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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빈곤의 몰락은 자본주의의 업적이다 

 

최근, 서양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절대빈곤은 

후퇴하고 있다. 산업화 된 서양국가에만 한정되어 있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은 “나머지”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계 빈곤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 모르

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이번 주에 “2015년 말에는, 10% 미만의 세계 인구만이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일일 소득 1.25달러로 되어있는 

극빈층의 기준을 1.90달러로 상향시켰고 이 범주에 있는 비율은 2012년의 12.8%에서 

9.6%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1980 년도까지만 해도 세계은행은 세계인구의 절반이 절대 빈곤 상태에서 생활한다고 

추정했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곳에서도 최근까지의 삶은 꽤 

참담했다. 예를 들자면, 18 세기가 끝날 무렵 프랑스는 미국,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에 

이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2 천 3 백만 명 중 1 천 만 명은 생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자선에 

의존했고 3 백만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 산업 혁명 이전에 아이들을 

포함하여 농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육체 노동에 종사했으며 배움과 휴식을 위한 

여력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기계화 이전, 일자리는 부족했고 아이들은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산업 혁명과 세계 무역 덕에, 서양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서양의 실질 소득은 15배로 늘었다. 

어떤 전문가들은 빈곤 감소는 부유한 국가에서 가난한 국가로의 자금 원조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 천억 달러의 외국원조는 크게 성과가 없었다. 비 서구세계의 발전은 



중앙계획체제를 포기한 뒤, 글로벌 경제로 통합하면서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 1978 년 경제개혁 이후,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1 인당 평균 소득은 

13배 증가했다. 인도는 자유화 이후, 실직 소득이 3배 증가했다. 

 

성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없이 빈곤에서 

탈출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Paul Collier 가 그의 저서 

‘빈곤의 경제학(The Bottom Billion)’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장은 만병통치약(cure-all)이 

아니다. 하지만, 성장 부진은 전멸(kill-all)이다”. 

 

아일랜드 뮤지션 Bono가 2013년 조지타운 대학교 연설에서 지적했듯이, “원조(援助)는 

단지 임시방편일 뿐이다. 상업과 기업 자본주의가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출

해 낸다. 빈곤 문제를 처리할 때, 복지와 해외 원조는 임시조치이다. 자유 기업 체제가 

치료법이다. 기업가 정신이 성장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세계 실상에 대한 무지가 난무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스웨덴의 카롤린

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의 Hans Rosling 교수는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년 동안 절대 빈곤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의 66%가 절대 빈곤이 거의 두 배가 되었다고 답했으며 29%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고 응답했다. 바라건대, 새로운 빈곤 수치들이 이러한 오해들을 풀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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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oo.gl/QM3t9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