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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빈민층을 위한 것이다 

 

 

 

비평가들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빈민층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한 좌파적인 사상과 이념을 담고 있다. 많은 좌파들의 주장과는 달리 자

본주의는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는 사회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빈민층의 경제적 활동을 돕는다. 

1990년대와 현대 사회를 비교해보면, 세계 인구 중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던 빈

민층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많은 국가들 중 제일 높은 빈민층 감소를 이루어낸 국

가는 인도와 중국이다. 이 국가들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개방적인 시장을 개척하였

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더 오래된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는 사회의 빈민층을 줄이고 중산층을 창출한 것을 

볼 수 있다. 역사상 많은 사회는 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빈민층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



지만 자본주의 사상의 출현과 산업혁명 이후 이런 경제적 불평등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발달에 의하여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소유하는 미국 빈민층 가정의 

수는 서서히 증가했다. 2005년도에 발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세탁기, 에어컨, 냉장

고 등등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소유하는 빈민층 가족이 1971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고 기록 되어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유아 사망률과 임산부 사망률은 감소하였다. 또한 빈민층의 평

균 수명도 증가하였다. 자본주의 성장 엔진은 지구가 70억의 인구를 지탱하는 것을 가능

케 하였다, 200년 사이에 약 7배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쟁 시장 사회를 통해서 

시민들은 교육, 예술, 문화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가난한 시민들도 인

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해 콘서트, 책, 예술 작품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노동의 본질을 바꾸었다. 이전에 노동자들은 하루에 14시간씩 매일 옥외에서 

육체적 노동을 해야 했지만, 오늘 사회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냉난방이 되는 환경에

서 일을 한다. 또한 증가하는 생산력과 노동의 가치에 의해서 근무 시간도 감소하였다. 

우리는 더 적은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었고 소득은 더 안정적이게 되었다. 사람들은 필

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먹고 싶은 음식들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저소득 계층도 왕처럼 산다. 노동의 자유화와 자본의 축적은 

노동자들의 생산력과 소득을 증가 시켰다. 경쟁 시장을 통해 가격이 떨어진 예전의 사치

품들은 오늘의 필수품이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는 창작과 혁신에 있었던 제약을 줄였다. 새로운 발명품의 가치는 손익과 



사용자에 끼치는 영향으로만 매겨졌고 이로 인해 혁신성과 기술성 등이 발전되었다. 기

술의 발전은 빈민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자본주의는 빈민층을 돕는 경제체제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동원  

출처: https://fee.org/articles/capitalism-is-good-for-the-po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