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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프리드먼은 누구인가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박사는 새삼 소개할 필요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1912-2006) .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의 한 사람이며 자유의 옹호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에게 수많은 명예와 베스트셀러가 된 명저들과 노벨상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그에게도 깊은 만족을 주었습니다 이제 만년을 맞이한 프리드먼 박사.

와 오랫동안 공동저술가로서 아내로서 함께 살아 온 로즈 프리드먼은 예리한 지성을 발휘,

하여 그들의 회상록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태평양과 샌프란시스코만이 내려다 보이는 프리드먼 박사1

의 높고 우아한 아파트에서 박사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서재는 그가 쓴 책들과.

경제학에 관한 참고 서적들로 질서정연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와 같이 사.

회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 은 인터뷰 요청과 같은 성가신 일을 단호히 거절할 수� �

도 있었지만 박사님은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저를 대해 주셨고 평생을 교수로 가르쳐 온,

분답게 천천히 그리고 매우 편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사님은 저를 충심으로 환대하.

셨지만 시간과 주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에게는 완성해야 할 방대한.

과제가 있었고 이를 마치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은 자신에 대한 심리적.

분석이나 성격에 대한 토론은 피하고자 했으며 몇 개의 이야기는 회상록을 위해 남겨 놓으

려고 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님은 정책에 대해서는 토론했지만 새로 구성된 의회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대한 기억 속에 있는 그의 지적 연구에 대한 평가와 역사에 대한.

기억들 중요했던 일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충실히 받들었던 자유를 위한 지적운동의 승리, ,

의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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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프리드먼과의 인터뷰

질문 새로 구성된 의회는 균형예산안과 단일세율
flat tax

등 박사님이 오랫동안 선호해

왔던 생각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박사님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리드먼 저는 회의적입니다 논의는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레이건 행정부에 대해서도 많. .

은 것을 기대했었지만 실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건을 존경합니다 아마. .

도 냉전이나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문제가 없었다면 그가 좀더 많은 업적을 이루,

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정부규모의 감축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줄.

여 나가려고 했습니다 일부 업적은 인정하지만 대규모의 정부 축소는 그가 바라.

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금 저를 망설이게 하는 것, .

입니다.

의회는 이런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이런 방향으.

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제한? ,

즉 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제6 . ,

도 중 가장 나쁜 양상의 하나는 세법이 매년 또는 년마다 바뀐다는 점입니다2 .

좋지 않은 세법이라도 년 정도만 바꾸지 않으면 해로운 면은 줄어들게 됩니다5 .

왜 계속 바꾸는 것일까요 이것은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 때문입니다 로비스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낼 것입니다.

예외나 감면이 없는 단일세율이라는 아미계획
Armey Plan

은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 계획의 주된 이점은 세제의 평등성 확보나 개인의 인센티브에 방해되는.

요소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년 전체 세제를 바꾸는 일과 세법 변

호사들만을 번영시키는 일을 종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질문 박사님은 년부터 년까지 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원천징수제도를 발1941 1943

전시키는 데 기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프리드먼 저는 그때 재무성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는 전시. 戰時였습니다 어떻게 전시.

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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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지금같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

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피하는 길이 가능한 한 세금으로 현재와 같은 규모의 당.

시 재정수요를 확보하는 일이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차대전 당시에는 전체 전비 중 일부만이 세금으로 조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1 .

쟁이 끝난 후 물가는 전쟁 전보다 배로 올랐습니다 차대전이 발발했을 때 재2 . 2

무성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평화시나 전시나 원천과세 없이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재무성에는 제가 일했던.

세제연구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천과세의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했습니다. .

저는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소규모 기술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가장 큰 적은 국내조세국
IRS
이었습니다 모든 기관들은 그들이 항.

상 해왔던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새로운 것이었고 국내.

조세국은 이러한 방식이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것은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인 지적 과제였습니다 제가 원천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평화시에 이렇게.

했다면 중대한 실수였겠지만 년부터 년까지는 전쟁 중이었고 우리 모두, 1941 1943

가 전쟁에 집중해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원천과세제도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없앨 다른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박사님은 대선후보나 대통령의 조언자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골드워터.
Goldwater

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프리드먼 그것은 미국기업연구소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빌 바루디Bill Baroody를 통해서였

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는 원래 미국기업협회.
AEA, American Enterprise Association

로서 그들,

에게 그들의 출판물에 대해 조언을 하는 학술 위원회의 하나로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초기부터 멤버의 일원이었습니다 바루디는 년대 초반 몇 차례 그의 집에. 60

서 저녁모임을 가졌고 여기에 골드워터도 참석했습니다 바루디는 골드워터의 참.

모진이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저녁모임에 참석했었고 거기에서 골드워터를 만났.

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바루디는 저에게 경제문제 조언자로 일할 것을 제의.

했지만 저는 선거운동에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있으면서 메모들을.

써 주었습니다.

질문 골드워터의 명석함에 감명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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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 그건 당신이 의미하는 명석함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그가 원칙이 있고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지능지수는 적당한 수준이었지만 결코 제가 만났던 정치가들 중에서 특출하

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지능지수가 좋은 척도가 아니.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지능지수가 높았던 사람은 리처드 닉슨이었.

지만 닉슨은 대통령으로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닉슨이 아서 번즈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경제문제 조언자 그룹의 일원이었지

만 결코 정부의 공식직책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닉슨이 가격통제를 실시하기 전까.

지는 때때로 닉슨을 만났지만 그 이후에는 그를 한번 보았을 뿐입니다.

질문 닉슨에게 조언하는 것을 그만두셨습니까?

프리드먼 저는 그에게 뉴스위크 지를 통해 계속 조언했지만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았습� �

니다.

질문 박사님은 박사님의 정치적 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

니까 박사님이 만났던 특정한 선생님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책이나 경험을 통? ,

해서입니까?

프리드먼 그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러트저스 대학 뉴저지주 주립. (

대 의 학부 학생이었을 때 두 분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

프랭크 나이트 교수의 제자였던 호머 존스
Homer Jones

그리고 아서 번즈,
Arthur Burns

입

니다 이 두 사람은 학부 학생이었던 저의 사고와 글쓰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

습니다.

하지만 어떤 철학이 제게 남겨졌는지를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생을 통.

해 아쉬웠던 일 중의 하나는 제가 러트저스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왔을 때 당시,

제 신념을 기록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머니의 집 서랍 어딘가에.

넣어두었었는데 다시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간직하고 싶었.

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 제가 가졌던 믿음에 대해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제 생각들이 제대로 분명하게 형성되었던 시기가 아닙니다 제.

가 아직 순진했던 청년시기에 겪었던 대공황에 물론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머 존스 교수 덕분에 저는 시카고 대학의 장학금을 받게 되어 시카고 대학에서



인터뷰 시리즈 #02 밀턴 프리드먼과의 인터뷰

6

프랭크 나이트 제이컵 바이너 헨리 슐츠 그외 다른 여러 교수님들과 공부할 수, , ,

있게 되었습니다 년의 시카고 대학의 분위기는 매우 생동감있고 활동적이며. 1932

학문지향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경제이론과 통계학의 기반을 매우 잘 닦을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저는 콜럼비아 대학의 특별 연구원으로 일년동안 콜럼비아 대학에서 수리

경제학자이자 통계학자인 해럴드 호텔링
Harold Hotelling

과 함께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한해 뒤 다시 시카고 대학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헨리 슐츠 박사의 연구조교가,

되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는 아주 중요한 학생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조지 스. .

티글러
George Stigler

역자 주 년 노벨상 수상 알렌 월리스( : 1911-1991, 1982 ),
Allen

Wallis
역자주 전 로체스터 대학 총장 대통령 보좌관으로 오래 일함 로즈 디렉터( : , ),

Rose Director
그리고 저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점심과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모든, .

시간을 경제학 이론과 경제정책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일생동안 매우 가.

깝게 지냈습니다 조지는 년 전에 죽었고 앨런은 다행스럽게도 아직 살아있습니. 2

다.

년대에 로즈와 저는 워싱턴으로 함께 가서 뉴딜정책에서 일하게 되어 그들1930

과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문적인 통계학자와 경제학자였을 뿐.

정책수립분야에서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경력을 통해 보면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전문적인 경제학자로 보냈습니다 정.

책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엄격한 직업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책활동에 참여하고.

싶으면 이를 직업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수입원을 가.

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순수성을 잃게 되고 피폐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후원자. .

를 얻게 됩니까 오직 이데올로기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

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

제 경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의 하나는 제가 언제나 정책참여가 아닌 직업을

주업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통화정책분야에서 제가 이룬 것이 제가.

징병제도나 약품규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던 결과만큼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화정책은 과학적 연구의 기술적 부산물이고 제가 단지 제 직업을 통.

해 얻은 분별력으로 정책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계에서 굳건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의 세계에서 스스로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을 잃을 우려도 푸대접받을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당신이 만약 전 인생을 정책분야에 투신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

다 저는 제 학생들 중 그렇게 한 학생들을 보아왔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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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았지만 일부 학생들 특히 워싱턴으로 가서 머무르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질문 박사님은 어떻게 정책에 관한 저서들을 쓰시게 되었습니까?

프리드먼 제가 정책에 관한 글을 쓰고 자본주의와 자유�
Capitalism and Freedom

를 쓰게 된 것�

은 간접적으로 몽 페를랭 소사이어티
Mont Pelerin Society

역자 주 년 하이에크가( : 1947

주선하여 자유주의의 미래를 위해 모인 미국 유럽의 지식인 명이 스위스의 작, 39

은 마을 몽 페를랭에서 결성한 협회 덕분입니다 몽 페를랭 소사이어티는) . 1947

년 스위스에서 처음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하이에크 박사.
Friedrich A.

Hayek
역자 주 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의 아이디어와 주선으로 모이게 된 것( : 1974 )

입니다.

몽 페를랭 소사이어티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이에크 라이오넬 로빈스 그리고 당, ,

시 유럽을 대표하던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 가지 사회문.

제와 정책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몽 페를랭 소사이어티의 구성원들은 각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이들이었

고 집에만 있는 것은 고립되는 것이라는 공통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

습니다 그 모임의 좋은 점은 한주일 동안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모일 수 있다.

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자기 나라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누가.

등 뒤를 노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모임이 생겨나게 된 것은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

이라는�

책이 볼커재단의 주의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볼커재단은 미국의 참가자들이 몽 페.

를랭 소사이어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했고 한 스위스 그룹이 스위스

와 유럽 학자들의 참가경비를 댔습니다.

년대 중반 볼커재단은 자유시장제도의 주장이나 이와 관련있는 주제에 관심1950 ,

이 있고 호의적인 청년학도들을 대상으로 여름 세미나 프로그램을 주최했습니다.

자본주의와 자유 는 이 세미나에서 가르친 강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제 생각들을 체계화하고 정리해서 설명해야 했

습니다 세미나의 청중들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생동감있고 솔직하며 비판. .

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훌륭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세미나 시간. .

이외에도 자유로운 토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뿐만 아니라.

동료 교수들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아내인 로즈가 제 강의 테이프를 옮겨 적고 재구성하여 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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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 자본주의와 자유 입니다.� �

질문 그 책을 출판하는 데 망설이지는 않았습니까?

프리드먼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망설입니까 저는 그때 종신재직권을 가진 교수. ?

였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정책으로 눈을 돌리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년 하이에크가 시카고 대1950

학에 온 사실입니다 그는 샘 펠츠먼 론 해모위 랠프 레이코 셜리 레트윈 같은. , , ,

매우 훌륭한 학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이에크는 그들의 수준을 매우 향상시켰.

습니다 저는 그들이 발행하는 신 개인주의 리뷰. �
New Individualist Review

를 지도하�

고 여기에 논문들을 기고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토론수업을 할 수 있는 생동.

감 있는 그룹이었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분위기였습니다.

년대 초반은 자유주의 운동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이에크1960 .

자신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자

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하이에크는 언제나 보수적.
conservative

이라

는 말도 회피합니다 그는 자신을 늙은 휘그.
Old Whig

당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여간.

나머지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는 제 생각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점.

심과 저녁 강의시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제 생각들을 구체화시켜 나갔,

습니다.

에인 랜드
Ayn Land

역자 주 러시아 태생의 작가 철학가 는 이 당시( : 1905-1982, , )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유주의의 철학과 주장이 크게 현안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랬습니다 랜드 학파와 머레이 로스바드. .
Murray

Rothbard
역자 주 근대 자유주의 운동과 자유당의 창시자의 한 사람( : 1926-1995, )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운동의 발전은 베트남 전쟁과 이것이 가져온.

결과에 의해 억제되었습니다 한 시대에는 하나의 커다란 운동의 흐름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 박사님은 본인이 다른 저명한 자유주의자들에 비해 뉴스위크지에 고정칼럼을 가

지는 등 대중적 전파자로서 제일 먼저 성공을 거두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프리드먼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

다 저는 사상들의 역사와 근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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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창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것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에인 랜드는 과거.

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습니다 그. .

녀는 많은 일을 해냈지만 전적으로 편협하고 독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를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녀를. －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레이 로스바드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머레이를.

몇 번 만난 적이 있긴 했지만 터놓고 편안하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는 제가 자유주의자들의 정당에 참가하는 것을 신중하게 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

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머레이도 랜드와 같이 유행을 창조하는 교조주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와 제 연구내용을.

심하게 비난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러한 사.

실을 그와 연관시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머레이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은 개인적인 이유이지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 박사님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세기의 자유주의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결코19

랜드와 로스바드와 같은 체제의 창조자는 되지 않으셨습니다 .……

프리드먼 맞습니다 저는 자유주의자.
libertarian

라는 말보다는 자유주의자
liberal

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질문 저는 때때로 박사님이 자유주의자
libertarian

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리드먼 예 그렇습니다, .

질문 관습적 용어로 용인하시는 것입니까?

프리드먼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유인.
liberal

이라는 말이 잘못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문자 로 시작되는 공화당원R� �
Republican

이고 소문자 로 시작되는 자유l��

주의자
libertarian

입니다 저는 공화당원입니다 그것은 공화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가장 쓸모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

입니다 제 철학은 명백히 자유주의입니다. .

그렇지만 자유주의자
libertarian

라는 말은 스스로 정의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정부주의.
anarchist

와 같이 무정부를 지향하는

자유주의가 있고 제한된 정부를 지향하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이 둘은 기본적.

가치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만 근본적 뿌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둘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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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는 무정부 자유주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질문 왜 그렇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프리드먼 그것이 실행 가능한 사회구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런 형태의 제도가 발전했던 역사적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

다.

질문 최소정부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역.

사적으로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프리드먼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자유로운 사회란 불안정한 균형상태라는 주장의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오. .

랜 기간 동안 이런 불안정한 균형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년에서. 1780 1929

년까지의 미국은 제한된 정부를 지향하는 자유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좋은

예입니다.

질문 더 큰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맞?

는 학자들의 모임을 통해 함께 연구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프리드먼 저는 두 가지 학자들의 사회에 소속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하나는 경제학자들.

이고 하나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둘의.

결합은 매우 생산적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모든 각도에서 확신시킨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간의 토론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선량한 사람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이 비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환경에서 모질고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주.

위에 서너 사람이 함께 있게 되면 많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

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전적으로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세계가 상호작용을 하게 된 하나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년대에 제 딸이 브린 모어 대학 역자 주 펜실베니어 주에 있는 여자대학 에1960 ( : )

다니고 있을 때 저는 하버포드 대학 역자 주 브린 모어의 이웃에 있고 브린 모( :

어와 학문적 교류가 많은 대학 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초청에 대해 사흘) .

정도의 수리경제학 강연이고 정책문제는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브린 모어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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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승낙했습니다.

제가 승낙한 이후에 그들은 그 강연에서 정치적 주제들을 함께 다루어 줄 의사가

없는지를 물어 왔습니다 저는 찬성했고 자유와 관련된 주제를 주었습니다 나중. .

에 저는 하버포드 대학의 강연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학장에게 편지를 써서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청중 앞에서 자유에.

대해 강연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마음에 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연 때가 되어서 저는 학장에게 출석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물었습니?� �

다 학장은 시작할 시간에 직원들이 발코니에 서서 아래를 보고 모두가 미리. �

지정된 좌석에 앉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

저는 강연대에 서서 발코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출석을 확인하러 오신 분들이

언제 나갈 것인지 알고 싶다고 저는 강요받은 청중 앞에서 자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며 누구든.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좋다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정말.

그렇게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았을 때 한두 명의 학생.

들만이 나머지 학생들의 야유를 받으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버포드 대학이 매우 좌익성향을 가진 분위기였음에.

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내 편이 된 다시 보기 힘든 학생 청중들을 얻게 되었습니

다 그것은 제가 대중연설가로서 거둔 가장 큰 성공의 하나였습니다. .

질문 박사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급진적인 자유주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

십니까?

프리드먼 저도 제 전형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만 저와 머레이 같은 사람이 다른 점은 저는,

제가 변화해 온 것에 대해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그들.

이 저를 규정짓는 것보다는 작습니다 저는 연방정부가 없어지기를 원했지만 정부.

가 존재하는 동안에도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 여러 편의 글을 썼습니다.

머레이는 교육문제에 있어 수업료 교환증서제도
Voucher System

역자 주 부모들이 공( :

립학교를 선택하고 선택한 학교에 수업료 교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학교의 경

쟁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에 대한 제 입장을 비난해 왔습니다 저는 정) .

부가 교육에서 전적으로 손을 떼기를 바랍니다 이 분야에서의 제 견해는 더욱.

극단적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철학이 바뀐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과 역사에.

대한 지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무교육이 외부적 효과부분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인터뷰 시리즈 #02 밀턴 프리드먼과의 인터뷰

12

그러나 저는 의무교육이 있기 전에도 가 넘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받았다는90%

웨스트와 다른 사람의 연구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계수익과 평균수익에는 커E.G. .

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의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데서 얻을 수. 90% 91%

있는 한계수익으로는 의무교육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의무교육이 없을.

경우 만이 읽고 쓸 수 있다면 저는 의무교육을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50%

니다.

어떤 현안들은 민간부문에 개방되어 있기도 하고 닫혀 있기도 합니다 관세문제. ,

재산권문제가 대개 그렇습니다 아니 재산권은 정의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재. ,

산권문제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개방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닫혀 있.

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와 자유 에서 우리는 의무교육에 대해. � �

호의적이었지만 선택의 자유 에서는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제가 좀더 급진적.� �

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머레이는 제가 정부예산에 개입하려고 한다면서.

저를 통계학자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료 교환증서제도를 정부제.

도에서 민간제도로 옮겨가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틀렸을.

수도 있고 기대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앞서 말한 이유로

이 제도를 선호합니다.

질문 박사님이 자유주의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명제에는

동의하십니까?

프리드먼 저는 제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은 하이에크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쓴 노예의 길 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 � �

한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보면 국가정책수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

빌 버클리
Bill Buckley

입니다.

버클리는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정치적으. .

로 볼 때 그의 내셔널 리뷰�
National Review

는 자유주의와 보수적 자유시장경제의�

협력을 기반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이것은 프랭크 메이어가 내셔. �

널 리뷰 에 있을 때부터 내려온 가장 두드러진 전형입니다 빌 버클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랜드나 머레이 로스바드와 같이 경직된 사고를 가진 자유주의자들이 가진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대중적 영향력을 좀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박사님은 리버티�
Liberty

지에 랜드와 루드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역자 주( :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 교수 의 편협성에 대한 글을 기고하신 적이1881-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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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박사님은 한 번도 랜드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씀. .……

프리드먼 제 기억으로는 그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카고에 있었고 그녀.

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었다면 저는 그녀를 만나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저는 그녀가 매력적인. .

여성이며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녀가 아직 랜드주.

의자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훌륭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랜드주의자가 되고 나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질문 하지만 미제스는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박사님은 그의 연구방법이나 개인적.

행동에서 편협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프리드먼 거기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몽 페를랭의 첫 모임에서 그가 일어나 당신들. �

은 모두 사회주의자 무리들이야 라고 말했던 것은 제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소득분배와 소득세 공평과세 제도의 도입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공평과세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는 견해를 설명하고 있었

습니다.

또 하나의 비슷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미제스의 제자 가운데 미제스에게 가.

장 충실한 프리츠 매컬럽
Fritz Machlup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몽 페를랭 모.

임에서 프리츠는 금본위제도에 대한 회의와 변동환율제에 대한 선호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미제스는 그가 삼 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폭발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화해시켜 주어야 했습니.

다 이런 사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제스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혀. .

왔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미제스를 좋아할 수 있는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질문 박사님은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운동에 스스로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

프리드먼 당신은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말하면 제가.

자유당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단지 제가 공화당 사람들과 훌륭한 연구성과를 올

린 관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제가 공화당원이 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제가 자유주의자들의 운동. .

과 마찰을 일으킨 문제는 없었습니다.

질문 박사님은 대다수 사람들과 자유주의자들의 조직이 갖고 있지 못한 존경과 명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프리드먼 그건 제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한 가지 이유에서겠죠 왜 웃으시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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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사님의 위상은 노벨상을 수상하기 이전부터 높았습니다.

프리드먼 약간은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아. .

니라 굳건한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학적 학문의 원리에 기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설교가나 이론주의자나 앞뒤가 맞지 않는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유주의 운동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리즌. �
Reason

지가�

매우 훌륭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즌지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운동에 참.

여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는 출판사업입니다 출판사업에는 출. .

판사와 도매상 소매상 이 셋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출판사는 상대적, , .

으로 소수이고 도매상과 소매상은 아주 많습니다.

제 주변을 돌아볼 때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감명을 받,

고 있습니다 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30 .

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지와 관련해서 보아도 그때는 경제교육재단.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이 발간하는 자유인�

Free-man
과 시카고 대학의 신 개인주의자� �

리뷰
New Individualist Review

가 잠시 동안 있었고 또 다른 측면의 빌 버클리가 창간한�

내셔널 리뷰 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리즌 지가 있고 리버티 지가 있습니다. .� � � �

당신은 이 잡지들을 케이토 연구소
Cato Institute

나 경쟁기업연구소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그리고 다른 대여섯 개의 연구소에서 나온 기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

지금은 너무 많은 싱크탱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리드먼 그것을 다 채울 만한 인재가 없습니다.

질문 박사님은 자신을 외교정책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주류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리드먼 저는 자유주의철학이 외교정책을 규정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

유주의가 국가고립주의를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간섭주의자이.

지 국가고립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군비를 축소해야 한다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군비를 가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저는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로부터 국가가 방위없이 외부에 노출되어야 한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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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자위군대가 일어나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는 생

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걸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리드먼 저는 항상 걸프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

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있었던 외국개입사건 중 가장 정당화되고 있는 사건이지만.

저는 아직도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국 이라크가 석유를 지배하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석유가 먹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그것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

석유가격이 그렇게 영향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야 하는 것은 이란과 이라크의 힘의 균형입니다 저는 그 전쟁에 대해 복합된 감.

정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편에 서서도 글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박사님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리드먼 그건 당신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년에 방법론에. 1953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실증경제학 소론. �
Essay on Positive Economics

이라�

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년대 중반부터 준비했습니다. 1940 .

이 책은 수많은 논평들을 촉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학이 어떻게 이루어졌.

는가보다는 경제학만을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어떤 비평.

에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웠고 이것이 논평이 많아진 원인이 되

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방법론에 대한 이 논문은 제가 쓴 어떤 글보다도 더 많이 출판되고 많이 언급되

었지만 저는 이것이 제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질적 측면에서 볼 때 제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 견,

지에서 방법론에 대한 논문을 더욱 발전시킨 소비함수이론�
The Theory of Consumption

Function
입니다 저는 이것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설명한 본보기가 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법론을 쓴 이후의 엄청난 연구결과를 구체화된 이론.

으로 정연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처음 나오면 사람들은 이건 엉터리야. ,�

이 이론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이제 이것은.�

전통적 경제학의 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정책분야에서는 징병제도의 철폐가 저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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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젠 경제학에서 은퇴하신 것입니까?

프리드먼 예 경제학으로부터는 아니지만 그런 종류의 연구활동으로부터는 은퇴했습니다, .

경제학 중에서도 계량경제학 같은 분야에서는 엄청난 전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시카고의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하는 최근의 연구논문들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년대에 제가 만든 것이지만 계량경제학 분야의 새로운 발전은 제가 따라가기1970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은 우리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

들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다룰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경제학 연구를 한다고 허세를 부리지 않

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과학자가 한 분야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

은 그가 그 분야에 들어선 년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전문10 .

가로서의 삶을 시작한 지 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 다른 분10 .

야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기억을 돌아볼 때 제가 기본적으로 기.

여하게 된 것은 초반기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년. 1950

대에 예비적인 전문적 서적을 모두 읽었고 이후 년 동안의 미래에 제가 연구할30

전체적 기틀과 윤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하고 변경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상은 초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년대부터 년대까지 가장 중요한 경제학 연구들을 해냈습니다 모든1940 1960 .

연구결과가 다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질문 저는 최근에 워싱턴 먼슬리�
Washington Monthly

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쓴 어리석�

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박사님이 평생을 통해 싸워 오신 것입.

니다 이미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

프리드먼 아닙니다 모든 싸움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경제학에 대해 쓴 글들을 보십시오. . .

년 전에도 년 전에 씌어진 것에서도 똑같이 어리석은 글을 발견할 수 있100 , 200

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명한 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질문 이런 실수들이 아직도 전문적인 경제학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습니까?

프리드먼 당신이 말하는 것이 전문가 전체에 대한 것이라면 대답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

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제학자들은 상당한 부분에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

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실업을 높인다는 명제에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을 바라고 있습니다 통화팽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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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생각들에.

대해서 폭넓은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러한 통념들을 어떻게 하면 일반대중에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요?

프리드먼 꾸준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끝없이. .

자라나고 있고 어느 집단이든지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예산.

문제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찍어내서 빚을 갚으면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하.

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통화와 화폐정책 분야만큼 변덕스러운 분야는 없다고 생각해 왔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무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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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of Both Worlds:
An Interview with Milton Friedman

����������������������������������������������������������������
Milton Friedman interviewed by Brian Doherty

Transcript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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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ton Friedman needs little introduction. His career as one of the world’s

preeminent economists and advocates of freedom has won him many accolades,

best-selling books, and a Nobel Prize.

It has also brought him much satisfaction. Now, in what he is acutely conscious

are probably the last years of his life, he and his wife and longtime writing

partner Rose Friedman are working on their memoirs.

I met Friedman in January in his elegant high-rise San Francisco condo, with an

absorbing view of both the Pacific Ocean and the San Francisco Bay. His study is

filled, but not cluttered, with his own books and economics reference works. While

some Great Men in his position in life might refuse nuisances like interviewers

entirely, Friedman is friendly and mostly forthcoming, speaking with the slow

assurance of a lifelong professor and teacher very comfortable with explaining

things.

He welcomed me cordially but with a distinct set of limits, both in time and in

subject matter. He has a large project to finish, and not much time to finish it in ;

and he refuses to psychoanalyze himself, largely avoids indulging in discussion of

personalities, and wants to save some stories for his memoirs.

Friedman is used to discussing policy, but except for his assessment of the new

Congress’s potential, we wandered far afield into reminiscence ; assessment of his

intellectual development ; and his thoughts on the history, significance, and

successes of the intellectual movement for freedom that he has served so

staunchly.

Reason You’ve long advocated many of the ideas the new Congress is pushing,

such as balanced budget amendments and flat taxes. Do you think Congress will

make your dreams come true?

Friedman I’m skeptical. The talk is good. But I ex-pected so much out of the

Reagan administration and was disappointed. I’m a great admirer of Ronald

Reagan himself, and I suspect he would have gotten much more done if it hadn’t

been for the Cold War and the problem of Nicaragua and El Salvador.

But nonetheless, there’s no doubt that while he talked about cutting down the size

of government, he did not succeed. He did slow it down -you’ve got to give him

credit for some achievements. But not the massive reduction that he hoped for

and planned for. That makes me hesitan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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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 wants to talk in this direction. Would they really want to move in that

direction? The most important reform would be term limits, six-year limits.

Because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one of the worst features of our system

is that you have a new tax law every year or every two years. However bad the

tax law is, if you didn’t change it for five years it would do less harm. Why do

you keep changing it? Because that’s the most effective way to raise campaign

funds. Lobbyists will pay you to put loopholes in ; they will pay you to take them

out.

If you can get a flat tax with no exemptions or deductions -the Armey plan I

suppose would be fine- its main advantage would not be the greater equity of a

flat tax or less interference in private incentives. It would be to end this business

of changing the whole tax system every few years and keeping prosperous these

hordes of tax lawyers.

Reason You we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he withholding tax when you

were doing tax work for the government in 1941-43?

Friedman I was an employee at the Treasury Department. We were in a wartime

situation. How do you raise the enormous amount of taxes you need for wartime?

We were all in favor of cutting inflation. I wasn’t as sophisticated about how to

do it then as I would be now, but there’s no doubt that one of the ways to avoid

inflation was to finance as large a fraction of current spending with tax money as

possible.

In World War I, a very small fraction of the total war expenditure was financed

by taxes, so we had a doubling of prices during the war and after the war. At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the Treasury was determined not to make the same

mistake again.

You could not do that during wartime or peacetime without withholding. And so

people at the Treasury tax research department, where I was working, investigated

various methods of withholding. I was one of the small technical group that

worked on developing it.

One of the major opponents of the idea was the IRS. Because every organization

knows that the only way you can do anything is the way they’ve always been

doing it. This was something new, and they kept telling us how impossible it was.

It was a very interesting and very challenging intellectual task. I played a

significant role, no question about it, in introducing withholding. I think it? a great

mistake for peacetime, but in 1941-43, all of us were concentrating on th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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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no apologies for it, but I really wish we hadn? found it necessary and I

wish there were some way of abo-lishing withholding now.

Reason You’ve also had some history of advising candidates and presidents. How

did you get involved in the Goldwater campaign?

Friedman Through Bill Baroody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as originally the American Enterprise Association, and had

established a board of academic advisers to advise them on their publications. I

had been a member of that I think since its inception, and Baroody arranged

sometime in the early ?0s a number of dinners at his house at which Goldwater

was present. Baroody was the brain trust for Goldwater. I was also at some of

those dinners, so I got to meet Goldwater. And then when the campaign came

along, Baroody asked me to serve as economic adviser. I didn’t go on the

campaign trail. I sat at home and wrote memos.

Reason Were you impressed with Goldwater’s acumen?

Friedman It depends on what you mean by acumen. There? no doubt whatsoever

that he’s a man of principle and strong character. His IQ is perfectly reasonable

but it’s not outstanding among the various politicians I’ve met, and that shows

why IQ is not a good measure. The highest IQ was Richard Nixon’s and he was a

terrible president.

While I was never a governmental official, I was a member of an economic

advisory group that Nixon appointed of which Arthur Burns was chairman. I saw

Nixon from time to time when he was president, until he imposed price controls. I

saw him only once after that.

Reason Did you stop giving him advice?

Friedman I kept giving him advice from Newsweek, but not personally.

Reason Do you have a clear memory of how your political philosophy formed?

Was it any specific teacher you encountered, book you read, or experience?

Friedman I’m sure it was a combination of all of those. I was exposed as an

undergraduate at Rutgers to two very strong influences: Homer Jones, who was a

student of Frank Knight? from Chicago, and Arthur Burns. They both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me as an undergraduate in my thinking and my writing.

But it would be hard to say what philosophy that left me with. One of the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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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gretted all my life is that when I graduated from Rutgers and came home, I

wrote out a statement of my beliefs. I put that away in a drawer somewhere in

my mother’s home and I’ve never been able to find the damn thing! I’d love to

have it! So I can’t really tell you what I believed at that time.

But obviously my ideas were not very well formed. I was an innocent youngster

and what I was impressed by, of course, was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belief

that somehow or another there ought to be something that can prevent any such

thing from happening.

Thanks to Homer, I was offered a scholarship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and I

went to Chicago and studied with Frank Knight, Jacob Viner, Henry Schultz, and so

on. The atmosphere in Chicago in 1932 was very lively and active and

encouraging. Of course, I got a very good grounding in economic theory and

statistics as well.

Next year, I managed to get a fellowship to Columbia. I spent a year at Columbia

mainly to study with Harold Hotelling, who was a mathematical economist and

statistician.

Then I went back to Chicago for one year and was a research assistant to Henry

Schultz. There were a group of students in Chicago who were very, very

important. George Stigler, Allen Wallis, Rose Director, and myself. We ate almost

every lunch and dinner together. We spent all the time discussing economics, both

economic theory and economic policy. And we were very close for the rest of our

lives. George died about two years ago. Allen, I? glad to say, is still alive.

In the 1930s, both Rose and I at separate times went to Washington and worked

on the New Deal, but we were technical statisticians and economists, not anything

that had any policy role.

Throughout my career, I spent most of my time on technical economics. This

policy stuff has been a strict avocation. If you really want to engage in policy

activity, don’t make that your vocation. Make it your avocation. Get a job. Get a

secure base of income. Otherwise, you’re going to get corrupted and destroyed.

How are you going to get support? You’re only going to get support from people

who are ideologically motivated. And you’re not going to be as free as you think

you’re going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my career is that I always had a major

vocation which was not policy. I don’t regard what I’ve done in the field of

monetary policy as on the same level as what I’ve done about trying to get ri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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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aft or legalizing drugs. One is a technical byproduct of scientific work, and

so that’s the only sense in which my vocation has affected my policy. But by

having a good firm position in the academic world, I was perfectly free to be my

own person in the world of policy. I didn’t have to worry about losing my job. I

didn’t have to worry about being persecuted.

I think you’ll make a mistake if you’re going to spend your life as a policy work.

I?e seen some of my students who have done this. And some of them are fine,

and some of them, especially those who have gone to Washington and stayed, are

not.

Reason How did you come to enter the world of policy writing?

Friedman What really got me started in policy and what led to Capitalism and

Freedom was, in an indirect way, the Mont Pelerin Society. The first Mont Pelerin

So-ciety meeting was in 1947 in Switzerland. Hayek arranged it. It was his idea.

Mont Pelerin was the first time that I came into contact with people like Hayek,

Lionel Robbins, and the European contingent of that time. That widened my

perspective about issues and policy.

The Mont Pelerin Society was people who were deeply concerned about issues. It

was people with whom you shared a basic common belief, who at home were

isolated. Its great contribution was that it provided a week when people like that

could get together and open their hearts and minds and not have to worry about

whether somebody was going to stick a knife in their back -especially for people

in countries where they were isolated.

The reason the Society ever happened was that Hayek had written The Road to

Serfdom, which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Volker Foundation, and it was the

Volker Foundation that financed the American participation in the Mont Pelerin

Society. A Swiss group financed the Swiss and European participation.

In the middle ’50s, the Volker Foundation undertook a program of summer

institutes for junior academics who were favorably inclined toward a free-market

point of view or were interested in such issues. Capitalism and Freedom was

based on a series of lectures that I gave at one of those seminars. Those seminars

forced me to systematize my thoughts and present them in a coherent way. And

they also provided a very good audience because the people who were there were

lively, outspoken, didn’t hesitate to criticize. It was a very good audience. There

was a lot of free time as well for discussions outside of the formal seminar. And I

learned a great deal, not only from the students who were there, but als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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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low lecturers.

And then my wife, Rose, took the transcribed tapes of the lectures and reworked

them and that’s what became Capitalism and Freedom.

Reason Did you have any hesitation about publishing that book?

Friedman None whatsoever. Why should I have had any hesitation? Remember, I

was a tenured professor.

Another thing that helped form my policy orientation was when Hayek came to

Chicago in 1950. He attracted quite a number of very able students, Sam Peltzman,

Ron Hamowy, Ralph Raico, Shirley Letwin. There were quite a group of them.

Hayek drew very high quality people. I was an adviser to their New Individualist

Review and contributed articles to it. They were a very lively group that had

organized discussion sessions and so on, which was part of the atmosphere.

I was persuaded at that time in the early 1960s that we were on the verge of

developing a strong libertarian movement. These were libertarians, all of them,

though Hayek would not have labeled himself a libertarian. As you know, he

always avoided the term conservative, too. He would call himself an Old Whig.

The others would have called themselves libertarians.

That’s how I was able to develop my own ideas. What shaped them was the

interaction with all these other people at lunches and dinners and lectures.

Ayn Rand was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at that time. I believed a big upsurge

in the libertarian philosophy and views was pending. And to some extent it was.

You had the Randian group, and the Murray Rothbard group. But the developing

libertarian movement was repressed by the Vietnam War and what it led to.

You’ve only got room for one big movement at a time.

Reason Why do you think you had more initial success as a public proselytizer

-you had a regular column in Newsweek- than other prominent libertarians?

Friedman I really don’t know how to answer that. I was basically trained in

economic science. I was interested in the history of thought and where it came

from. I thought I was going back to some fundamentals rather than creating

anything new. Ayn Rand had no use for the past. She was going to invent the

world anew. She was an utterly intolerant and dogmatic person who did a great

deal of good. But I could never feel comfortable with her. I don’t mean with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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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ly -I never met her personally. I’m only talking about her writings.

Rothbard was a very different character. I had some contact with Murray early

on, but very little contact with him overall. That’s primarily because I deliberately

kept from getting involved in the Libertarian Party affairs ; partly because I

always thought Murray, like Rand, was a cult builder, and a dogmatist. Partly

because whenever he’s had the chance he? been nasty to me and my work. I

don’t mind that but I didn’t have to mix with him. And so there is no ideological

reason why I kept separate from him, really a personal reason.

Reason In seeing yourself as harkening back to 19th- century liberalism, you

never became a system-builder like Rand or Rothbard .

Friedman Exactly. I’d rather use the term liberal than libertarian.

Reason I see you occasionally use the word libertarian.

Friedman Oh, I do.

Reason As a concession to accepted usage?

Friedman That’s right. Because now liberal is so misinterpreted. So I am a

Republican with a capital “r” and a libertarian with a small “1.” I have a party

membership as a Republican, not because they have any principles, but because

that’s the way I am the most useful and have most influence. My philosophy is

clearly libertarian.

However, libertarian is not a self-defining term. There are many varieties of

libertarians. There’s a zero-government libertarian, an anarchist. There’s a

limited-government libertarianism. They share a lot in terms of their fundamental

values. If you trace them to their ultimate roots, they are different. It doesn’t

matter in practice, because we both want to work in the same direction.

I would like to be a zero-government libertarian.

Reason Why aren’t you?

Friedman Because I don’t think it’s a feasible social structure. I look over history,

and outside of perhaps Iceland, where else can you find any historical examples of

that kind of a system developing?

Reason One could argue the same thing about minimal-state libertarianism : that

historically it seems to not be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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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man I agree. I wrote an article once arguing that a free society is an

unstable equilibrium. Fundamentally, I’m of the opinion that it is. Though we want

to try to keep that unstable equilibrium as long as we can! The United States from

1780 to 1929 is not a bad example of a limited- government libertarianism that

lasted for a long time.

Reason Is feeling like part of a larger movement important to you? Would you

have been able to do the work you did had you not felt part of a community of

like-minded scholars?

Friedman I’ve been very fortunate in being part of two communities of scholars:

the community of economist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unity of libertarians

on the other. And that combination has been very productive so far as I’m

concerned, but I can’t really tell you why. One thing is that it’s very hard for

somebody on his own to be sure that he’s thought of all the angles. Discussion

among people helps an enormous amount. And particularly able, good people.

If you have a person isolated in an environment un-friendly to his ideas and

thoughts, he tends to turn bitter and self-directed. But the same person with three

or four other people around -it doesn’t have to be a lot of people- will be in a

wholly different position since he will receive support from the others.

You remind me of one incident where in a sense the two worlds interacted. Back

in the 1960s, my daughter was an undergraduate at Bryn Mawr, and I was invited

by Haverford, I think it was, to spend three days giving talks on mathematical

economics. Absolutely no policy involved, pure mathematical economics. And

because my daughter was at Bryn Mawr, I agreed.

After I had agreed, they asked if I would also be willing to give a chapel talk on

political matters. I said sure and I gave a title, something having to do with

freedom. Then I discovered that chapel at Haverford was compulsory. I wrote to

the president and said that I was very much disturbed at giving a talk on freedom

to a compulsory audience.

When it was time to go to the chapel, I asked the president, “How do they count

attendance?” And he said, “At the beginning of the hour there are people going

around in the balcony and looking down. Everybody has an assigned seat, and

they count.”

When I got up to talk, I spoke up to the people in the balcony and said that those

who were counting attendance, please let me know when they’re through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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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on’t like the idea of speaking about freedom to a compulsory audience. I’m

going to sit down and give the people who want to leave the chance to leave. And

I did. Now, the students hadn’t really thought that I was going to do it and when

I did, about one or two people got up to leave and the rest of them booed them

because obviously, I was talking on their level. As a result, I’ve seldom had a

student audience who were so completely on my side as that group, even though

the political atmosphere at Haverford was very much to the left. That’s one of the

greatest coups I?e ever had as a public speaker.

Reason Do you think you’ve become more radically libertarian in your political

views over the years?

Friedman The difference between me and people like Murray Rothbard is that,

though I want to know what my ideal is, I think I also have to be willing to

discuss changes that are less than ideal so long as they point me in that direction.

So while I’d like to abolish the Fed, I’ve written many pages on how the Fed, if it

does exist, should be run.

Murray used to berate me for my stand on education vouchers. I would like to

see the government out of the education business entirely. In that area, I have

become more extreme, not because of any change of philosophy, but because of a

change in my knowledge of the factual situation and history.

I used to argue that I could justify compulsory schooling on the ground of external

effects. But then I discovered from work that E.G. West and others did, that before

compulsory schooling something over 90 percent of people got schooled. The big

distinction you have to make is between marginal benefit and average benefit. The

marginal benefit from having 91 percent of people in school rather than 90

percent does not justify making it compulsory. But if in the absence of compulsory

education, only 50 percent would be literate, then I can regard it as appropriate.

Some issues are open and shut. Tariffs, property rights. No, not property rights,

because you have to define property rights. But education is not open and shut. In

Capitalism and Freedom we came out on the side of favoring compulsory schooling

and in Free To Choose we came out against it. So I have become more radical in

that sense. Murray used to call me a statist because I was willing to have

go-vernment money involved. But I see the voucher as a step in moving away

from a government system to a private system. Now maybe I’m wrong, maybe it

wouldn’t have that effect, but that’s the reason I favor it.

Reason Would you agree with the proposition that you have been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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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and important proselytizer for libertarianism?

Friedman I don’t think that I’ve had the most influence. I think the most

influential person was Hayek. The effect of The Road to Serfdom was really

critical. In another area, Bill Buckley has certainly been very important on

national policy.

Buckley’s not a libertarian. But he’s also not a socialist. And if you look at the

political scene, his National Review has had a tremendous influence in providing a

base for collaboration between the libertarians on the one side and the

free-market conservatives on the other. That was epitomized in its most obvious

form by Frank Meyer when he was with National Review. They’ve helped that

coalition to form and hold together and have influence; Bill Buckley played an

enormously important role.

I might have more public influence than ideologues like Rand or Murray Rothbard,

the libertarians in that strict sense. And I believe that the reason is because they

have been so intolerant.

Reason You wrote an essay in Liberty about the intolerance of Rand and Ludwig

von Mises. You say you never met Rand .

Friedman I was never to my knowledge in the same place as she was ; I was in

Chicago, she was in New York. I’m sure if I had been in New York, I would have

met her. It was not because of any objection on my part. I think she was a

fascinating woman and had a great influence. As I always have said, she had an

extremely good influence on all those who did not become Randians. But if they

became Randians, they were hopeless.

Reason But you knew Mises personally. Did you see the intolerance that you find

in his method also in his personal behavior?

Friedman No question. The story I remember best happened at the initial Mont

Pelerin meeting when he got up and said, “You’re all a bunch of socialists.” We

were discussing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hether you should have

progressive income taxes. Some of the people there were expressing the view that

there could be a justification for it.

Another occasion which is equally telling : Fritz Machlup was a student of Mises’s,

one of his most faithful disciples. At one of the Mont Pelerin meetings, Fritz gave

a talk in which I think he questioned the idea of a gold standard ; he came out in

favor of floating exchange rates. Mises was so mad he wouldn’t speak to hi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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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years. Some people had to come around and bring them together again. It’s

hard to understand ; you can get some understanding of it by taking into account

how people like Mises were persecuted in their lives.

Reason You don’t link yourself openly to certain aspects of the libertarian political

movement .

Friedman Well, you have to be more specific. Being very specific, I have not

wanted to join the Libertarian Party simply because I have accumulated good

working relationships with people in the Republican Party, and I think I can be

more effective by being a Republican. That? the only reason. There are no other

cases in which I have had any problem with the libertarian movement.

Reason You certainly have a respectability and presence that most people and

organizations labeled libertarian don’s have .

Friedman That’s because of one thing only : I won the Nobel Prize. What, are you

kidding yourself?

Reason Your status preceded your winning the Nobel.

Friedman I did have some of it, yes. It’s because I have a firm root in something

other than ideology. Because I was firmly based in a scientific academic discipline.

I wasn’t simply a preacher or an ideologue or an unconnected philosopher.

But I think the libertarian movement is doing fine. I think that REASON magazine

has been remarkably good ; it has been very effective. It takes many kinds of

people to make a movement.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publications. In any activity you have manufacturers, wholesalers, and retailers ;

and all three are essential and necessary. There are only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manufacturers of ideas. But there can be a very large number of

wholesalers and retailers.

As I look around me I’m impressed by the fact that there’s increasing attention

paid to libertarian ideas. If you look at the picture now, compared with 30 years

ago, there’s no comparison. Now you’ve got much more. As far as journals are

concerned, then we had the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s Freeman ; for a

while we had the New Individualist Review in Chicago, but that was about it. Bill

Buckley established National Review, which is in a different corner.

But look at the situation today. You have REASON magazine, you have Liberty

magazine. You’ve got all of this stuff that spouts out from the Cato Institut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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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and a half dozen other think tanks. In fact, I

think there are too damn many think tanks now.

Reason Why do you say there are too many?

Friedman You don’t have the talent for it.

Reason Do you consider yourself in the libertarian mainstream on foreign policy

issues?

Friedman I don’t believe that the libertarian philosophy dictates a foreign policy. In

particular I don’t think you can derive isolationism from libertarianism. I’m

anti-interventionist, but I’m not an isolationist. I don’t believe we ought to go

without armaments. I’m sure we spend more money on armaments than we need to

; that’s a different question.

I don’t believe that you can derive from libertarian views the notion that a nation

has to bare itself to the outside without defense, or that a strong volunteer force

would arise and defend the nation.

Reason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Gulf War?

Friedman I always had misgivings about the Gulf War, but I never came to a firm

decision. It was more nearly justified than other recent foreign interventions, and

yet I was persuaded that the major argument used to support it was fallacious.

After all, if Iraq took over the oil, it would have to do something with it. If they

don’t want to eat it, they’d have to sell it. I don’t think the price of oil would

have been much affected. The more important consideration was the balance of

power with Iran and Iraq.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at war ; I wouldn’t be

willing to write a brief on either side.

Reason What would you regard as your most important accomplishment?

Friedman It depends on what you mean. I wrote an essay on methodology in 1953.

It was published in my book Essays on Positive Economics. I had been working on

it for years before that, so it goes way back to the middle ’40s. It started to

generate a lot of comments, but I decided I would rather do economics than talk

about how economics are done. So I made a distinct point of not replying to any

criticism of that essay. And I think that? why it? so commented on.

That methodology article has probably been reprinted more often and referred to

more often than anything else I’ve written, though I would by no means regar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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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most important thing I’ve ever done.

In terms of sheer technical quality there’s no doubt in my mind that the best

thing I ever did was The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which, from a

scientific point of view, is a carry on from the methodology article. I regard the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as a demonstration of applying the

methodology I explained there. But also it has a neatness about it and a specific

theorem which has generated an enormous amount of work since then. When

things like that originally come out, the status quo says, “Oh, that’s a bunch of

nonsense, we can’t possibly work with that,” but give it time. And by now it? part

of conventional economics.

In the realm of policy, I regard eliminating the draft as my most important

accomplishment.

Reason Have you retired from economics?

Friedman Well, not from economics, but from that kind of work. There’s been a

tremendous advance in specialization in economics, particularly in the

econometrics area. I was just looking at recent working papers published by the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These are clearly built on work of mine, going

back to the 1970s. But there’s been a new development in econometrics that I

haven’t kept up with. The techniques they’ve adopted here are all different from

ours. I’m not an expert in them anymore ; I really couldn? deal with this material

on the level on which they are dealing with it, although I can understand the

thrust of what they’re doing.

I’m not making any pretense of trying to do any more basic, fundamental

economics work. I believe that almost all important contributions of a scientist are

made in the first 10 years after he enters the discipline. Not the first 10 years of

his professional life ; he may shift from one discipline to another. And I’ve been

impressed as I’ve been going over my memoirs, that my basic contributions all

have their roots in the early years of my work. I was reading over some

preliminary professional papers in the 1950s, and I could see there the whole

future of the next 30 years of work that I did ; it was all outlined in there.

You add things to it, you change it, but the fundamental ideas come early. The

1940s-’60s was when I did my most important economic work, even though it

wasn’t all published then.

Reason I read an article recently in the Washington Monthly that repeated all the

silly ideas about inflation that you’ve been fighting your whole career. Are bat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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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this ever won?

Friedman No. All battles are perpetual. You go back in the literature of economics,

and you’ll find the same kind of silly statements 100 years ago, 200 years ago.

And you’ll find the same sensible statements the other way.

Reason Are those kind of mistakes still made among professional economists?

Friedman If you look at the views of the profession as a whole, no. There’s a great

deal of agreement among economists, contrary to what people may think. You won’t

find much difference of opinion on the proposition that raising the minimum wage

will cost jobs. You won’t find much difference of opinion on the desirability of free

trade. And you won’t find any difference of opinion on the idea that you cannot

have inflation without monetary expansion. There’s no doubt that there’s very

widespread agreement about those simple ideas.

Reason How do you make that consensus spread to the general public?

Friedman You just have to keep on trying to do it. There’s no short cut. There? no

way in which you’re going to end the discussion, because new generations arise ;

every group has the same crazy ideas. I get a great many letters from people who

think that the way to solve budget problems and fiscal problems is to simply print

money and pay off the debt. And there’s almost no way of making those people

realize just what a bunch of nonsense that is.

I’m inclined to think that there’s no field so rife with cranks as currency and

money, but I’m sure there are other fields that are just as bad. I’m just ignorant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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