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메시지
박 종 규

(선임연구위원, 3705-6257)

<요

약>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경제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 자본주의의 어두운 측면이 있다
는 자성론이 제기되었음.
□ 이익추구를 위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상의 핵심이긴 하지만 이익 극대
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참 모습이 아님.
□ 자유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영원한 멘토라고 할 밀튼 프리드만 교수조차도 법률을 준수하며 게
임의 규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익 극대화를 주장하였음. 이는 사회가 정한 모든 법률
을 준수하고 게임의 규칙을 지켜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 기업들만이 이익 극
대화를 말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임.
□ 아담 스미스는『도덕 감정론』
에서 神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준 도덕적 능력이 스스로에게 내
리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야말로“보이지 않는 손”
에 이끌리는 것이라고 설명함.
□ 결국 아담 스미스의“보이지 않는 손”
의 정체는 마법 같은 메커니즘이 아닌“神의 손”
을 의미
하는 것임. 그는“보이지 않는 손”
에 이끌리는 것은 神의 계획을 진전시키는 행위로서 신과의
동역(同役)이라는 뜻이라고 밝힘.
□“보이지 않는 손”
의 작동은 엄청나게 높은 도덕적 수준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남에 대한 관
심과 배려 없이 내 것만 최대한 챙기는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저절로 사회후생을 극대
화시킨다는 얘기가 아님.
□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한국의 자본주의도 차원 높은 수준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바 아담
스미스의 메시지가 한국 자본주의를 건강한 모습으로 탈바꿈 시키는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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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의 이익극대화 일변도의
성향에 대해 신랄한 비
판이 제기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는 1990년대 이
후 글로벌화 시대를 풍미(風靡)했던 신자유주의적(neo-liberal) 자본주의의 이익 극
대화 일변도(一邊倒) 성향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궁극적 원인으로 지목(指目)되면서
그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나친 이익 극대화 성향에 관한 반성

특히 미국에서는 경제가 위기의 여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자금 지원을 받았던 초대형 금융사들의 임직원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보너스를 받
아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왜 위기를 일으킨 금융사들의
책임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 엄청난 보너스 잔치를 하고, 왜 금융위기
를 일으킨 책임이 없는 일반국민들이 그들을 위해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손실을 부
담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미국 초대형 금융사들의 그러한 행동은 1998년 금융위
기를 직접 겪어보았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식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비정상적
인 것이었다. 미국 국민들의 불만은 월가 점령(Occupy Wall-Street) 시위로 나타나
기도 했다.
당시 우리나라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실물경제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문제의 진원지가 아니었을 뿐더러
지탄을 받을 만한 이렇다할 만한 거대 금융자본도 없었기 때문에 월가(街) 점령시위
를 본뜬 시위도 산발적, 소규모 집회로 그쳤고 언론으로부터도 별다른 이목을 끌지
도 못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논의도 우리 사회에서는 별
로 활기를 띠지 않았었다.
다만 2012년 하반기 들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공약이 제기
되었고 2013년 상반기에는“갑을관계”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잠시 거론되기도 했
다. 경제민주화와 갑을관계 그 자체는 뜨거운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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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런 논쟁이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반성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었다
고 본다. 그러다가 지난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자성론이 다시 한 번 불거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자성론이 불거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자성론이 다시 한 번 불
거졌다. 세월호 참사는
선주의 탐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향해
무한질주하는 한국형
자본주의의 자화상이라
는 지적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는 현재 진행 중인 검경(檢警) 수사 및 재판으
로 가려지겠지만, 참사의 도의적 책임은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자성론이 일부 종교 지도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사람의 목숨보다는 돈을 우선시했
던“탐욕”
의 관행이 비단 세월호 선사 사주 일가나 소위“관피아”
에 국한되는 게 아
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우리사회가 성장지상 주의에 매몰되어 모두가“돈, 돈,
돈”
하며 살아온 기성세대 전체가 세월호의 공범이라는 자괴감 섞인 반성이 제기되
었다.“물욕(物慾)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불
의를 묵인해 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살생(殺生)의 업(業)으로 돌아왔다”
는 박대통령
의 개탄(慨嘆)도 이런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진단은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다. 세월호 침몰은“한국 자본
주의의 맨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
는 것으로서“무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이‘효율성’
,‘비용절감’
이란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다”
는 비판이었
다.“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 탐욕이 국가와 사회의 기강
을 흔들었다”
는 의견도 나왔고, 세월호 참사는 선주의 탐욕에 그치는 게 아니라“성
장을 향해 무한 질주하는 한국형 자본주의의 자화상”
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돈이
면 다 되는”
, 안전과 책임의식을 내팽개친 인정 없는 자본의 탐욕이 참사의 주범이
었다는 지적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비극의 밑바닥에
는“돈이면 다 된다”
는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
의 탐욕이 궁극적 원인
이라는 반성이 많은 공
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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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추구를 위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상의 핵심이
지만 이익추구를 위해서
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
다는 것은 탐욕이다.

이익 극대화 일변도(一邊倒)는 자본주의의 참 모습이 아니다

이익추구를 위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상의 핵심이다. 개인
의 이기적 동기의 발현(發顯)이 지난 200여 년 동안의 자본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
류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경이로울 만큼 향상시켰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사회주의나 봉건주의, 중상주의, 공산주의 등등 그 어떤 경제체제보다도 자본
주의 체제는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킴에 있어 월등하게 탁월했던 발명품이었다.
그러나 정상적 이익추구를 넘어선 탐욕은 한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의 자본
주의가 경계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의 우리사회와 1990년대 이
후 글로벌 세계를 풍미(風靡)했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내지 자유 시장 근본주의
도 이익 극대화만이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의 전부라는 이데올로기를 거침없이
표방하는 것으로 비쳐졌었다. 그러나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것은 지나친 탐욕이고 자본주의의 참 모습이 아니다. 개인과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가로막는 것은 모두 거추장스러운 제약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
자유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사상적 원천 중의 하나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밀튼 프
리드만 교수가 1970년 뉴욕 타임즈 매거진에 기고한 글로 거슬러 올라간다.1) 자유시
장 근본주의자들의 영원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프리드만 교수는 그 기고문에서“기
업의 사회적 책임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익을 올리는 것 외에
기업인들을 성가시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프리드만 교수는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순수 사회주의를 설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말했
다. 이런 사고방식이 자유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에 대한 정통적(正
統的) 견해(orthodox view)다.

1) Mackey, John, Milton Friedman, and T.J. Rogers,“Rethink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
Reason.Com, October 2005. http://reason.com/archives/2005/10/01/rethinking-the-social-respo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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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지키며, 시장 참여자들의 指彈을 받지 않는 기업이어야 함.

이익 극대화가 기업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만‘이익 극대화가 기업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라는 명제를 넘어,‘이익 극대

이익 극대화는 기업활
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긴 하지만 기업활동
의 목적의 전부라고 생
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화가 기업의 목적의 전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밀튼 프리드만 교수의 주장
속에는 간과(看過)하기 쉬운 매우 중요한 전제가 들어 있다. 프리드만 교수가 말하
는 기업이란“법률을 준수하는(law-abiding) 기업”
이라는 점이다. 법률을 준수하는
기업들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 이익 극대화라는 말이었지 이익극대화를 위해서라
면 법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다.“이익 극대화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할 자격이 있으려면 그 기업은 최소한 사회가 정한 모든 법률을 준
수하는 회사라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을 어기는 것은 물론, 법망을 피해 교묘히 사
적(私的)인 이익을 추구하다가 발각이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를 밥 먹듯 해
왔던 기업인이라면“이익 극대화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 할 자격이 없다는 의
미다.
뿐만 아니라 프리드만 교수가 말하는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의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game)법칙, 즉 속임수(deception)와 사기(詐欺 : fraud) 없이 공개적이고 자
유로운 경쟁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2) 사회가 정한 모든 법률을 준수함은 물론, 법률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기나 속임수 같이 시장 참여자들의 지탄(指彈)을 받을 만
한 일은 하지 않는 기업들이라면 그런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 극대화만이 있

자유시장 근본주의자들
의 영원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밀튼 프리드만
교수가“이익극대화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전부”
라고 말했을 때의
기업은 첫째 법률을 준
수하고, 둘째 시장 참여
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 기업들을 말한다.
이익 극대화만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려면 최소한
법률을 준수하고 지탄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을 뿐이라는 얘기다. 이와 같은 이익 극대화의 전제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전
제였기 때문에 굳이 강조하지 않았었기 때문인지, 앞서 인용한 프리드만 교수의 기
고문 가운데“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 극대화가 전부”
라는 부분만이 널리 알려

2)“there is one and only on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 to use its resources and engage
in activities designed to increase its profits so long as it stays within the rules of the game,
which is to say, engage in open and free competition without deception or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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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었고 그가 전제로 했던 두 가지 조건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거의 전해지지
않았었다.

아담 스미스의“보이지 않는 손”
의 정체는“神의 손”
이었다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제원론에서도 각자가 자신의 효용 또는 이익을 극대화하
면 아담 스미스의“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하여 사회전체의 후생이 저절로 증대된다
고 나와 있다. 이 대목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타인에 대한 염려는 굳이 할 필요 없
“보이지 않는 손”
에 대
해 아담 스미스는 그의
『도덕 감정론』에서 神
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
준 도덕적 능력이 스스
로에게 내리는 명령을
따르는 과정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
의 정체는 마
법같은 기계적 메커니
즘이 아니라“神의 손”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그저 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된다. 합리적 결정이란 오직 나 자신의 이익만
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마저 주고 있다.
그런데“보이지 않는 손”
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경제원론에서는 전혀 가르치
지 않는다. 그것은 곧 神(Providence)의 손인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도덕 감정론』
에서“(神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준) 도덕적 능력(moral faculty)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써…우리는 필연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神과 함께 일(同役)하며 우
고강
리의 능력 안에서 가장 최대한으로 神의 계획을 진전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3)”
조했다. 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보이지 않는 손”
의
정체는 마법과 같은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神의
손이었던 것이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 없이 내 것만 최대한 챙기면 사회전체
의 후생이 저절로 극대화된다는 천박한 얘기가 절대로 아니었던 것이다.
神이 내게 심어준 도덕적 능력이 나에게 내리는 명령을 따르게 되는 이유는 그렇
3)“by acting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our moral faculties…we necessarily pursue the most
effectual means for promoting the happiness of minkind, and may therefero be said, in some
sense, to co-operate with the Deity and to advance as far as in our power, the plan of
Providence”Adam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Penguin Books, p.19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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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게 함으로써 내게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
이라고 아담 스미스는 설명한다. 타인의 불행을 보면 내 마음이 슬퍼지고 타인의 행
복을 보면 내 마음도 즐거워지는 공감(共感 : empathy)의 본능 때문에 나의 도덕적
능력이 명령하는 바를 따르게 되며 그렇게 할 때 전체사회의 행복이 극대화된다는
얘기였다. 탐욕에 가득 찬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가 그렸던 자본주의의 참모습이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해야 한다. 그와
함께 한국의 자본주의도 차원 높은 수준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변하
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과 인식이
바뀌는 것이라고 한다. 아담 스미스의 메시지는 한국의 자본주의를 건강한 자본주

아담 스미스의 메시지
는 한국의 자본주의를
건강한 자본주의로 발
전시키기 위한 모든 논
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의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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