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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과연 나쁜 것인가? 

받았을 때 당연하게 불평등은 나쁘다고 대답한다

우리의 “최대의 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 존 스튜어트 밀은 전체적인 여론 분위기가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다. 

평등주의자들이 무엇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제안하는지를

, 불평등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모두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소득을

 요소들 또한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다. 자유사회에서는

자신만의 재능, 운, 실력을 통해 잠재력을 펼칠

국부론에 소개되어있는 분업 (the division of labour) 

자유체제 하에는 제빵사와 기술자가 있다. 또 변호사

그리고 일꾼들도 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직업을

가난했지만 부유해질 수도 있고 그 반대 일수도 있다

우리들의 사회 기여도의 가치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결정한다. 이 체제는 사람들의 욕구와 수요를 만족시킨다

갔을 때, 정육점 주인이 직접 칼을 사용해 사냥을

양육을 해서 잡았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제공자가

않는다. 당신은 그냥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이 합당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구입할 것이다

제품을 생각해볼 것이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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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한다. 버락 오바마 

우리는 이 논점에 대해 

분위기가 그 나라의 성장 

.  

제안하는지를 세심히 

한다.  

소득을 결정하는 재능, 

자유사회에서는 이러

펼칠 수 있게 해준다. 

(the division of labour) 원리와 상통

변호사, 수리공, 교

직업을 바꿀 것이고, 

있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평가

만족시킨다.  

사냥을 해서 잡았는

제공자가 착한 사람인

가격을 지불하는 것뿐이

이다. 하지만 그 반대

제스가 말하길, 소비



자는 무자비하며 공급자는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선택의 자유는 시장 민주주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공을 차면서 돈을 

버는 유명한 칠레의 축구선수 알렉시스 산체스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간호사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런 체제는 종종 정의와 어긋나는 것처럼 보

이지만, 사실은 가장 경제적, 또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기에는 최적이다. 

 

일본의 기술자가 돈이 거의 한 푼 들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자원을 발견했다고 하자. 이 

발견은 그 일본 기술자를 억만장자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의 대체적인 소득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역사이다. 자본주의는 평등

이 아닌 부를 창출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기초적인 요소인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것이 분업의 결과물, 즉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을 명시했

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불평등이 우리의 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와 다양성이 적이라는 것

과 같다. 평등주의자들은 정부의 힘으로 정치적인 산물, 즉 평등함, 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협동대신에 나라의 개입을 주장한다. 평등과 균등은 자유가 있는 사회

에서는 불가능하며,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불평등, 다

시 말해 자유경제는 사회의 가장 큰 악이라고 주장했었다. 

 

결과는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당연하게 평등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이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

압하고 사회의 발전을 해친다. 대조적으로 고전적인 진보주의자들은 자유경제에서 성공

하기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만 도움과 자유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진정한 진보주의자들에

게는 불평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빈곤이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나아지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균등해지는 것이 아니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전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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