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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근로자들을 더 부유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 

 

몇 세대에 걸친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 중 하나는 자유시장 제도가 노동자 

계급을 궁핍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17년 <사회주의 노동자> 기사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일하거나 굶거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묘사했다. 

즉,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자본 소유자들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 외에

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굶지 않기 위해 노동을 강요 받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뚜렷한 특

징이라며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문제

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문제이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사막의 섬에서도 생존하기 

위해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 누군가 공짜로 떠먹여 주지는 않는다.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해야 하고, 고기를 먹으려면 열심히 사냥을 해야 한다.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나무에 올라가 직접 과일을 따와야 한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자급

자족에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사회주의 노동자> 신문은 “자본주의는 공장, 사무실, 기계, 원자재 등의 생산 수단을 소

유하는 하나의 집단과, 이들 중 어느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생존을 위해 노동해야만 

하는 더 큰 집단으로 구분된다.”며 노동자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사회주의자들은 생산 수단의 소유주들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오직 이윤을 위

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집단이 늘 고정된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추측이다. 누구든 

자유롭게 자본재를 획득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산 수단의 자본가 소유주들을 위해 

일하기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스미스"의 예부터 보자. 스미스는 직업이 없고 생산 수단이 없다.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맨손밖에 없다. 분명히 스미스의 생산성은 0에 가까울 

것이다. 기껏해야 채소 몇 개와 작은 동물 몇 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자연에

서 얻은 자원을 이용하여 작은 공예품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조차 겨우 먹고 사

는 정도일 것이다. 

 

그와 그의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미스는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본재

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스미스는 판매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자본재를 획득하거나, 자신의 노동과 임금을 교

환할 수 있는 생산 수단을 제공하는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자본가가 제공하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이점은 스미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가

를 위해 일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한다. 

 

1. 자본가에 의해 제공되는 자본재는 노동자의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다. 대부분

의 개인들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자본가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상대

적으로 더 적거나 덜 생산적인 자본재를 얻게 된다. 자본가가 제공하는 높은 생

산성은 노동자가 스스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얻게 되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할 것이다. 

 

2. 자본가를 위해 회사에서 일함으로써 노동자는 즉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수입

을 얻기 위해 생산 과정의 완성과 완제품 판매를 기다려야 하는 대신에, 자본가

를 위해 일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즉시 수입을 제공한다. 사실상 노동자들의 임금

은 완제품이 가져오는 수입에 대한 선지급금이다. 

 

3. 자본가는 잠재적인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산

한 상품이 생산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 의해 평가되지 않을 경우 자신

의 자금(또는 그들이 상환해야 할 차용 자금)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다. 

 



요컨대, 임금 지불제는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완제품이 팔리기도 전에 임금을 수령하고, 자본가에게 투자 손실의 위험을 전가할 수 있

게 해준다. 

 

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의 요건은 자본주의의 폐해가 아니라 자연의 성질

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굶을 자유"라는 비평은 잘못됐다. 더 나아가, 심지어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번역: 이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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