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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기적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비교

적 정확하게 알게 된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 13살의 몰리는 제빵 연습을 할 제빵용 팬

을, 11살인 잭은 하이테크 기기를, 9살의 애비는 그림을 그릴 학용품을, 그리고 6살의 샘

은 레고와 인형을 원한다. 그런데 산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할 수 있

을까? 이것이 바로 시장의 기적이다. 

  

FEE의 창립자인 Leonard Read는 1958년, <I, Pencil>이라는 에세이를 통해 이 기적에 대

해 이야기하였다. 연필을 매개로 하여 글을 풀어가며, Read는 한 자루의 연필처럼 단순한 

사물도 자유롭고 글로벌한 시장에 의해 촉진된 사람들의 자발적 창조 행위의 결과물이라

고 이야기한다. 18세기의 철학자, Adam Smith는 위와 같은 계획되지 않은 사회적 협동을 

사익 추구를 위한 개인의 행동으로 인해 완성되는 “보이지 않는 손”을 활용해 설명하였

다. 

 

Read가 이야기하였듯, 이러한 활동에는 중앙 집권적인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미

국 서부 해안에서 원재료를 준비하는 벌목공들, 이들의 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자들, 심지

어 이들이 마시는 커피의 제조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만들어낸다. 흑연을 

채집하는 스리랑카의 노동자, 접착제를 준비하는 멕시코 노동자들을 비롯한 생산 과정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면, 이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사람들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불

어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생산 공정이 평화롭고 자발적인 교환이라는 인간만의 독특한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러한 생산 과정을 통해 제작된 연필이라는 생산품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Read는 이에 대해 이렇게 논하였다. 

 



이런 생산 과정이 자연스러운 것이란 사실을 인지한다면, 사람들은 인류의 필요와 수요

에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중앙 집권적인 통제 없이도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필수 조건인 자유로운 인

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할 것이다. 자유는 이 믿음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연말이 되면, 축하할 만한 수많은 기적들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

는 한 가지 중요한 기적 중 하나는, 인간의 창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환이라는 기적이다. 마지막으로 Read의 글을 읽어보자. 

 

이러한 창조적인 행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자유로운 개인이 보이지 않는 손

에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은 확신으로 다가올 것이다. <I, Pencil>이라

는 책 자체 역시 비록 이것이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이 책이 태양, 비, 삼나무, 좋은 

토양의 결과물이라는 것에서 시장이 가져다 주는 기적에 대한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

명해준다. 

 

번역: 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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