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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150년 유럽 사회주의의 실패를 실증한다 

그리스는 결코 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하 EU)의 다른 몇

몇 회원국들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권력계층이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를 꺼린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그리스가 부채를 탕감 받는다면 EU의 다른 부채국가도 굳이 빚

을 갚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절반이 넘는 EU 가입국의 총체적 디폴트로 인한 결과는 예

측하기 힘들지만 경제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지금 

유럽의 금융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정부에 대한 신뢰에 아주 조금이라도 금이 갈 

경우 국가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유럽의 비극의 중심에는 사회주의가 자리한다. 19세기 후반의 유럽에는 사회주의가 만발

했다. 19세기 비스마르크(Bismark)식 사회주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낳았다. 레닌

(Lenin)식 사회주의 또한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을 도살하고 노예로 삼았으니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히 생각해야 할 정도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사회주의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세계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실패하긴 

했어도 전 유럽이 초국가적 사회주의자 단체(EU)에 가입한다면 사회주의는 성공할 수 있

을지도 모른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희망을 “사회주의”라 명명한 적은 없지만 



이것이 사회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회주의는 한 나라에서든, 유럽과 같은 연합체제에서든, 전 세계적으로든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사회주의는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없으며, 

그저 소비를 위한 프로그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회주의가 경제적인 개념의 생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에서는 개인의 생산이 전 

인류에게 공평히 분배되어야 하므로 그 어떤 것을 생산할 때에도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 강요와 폭력적 협박의 인센티브가 전부일 뿐이다. 이에 반해 자유 시장 

자본주의는 생산의 경제체제이며 각 주체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소유한다. 따라서 그

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생산할 때 확실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가지며 이때 생산

된 잉여를 다른 이의 것과 교환할 수도 있다. 삶과 죽음의 위협에서조차 사회주의 노동

자들과 그 감독관들은 무엇을 생산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 어떠한 품질로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신호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

의와 통화가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개인은 다른 주체의 생산물과 교환하기 위한 생산품을 특화 한다. 이것

이 세이의 법칙(Say’s Law)이다. 즉, 생산이 소비로 이어지며 생산 자체가 수요를 만든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부는 그의 가족의 식사를 위해 혹은 그의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옥수수는 그가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하는 데

에 사용될 것이며, 화폐는 삶에 필요한 다른 필수품이나 사치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도구

가 된다. 그의 작물은 그의 수요이며 화폐는 교환의 간접매체인 것이다.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을 통해 인공적으로 창출된 수요가 생산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했

던 케인즈는 세이의 법칙을 부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비보다 생산을 우선시하려고 했

던 그의 시도는 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성공적이지도 못했다. 오늘날까지 케인즈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정치인들에게나 칭송받고 있다. 케인즈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돈까지 쓸 

수 있는 일종의 도덕적 권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 사태는 150년간의 유럽식 사회주의가 장엄하게 막을 내리는 것을 보여준다. 생산

국들은 그 어떤 국가도 채무불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던 EU 사회주의자들의 보증에 이면

이 있음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스는 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국가도산의 위기에 

처하고 만 것이다. 다른 EU국들도 머지않았다. 이제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자유 

시장 자본주의와 견고한 자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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