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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비영리 노동이란 없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익이란 단어를 몹쓸 단어처럼 취급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

영리 사업은 더 숭고해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이다. 진정한 개인적 희생을 한

다는 의미에서의 비영리적인 사업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영리사업이 사리사욕적이기 때

문에 나쁘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영리단체는 특정 유형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하고 순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는 조

건으로 법적으로 유리한 세금 지위를 부여받은 조직이다. 이러한 활동은 대개 정상적인 

사업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활동이다. 우리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신에 영

리 부문에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왜 그들은 종종 낮

은 임금을 받는 분야를 선택할까? 우선,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진 수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균

적인 비영리단체 근로자의 임금은 영리단체 근로자에 비해 더 낮은 경우가 많다. 비영리

단체 근로자들은 같은 직함을 가진 영리단체 근로자들보다 4%에서 18% 적게 벌기 때문

에, 평균적인 비영리단체 근로자들은 영리 분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전적인 희생을 하

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돈은 사실 가치의 척도일 뿐이고 교환의 매개체일 뿐이다. 그들이 비영리단체에

서 일하는 대신 영리단체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들은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함으로써 급

여의 일부를 희생한 대신, 그 이상의 순효용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영리단체가 아닌 비영



리단체에서 일한 것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그의 고전 '인간행동'에서 "더 넓은 의미

에서, 이익은 행동에서 비롯되며, 행동으로 인한 만족의 증가이다"라고 서술했다. 이 이익

의 대부분은 금액으로 기록되지만, 그 금액이 우리의 정신적 이익을 측정하지는 않는다. 

돈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분석의 기초가 되는 핵심 경제 개념은 기

회 비용이다. 기회 비용은 가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선택지이다. 예컨데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휴가를 낸다면, 기회비용은 포기한 수입이 아

니라 그 대신 일을 했다면 하러 갔더라면 그 수입으로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비영리단체 노동자들이 영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

다고 가정했다. 비영리단체 노동자들이 그들의 직업을 영리 분야의 직업보다 더 매력적

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반복적인 작업만 하는 것보다 

일을 더 흥미롭게 할 수 있다. 일부 비영리 부문 일자리는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제

공할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은 환경 보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기, 청소년 교육, 예술 홍

보 등 직업의 목적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그러한 역할에 있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 가치는 낮은 급여를 상쇄한다. 그들은 다소 적은 돈 대신 다소 직접적인 

개인적 만족의 형태로 정신적인 이익을 취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비영리적인 노동이 도덕적 칭찬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남을 돕는 것

을 가치 있게 여기는 바로 그 사실이 존경스러울 수 있고, 분명 남들을 힘들게 하는 것

보다는 남을 돕는 것을 즐기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영리 분야의 일보다 

도덕적 가치가 더 높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의 전체 카테

고리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영리 부문과 비영리 부문은 다르지만, 똑같이 실제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둘 다 인간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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