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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이념조차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다

최근 세간에서 사회주의 지지론자들이 사회주의를 정의하기를, “사회주의란 자유이다” 라
고 말한다. 사회주의가 자유라는 말은 듣기에 무언가 이상하다. 문장 자체에 어폐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자유로울 권리’가 있는
데, 사회주의는 이러한 권리를 마치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자유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체제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 이
미 수많은 반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사회주의 체제의 결함들에 대해 살펴
보자.
먼저 블룸버그 교수 Noah Smith의 글에서 그의 사회주의의 재부상에 대한 걱정스러운
모습이 묻어난다. “베네수엘라의 재앙을 보면서, 수많은 자유시장 지지론자들은 사회주의
는 언제나 실패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소련, 북한, 그리고 베트남
과 중국이 자유시장 체제로의 변혁을 시작하기 전에 실패했던 역사들을 사례로 들 수 있
다. 사회주의자들이 스스로 말하는 사회주의의 모습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가난과 기근들
은, 사회주의 지지론자들을 스스로 옥죄는 예시가 된다. 비록 ‘사회주의’의 정의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지라도, 사회 민주주의 국가 덴마크와 스웨덴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삶의
수준을 구가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Smith교수가 걱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지지론자들이 정부의 과중한 개입이 불러일으키는
위험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예로, 인도가 1991년 체제전환 이전까지 만연했던 국
가주의로 인해 가격통제 실패와 함께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심층적 경제분석을 통해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미국
산업위원회의 Mark Perry가 왜 사회주의가 실패했는지에 대해 분석한 글을 읽어보자.

“중앙 집권적 경제계획으로 시민들을 이끌었던 사회주의자들의 실패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의지를 착
취해갔다. 사회주의와 같은 체제들은 의료보장, 대학 학비 면제, 직장 보장, 무료 주택,
그리고 임금보장등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그러한 체제들은, 장기적으로는 실패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간과하기 때문
이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샌더스나 코르테즈와 같은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재포장되어,
1980~1990년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 연방이 붕괴했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젊은 세대와 같은 쉽게 속일 수 있는 세대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역사가 말해주는 사회
주의의 문제점, 결함, 부족함과 실패들은 명확하다.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셀 수 없이 많
이 배워왔던, 이제는 베네수엘라의 예시까지 포함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주요한 차이
점은 이것이다: 자본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좌파성향을 가진 친구들에게 묻고 싶은 두 가지 질문에, 자본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만
사회주의는 실패한다 수 밖에 없는 증거의 핵심이 들어있다.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국가
주의자들은 두 가지 조건과 부합하는 국가를 예시로 들 수 있는가?
1. 국가주의자들의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부유했던 국가가 있었는가? 2. 자유시장경제 체
제를 따르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작았던 국가들보다 국가주의자들이 주도했던 국
가들은 경제적으로 우월했는가?
확실히 하자면, 내 두 가지 질문은 모든 전통적 좌파주의자들이나, 모든 유형의 사회주의
자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책이 현세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는 단 한가지 예시라도 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
회주의자들이 들 수 있는 예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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