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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자본주의를 싫어할 수도, 자본주의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
의는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의 시대에, 더욱 시스템에 잘 적응한 특정 사람들 몇몇이 다수의
대중들보다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언뜻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경쟁적인 자
본주의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고, 은행들은 부흥하
기도 하고 파산하기도 하며, 직장에 고용되었다가 해고되기도 하는 이러한 사회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편한 시대상으로 보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우리가 자본주의를 통
해 얻은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개선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나아질지에 대해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권한다. 당신이 기술 및 사회혁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
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시대는 당신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준 수많은 생산품과 서
비스들을 만들어냈다.
나폴레옹과 조지 워싱턴은 사람들이 오늘날 수천 마일 이상의 거리까지도 즉각적으로 문
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다. 과거에는, 아무리 부자이고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친족이 전염병에 걸리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이제는 제
약회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개발을 수행하기에, 무수한 경쟁 속
에서 우수한 항생제와 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제약회사들이 원가절감을 시행함으로써 좋은 효능의 약들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자본주의로 인해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어가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바로 열쇠이다

자본주의는 모든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군사관련 문제를
제외한 그 어떤 혁신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했던 것과는 다르게 말이다.
자본주의는 많은 개인과 영세 업체들, 그리고 기업들이 수많은 시도를 하게 만들었다. 그
리고 훌륭한 아이디어는 성공했고, 부족한 아이디어는 실패하면서 잔여 자원은 즉각적으
로 더 성공적인 것들에 재투자된다.
거대한 관료주의 정부에서는 수많은 정치적 안건에 밀려 성공적인 아이디어들이 간과되
곤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경쟁 우위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쿠바나 북한에게 스마트폰을 개발하라
고 전권을 위임하고 전세계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당신은 찬성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절대 스마트폰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국가들의 지도자는 국민들이 스마트
폰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미 정치권에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재화들을
몰수하여 그들의 기준에 따라 재분배해버리겠다는 정치인들이 즐비하다. 이들에게 투표
한다면 혁신이 저해될 것임은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명하다. 반대로, 성과에 따른 보
상을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수 세기 동안 인류를 발전시켜온 원
동력이었던 자본주의를 선택한다면, 당신의 자손들이 살기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결
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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