부분 소비 경쟁이 

아니라 생산경쟁임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사가지고 가기 전에 

쌀과 빵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나은 

먹거리, 의복, 자동차 등을 생산하기 위해 경쟁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하면 우리는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우리가 원하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생산 경쟁이 방해받으면 동물의 세계처럼 소비에서의 경쟁은 그야말로 치열해진다. 

생산의 경쟁이 방해 받으면 그만큼 생산이 줄고 우리가 원하고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혹은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경쟁이 없는 사회는 없다. 경쟁이 없고 서로서로 손잡고 편안하게 살자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경쟁은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잘 살고 싶은 욕망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그러한 욕망을 이룰 통로가 

다양하다. 기업가, 운동선수, 가수, 배우, 교육자, 엔지니어, 의사, 변호사 등 매우 많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는 길은 당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당원이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한다. 잘 알다시피 그 경쟁은 

동물의 세계  만큼이나 처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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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면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그리고 경쟁을 할 바에는 생산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낫다. 생산적인 경쟁은 

자유경쟁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자유경쟁은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간의 

협동을 유도하고 생활수준을 제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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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지배력은 지속되지 않는다 
 

  2004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를 허용하지 않았다, 삼익악기가 

영창악기를 인수하는 경우 업라이트 피아노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하게 되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공정위 처분이 있은지 얼마 

후 영창악기는 부도가 났다.  

  삼익악기-영창악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독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독점 기업은 가격을 올리고 생산을 

줄여 소비자를 착취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이 없는 시장에서 나온 “독점”, 즉 시장점유율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가 많으면 경쟁적이고 기업의 수가 적으면 비경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시장점유율이나 특정 시장에서의 기업의 수는 독점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산업이 독점인지 아닌지, 혹은 경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진입 및 퇴출 장벽의 유무다. 진입 및 퇴출 장벽이 존재하면  독점산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적 산업이다.  

 

시장점유율의 신화 

 

  자유경쟁 시장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기업만이 이윤을 내고 생존하며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사실은 그 만큼 소비자들을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잘 

만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그 어떤 기업도 

정부의 특혜를 받을 수 없다. 어느 기업이든 동일한 경제 규율이 적용되고 소비자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시장점유율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공과 능력의 결과이지 기업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력이 아니다.  

  만약 기업이 잘못 경영하거나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시장점유율을 곤 잃게 된다. 

바로 이점이 시장점유율에서 간과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시장 점유율은 정지된 한 

시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오늘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라고 해서 10년 후에도 반드시 높다는 보장이 없다. 시장에서 어느 한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기업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탁월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시장점유율은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콜라 회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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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끼리만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음료수 제조업자들과도 경쟁한다.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는 회사들과도 경쟁하고, 사이다 업체, 녹차 회사, 생수 업체와도 경쟁할 수 

있다. 시장을 정의하는 범위에 따라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콜라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해서 독점기업이라고 

분류할 수 없다. 이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다른 음료수 시장을 고려하면 10%도 안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독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임의적인 

주장이다.  

  피아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피아노 시장에서 경쟁은 국내 피아노 사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피아노사인 일본의 야마하와 독일의 슈타인바하와도 경쟁한다. 현재 

미국시장에서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야마하다. 삼익악기가 영창악기와 합병할 

경우 야마하나 슈타인바하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  피아노 회사들이 신기술 개발이나 효율적 생산구조로 전환하여 비용을 

절감시키고 질 좋은 피아노를 값싸게 공급하게 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공정위는 이것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외국기업인 야마하나 슈타인바하에게 경쟁의 압력을 

줄여 주게 되어 그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반독점정책의 모순 

 

  시장점유율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정부가 해당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성공한 

기업에 대한 징벌이며, 성공의 성과를 비효율적인 경쟁자들에게 재분배하는 꼴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뿐이다. 

  이 점은 미국의 Standard Oil과 Alcoa에 대한 반독점 정책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Standard Oil과 Alcoa는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독점기업으로 간주되어 분리 

조치되었다. 이들이 분리된 이후 각 산업에서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었다. 1911년 

Standard Oil이 분리된 이후 정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분리 이전보다 정유 가격이 

높아졌다. 50년 동안 알루미늄 생산을 거의 ‘독점’하던 Alcoa에 의해 알루미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지만, 독점소송이 제기되고 분리결정 되었던 1945년 이후에 알루미늄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 지배기업들이 분리된 이후에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다. 그러나 대신 그 자리를 

중소 경쟁 업체들이 들어와 영업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효율적인 것도 아니었고 

소비자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분리로 인해 비용과 가격이 상승되었고 비효율적인 

경쟁 기업들이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서 이익을 본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특정 경쟁 업체들이었다.  

  기업의 수가 많아야 경쟁적이고 그렇게 되어야 소비자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은 

완전경쟁이론이 주는 이론적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완전경쟁이론의 결과란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는 산업에서 각 기업의 한계생산비와 가격이 일치할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소비자의 후생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규모의 경제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많은 수의 기업이 소규모로 생산하게 되면 대규모로 생산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다. 이 높은 가격에서 완전경쟁이론이 주는 이론적 결과, 즉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소비자 후생이 극대화된다는 조건에 만족할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백 개의 자동차 회사가 존재하여 소규모로 각기 1억 원의 한계비용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와 3~4개의 자동차 회사가 대규모 생산으로 각자가 1천5백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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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완전경쟁에 가까운 자동차 회사 수가 

많은 경우 자동차 가격을 한계비용과 맞추어 자동차 한 대에 1억 원이라 하자. 그리고 

3~4개의 자동차 회사가 대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자동차 회사의 한계비용보다 약간 더 높은 

2천만 원에 가격을 책정하였다고 하자. 기업의 수가 많아 자동차 한 대에 1억 원을 

지불하기보다는 비록 기업의 수는 적더라도  2천만 원에 자동차를 사는 것이 소비자에 

이익인 것은 불문가지다.  

  이른바 독점은 생산에 있어서 배타적인 통제가 존재하고 경쟁이 배제된 상태이지 기업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경쟁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것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그 진입장벽은 정부권력에 의해서만 존재 가능하다. 어떤 특정 기업이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경쟁의 압력 없이 배타적인 통제권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부뿐이기 때문이다.  

  진입장벽이 없는 자유경쟁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잠재적 경쟁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기업은 

결코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없는 자유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수가 

비록 적더라도 그 산업은 경쟁적이다.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시장경제의 

경쟁의 결과가 아닌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진입장벽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점을 

정말 우려한다면 시장점유율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시장개입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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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무역은 국가를 가난하게 만든다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가 거세다. 칠레와의 FTA 그리고 한미FTA 등의 협상 단계마다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 시위가 일어난다.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영화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다. 이러한 보호주의적인 행동은 결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대외개방을 통해 성장해왔다. 대외개방이란 쌍방향 즉, 개방된 외부로의 

진출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한 개방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가 오늘날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로의 진출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한 개방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데이터가 말해준다. 1965년 1억 7천만 달러였던 수출이 2005년 2,844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4억 6천만 달러에서 2,61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외개방에 

힘입어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2005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6천달러, 총국민소득이 7,868억 달러로,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세계 36위, 

총국민소득으로는 세계 12위에 해당하는 경제규모로 성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거의 모든 국민이 잘살게 되었다. 1960년대에 자가용 승용차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타는 사치품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의 필수품이 되었다. 또한 

1960년대에는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이 많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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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쇠고기 소비가 보편화되어 있다. 오히려 웰빙을 이유로 육식을 꺼릴 정도다. 뿐만 

아니라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잘되어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 계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그런대로 소득분배가 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2005년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31.6이다. 이는 노르웨이 

25.8, 스웨덴 25.0, 독일 28.8보다 높지만, 미국 40.8, 영국 36.0, 프랑스 32.7, 스위스 33.1, 

네덜란드 32.6보다 낮다. 

 

자유무역은 경제성장의 원천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은 두 나라의 사람들을 모두 잘 살게 만든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싸고 좋은 재화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업이 확대되어 각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재화의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를 

재배하는 대신에 LCD TV를 만들면 된다. 우리에게는 LCD TV를 생산하는 것이 포도주를 얻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 반면에 칠레 사람들에게는 포도를 재배하는 것이 LCD TV를 얻는 가장 

싼 방법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디자인이나 설계는 우리가 하고 인건비가 싼 중국에 조립을 

맡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 의존하고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을 개척해 외부에 진출하는 것이 자유무역이 주는 경제적 혜택이다.  

  또한 자유무역은 국내 기업들에게 경쟁을 가해 산업을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경쟁력을 

갖게 한다. 한국 가전제품이 경쟁력이 있고 외국에 많이 수출하게 된 것은 미국, 일본 등 

다른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 때문이다. 무역을 자유화 하면 선진국으로부터 R&D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생산기술, 제품디자인, 경영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의 원천이라는 사실은 세계 각국의 역사에서 확인된다. 중세의 

폐쇄적인 길드제도와 자급자족의 경제로 사람들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야만적인 생활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을 선택하여 번영을 이룬 첫 번째 국가가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조그만 나라다. 생존을 위해 독일과 영국으로부터 양모, 주석, 구리 

등을 수입하였다. 수입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수출산업을 발전시켰다. 네덜란드인들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길드의 규제에 묶여 있을 때 기술과 산업에 눈을 돌렸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보호하였다. 그러자 네덜란드는 유럽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선박업과 조선업이 성장하여 수도인 암스테르담은 발틱해의 곡물, 해양물품과 다른 

재화의 무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금융, 보험, 그리고 기타 관련 산업들이 더불어 발전하였다. 

당시 중상주의에 매몰된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네덜란드는 금괴의 수출을 금지하지 

않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순수한 자유무역정책을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최정상의 네덜란드는 정부 개입의 증가와 보호주의의 팽창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600년대 말경에 조세와 관세가 인상되었다. 그러자 무역이 감소하고 임금이 

인상되었다. 노동자들이 생활비 증가를 이유로 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숙련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조세와 관세가 낮은 함부르크와 같은 새로운 도시로 점점 

이동하였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세계 강국으로서의 위치가 종식됐다. 

  네덜란드의 성장의 기초는 자유무역이었다. 네덜란드는 중세경제의 특징이었던 규제와 

억제를 버린 최초의 국가로 최강국이 되었다가, 그 반대의 정책인 보호주의와 네덜란드 

국민들의 창의력과 산업을 궁극적으로 마비시키는 정부의 비대화 때문에 네덜란드는 

몰락했다.  

  네덜란드가 16세기에 무역의 갖가지 제약들을 제거한 것처럼 영국도 시장을 개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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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16세기 초 고리대금을 더 이상 금지하지 않았고 미완성된 의류의 수출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였으며, 각종 조세를 철폐하였다. 결과는 현대 영국 역사에서 위대한 자유무역 

기간이었다. 그로 인해 영국이 17세기 말 보호주의가 부활할 때까지 유럽의 강자로 

군림하게 된다. 자유무역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국력이 증가한 역사적 경험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자유무역의 반대는 러다이트 운동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것은 19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났던 러다이어트 운동(Luddite 

Movement)과 유사하다. 러다이어트 운동은 수공업에서 공장제 공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자 노동자들이 일으킨 기계파괴 운동이다.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것은 러다이어트 운동처럼 역동적인 자유시장의 결과에 적응하기보다는 

원천적으로 경제 발전을 늦추려고 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의 도입을 늦춤으로써 일자리와 

특정산업을 보호해야 하는지는 인력거꾼이나 지게꾼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운송기술의 발달로 이들은 다 사라졌지만 운송업과 다른 산업에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인력거꾼이나 지게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과 기계의 발달을 저지할 수는 없다.  

  만약 정부가 국내의 이익집단의 요청에 따라 국제무역을 제한하면 몇몇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전체를 희생하여야만 한다. 보호주의는 자본과 노동이 

소비자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는 쪽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한다. 노동절감형 기계처럼 

대외개방은 경제 한 부문의 고용을 줄이지만 그들을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로 옮겨가게 한다. 

지금과 같이 경제개방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계속 확산된다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동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실될 것이다. 물론 자유무역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이 불균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보호무역이어서는 안 된다.   

  대처 방법은 국내시장을 보다 신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신축성이 좋은 경제일수록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더라도 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잡을 수 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규제들을 철폐 또는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면 자유무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소득도 높아질 수 있다.   

  자유무역은 국부를 증가시켜 국가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ASEAN, 남미국가들 등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고 진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개방적인 자세로 나가지 않고 

패쇄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참고한 문헌> 

안재욱 “ FTA와 양극화의 함수관계” , 『시대정신』 2006년 여름호, 302~313쪽.  

 

4. 높은 청년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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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90%가 백수’ 라는 뜻의 ‘ 이구백’ 과 ‘ 10대들도 장차 백수가 되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는 ‘ 십장생’  같은 자조적인 신조어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할 만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4년 동안 청년실업률이 평균 8%로 전체 실업률 3.6%보다 

훨씬 높다. 8%라는 청년실업률도 실제에 비해 낮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실업률을 산정하는데 

20대 후반의 인구 중 상당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실업자란 경제활동인구 중 직업이 없어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이 1년 이상 구직활동에 실패하게 되면 직업 찾기를 포기한 일종의 

구직단념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 이러한  

20대 후반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약 100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통계상에서는 실업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장기실업자이므로 실제 실업률은 8%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  

 

청년실업이 극심한 이유 

 

  이처럼 청년실업이 극심한 이유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침체에 있다. 2003년부터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2%에 불과하다.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줄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 실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란 노동자의 임금조정과 해고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노조의 힘에 의해서 혹은 정부의 고용보호에 의해서 해고나 임금조정이 어렵게 되면 실업이 

증가한다. 특히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실업이 증가한다.  

  기업이 직원을 고용할 때 그 사람의 생산성이 지불하려고 하는 임금에 비해 낮다고 

판단되면 채용하지 않는다.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막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노조에 의해 정해진 높은 임금만큼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기업은 자연히 경력사원을 채용하려고 하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것이 청년실업이 늘게 된 주된 원인이다.  

  또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어서 채용 후 생산성이 낮은 사람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기가 어렵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높아지게 되므로 신규채용을 기피하게 된다. 

신규채용의 주대상자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이 높아진다. 게다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위축시킨다. 기업의 투자마인드 위축은 경기침체를 심화시켜 

청년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전투적인 노조활동과 잘못된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며 불법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노동 무임금과 같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노사 간에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노사 간의 협상에 의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경우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노사 양측 모두에게 부담되어 질 때이다.  

  사측이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을 한다. 노동자의 파업은 기업의 부담이고, 곧 비용이 된다. 파업이 

일어나면 생산이 중단되어 그 만큼 제품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타협을 하려는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나 파업을 하더라도 계속 

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노동자는 사측과 조속한 협상을 하려는 유인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파업이 장기화된다. 그러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파업기간 동안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노동자 역시 빨리 사측과 협상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질 때 노사 쌍방의 유인 때문에 노조의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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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짧아지고 노사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으로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의 도입, 

복수노조 인정, 전교조 합법화 등 노동부문에서 친노정책 등을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또한 노조가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쟁의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관하여 왔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사분규 건수가 

2003년 320건, 2004년 463건, 2005년 287건이었는데, 이중 불법 건수가 2003년 29건, 

2004년 58건, 2005년 17건이었는데, 정부가 불법노조 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매년 1%포인트 가량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 

  우리는 노조가 결코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노조는 

노조원을 보호할 뿐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전주공장 행태를 보면 

노조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주공장은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시장 호황과 주5일 근무제 덕에 수요가 늘어 주문이 8개월 치나 밀려 있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주야간 2교대 근무 노사합의안을 번번이 부결시켜 생산 증대를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2교대 근무에 필요한 신입사원 700명을 2006년 11월에 선발해 놓고도 

4개월째 채용을 못하여 그들이 실업 상태에 있다.  

 

노조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노동자를 보다 더 잘 보호하는 것은 시장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착취된다고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노동자들은 사회에서 무력한 존재이며 선택권이 

없으며, 자신에게 제공된 임금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그의 서비스를 구하기 위해 경쟁하려는 

고용주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간섭이 없는 

사회, 즉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고용주들은 하나가 아니라 대다수이며, 그들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노동자들을 고용하려고 서로 경쟁한다. 

  고용주가 하나라면 노동자는 고용주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지만, 고용주가 

많아지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는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결코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위하여 일할지를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급료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고용주는 생산성이 높은 종업원이 자기를 위해 일을 해야 계속 이윤을 얻게 된다. 만약 

낮은 임금을 주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공하여 종업원을 착취한다면 그는 다른 고용주를 

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그는 생산성이 높은 종업원을 잃어버림으로써 이윤을 상실하고 

최악의 경우 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고용주가 종업원을 착취할 

수 없다.  

 시장이 노동자를 잘 보호한다고 하여 노조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노조는 필요하다. 다만 그 요구와 행동이 합법적이어야 하며 

노동력의 실제 시장가치 이상의 높은 임금 수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조는 

무노동무임급의 원칙을 지키며 노동력의 진정한 시장가치를 얻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조의 행동은 향후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조치,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친노정책과 

불법노조활동에 대한 방관이 실업, 특히 청년실업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는 불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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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여 그러한 활동이 만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법과 제도를 폐지하여 실질적으로 임금을 자유롭게 조정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한 문헌> 

 

안재욱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2006. 

 

5. 시장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 들어서서 가장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부문이 부동산 관련 부문이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필두로 하여 2005년 투기억제를 위한 8.31 대책, 

2006년 3.30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2007년 1.11 분양원가 공개 및 상한제 등 

커다란 정책만도 9개나 되고 자그마한 것들까지 고려하며 20여개가 넘는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 대폭 인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 1가구2주택 양도세 50% 등 중과세 정책을 입법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멈추지 않았으며 거래가 끊긴 채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  

 

투기와 부동산 정책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상당 부분이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여기에는 투기는 나쁜 행위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투기는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는 인간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투기는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의 변화로 이윤을 얻으려는 행위다. 이는 현재보다 미래에 자산이 더 희소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투기는 미래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시장정보를 

창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아파트 매입과 매도 등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한다.   

  투기로 이윤을 얻는 것은 시장가격 변화에 대한 예측에 달려 있다. 시장가격을 잘 

예측하면 이윤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손실을 입는다. 투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미래에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우려한다면 공급을 증가시켜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리였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재건축 규제, 용적률 제한 등과 

같은 공급억제 정책으로 미래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보유세를 인상했다.   

 보유세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주거비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가격하락의 의미가 축소되고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보유세를 500만원 부과한다고 하자. 금리를 연 5%로 가정하면 

아파트의 존속 기간 동안 매년 500만원의 현재가치의 합은 1억 원 가까이 된다. 그래서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가격은 보유세 부과로 1억 원이 떨어져 9억 원이 된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 때의 주거비용은 금리가 5%일 때 5,000만 원이다. 이제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으로 떨어지면 주거비용은 4,500만 원이 되지만, 보유세 500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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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은 도로 5,000만원이 된다. 보유세 증가의 더 큰 문제는 신규 아파트의 공급 

감소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이다. 보유세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새로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아파트 공급이 줄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으로 금리소득 이상의 초과소득에 대해서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발상 

역시 잘못이다. 어떤 자산이든 그것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 또는 부, 예상수익, 

위험성, 유동성 등이다. 그런데 자산마다 예상수익, 위험성, 유동성이 다르다. 부동산은 

금융자산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고, 유동성이 적다. 따라서 부동산은 금융자산과 다른 수익을 

낳는다. 따라서 금리 이상의 초과소득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것은 부동산의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다. 

  정부가 정 이렇게 하고 싶다면 방법은 있다. 정부가 부동산의 위험을 예금수준으로 

낮추어주고, 부동산의 공급량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여 유동성을 높여주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불가능하다. 부동산은 위험이 크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부동산에 대한 초과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한다면, 이 경우 만약 부동산 투자로 금리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렸다면 정부가 그 

차액만큼 보상해주어야 이치에 맞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위다. 

 

잘못된 분양원가 공개 

 

  분양원가공개는 실질적인 아파트 분양가격 통제다. 분양가를 원가에 연동시켜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택지 비용을 비롯한 건축원가를 공개하고 거기에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전혀 수요를 무시한 정책이다.  

  재화의 가격은 원가, 즉 비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물론 기업이 가격을 책정할 때 

원가에다 마진을 붙여 결정한다. 그러나 가격을 책정할 때 그 수요가 얼마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마진을 붙인다. 따라서 마진율이 1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으며 심지어 

100%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기업의 이윤으로 실현되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 즉 

수요에 달려 있다. 기업이 100% 마진을 붙인 가격에 내 놓았을 때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산다면 그 기업은 100% 이윤을 얻지만 소비자들이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여 사지를 않으면 

100%의 이윤을 얻지 못한다. 심지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마진을 정할 때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수요를 고려하고 

예측하여 붙이는 것이다. 결국 재화의 가격은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 역시 마찬가지다. 아파트 분양가에 일정 마진을 붙이는 것은 그 만큼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건설사가 비록 동일한 자재와 동일한 노동력을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실내의 배치나 장식 등 건설사의 아이디어에 가치를 

부여하면 얼마든지 아파트 분양가는 달라질 수 있다. 분양원가 공개 규제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획일적인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건설사의 창의적인 노력을 쇠퇴시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을 후퇴시킬 것이다.  

  한편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원가절감 노력을 한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질이 좋은 시멘트，목재，철근 등의 원자재를 확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사의 이러한 유인(誘因)을 박탈한다. 그래서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게다가 분양 원가 공개는 신규 아파트의 공급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상승 

시킬 것이다. 신규 아파트의 공급은 기존 아파트 가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수요가 

증가해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건설사들은 상승한 가격을 보고 신규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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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한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됨에 따라 올랐던 아파트 가격은 다시 예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만일 분양가를 공개해 주변의 유사한 아파트 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한다면 아파트의 공급이 증가하지 않아 올랐던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은 토지공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은 소유는 민간이 

하고 토지의 이익, 사용과 처분 등 실질적인 권한을 국가가 갖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토지의 국유화나 마찬가지다. 토지가 국유화되면 누가 실수요자인지, 그리고 공급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게 되고 실제로 불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토지의 잠재적 사용자에게 그 토지의 사용에 의해 포기될 기회의 가치, 즉 기회비용을 

지불하라고 주장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이 토지를 소유하고 그것의 처분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다면 토지의 가격은 

기회비용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천 평 되는 어떤 토지가 쇼핑몰, 주택, 공장, 

영화관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어떤 개발업자가 쇼핑몰을 짓기 위해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10억 원을 주겠다고 팔라고 한다면,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다른 개발업자는 

적어도 소유자에게 10억 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토지 가격은 최저 10억 원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에 바탕 하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토지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국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된다. 만일 토지의 가격이나 사용료가 실제의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된다면 엄청난 초과수요를 발생하게 된다. 초과수요가 있게 되면 사람들은 탈법 행위와 

뇌물공여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좋은 토지, 넓은 토지를 배정 받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사유제로 하였을 경우보다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투기자들의 소행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2001년 경기가 침체하자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려 

했다. 그 결과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저금리 정책의 결과 일시적으로 경기가 

살아났다. 2002년 경제성장률이 7%로 뛰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동성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졌으면 경기회복이 지속되었겠지만, 당시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 기업에 대한 규제 

증가, 반기업 정서 등으로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급격히 냉각되어 기업의 투자가 

급감하였다. 그 와중에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토지 보상금으로 수조원을 썼다. 잠재되어 있는 과잉 유동성과 토지보상금이 

더해져서 형성된 부동자금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의 

아파트 구매에 투입되었다. 그러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 때 정부는 결정적인 정책 실수를 범한다.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아파트 

재건축 규제, 용적률 제한 등 공급 억제 정책을 쓴다. 공급이 감소되어 미래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자금이 아파트 시장으로 몰려 아파트 

가격의 폭등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것을 정부는 중과세와 같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다. 이 같은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잡지도 못하고 부동산 시장만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다.  

  부동산 문제를 푸는 열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공급위주의 정책이다. 결코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을 

써보았자 실패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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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기업 민영화 해야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공기업 26개사에 대한 경영평가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공기업의 

순익과 부채구조가 크게 악화됐다. 한국 공기업의 총부채는 2006년 말 기준으로 122조 

원에 이른다.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과 맞먹는 천문학적 규모다. 공기업 5개 중 1개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10개 중 9개는 2006년 순이익이 2005년보다 감소하였다. 

공기업 부채는 매년 늘어나 2006년 한 해만 20조원이나 불어났다.  

  그런데 공기업 사장 가운데는 7억1120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억854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감사가 있다. 공기업 직원이 대기업 평균 연봉의 최고 

1.7배를 받는다. 성과등급이 최하위인 11등급의 평가를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330%나 

지급하고 처외조모 상(喪)에까지 위로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각종 명목의 

복지후생비를 지급하고는 곳도 있다. 빚을 지면 나중에 국가가 갚아 주리라고 여기고 

1조4000억 원에 상당하는 채권을 발행하면서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는 개의치 않은 곳도 

있다. 

 

공기업의 태생적 문제 

  

  이러한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 행위는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일종의 공유의 비극이다. 공기업은 일종의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사회주의에서 

자원이 낭비되고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갖지 못하듯이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그러하다.  

  사기업은 시장의 압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사기업의 존속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 있다. 소비자를 만족시키는데 성공하면 이윤이라는 보상이 

따르고 그 힘으로 기업이 계속 존속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손실이라는 처벌을 받아, 손실이 지속되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러한 시장의 압력 때문에 사기업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과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는다. 그래서 사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는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게 된다. 

  그러나 주인 없는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달리 시장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왜냐 하면 

경영을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보조해주기 때문이다. 정부 보조로 파산, 청산,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 의한 퇴출 가능성이 낮아 공기업의 경영자는 소비자를 만족시켜 이윤을 크게 

내고, 자원을 절약하여 비용을 절감할 인센티브가 적다. 그러므로 경영이 방만해질 수밖에 

없고, 사기업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수익률이 낮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경영자가 이윤극대화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다. 경영자의 

위신과 권위를 위해 기업의 이윤보다는 기업의 크기를 키우는 행위, 경영자가 자신의 

사무실을 호화롭게 꾸미거나, 업무추진비를 흥청망청 쓰거나, 기업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 

그리고 노조와 결탁하여 경영자와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대해 과다하게 지불하는 것 등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주주들에게 해가 되는 도덕적 해이 행위들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일수록 많이 

발생한다.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보조를 받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주주)인 셈이다. 

이를 대리하는 사람은 정치인과 관료이며 다시 정치인과 관리를 대리하는 사람이 공기업의 

경영자인 것이다. 공기업의 경우 정치인, 관료, 경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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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기업의 경우 명목상 국민이 주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심각하다.  

  또한 공기업은 과잉고용, 부적절한 투자 등 비효율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정치적 

간섭을 많이 받는다.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과 관리가 공기업 경영자의 임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임면권자의 요구를 

직간접적으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인 낙하산 인사다. 

정치인과 관리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능력이나 자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공기업의 경영자의 자리에 앉히고 임원이나 직원을 채용하게 한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로 인해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다.  

 

공기업 문제 해결 방안 

 

  이러한 공기업의 문제점 때문에 정부는 공기업의 “ 책임경영제” 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다. 공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법에 존재하는 형식상 

지배구조의 역할 정상화, 임금 과다인상에 대한 방지책 마련, 성과를 반영한 인사시행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 및 결정시스템 개선, 인력의 구조조정 및 인사관리제도의 개선,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의 중단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이러한 제도들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설정, 유형분류, 외부평가ㆍ감독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고, 2006년 12월 이 법률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방만한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기업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시행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공기업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다.  

  공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민영화다. 공기업의 문제는 

소유부재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하여 소유권을 분명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던 과제다.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환위기라는 

재난을 만나 그나마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담배인삼공사(현 KT & 

G)등 8개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정부 들어서는 아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어 버렸다. 공기업과 관련된 이해집단인 관료, 종사자, 그리고 

정치인들의 반발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주된 원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영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한 가지의 방법은 

현재의 공기업 종사자에게 주식지분을 매우 낮은 가격에 공매하여 일단 민영화를 달성하고, 

소유권 문제는 시장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경영 상태에 따라 M&A 등의 방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다.  

  또 공기업의 민영화로 문제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 해당 산업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각 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되었던 경우 먼저 공기업들 가운데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시행할 공기업들을 선정하여, 민영화 후 경쟁의 성과에 따라 시장에서 소유권이 

결정되도록 해야 하며, 진입장벽을 없애고 가격을 자유화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에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에도 많은 반발이 있었다. 이것을 극복하고 민영화에 성공한 것은 

당시 국정최고 책임자인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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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조기 해외유학생 숫자가 2005년말 현재 3만 5천여 명에 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해외 유학ㆍ연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2000년까지만 해도 10억 달러가 채 

안되었다. 그러나 2001년 10억6,000만 달러를 기록한 뒤 4년 여 만인 2005년에 

33억7,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해외로 나간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엄마가 따라 

나가면서 일명 ‘ 기러기 아빠’ 도 급증하고 있다.       

  조기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교육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다. 들어간 비용에 비하여 국내 교육으로부터 얻는 보상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총 사교육비가 연간 20조 원가량 지출하면서도 대학가기가 쉽지 않고 그나마 

들어간 국내 대학마저도 경쟁력이 있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4.8%로 17위지만 사교육비 비중은 3.4%로 단연 

1위다. 이 둘을 합치면 약 8%로 역시 세계 최고다. 게다가 학생이 성적비관으로 자살하고, 

교사의 제자 시험답안 대필과 고교들의 성적 부풀리기가 만연할 정도 대학입시 경쟁의 

치열하다. 그런데 국내 대학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진다. 세계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IMD의 발표에 따르면, 대학교육경쟁력은 30개국 중에서 하위권에 있다.  

 

문제의 원인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것은 정부가 교육을 독점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학교설립을 제한하고, 학생선발, 교과서 선정,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학교 및 학사 운영에 

대해 관여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의 종류와 양, 정원, 등록금, 교육과정 등 모든 것을 

정부가 총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중등교육의 평준화 제도가 나왔다. 평준화제도 하에서 모든 교육 

소비자들은 선택과 구매 능력과는 관계없이 똑같은 교육 상품을 사도록 강요받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대신 정부가 

강제로 배급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고등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학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대학 

설립뿐만 아니라 정원, 학생선발 등에 대해서 정부는 일일이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그 

지침에 따르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 재정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3불(不) 원칙이다. 고교등급제 불가, 본고사 불가 및 기여입학제 불가는 모두 각 경제 

주체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평적 평등을 강조하는 획일적 교육정책이다. 

  교육이 국가 독점 하에 있는 한 학교는 효율적인 운영이나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유인을 갖지 못한다. 국가 예산이 교육재정의 주 원천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보다 정치가나 교육 관료를 더 중요시 여긴다. 교육체제는 점점 관료화 되어 가고 

의사 결정은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교육 관료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노력한다. 교육서비스의 고객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무시되고, 대신 획일적이고 조악한 교육 상품 몇 가지만을 고객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표출할 곳이 필요했다. 그것이 

과외를 비롯한 이른바 사교육시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소위 공교육에서 욕구충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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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학원과 과외를 통해 공교육을 대체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아예 

한국이란 교육시장을 탈출하는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이 급등했다. 그에 따라 소비자의 

교육비가 엄청나게 불어난 것이다. 

  3불 정책에 의하여 대학은 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본고사를 

치러서는 안 된다. 입학사정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하지만 정부가 정한 내신과 수능점수의 

비율이 제일 중요한 학생선발 기준이 된다. 그러다 보니 모든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다.  

  인간인 한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쟁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다면 경쟁은 

훨씬 누그러진다. 우리의 대학입시는 다른 경쟁의 통로는 다 막아놓고 단 하나의 통로만 

남겨 놓은 제도다. 정부가 정해놓은 획일적인 잣대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인해 재능과 

개성이 각각 다른 학생들이 거의 일률적인 시험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매우 심하다. 정부가 가격규제를 했을 때 공급 감소로 인해 재화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 간에 경쟁이 심해지는 것과 동일한 이치다.   

  정부가 경제를 통제할 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듯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교육에서도 예외 없이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입시의 경쟁이 치열하고, 교육비가 과다하고, 교육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로의 조기 

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의 원인이 정부의 교육통제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문제에서 손을 떼야한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결정을 

교육 당사자인 학교와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먼저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 학교 간의 경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각 학교의 교사임용권, 교육과정 선택권 등 학교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한다. 학교장이 보충수업, 특별활동의 과목, 교과서의 선택, 

보조교재의 선택 등을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의 

설립을 허용하고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율 경쟁적 교육시스템이 중앙집권적 관치 교육에 의해 망가진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복원시키고 높일 것이다. 그로 인해 외국으로의 조기유학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편 대학에 가해지고 있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여 학생선발, 정원, 등록금, 기여입학 등 

모든 것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각 대학은 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선발방법을 개발하면 지금과 같이 거의 동일한 방법에 따라 치러지고 있는 

학생선발방법으로 인한 과다한 입시경쟁은 완화될 것이다. 

  또 사립대학은 자율적으로 책정된 등록금과 기여입학제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활용하여 

훌륭한 교수를 영입할 것이고, 좋은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을 훌륭하게 

교육시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성으로 인해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 게다가 대학 간의 경쟁으로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져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대학에 가기가 편해지고 과외비 부담이 덜어 질 것이며, 외국으로 

조기 유학이나 교육이민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   

  대학교육 시장 역시 개방하는 것이다. 외국의 어느 학교든 한국에 와서 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국내 대학들에 대한 경쟁의 압력이 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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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더욱이 대학의 경쟁에 따라 대학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사람의 키를 침대의 크기에 맞추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로스테스 

침대와 같다. 프로크로테스크 침대의 크기에 맞지 않는 나그네들이 죽어가듯이 주어진 틀 

안에 모든 것을 꿰맞추려고 하는 한국의 교육제도는 학교교육을 고사시키고 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개성과 능력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다. 따라서 교육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것은 그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 때이다. 능력과 개성이 각기 다른 개인들에게 동일하고 획일적인 교육 내용을 

강제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참혹하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및 학생과 학교가 자율권을 가질 때만이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정부가 아닌 학부모와 학교가 교육의 주도권을 가질 때 보다 전문적이고 인간적인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의 자율성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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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를 줄여야 한다 
 

  2006년 6월 현재 국가 직 공무원 수는 58만8270명으로 철도청의 공사 전환 인원을 

감안하면 이 정부 들어 공무원 수는 4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06년 공무원 

인건비는 4년 전보다 33% 늘어난 20조원에 이른다. 또한 정부지출이 2002년 135조 

6,100억 원에서 2006년 224조1000억 원으로 65.2%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국민부담률이 2000년 23.6%, 2001년 24.1%, 2003년 25.3%, 2004년 24.6%, 

2005년 25.6%, 2006년 26.7% 등으로 상승했다. 또한 국가채무 비율은 외환위기가 시작된 

지난 97년부터 2002년(19.5%)까지 10%대를 유지해오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3.0%로 올라선 후 2004년 26.1%, 2005년 30.7%, 2006년 33.4% 등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수가 늘고 정부지출이 늘었지만 정부서비스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2006 

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패방지만이 2002년 67.2%에서 2005년 69%로 

약간 좋아졌을 뿐, 정부효율성 지수가 81.3%에서 78.9%로 하락했고 정부 규제의 질도 

74.4%에서 71.8%로 나빠졌으며, 법치주의 수준은 74.9%에서 72.5%로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 국가경쟁력 평가’ 에서 

우리나라는 2005년 29위에서 올해 38위로 추락했는데, 주요 원인이 정부의 비효율성에 

있었다. 정부 행정효율이 31위에서 47위로, 기업 관련법이 34위에서 51위로 크게 떨어졌다.  

 

정부 비대화와 국가경쟁력 약화 

 

  정부가 비대해지면 자연히 시장에 대한 간섭이 늘고 그로 인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잃게 

되어 경제가 쇠퇴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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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최근 정부의 크기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가 커지면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유는 첫째, 정부가 커지면 그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정부지출 증가를 위해 세금을 올리고, 세금으로 모자라면 

정부가 부채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그 

만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거두어 가는 것이다. 동일한 금액을 쓰더라도 

민간부문이 정부부문보다 그 자금을 훨씬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은 상식이다. 돈을 거두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중간에 

새어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증가함에 따라 그 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도와준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생산성을 높인다. 그러나 그 외에 정부가 시장을 압도하여 정부가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게 되면 보다 많은 지출이 정부의 잘못된 활동에 쓰임으로써 경제성장이 저해된다. 

  셋째, 정치적 과정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업가 정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시장의 발견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업가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은 생산방법을 

찾으며 과거에는 간과되었던 기회를 발견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자원을 사용한다. 이것이 부의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요인이다. 시장은 기업의 

기민한 활동을 촉진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을 한다. 

이와는 달리 정부 부문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 매우 느리다. 시장과 비교하여 오류를 

시정하는 시간이 길고 환경변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 신기술에 대한 적응이 정부 부문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민간부문이 할 일을 정부가 나서서 대신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넷째, 정부가 커지면 소득의 재분배 및 규제 활동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활동은 개인의 소득이전추구 행위를 증가시킨다. 즉 개인들이 생산을 통하여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정부의 시혜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희소한 자원은 부의 창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소득이전추구 활동에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자원이 생산적인 것에서 비생산적인 사용처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의 

이동은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경제의 잠재력 이하로 소득 수준을 떨어뜨린다. 

  다섯째, 정부가 비대해지면 구성원 각자의 공동체의식이 손상되고 국민들 간에 분열이 

생겨 국민화합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활동이 증가하여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 이익단체들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더욱 추구하게 된다. 이것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경제성장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결론적으로  민간부문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 확대는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민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성장 동력이 떨어져 국가가 쇠퇴해 간다는 

것이 여러 국가의 역사적 경험이다. 따라서 경제가 활성화하고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 

정부의 조직과 씀씀이를 크게 줄여야 한다.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 아닌 조직과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그에 따라 각종 세금을 인하하여야 한다.  

 

작은 정부 실현 방법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정부의 고유기능과 시장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사유재산권과 자유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방, 외교, 치안이며, 자유경쟁을 보호하는 것은 담합 억제다. 그리고 시장을 

보조하는 기능이란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능은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자나 노인, 돌봐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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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한 복지제도, 그리고 고등교육을 제외한 초중등교육에 대한 

보조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기초로 하여 비대해진 정부의 부서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부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원칙은 첫째, 잘못 운영되고 있거나, 효과가 

없는 활동을 폐지한다. 둘째, 특수이익집단을 보조하고 경제적 의미가 없는 것은 폐지한다. 

셋째, 지방정부에 적합한 활동은 지방정부에 이양한다. 넷째, 민간부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은 민영화하거나 폐지한다. 마찬가지로 난잡하게 널려 있는 각종 위원회나 기타 

정부기관도 위 원칙에 의해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각국은 자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주변국들보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전하는 국내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생산 활동이 떨어지게 되고 실업이 증가하며 경제가 

침체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판매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  

  

9. 성장이냐 분배냐 

 

  현 정부(노무현 정부)가 들어 와서 가장 강조한 것이 분배다. “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분배를 해야 한다” 는 주장을 계속 견지해 왔고, 그에 따라 많은 분배정책을 

썼다. 그리하여 사회복지 예산이 2005년에 14.4%, 2006년에 12.7%, 그리고 2007년에 

10.4% 씩 증가해 왔다. 또한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계획서에서 2009년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연평균 9.3%씩 늘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분배를 통한 성장은 허구다. 사실 성장과 분배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을 자유롭게 놓아두었을 때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달성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분배를 강조할 경우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장이 멈추거나 후퇴하게 된다. 또 분배를 강조할 경우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역시 성장을 강조하여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게 되면 분명 분배가 악화된다. 정부의 성장정책에 의하여 정부가 특정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해줄 경우 그 분야로의 자원이 배분됨으로써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된 분야에서의 

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 성장이냐 분배냐” 의 물음이 아니라 “ 자유시장이냐 

정부개입이냐” 가 올바른 화두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을 자유롭게 

놓아두었을 때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달성된다는 사실은 스웨덴의 경제학자 

베르그렌(Bergren)의 실증분석에 의해 중명된다. 그의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자유가 

확대될수록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불평등도가 낮았다.  

 

성장과 분배에는 시장경제가 중요 

 

  시장경제는 일련의 경쟁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경쟁이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것을 발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탐색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 결과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 결과의 불평등’ 은 어떤 경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이다. 올림픽메달, 노벨상, 학교성적 등이 모두 이러한 ‘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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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낳은 사례들이다.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개입하여 소득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배론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소득 중의 상당부분을 투자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해버림으로써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없어서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여 부자의 소득의 일부를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람들 간의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외부성과 규모의 경제를 간과한 

것이다. 물론 부자들은 저축하고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소득은 더욱 늘어나며 

그로 인해 경제도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장으로 인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 가격이 하락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보다 많은 것을 향유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자유와 책임이 주어지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경험적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먹는 쌀이나 소득을 조금씩 저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장사 밑천을 삼아 부자가 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미래의 소비를 위해 고무나무와 코코아나무를 심어 빈곤에서 

탈출한 사례도 수도 없이 많다.  

  부는 경제성과의 결과이지 전제조건이 아니다. 빈곤의 악순환의 논리가 옳다면 우리는 

아직도 중세시대에 살고 있어야 한다. 빈곤에서 탈출하는 데 많은 자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빈곤에서 탈출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 즉 의지이고, 그 사람들이 

그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다. 그것은 바로 시장경제시스템이다.  

 

분배정책은 소득불균형을 초래 

 

  시장경제가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체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19세기 

초의 노동자들의 궁핍한 삶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그것들의 대부분은 자본주의 이전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지 19세기의 자본주의가 그러한 것을 유발한 것이 아니다. 사실 

그 대량빈곤과 궁핍을 벗어나게 한 것은 자본주의였다. 

  경제성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자유가 극대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간섭이 

극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간섭은 구매자와 판매자인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제한으로써 부를 파괴한다. 생산적인 경제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유포된 정보의 사용을 요구한다. 정부가 간섭하면 그러한 정보가 제한되고 왜곡된다. 

정부의 간섭은 시장경제의 핵심인 정보의 흐름을 파괴하는 것이다. 정부가 개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장 선택을 대체할 때 경제적 결정은 정보의 진공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분배를 강조하여 복지정책을 강화하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복지정책이 

강화될 경우 정부의 간섭이 증가하고 가격기구가 왜곡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실업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실업이 증가할 경우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은 전문직과 숙련노동자들이 아닌 비숙련 노동자들이다. 그들이 가장 먼저 

직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격차가 더욱 심해진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지니계수가 악화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2002년 0.312였던 

지니계수가 2005년 0.348로 상승하였다.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모두를 가난으로 몰아가는 길임을 인식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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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분배를 강조하면 경제성장의 저하로 오히려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분배와 성장의 조화가 목표라면 ‘ 분배를 

통한 성장’ 을 추구하기보다는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시장경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국 경제에 만연해 있는 반시장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다.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 큰 

정부’ 의 마인드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일이다. 

 

 

 

<참고한 문헌> 

 

안재욱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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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욱安在旭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The Ohio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경희대학교 시장경제센터 소장과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Political Influence and the Banking Sector: Evidence from Korea,"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공저, 2007)가 있고, 주요 저서는 <<한국의 

사립대학교>>(1997), <<이것이 시장경제다>> (공저)(1997), <<지식인과 

한국경제>>(공저)(1999), <<은행민영화 방안>>(2002), <<시장경제바로알기>>(2004), 

<<TV뉴스의 경제학적 분석>>(2004), <<방송과 시장경제>>(공저),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2006) 등이 있다. 그 밖에 <<도덕감성>>(공역), 

<<자유를 위한 계획>>(공역),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공역) 등의 역서가 있다.  

 

jwan@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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