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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반쪽짜리 생각인 이유 

 

휴가철에는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가족식사를 기대한다. 저녁식사가 끝나면 전통적인 디

저트인 파이(pie)를 즐긴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나은 행복이 있을까? 

 

그러나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가철 파이는 언제나 소비될 것이지만, 우리는 소위 말하

는 경제적 파이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파이라는 용어는 주, 국가, 

심지어 세계의 부의 양을 의미한다. 

 

관세와 같은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지원은 경제성장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다. 즉, 무역에서 한 국가는 항상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면서 이득을 본다. 

 

실제로 전 세계의 부와 생산성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수세기 동안 세계는 전례 없는 수

준의 인간 발전과 경제 발전을 누려왔다. 인간 발전의 “하키 스틱”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아래 차트는 지난 250년 동안 세계 국내총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위 그래프에 따르면 경제적 파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무역 자유화와 노동 생산성 향상을 포함한 많은 요인들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유시장경제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부의 전반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미국과 같은 선진 경제

국에서도 특정 분야에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분야

는 1980년쯤 정점을 찍고 그 후로 하락세인 제조업 분야이다. 일부는 다른 국가의 제조

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팩트를 짚어보면 비록 기술의 눈부신 진보가 제조업의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켰을 지라도, 무역이 확장됨에 따라 미국의 제조업 분야는 더 발전하고 생

산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분야를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우리는 경제적 자유

를 추구하여 더 많은 혁신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국내와 국제 경제 발전은 상호 배타적

이지 않으며, 자유 시장에서는 도태된 시장이 다른 효율적인 산업으로 유기적으로 대체

된다. 

 



혁신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가치를 창출하며, 제약 없는 경제는 이러한 상호 유익한 거

래의 장을 마련한다. 

 

그러니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경제적 파이에 대한 감사를 표

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촉매제는 보호주의가 아닌 자유시장이라는 것을 기억하

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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