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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일 때,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들은 가장 큰 수익을 낸다 

 

빠르게 한번 생각해보자. 아마존, 길리어드 그리고 넷플릭스의 공통점이 뭘까? 대답은 간

단하다. 그들은 집안에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혹은 인명을 구

하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락다운 사태로 

인한 지겨움을 해소해주고 있다. 정부의 지시가 아닌 본인들의 이윤을 위해 기업가, 근로

자, 투자자들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

가? 

 

하지만, 버클리 경제학파 그리고 버니 샌더스의 고문, 가브리엘 주커만의 대답은 다르다. 

그는 위 기업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커만과 그의 공동저자 에마뉘엘 세즈에 따르면, 위 기업들은 특정 상황에서만 가치 있

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정한 몫”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뉴욕 타임즈 논평 페이지에서, 주커만과 세즈는 “어떤 임의의 기준치를 넘는 이익”으로 

정의되는 “과잉 이익”에 대한 세금을 람 이매누엘에게 건의했다. 

 

게다가 그들은 대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손실을 사회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

리고 그 금액은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보다 훨씬 더 크다. 그들은 

“전쟁이든 전국적인 유행병이든, 큰 위기는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정부에 대한 증오는 자멸의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대조되게 경제학자 머레이 라스바드는 사유재산, 가격 메커니즘, 손익 제도가 가장 

중요한 시점은 위기 상황이며, 정부가 가장 많은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시기라고 주장했

다. 「권력과 시장」에서 그는 초과이익세의 폐해를 논했다. 

 

“시장 메커니즘을 무력화하고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바로 초과이익세이다. 모든 생

산적 수입 중 이윤은 비교적 작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이윤은 전체 시장경제의 

원동력이다. 손익 신호는 변화하는 조건 하에서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가능한 최선의 방법과 조합으로 지시하고 방향을 바꾸는 기

업가, 자본가들의 길잡이인 셈이다. 이윤에 대한 욕구가 마비되면, 손익은 더 이상 효과

적인 동기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경제적 계산의 수단으로도 작용하지 않

게 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COVID-19 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병원 수용력 증가, 인공호흡기

나 마스크의 공급 증가 등 생산의 변화이다. 시장 시스템에서, 이윤에 대한 욕구는 기업

가들이 생산 과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는 현재 루드

비히 폰 미제스에 의해 처음 제시된 경제적 계산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가격이 없다면, 

의사결정자들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 구조를 조정할 방법이 없다. 

 

세즈와 주커만이 생산에 있어서 기업가적 역할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놀라

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들은 “유행병의 경우, 정부의 지원은 왜곡된 동기

를 만들지 않는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축한다. 반대로, 정부의 재해 구제 프로그램

이 사람들로 하여금 홍수 지역이나 산불 지역에 집을 짓도록 장려한다는 실질적인 증거

가 있다. 정부에 의한 락다운으로 인한 사업 실패는 부분적으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수

입 쇼크에 대비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이것이 제로 금리에 가



까운 장기적 환경, 즉 통화 압력의 결과가 밤낮없이 울어대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crisis-most-innovative-entrepreneurs-make-most-money-thats-good-t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