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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가 말하는 불평등 

 

 

토마스 피케티의 책 “21세기 자본주의”는 자본이익률이 생산량과 수입의 증가량 보다 크

기 때문에,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들보다 빠르게 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고, 부

와 수입의 재분배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게 되는 왜곡된 현실을 초래할 것

이라는 핵심적인 이론을 담고 있다.  

 

피케티는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소득과 자본에 대한 누진세를 제안한다. 그는 끝없는 불

평등을 해소하고 누적의 역학을 통제하기 위한 이상적인 정책은 자본에 대해 세금을 물

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세금은 개인의 부에 대한 연간 누진세이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피케티는 누진세의 목적은 소득 하위계층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

득 상위계층의 수입을 줄임으로써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2십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소득의 50-60%의 비율로 세금을 부여하고 5십만-100

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80%의 세금을 부여하자는 것이 피케티가 제

안하는 누진소득세이다. 그는 1년에 5십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

람들에게 적용되는 80퍼센트 비율의 세금은 그 계층의 이득을 줄이기 위한 궁극적 목표

를 비교적 빠르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진 않는다고 말한다. 

피케티가 제안하는 자본에 대한 누진세에 따르면, 자본에 대한 세금의 주 목적은 정부에

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피케티는 그가 불

평등을 줄이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들은 하위층을 도와주는 것보다 상류층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약 250년 된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의 가장 놀랄만한 업적은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노

동자계층을 향상시킨 것이다. 부자들이야 원래 편안했지만, 자본주의는 노동자 계층에게

까지도 한세기 또는 반세기 전의 최상위층에게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편안함을 

제공했다. 만약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이 국민 모두를 번영케 한다면 왜 



국민들은 최상위층의 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 캐나다에서부터 스웨덴까지 이르는 큰 정부들 안에서 정부부문은 대중의 

지지와 함께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낮은 비율의 세금이 인기가 있고, 여전히 

작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다.  

 

피케티는 평등이 목표인 질투의 정치를 장려한다. 피케티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

안하는 정책들은 소득분배의 상위계층을 끌어내림으로써 분명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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