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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主義 經濟思、觀에 나타나는 人間像과 制度

朴 英 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세계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自由

主義 經濟思想이 어떠한 A間像과 연관되어 있는가이다 특히 자유주의 질서관에 기 

초하고 있는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질서와 제도 

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사관의 대표적인 주창자들의 견해를 확인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자유주의 질서관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 

과 부합하고 있는 제도들은 무엇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古典的 自由主義

와 新自由主義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아직도 어느 정도 고전적 자유주의의 프로그램 

이 유용한지를 알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자유주의의 연간상올 확인하는 데 대단 

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질서관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의 비교를 통해 신 

자유주의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는 고전적 자유주의와의 차별성을 보여 

주는 특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본고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스미스로 

국한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그 대표적 주창자들인 미제스， 오이켄， 하이에 

크의 견해를 대비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1 . 序 論

古今을 막론하고 자유주의 경제사관은 경제 및 사회질서의 理想像(Idèalbild)을 보여 주 

려고 애쓰고 있다. 아담스미스(A. Smith)가 중상주의 국가에 의해 형성된 체제에 자연질 

서의 상을 대립시킨 데 반해， 오이켄 (W. Eucken)은 경쟁질서에서 경제를 위한 “잠재적인 

구성적 조형계획" (Der verborgene architektonische Gestaltungsplan)을 발견했다고 확신하였다 

[Eucken (1952 , p. 372) J. 그런데 이들에 의해 그려진 이상상은 發見的 價f直(Heuristischer

Wert)를 소유하고 있는 관념적 모델로 구상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理想으로 표 

현할 수 있는데， 이 이상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현실로서 구체화될 때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경제학자들의 규범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전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에서 인간의 본질과 위치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인간존재의 의미에 관한 견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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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속한 공동사회 안에서 무엇을 가치의 우선순위로 매갈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를 통해 인간사회는 공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그 사회의 제도를 특정짓게 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세계경제의 핵심올 이루고 있는 自由主義

經濟思想이 어떠한 A間像과 연관되어 있는가이다. 특히 자유주의 질서관에 기초하고 있 

는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질서와 제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사관의 대표척인 주창자들의 견해를 확인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 

다고 판단된다. 말하자면， ‘순수하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이 經濟的 A間(Homo

Oeconomicus)의 형태로 분석의 출발점올 표현하는지， 또는 공동사회에서 전통적인 동기 

빛 개인의 의무가 고려되고 있는가? 라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유주의 질서관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과 부합하고 있는 제도들은 무엇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었다. 이와 함께 국가는 전체 사회적 질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지， 또한 분업화되어 있는 경제의 조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구조가 이를 위해 필요한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古典的 自由主義와 新自由主義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아직도 어느 정도 고전적 

자유주의의 프로그랩이 유용한지를 알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자유주의의 인간상을 확 

인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질서관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의 비교 

를 통해 신자유주의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는 고전적 자유주의와의 차별성을 

확실히 보여 주는 특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올 위해 본 논문은 다음파 같이 구성되었다. I 장 서론에 이어 2장 

에서는 古典的 自由主義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본고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스미스로 국한한다. 3장에서 新自由主錢에 대한 논의는 그 대표적 주창자들인 미제스， 

오이켄， 하이에크의 견해를 대비시켜 분석하려고 한다. 3장 l절에서는 미제스의 사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에 의해 주장되었던 경제질서는 시장의 가격기구를 하나의 제도로 보 

는 점에서는 질서자유주의와 공통점올 갖지만 나머지 점에서는 현격한 차이점을 보여 주 

는 비역사적 관점이었다는 점올 분석할 것이다. 3장 2절에서는 질서자유주의의 대표자얀 

오이켄의 사상을 살펴볼 것이다.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유효한 세계의 자연적 질서에 

대한 그의 믿음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매우 가깝게 다가가 있다. 본질적인 변에서는 오이 

켄이 주장하는 제도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의 체계와 같다. 다만 국가에게 보다 강력한 질 

서기능이 부여된다는 점만 차이가 있올 뿐이다. 3장 3절에서는 하이에크의 사상을 분석 

할 것이다. 그는 미제스의 제자이면서 그의 사관파는 상당한 차이를 야기하는 결정적얀 

이유는 양자의 자유사관이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의 차이 때문이다. 미제스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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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ι 윤리적인 측면이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반해， 하이에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었다. 또한 그의 견해는 미제스와 오이켄이 가졌던 합리적 인식에 

대한 무제한적인 신뢰감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이에크에 이르러 기계론 

적 자연과학적 사고는 포기되었고， 따라서 인간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사회의 해석을 위한 

자유로운 길이 열렸다. 끝으로 4장에서는 각 장의 결론을 요약할 것이다. 

2. 古典的 自 由主義: 樂觀的 A間像과 유토피아的 몫序觀 

스미스가 國富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 그는 당시의 중상주의 국가에 의해 규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장려되고 있던 산업화 과정의 초창기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또한 

그는 로크(Locke)의 제자로서 스토아학파(Stoicism)의 禁愁主義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정돈된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선천적으로 착한 인간은 그 자신의 자연 

법칙을 깨달을 수 있다. 그는 경제적인 상황을 끊임없이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自己保存本能에 따른다. 개인에 있어 반목하는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의 조정 

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강하게 발달된 共感帶(Sympathie)에 의해 이루어진다. 무분 

별하고 이기적인 이해관계의 관철은 사회 안에서 일고 있는 정의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인식으로 저지되고 았다. 그러므로 잘 이해된 사적 이기섬은 개인적인 자유 

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스미스는 사회적 관계의 조화를 설명하면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동시실현이라는 가 

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도덕철학자로서 처음부터 스토아학파의 견해를 추종하고 있 

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 하스바흐(Hasbach)와 뤼스토브(Rüstow) 에 의해 강조되고 

있듯이 [Hasbach (1890 , p.70 야하)， Rüstow(1950 , p. 23) J 스미스가 경제부문을 위해서 

는 이타주의를 포기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즉， 에피쿠로스학파(Epicurean School) 

의 향락주의가 자신만을 사랑하는 범愛主義를 전체적인 삶에서 인정한 반면， 스미스는 

경제부문에만 자애주의가 통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피쿠로스학파의 강한 영향을 받은 흡스(Hobbes)는 개인의 구속받지 않는 自

己保存本能(Selbsterhaltungstrieb)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절대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이것은 스미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스미스의 제도적 결론은 리바이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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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athan) 과는 정반대를 의미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자연적인 질서 안에서 인간행동을 조정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조화에 이르게 될 것’ 

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견해를 주장함에 있어서 스미스는 자연과학의 지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 뉴턴 (Newton)은 신의 조형계획을 경제와 사회에서 찾도록 유도하였던 “天上

의 物理學”을 만들어내었다[Heisenberg (1 955. p. 81) J. 마찬가지로 스미스도 理神論的인 

(deistic) 자연신앙을 확신한 나머지 시장메커니즘에서 Ij;前的인 안정적 조화의 본질을 찾 

고있다: 

자유경쟁상태에서 사유재산의 처분권이 제한 받지 않을 경우에， 생산은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 조정된다. 개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한다고 

오인할 수도 있으나 이타적인 의도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여한다. 바로 여기서 

국가의 도움 없이도 경쟁만으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조화가 생겨날 것이다. 또 

한 시장의 自己調節機能(Sel f-correction mechanism) 이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국가 행위는 최소한의 방위기능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스미스는 중농주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중세의 기독교적 비관주의에 대한 반발심리를 

보여 주었고 계몽주의의 숭리로 나타난 낙천적인 인간상올 구상했다. 즉. 그는 자연적 

윤리를 통해 박애정신이라는 기독교적 법칙의 의무를 배격했다( I ) 

또한 스미스와 리카도는 똑같이 중농주의자에 의해 인정되었던 질서기능에 대한 계몽 

주의와 절대주의 사상은 부인했다 스미스가 전체조화에 대해 낙관적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것에 반해， 리카도는 이미 시장경제체제의 취약성올 칸파했고 자본주의발달의 비관 

적인 미래상을 예측했다 (2) 

( 1 ) 딴변 순수 자연과학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던 리키·도 (Ricardo) 는 재산추구에 대한 이신론적 

위선뺑위룹 벤담 (Bcntham) 의 공리주의적 합리주의로 디l 체히고 있다， 

(2) 그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자연폐 사고에 너무 얽 ull 이 있었던 나머지 이 지식으로부터 제도적 

인 결론을 도출했다. 그의 친구였던 밸더스(Malthus)조차 그의 이 같은 자포자기적 운명론에 

서 벗어나게 하지 핏하였던 것이다. 케인즈(Kcynes)는 이렌 상황올 밸더스에 대한 傳記體的

수펼에서 “벨더스가 퍼카도 니l선에 19세기 경제화의 주퓨었다면 지금 현재의 세계는 그 얼마 

나 특별하면서도 유꽉한 위치깐 차지했을까"(Keynes( 1956. p. 153))하면서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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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新自 由主義: 分製된 人間像과 多樣한 形態의 *失序觀

19세기의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은 생산력 증대라는 관점에서 애초의 비관적인 기대에 

크게 어긋났다. 동시에 경제적 위기나 권력투쟁 시 또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는 자유주 

의 경제사관의 낙천적 인간상과 제도 사이의 모순이 두드러졌다. 모든 힘의 일방적인 팽 

창은 “成果쨌果(Leistungseffekt)" [Heimann (1955 , p. 23) J 의 횡포를 야기하고 대신 사회의 

결집력을 죄약하게 하였다[Veit (1957 , p. 148) J. 국가는 이러한 발전양상을 오랫동안 방관 

한 채 있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집단주의에 대한 반발， 간섭주의 

의 확대에 대한 반발 등으로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新自由主義가 형성되었다. 신자유 

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사관을 새롭게 소생시키고 또한 제도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시 

도하였다. 이 때 단지 옛 것이 부활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많은 것이 변혁되어야 하는 

지는 신자유주의의 평가를 위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제각각 특별한 답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인간 

상이었다. 이때 철학적이며 얀류학적 사고는 제도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인간의 본 

질에 관한 일치된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지난 20세기 100년의 역 

사적 경험을 보면 경제발전에 대한 절대적인 비관주의와 낙관주의 사이에서 동요하는 여 

러 가지 견해가 생겨났다. 또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시대와 비교해 

극단적으로 달랐다. 따라서 오늘날의 세계상과 인간상의 편린(Zerrisse따leit) 이 신자유주의 

학자들의 견해에 반영되고 있으며， 그들의 질서관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고전적 자유주의 

에 비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3. 1. 미제스: 唯物論的 公理主義者에 대한 自 由放任-資本主義

3.1.1. 公理主義的 出發點

미제스(L. von Mises)의 모든 고찰은 개인주의적 판찰방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여기서 

개인은 그 어떤 결정에도 기준이 되고 있다. 이 때 미제스는 개인을 스스로 선택한 사용 

목적에 의거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고립된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건은 개 

인적 행동의 마지막 分子로서 동기에 기인한다[Mises (1933a , pp. 22-33) J . 이 같은 분자심 

려학(Elementenpsycho-logie)은 가장 작은 素拉子로부터 우주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자연 

적 因果律(Kausalgesetz)을 찾아내려는 자연과학의 사고방식을 차용했다. 여기서 그의 이 

론이 고전적 자유주의자， 특히 리카도(Ricardo)의 사고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벤담의 공리주의에서는 인간의 지각이 모든 쾌락과 불쾌의 대비로 국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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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쾌락의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행위는 인간행위의 합리적 결정요인을 이루고 

있다. 미제스는 주관적 가치론의 대변자로서 명백하게 공리주의를 추종했고， 사회이론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벤담을 고려하였다[Mises (l 933a. p. 145) J.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자 

연과학의 사고방식에서 이론올 차용한 行助主義(Behaviorismus)는 인간행동의 원인을 방 

법， 지각 및 감각에서 찾는 것에 반대하면서， 이러한 비파학성을 비난하고 있다. 

미제스는 주관적인 목적설정올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올 철회함으로써 행동주의와 견 

해를 같이 하고 있다: 

자유롭게 선택된 목적의 내용은 경제주체가 갖고 싶다고 여기는 모든 것올 포함하 

고 있다. “쾌락과 불쾌라는 한 쌍의 개념이 물질척인 내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 

때， 인간이 싫증날 때까지 반복헤서 갖고 있는 모든 의구심은 떨어져 나간다” 

[Mises (1933a. p. 49. 5이 (1933b. p. 5) J. 

목적-수단에 대한 의견표명의 포기는 결국 ‘모든 인간은 그가 인식하는 상황에 근거하 

여 행동하는 것을 합목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자명한 이치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미제스의 언명은 행동의 정의， 즉 전부와 무를 포함하는 논리적 언명으로 국한된 

다. 또한 그것은 실제로 실증하기가 불가능한 비적용가능성 (Unanwendbarkeit)을 갖게 되 

므로 단지 이념적인 전천후 유용성 (AII verwendbarkei t)올 가농하게 하는 공허한 주장 

(Leerformel)인 것이다[Albeπ (1 954. p.27 이하)J.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미제스가 어떤 

방법올 통해 목적에 대한 형식적 파악올 포기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개인의 주관적인 

행동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도출된다는 증명을 하려고 할 때. 이 같은 논거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1.2. 唯物論的 目標設定

인간의 목표설정에 대한 가치판단올 피하기 위해. 미제스는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 모 

든 가능한 개인적인 목표설정괴· 이를 수행하기 위해 펼요한 수단의 조합플올 포괄하는 

체계를 세웠다. 그러나 곧 이 실현성 없는 시도를 포기하고[Mises( 1933a. p. 15) J. 전술한 

그의 언명과는 모순되게 주관적인 행위의 사용목적올 자기의 이론체계에 포함시킨다. 초 

기의 저작에서는 최종목표와 중간목표의 구분을 통해 학문적 정확성에 대해 엄격하였지 

만[Mises (1 933a. p.31. 36) J. 말년에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 매우 솔직한 고백올 하였다: 

“경제정책의 정당프로그랩으로서 자유주의는 학문의 볼가치적인 태도를 뛰어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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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대다수 인간은 죽음보다는 삶， 병보다는 건강， 물질적 재화의 부족보다는 

풍요로움을 더 선호한다는 역사적 · 실증적으로 확인된 사실올 고려할 수 있다” 

[Mises (1959 , p. 597)J. 

말하자면， 물질적 복지 개선은 불만족의 완전한 제거라는 최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중간목표이다‘ 미제스에게 있어 복지를 증대시키는 공리주의자는 그의 이론체계에 있어 

서 중심인물이었고， 이들은 인간을 정확하게 특정짓고 있다고 확신하고 았다 (3) 

생물학적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고전적 자유주의자에게도 유효한 가정을 포함하고 았 

다. 즉， ‘자기보존본능은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게 결정하는 행동방식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회분석방식은 어쩌면 그흘 포함하여 모든 물질적인 위협 

을 받았던 인류에게만 적용될지도 모른다[Mackenroth (1952 ， p. 176) J. 사실 물질적으로 더 

욱 많이 보장받는 삶의 형태는 그 목표와 행동방식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최종적으로 물 

질적인 삶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삶의 포기가능성은 금욕주의적 생활양식의 불합리성을 증명하면 

서 미제스에 의해 부인되었다[Mises (1933a , p. 38) (1927 , p. 5) J . 미제스는 ‘모든 인간적인 

행위를 단념하는 금욕자’ 라는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고도로 발전된 산업국가 

에서는 가능한 소득증대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채， 개개인의 성향과 특별한 능력에 부합 

하는 순수한 직업적 집命을 위하여 직업이 선택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갈브레이드 

(Galbr없야1) 는 그의 저 서 ‘豊曉한 社會’ (까1e affluent society ) 에서 생 산의 증대를 통하여 개 

인의 무사안일과 국가의 안보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았 

다[G떠braith (1959 ， p.364 이하) J ‘ 미제스도 이 비난받는 이들의 선봉에 있었지만，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옹호하고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거나 쉽게 획득한 것에 만족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 

‘다. 그러한 태도는 이성적인 인간의 행동이라기보다는 통물의 행위에 부합하는 것이 

다"[Mises (1958 ， p. 12) J. 

(3) “이마 생물학적인 이유로 인간은 그들의 욕망， 의도 및 가치판단이 개별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인간은 가능한 가장 유리한 생리적 조건하에서 삶을 

영 위 하고자 애쓴다 .. (Mises (1933a, p. 36) l. 
“인간은 천성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물질적인 상태의 개선을 위해 애쓴다. 이 같은 갈 

망은 근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인간 행위의 추진력이다. 또한 그것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숙명 이다 .. (Mises (l927 , p. 165 이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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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미제스는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물질적인 복지의 향상을 꾀 

하는 공리주의자에 상웅하는 경제체제를 구상했다. 

3.1.3. 텀 由放任 資本主義(Der Laissez-faire Kapital ismus) 

미제스에게는 1값業(Kooperation)이란 분업화된 경제에서 합목적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 

회기술적인 문제이다[Mises(1927 ， p.6) J. 학문(Wissenschaft)은 공동경제， 협동주의 및 간 

섭주의가 사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목적에 모순된다는 사실올 입증하고 있다 

[Mises (1933a , p. 37) J. 따라서 오직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절대적으로 긍정함으로써만 재 

화생산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Mises (1 958 , p.125)). 그에 있어서 이 같은 

40년간의 변함없는 슬로건은 지난 150여 년의 역사적인 경험에도 볼구하고 모든 개혁안 

올 거부하게 만들었다. 그의 제도적 프로그랩의 貝·將뾰(Kristallisationspunkt)은 경쟁이 아 

니라 영업의 자유와 자유무역을 통하여 제한받지 않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대한 처분 

권이었다 경제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항상 존재하는 대체경쟁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응 

하고 있다. 지난 역사적인 경험을 무시한 채 그는 변함없이 금본위제로의 복귀와 은행제 

도에 있어서 영업의 자유， 즉 중앙은행의 포기뜰 제안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自B治

應力에 대한 그의 신뢰감은 무한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의 간섭올 원칙적으로 거 

부하고 있지만， 단지 秋;pf:*it (Ordnungstaxen)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였다[Mises (l 927 ， 

p.17 , 80 이하)(1929 ， p. 4) (1 940 , pp.401-430)). 

아담 스미스에게 있어서 경제이론은 그가 살았던 당시의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의 광 

범위한 표현이었다. 반면， 리카도는 변화의 문제점에 대한 벨더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념의 상아탑으로 도망올 쳤다. 이 같은 길올 u1제스도 답숨올 하고 있는데. 그는 개인 

주의적이며 공리주의적 관찰방식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그의 유촬론척 인간상에 부합하는 

경제모텔을 구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리카도와는 정반대로 기술진보에 의거한 낙관주의 

를 끝까지 신봉하였다. 

18세기의 진보적인 움직임은 그 시작에 있어서는 인간생훤의 모든 분야에 결쳐 자유로 

운 생활형식과 경제적 자유플 위한 운동이었던 것에 반해. 미제스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는 다른 목표를 갖고 있었다 (4) 

(4) “자유주의는 긴국 인간의 외부적인 불겔척 꽉지의 행·상반폴 목표쿄- 산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괴팍한 십술꾸바기갚은 요관 인간이 자유잔 선헤하거나 자유환 위해 성속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플 계속히려는지 5'_른다" 

“우리가 단지 주장한 수 있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자유는 인간노동의 최띠l생산력올 보장하는 

노동체계이고， 따랴서 자유는 지구상의 주빈닫의 이해와 판계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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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간목표인 재화의 축적은 인간의 공동생활의 마지막 가치들을 배제하게 된다. 

또한 미제스는 오늘날 최고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이 놀랍게도 반자본주의 성향으 

로 가득 차 있다고 확신한다. 미제스는 이러한 현상을 기껏해야 불신， 시기， 또는 무지 

의 결과라고 보았다. 미제스는 가난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어 새로운 엘 

리트 계층으로 진입하고 성공적인 기업가의 반열에 오르게끔 해주는 경제적 자유를 칭송 

하고 있다[Mises (1959 ， p.599)J. 그러나 거의 예외 없이 부유한 가정배경의 출신들로 구 

성되어 있는 미국사회에 대해 미제스는 실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이 같은 모순은 미제스의 이론에 기초가 되는 인간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지도 않 

았으며 경제정책적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았다. 그에 의해 주장되었던 경제질서는 시장의 

가격기구를 하나의 제도로 보는 점에서는 f처훈멈由主義(Ordo-liberalismus)와 공통점을 갖 

지만 나머지 점에서는 현격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비역사적 (ahistorisch) 관점이었다 

[Mises (1958 , p.90 이 하) J . 

3.2. 오이켄· 創造的인 엘리트들이 非理性的인 大聚을 위해 鏡爭몫序를 形成한다 

오이켄의 사관에셔 나타나는 인간상과 그의 질서정책적 제안은 그의 부친이면서 철학 

자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루돌프 오이켄에 의해 주장된 윤리적 이상주의(신칸트주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루돌프 오이켄은 그의 ‘생의 철학’ 에 부합되게 주요 경험에서 

나타나는 생의 모든 다양함을 아우르는 통합체 (Syntagmen) 와 상관관계 (Zus뻐unenhänge) 

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가 시도한 것은 예를 들어 중세의 기독교적 생활질서처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사회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서로 다른 해결책이 제시되고 갈등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특정 

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인류에게 이전 세기의 경험들을 가공하면서 새로운 생의 연관성 

을 제시하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오이켄은 이와 같은 중심 

적 질서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애썼던 것이다. 그는 통합체 (Syntagmen)라는 개념 

대신 오르도(Ord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스콜라학파의 전통이 가득 찬 개념을 

받아들였던 것이기는 하지만 스콜라학파에서 결정된 개념적 내용을 그대로 고수한 것은 

아니었다. 오르도의 실현에 관한 오이켄의 견해는 그의 경제사관에 나타나는 인간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Mises (1 927 , p.3 , 19 이 하) J . 
(5) “사회적 명사의 대부분은 책이나 철학사상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만나서 카드놀이를 하거 

나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 소문을 내는 일을 한다. 문화적인 사건보다는 스포츠 

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을 지식인 사회와 단절시키는 확실한 
차이점 이다" (Mises (1958 , p. 28) J. 



잃
 

ζ
 니
 

쐐~ if\' ，빼 us 꺼'143卷 第3號

3.2. 1. 피라미드型의 社會構造

오이켄의 사고에서 사회는 그 구조에 있어서 정점에 지도자 계충이 존재하는 피라미드 

와 같다. 지도자 계충은 그들의 사고와 정치적 행동들로 의존적이며 비이성적인 대중에 

게 길을 언도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그는 르봉(Le Bon)과 파레토(M. Pareto)의 

엘리트이론을 차용하고 있다(Eucken(1952. p.16 이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오 

이 켄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6) 

이상의 주장은 피라미드형의 사회구조에 관한 오이켄의 명소 지론과 대비하여 볼 때 

하나의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그는 권력의 남용올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면서 통시에 권 

좌 없는 사회생활은 폰재하지 않는다는 것올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이켄은 공 

동체 사회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도 모든 생활을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하다 

고 보았다. 이러한 딜레마에서의 탈출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답하고 있다: 

“자유와 질서는 대립관계가 아니다. 그들은 서로 영향올 주고 받는다. 질서를 만 

든다는 것은 자유를 보장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올 의미한다” 

(Eucken (1952 , p.179)). 

3.2.2. 創造的 計삐과 뿔問의 몫序機能 

오이켄의 제도척 제안은 ‘절제와 균형올 창조하는 인간의 이성 또는 천성에 의해서 실 

체적 질서가 존재한다’ 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Eucken(1952 ， p.372 이하) ) . 오이켄은 

신이 의도한 자연적 질서관에 서양의 정신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질서관올 덧불였다. 

그러므로， 그는 사회과학에 질서정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였다고 하겠 

다(Eucken(1952 ， p.176)). 즉， 사회과학은 사실의 본질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내어야 하 

고， 또한 산업화사회에 적합한 질서유형올 밝혀내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이켄은 Ax科웬(Geisteswissenschaft )만이 창조적인 엘리트를 양성해낼 수 있고， 또한 

(6) “대중화의 위험은 경제와 사회의 전통적인 원서가 대중의 맹목적인 힘에 의해 파괴된다는 데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질서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다. 이 같은 양상은 처벌받아 

마땅한 어데원-쿄거에 현혹된 책임김 없는 사람륜의 영향으로 완성된다 .. 
“국가의 의사형성애 대해 미치는 노동조합 간부뜰의 제어되지 않은 엄청난 영향력은 두 가지 

형태로 국가의 파딴융 야기한다 첫째. 정치가 이익집단(Interessengruppen)에 의해 좌우된다. 

둘째， 국가는 권위상싣로 시달리게 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정치세력에게 확섣한 권한을 양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단 무정부상태의 위험성이 생겨난다. 즉. 권력은 횡포를 초래하 

고 자유찰 위테판게 한다(Eucken(1952 ， p.327 이하) ) . " 



自由主義 經濟思觀에 나타나는 A間像파 制度 -529-

인문과학 이론은 정신적인 힘으로 인간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 

다(Eucken(1947 ， p.54 이하) (1952 , p.194 , 219) J. 그는 그의 부찬에 의해 주장된 “정신생 

활의 세계패권”을 이루어내고 싶어 했으며， 이것이 특히 범죄세계에 있어서 문화창조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고 있었다(Eucken (1921 , p.67 , 78 , 105 , 108)J. 따라서 루돌프 

오이켄의 신이상주의관은 자연질서개념을 발견했다고 생각한 발터 오이켄에 의해 사회과 

학에서 응용되었고 계승되었다고 할 것이다. 

오이켄의 사고에서는 비관적인 인간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질서라는 개 

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성직자들을 대신하고 신 

의 鐘理인 질서로 가는 바른 길을 가르치는 인문과학에 대해서는 보다 더 낙관적이었다. 

3.2.3, 鏡爭몫序에 있어서 오르도 思考의 實現

오이켄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원칙을 논리적 환원법을 통해， 또는 

그가 뒤 에 훗설 (Husserl) 에 의 존해서 표현한 遊離的 抽象化(ls이ierende Abstraktion) (7)의 방 

법을 통해 발견하려고 했다. 모든 것은 누가 경제적 계획의 담당자인가 하는 문제에 달 

려있으므로， 단지 두 가지 유형의 경제체제， 즉 중앙관리경제와 순수교환경제만이 존재 

할 수 있다. 중앙관리 경제체제에서는 지도자 계층이 그들의 막강한 권력수단을 여하간 

남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성적 및 규제적 원칙 하에서 (8) 형성된 경제질서에서만 이 

기적인 개인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질서 안에서 사회윤리적인 의도와 경제적 타당성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 

쟁질서는… 자연적 질서 또는 오르도이다" (Eucken (1952 , p, 370 , 373) J. 

오이켄은 “인간의 이성과 사물의 본성에 부합하는 자연적 질서가 존재하며， 인간은 이 

러한 질서를 수립할 능력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하에 실증자료의 선별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가 도달한 결론은 논리적 환원법으로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잠재적인 구성 

적 조형계획， 즉 경쟁질서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었다 (9) 

(7) 훗설의 추상화 방법은 핵심 중점적 추상(Pointierend hervorhebende Abstraktion)이라고도 한다. 
(8) 오이켄의 구성적 빛 규제적 원칙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성적 원칙 1 완전경쟁상태를 통한 자유시장 가격제도의 형성 2 통화의 안정 3 개방 

적 시장의 원칙 4 생산수단의 사유화 5 경쟁자유의 원칙， 6 소유의 무한책임 7 일관 

성 있는 경제정책. 

규제적(규범적) 원칙:1. 독과점의 통제 2 재정수단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 3. 최저임금제 
의 실시， 4. 외부경제의 방지. 

구성적 및 규제적 원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Eucken(1952 , p.254 이하)올 참조할 것‘ 
(9) 오이켄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할 것 

Ritsch1(1943, p. 403), Spiethoff(1948, p. 584), S떠in(1951 ， p. 192 이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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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켄은 그의 “국민경제의 기초(Grundlagen der National konomie)" 라는 저서에서 경제 

체제의 가치중립적인 유형과 그것의 구성요소를 밝히려고 애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역사적 분석과 이론적 분석 사이의 커다란 自E쭈價(An디nomìe)이 극복될 수 있었다. 후 

에 인식론적 방법론， 예를 들어 중앙통제경제의 형태와 관련해서 현실에서 얻어질 수도 

있는 많은 것들이 더 이상 신이 의도한 질서와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단지 경쟁질서를 위해 응용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들만이 인간의 본성 

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오이켄은 이같이 設定된 *써후 (Gesetzte Ordnung)가 역사척인 발전 

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요소들올 완전히 발전 

시킨다고 믿고 있다(Eucken (1 952 , p. 373) J . 

여기서 우리의 분석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개별적인 부분의 정치적 실 

현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상과 제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 

면， 경쟁질서는 그것의 형성과 유지률 위해 애쓰는 강력한 국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 

다( 10) 여기서 강력한 국가는 힘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국가의 이러한 힘이 역사에서 보 

여 주었던 것처럼， 종종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통화정책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자유로운 결정은 화폐가치를 전체통화량의 조절에 의해 결정하는 指

數通1~ffl1J (Indexw hrung) 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직·동하는 통화정책적 꽃定裝置 

(Stabilisator) 에 의해 대체되고， 불편한 중앙은행의 적극적 신용창조가 금지되고 있다. 

이 같은 체제의 기놓은 그 중에서도 특히 구조변화가 없는 시장경제툴 전제로 하고 있 

는데， 그 이유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기본지수가 끊임없이 새롭게 결정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구조변화가 없는 시장경제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 

쟁질서 안에서 다옴과 같은 갈퉁이 생겨날 것이다. 즉， 정치적 세력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앙은행 지도부의 결정올 배제하고 기계적인 조정올 강요하는 현재의 시기에 순응한 자 

동장치를 설치한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변화된 경제구조 때문에 기계척인 조정 

을 배제하는 자동장치가 재편되어야 한다. 이것은 경제적 권력의 퇴치를 위해 오이켄에 

의해 요구되었던 독정방지국 또는 사회적 관점에서 경쟁파 부합하는 조세정책과 매우 유 

사하다 물론 이러한 제안에서 인간상과 제도는 완전히 서로 조화룹 이루는 것처럼 보이 

지 않는다. 

( 10) 바로 이 정에서 자생적 질서 (Spontane Ordnung)판 강조한 하이에크의 입장파 구별되며 많은 

사랍들에 의해 강펙한 략가첼 주장한 것으로 오해만는 부폼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이켄은 

경제질서를 창웰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그 역할은 공정한 정쟁센서를 확립하 

는 것에 힌정해야 하며 케인즈척 의미의 간섭주의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한계흡 분병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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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유효한 세계의 자연적 질서에 대한 오이켄의 믿음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매우 가깝게 다가가 있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오이켄이 주장하는 제도는 고 

전적 자유주의자의 체계와 같다. 다만 국가에게 보다 강력한 질서기능이 부여된다는 점 

만 차이가 있을 뿐아다. 그러므로 미제스는 “독일의 오르도 자유주의는 슈몰러와 바그너 

의 역사학파와 개별적인 특정에서만 차이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Mises (1957 , p. 

603)). 이 같은 견해는 신자유주의와 간격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오이 

켄의 경쟁질서에 있어서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이해관계의 조정에 대한 믿음은 슈몰러나 

바그너의 경제 및 사회정책적 사고보다는 고전학파의 조화 및 균형사고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을 비이성적인 다수와 이성적인 엘리트로 분류하는 것은 개인주의 

적 자유주의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적 사고와도 양립하지 않는 

것이다. 

오이켄은 전반적인 국가의 개혁을 시급한 것으로 여겼지만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하지 않았다(Eucken(1952 ， p.327 이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의 경쟁질서의 

계획은 매우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는 반면， 이 같은 질서의 정치적 및 사회정책적 부수 

적 조건에 대한 그의 사고는 불분명하게 남아 있다. 민주주의적 질서형태에 관한 그의 

편애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이켄은 “경제질서의 달성을 위해 기독교가 

지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낙천적이었다(Eucken(1952 ， pp.347-350)). 

3.3. 하이에크· 法治國家的 몫序가 잡힌 市場經濟體制에서 保守的인 自由主義者

하이에크는 미제스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의 사고가 본질적인 면에서 그의 스승의 사 

고와 일치하리라는 추측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세부적인 면에서 통일한 사고를 확 

인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이에크의 자유사관은 미제스의 사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야기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양자의 자유사관이 기초 

하고 있는 인간상의 차이 때문이다. 미제스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측면이 거의 아무런 역 

할을 하지 못하는 데 반해 하이에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3.1. 참 個人主義와 거짓 個人主義

하이에크가 거짓 개인주의와 엄격하게 분리시키려 했던 참 개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개인의 견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Hayek(1952a ， pp. 9-48)) : 

자유주의 본질의 특성으로 寬容(Toler.없lZ)은 개인적인 자유의 가능한 큰 영역을 보 

호해주고 사회의 자생적 힘의 발전을 장려한다. 이 같은 종류의 개인주의는 결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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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개체의 형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의 삶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을 의 

미한다. 인간은 그의 개인적인 이성의 한계 내에서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감정의 충 

동에 의해 행동하는 잘못된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행위의 총합에서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미리 결정될 수 없는 사회척 과정이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이에크는 거짓 개인주의와 결정적인 차이률 본다. 즉， 거짓 개인주의는 지나 

치게 이성이 강조되고 질서가 이성의 의식적인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제도는 사회공학의 구조물로 여겨진다. 하이에크의 참 개인주의에 대한 사고에서 표현되 

는 인간존엄성의 존중은 기독교 및 인본주의적 전통올 의식적으로 실마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인간상은 기독교보다는 오히려 고대사회의 모범적인 先例에 의해 더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하이에크에 의해 수립된 참 개인주의의 계보(Ahnenreihe)의 선두에는 로크(Locke)가 

있으며 그 뒤로 홉(Hume) , 스미스(Smith) , 그리고 버크(Burke)가 뒤를 이었다. 그렇지 

만 하이에크는 스숭인 미제스와는 대조적으로 거짓 개인주의에 의해 영향올 받은 공리주 

의자들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개인주의의 비극의 시작은 근본적으 

로 서로 다른 해석이 같은 이름의 개인주의가 되었고 존 스튜어트 밀의 이론에서는 혼합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제시한 개인적 자유주의의 해석은 공동사회로의 자발적 편입에서 그 한계 

가 있다. 즉 자유주의로부터 공동사회를 떼어놓으려는 카툴릭의 사회교리와 일치하고 있 

다[Nell-Breuning (l 95 1 , p. 198 이하) J . 물론 기독교도의 자유는 신에의 빼↑衣 (Hinordnung) 

를 통해서만 그 의미를 얻을 수 있는 데 반해. 하이에크는 “무엇올 위한 자유인가(What 

for) ?" 라는 질문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가 이러한 유보척 입장올 취한 이유 

는 개인의 주관적인 결정에 대한 관용섬은 절대적으로 자제룰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종교란 사회적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Hayek( 1952a , p. 10) J. 

그러므로 이제 사회계약론이 거짓 자유주의로 거부될 때， 이와는 다른 어떤 힘이 사회 

를 구성하느냐는 절문에 대한 대답이 더욱 시급해진다 

3.3.2. 構成的 要因으로서 保守主義

자연적으로 성장한 것피· 역사적으로 생성된 것의 보존을 통해 하이에크는 개인이 진정 

한 자유， 즉 이성， 감성 및 충동 간의 균형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회망하고 있다. 이 

러한 전통주의는 많은 세대의 경험에서 형성된 1겹과 도덕의 규칙. 관습 그리고 풍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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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다양하게 갖는 공동사회의 무의식적인 틀로 생각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추구는 “얀 

간의 타고난 정의감(das eingeborene Rech1얹gefühl) "을 통해 인간행동을 억지하거나 속박하 

게 된다(Hayek (1956 , p. 11) J . 그러므로 하이에크는 전통의 존중， 본성의 유지 및 사회의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칙의 점진적 완성과 자연적 발전을 중요시하였다. 

하이 에 크는 본래 논리 실 증주의 (Logischer Positivisrnus) 또는 신실 증주의 

(Neopositivismus)로 불리는 비엔나 학파의 추종자로서 자연과학 방법론의 보편타당성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다[Hayek(1952a ， p. 79) J. 그가 자연과학의 방법론으로 사회현상을 설 

병하려고 애쓸수록， 그는 이러한 방법론이 사회과학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서 각각의 개념은 주관적인 견해， 즉 자신의 사고와 유사한 해석과 가치판단을 내 

포하고 있다. 실제 사회과학에서는 결코 사회적 사실로 표현할 수 없는 목적론적 개념 

(Teleologische Begriffe)만이 존재 한다. 그러 므로 사물에 대 한 우리 의 지 식은 매 우 제 한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풍습， 관습， 전통 및 도덕의 존중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위의 

가치들의 깊은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정확히 의식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는 수세기 

동안 내려오는 경험들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한된 지식은 관용과 좁은 생활범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기 삶을 위한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지도자는 사 

회의 조직을 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Hayek(1956， p. 

13) J 

위의 견해는 미제스와 오이켄이 가졌던 합리적 인식에 대한 무제한적인 신뢰감과는 현 

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이에크에 이르러 기계론적 자연과학적 사고는 포기되었 

고， 따라서 인간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사회해석을 위한 자유로운 길이 열렸다. 

3.3.3. 法治國家的으로 *失序가 잡힌 市場經濟

모든 제도들은 그 형태에 있어서 ‘법지배하의 자유’ 라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Hayek (1953 , p.33 이하n. 즉， 법지배의 원칙이 자유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다. 평등 

의 원칙에 관하여 자유주의에서는 단지 법 앞에서 인간의 형식적인 평등을 의미한다. 또 

한 인간의 불평등은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사회질서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능력 있는 자가 

가지는 차별성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한편， 공동생활의 규칙은 개인이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힘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에크 

는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적인 틀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법이 단지 인간의 자유로운 공 

동생활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병백하게 강조하고 있다. 즉， 법은 강요에 의해 

서가 아니라 사회적 공동생활의 계약 및 전통에 의해 발전된 불문법을 존중함으로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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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사회의 본철적인 조건으로서 도덕적 규칙의 통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Hayek (l952a ， p.38 여하)). 

하이에크는 이러한 기반올 토대로 하고 있는 시장경제가 법적으로 보호된 영업의 자유 

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독첨관리국과 같은 특별한 시장감시경찰 

및 경기정책적 간섭이 필요 없다고 믿었다. 불론 이때 경제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랍이 시장의 E뜰名性의 힘에 기꺼이 순웅한다는 사실올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는 커다란 사회교육적 과제를 보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 여론이 경쟁의 유익함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 한， 진정한 경쟁 

상태를 가진 시장경제를 가질 수 없다. 즉， 사람들은 사회적 파정의 자유로운 진행 

에 순웅하든지 , 또는 집 단주의 를 통해 노예의 길 (Weg zur Knecht- schaft)로 들어서 야 

한다"[Hayek (l 952b ， p. 172)] 

하이에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자유의 중요성을 위해， 심각한 불질적 희생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미제 

스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 주었다. 미제스에게 있어서 자유는 하나의 수단. 즉， 단지 

재화를 최대로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자유의 당연한 우 

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가 제시한 인간상은 극단적인 개언주의 · 합리주의로 묘사되 

지도 않았고， 또한 앨리트와 일반대중의 구분도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방법론에 있어 

서도 그 차이가 나타났다. 미제스와 오이켄은 합리적인 인식이라는 수단올 통해 서로 다 

른 시장경제의 구성모텔을 수립한 데 반해. 하이에크는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 같은 학문적 성실성 때문에 하이에크의 명제는 미제스와 오이켄 같은 사회공 

학자(Soziotechniker)의 독단론적 명제보다 더 많은 통의률 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하이에크가 제시한 제도적인 제안에서는 미제스와 오이켄파 동일한 시장 

의 가격기구를 옹호하고 있다. 물론 그는 시장의 가격기구를 법의 지배하에 더욱 발전시 

키려 했으며. 벼由放任(Iaissez-faire) 이 현설올 호도하는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Hayek (1959 , p. 595) ). 그에게 있어 법치국가적 사고는 자유주의 사판의 총괄개념을 의 

미할 뿐만 아니라， 법척인 툴의 확충올 위한 본보기료서 간주되었다. 

하이에크의 질서판과 고전적 자유주의자틀의 사판이 일치하는지를 평가헤 본다면， 하 

이에크를 아담 스미스의 계숭자로 일컬올 수 있올 것이다. 하이에크가 보여준 자유주의 

제도 및 가격기구와 관랜한 닥관주의는 스미스의 사고에 광범위하게 수램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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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습과 도덕을 통해 한계를 지키는 이기주의는， 비록 보수주의자들의 강조점이 스미 

스에게는 결여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해된 利己心’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여기에 하이에크 사상의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 같다. 즉， 시장경제 과정 

의 작동은 결정적으로 시장 파트너의 행위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낙천적인 {象

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이다 참 개인주의와 거짓 개인주의가 하나의 통일체로서 서로 떼 

어 놓을 수 없는 측면을 냐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에크가 두 개념을 구분하려고 

시도한다면 무슨 소용이 았을까? 그는 경제적 개인주의에서 보이는 두 개의 상반된 가치 

의 兩立이라는 특성을 오인하고 있는 듯하다.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선과 악에 대한 

성향이 시장경제적 과정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다. 成果麗爭(Leistungswettbewerb)의 自然

詢1*(Zuchtwahl)는 합리적인 행동으로 사회계약을 무시하는 맹목적이며 탐욕스러운 거짓 

개인주의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이 때 경쟁은 오히려 도덕 파괴자(Moralzehrer)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체제의 안정성이 불확실하게 되며， 또한 경제과정에서 부가되는 장 

애요인이 고려되지 않게 된다. 또한 하이에크 역시 선진국가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개 

별적 수요의 포화상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의 신화를 신봉하고 있다. 발전 가능성 

이 있는 국가에 대한 언급으로 그는 우리 인간을 경제성장의 포로라고 공언하고 있다 

(Hayek (1957. p; 40) J. 그의 견해에 따르면， 무산자들의 운명을 향상시키고 생산을 무제 

한으로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지도 모른다. 

하이에크의 자비심은 도의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시장경제 체제가 그의 주장처 

럼 위의 주어진 과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하이에크는 織

口하였다. 또한 많은 지역의 보잘 것 없는 생활수준을 언급함으로써 개별국가의 여러 문 

제점을 看過하고 었다는 인상을 보여 주었다-

4. 結論 및 展望

자유주의는 서양인들의 기본입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생활관이다. 그 이유는 자유란 

인간이 인격체로 발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조건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별 

히 자유를 의식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화영역의 길을 특 

정짓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인간의 창조적인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다.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자유주의는 서로 다른 형태의 형상을 추구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도시국 

가에서 협력을 위한 권리를 통해 그 의미를 갖는 아테네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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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었다. 

르네상스시대와 계몽주의시대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라는 문제를 미해결한 채 자 

유의 개념을 만들어 냈다. 이는 자유와 이성이라는 두 개념을 결합하는 상대개념 

(Korrelat)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낙천척 인간상에 부합되는 자유-이 

성이라는 결합을 포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18세기에 발홍하여 19세기 이후 乘勝흉騙한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연과학의 사고 

에 의해 광범위한 영향올 받은 자연법과 합리적 개인주의와 결합했다. 반면. 윤리적 세 

계관은 자연과학의 한 형태로서 엄격한 사실올 강조하던 수리학에 의해 배격되었다. 야 

러한 상황은 고전학파 경제학의 인간상과 제도에서 명백하게 나타났다. 그들의 체계는 

비역사적이었고 구속받지 않는 개인주의의 형태를 가졌다. 또한 자연적 질서에 대한 總

對的 홉信(Unbedingtheits-aberglaube)은 변화하는 세계 및 사회구조에 대한 제도적인 적응 

올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사이에 자연과학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고전적인 뉴턴 체계의 경직성은 무너졌 

고， 또한 철학에까지 영향올 미친 현실성 개념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문제는 바로 이 

러한 변화의 과정이 신자유주의의 실제뿐만 아니라 의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이 

다. 미제스에 있어서는 시간이 혼척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그는 행복론 

적 · 쾌락론적 개인주의를 강경히 주장하고 있고， 제도의 선택에 있어서는 고전적 자유주 

의자의 夜警國家(Nachtwäch-terstaat)를 놓가하고 있다(예를 들어， 은행제도의 경우) . 

오이켄은 그가 주장한 경쟁질서 개념으로 비판주의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요소들과 자연 

과학적인 요소들의 결합올 시도하고 있다. 즉， 지난 150년간의 경험은 경쟁질서라는 개 

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 상웅하는 최선의 경제사회질서에 

대한 그의 믿음 - 미제스에 의해서도 대변되었던 - 은 근대 인류학에서는 거부되었다. 

fr기적이며 정신적인 속성올 가진 인간은 제한적으로 환경에 종속되어 있다 

(Ritschl (l954 , p.9)). 그러므로 인간의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성으로 인해 인간의 행동과 

제도는 통일한 세계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다. 여기서 하이에크는 제도의 培養

(Kultivierung)을 위한 길올 열어두었다. 따라서 그는 미제스， 오이켄과 비교해서 자연과 

학의 합리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주의적 인도주의를 관철시키려 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회적 파정은 완전히 순수 시장경제적 빨전의 익명성에 좌우되는 것 같 

다. 하이에크는 사회교육학적 확신올 통해 조망할 수 없는 발전과정에 대한 척응력이 강 

화되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개인적 욕구의 절박함이 더 이상 생산올 제어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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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대한 고용정책적 강제성이 이 같은 욕구를 ι 유발할 때에는 경제의 기본원칙이 훼 

손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궁지로 몰아넣어진 체제에서는 메피스토펠레스 

(Mephistopheles)가 지적하듯이 ‘이성은 불합리가 되고 복지는 재앙’ 이 될 것이다. 

끝으로 경제적 자유주의 사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자유주의 사고방식의 역사적 기능 

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무법과 폭력의 남용에 대한 저항정신이었고， 또한 이 1 같 

은 사고는 18-19세기의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 보다 자유로운 생활양식을 발전하게 만 

들었던 요인이었다. 그러나 구체제의 모든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무절제하게 제거함으로 

써 불가피하게 전체적 집단화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자유주의가 등장 

하게 되는데， 신자유주의는 일찍이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면서 모든 수단을 통해 이에 대 

항했다 집단주의에 대한 격렬한 비난은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자들 

이 반대진영의 비판을 뛰어넘어 신질서의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고전적 자유주의자들펙 제도적 제안에 얽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극히 근소한 변 

화에만 준비가 되어 있다. 

질서를 만든다는 것은 자유주의의 진정한 욕구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너무 지나 

치게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다. 자유주의는 질서를 만드는 힘과의 격론을 통해 그 기능 

을 다할 것이다. 결국， 균형적이며 비판적인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유주의의 기능을 

충족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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