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경제는 모르는 경제학 기술자?
최근 자본주의는 부의 대물림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 피케티에 대한
열기로 뜨겁다. 지난 300 년간 자료를 검토했더니 자본수익률이 항상 소득성장률에 비해 높고
이것이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를 시정해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면,
예컨대 상위 0.5~1% 소득계층에 80~90%, 5~10%의 계층에 50~60%의 고율의 한계세율을
부과하고 이것도 국제 이주를 통해 회피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가 이에 동참하자고 역설한다.
그래도 자신은 자본주의 자체를 배척하지는 않는다고 물러서지만,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몇
가지가 관찰된다.

우선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로 인해 그의 하나님인 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소멸론은 청산됐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에 대한 장기이윤율 저하법칙에 의해 자본주의는 성숙·소멸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피케티는 300 여년의 자료를 통해 그동안 자본수익률은 하락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더 번창해 왔음을 증명한 셈이니 공교롭게도 마르크스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한
셈이 됐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 자본수익에 대한 고율세금으로 수익률을 낮추겠다는 주장은
결국은 인위적으로 자본주의를 청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셈이다. 더구나 80~90%의 세율이
어디 시장경제의 기본인 사적재산권제도와 양립할 수나 있는 것인가. 피케티는 그의 말과는 달리
자본주의 멸망을 갈구했던 마르크스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둘째, 그는 자본수익률보다 낮은 저성장률과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강력한 재분배만을
주장하고 있어 경제 유인구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사회주의적 명령경제의 대증요법을
연상시킨다. 불평등을 초래하는 유인구조를 찾아 고치지 않고 재분배만 한다고 평등이 회복될
수는 없다. 그의 몰수적 고율과세정책은 유인구조의 왜곡을 통해 경제 정체를 재촉하게 될
것이다.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발전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저성장이 문제라 했지만
‘저성장이 왜 추세화됐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지’ 하는 담론이 전혀 없다.
그러니 성장률보다 높은 자본수익률을 깎아내리는 일에 매달린 셈이다.

넷째, 필자는 경제 성장·발전의 원동력은 성장의 유인과 동기를 높게 유지하는 데서 나온다고
본다. 이런 상태는 각자의 경제에 대한 기여에 합당한 만큼 보상을 차등함으로써 유지된다.
각자의 경제적 성과에 미흡한 보상체제를 유지하는 사회는 몰락하게 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이 그 전형적 예인데, 보상에 실망한 자들의 사보타주(sabotage; 고의적인 사유재산 파괴나
태업 등을 통한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체제몰락을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성과의 차이에 따라
보상을 차등해 일정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을 유지하는 사회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지만, 성과의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한 혹은 자의적인 보상체제를 강요하는 사회는 필히 몰락한다. 그래서
피케티는 고율과세를 통한 과도한 재분배·평등 추구가 성장의 유인을 차단함으로써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불평등을 더 조장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이는 그동안 서구사회의 지속적 저성장과 불평등의 원인이 역설적으로 바로
2 차 대전 이후 만연돼온 재분배와 경제평등을 추구해온 수정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에 그 원인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평등은 번영의 전제이지만 평등은 번영의
안티테제(Antithese)이다.

다섯째로, 그럼 불평등의 원천은 어디인가? 시장은 바로 스스로 돕는 자만 도움으로써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을 통해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다. 시장에서 구매력을 가지고 우수한 재화와,
개인과 기업만을 선택하는 우리가 바로 경제 불평등의 원천인 셈이며, 이런 우리 자신들을 꼼짝
못하게 묶지 못하는 한 불평등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삶의 본질이다. 불평등의 책임을
자본주의에 전가하기에 앞서 책 팔아 가난한 자 돕기보다 부자되러 한국에 온 피케티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피케티는 수식은 잘 알고 자료정리에 큰 기여를 했다지만 ‘경제는 잘
모르는 경제학 기술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논평이 피케티의
글을 좀 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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