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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사람들이 매순간 더 세상에 ‘적합하게’ 만들어준다 

  

시장 체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시장 체제를 "적자 생존”에 비유하기를 즐긴다. 당신도 

아마 사유 재산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우생학이나 자연선택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시장 체제의 반대자들은 자본주의가 약자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일

련의 판에 박힌 혐의들을 제기하느라, 인류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이후의 인구통계학적 

경향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자유시장의 영향 

 

James Pethokoukis의 인구통계학과 관련된 서술을 살펴보자. "지난 2,000년간 인류가 이

루어낸 가장 큰 성취는, 최근 200년 동안 인류의 생활수준의 극적인 상승이다. 그것은 혁

신적이고 기업가적인 자본주의에 의해 추진되어온 놀랄만한 발전이다. 1800년에는 지구

상에 10억 명의 인간이 존재했지만, 자본주의의 성장 엔진은 이 행성에 거의 70억 이상

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었다. Deirdre McCloskey가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의 증

가를 인류의 평균 수명 증가량에 곱하면, 인류는 1800년보다 현재 120배나 더 잘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취약계층을 제거하기 보다는, 인류를 인류라는 종 그 자체의 생존과 발전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왔다. 자본주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모두에게 

동등하지는 않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약탈을 멈추는 것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발전하고자 하는 주된 신분 상승의 유인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덜 방해 받을수록, 그 결과들은 인류의 번영에 더 많이 기여한다. 

George Reisman의 말처럼,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제적 경쟁들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더 오래, 그리고 더 잘 살아남는 결과를 가져오고, 인류에게 가장 많이 재화를 공급하도

록 촉진하는 건설적인 경쟁이다. 



 

자본주의의 힘 

 

우리가 수십 년의 기간을 보든, 수 세기를 보든, 시장 경제만큼 인류를 빈곤에서 벗어나

게 하는데 기여한 체제는 없다. 그 예로 자본주의는 의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을 이끌어내

어, 이제는 유아 및 아동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출산 중 산모의 사망률도 감소

했다. 더하여 인류의 기대수명은 수십 년씩 증가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부를 창출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 

수 있게 만들었다. 

 

심각한 장애자나 병약한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시장 체제는 최고의 경제 체제이다. 이러

한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에서라도 결국 다른 사람의 보살핌에 의존한다. 그러나 

통제된 경제에서 부의 창출량은 미미하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에게 자선을 베풀 여유가 거의 없다. 반대로 자본주의에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

풀 수 있는 잉여 재산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은 과거의 가난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

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노동의 자유화 및 생산성의 극대화와, 극빈층까지도 부유하게 만

드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능력 덕분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로 인한 발전에 대한 유인은 대중에게 의학과 기계 등, 다양한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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