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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이 글에서는 롤스의 정의론 및 그 사회·정치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

판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

본소득제에 연계된 공유사회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에 연계하여, 첫째, 공

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이 지지함을 보일 것이

다.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에 대한 그 개인의 

소유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이 인정하는 기본권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러한 기본권이 공유지(commons) 생산수단에 대한 모두

의 평등한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공유사회를 전제로 해야만 성립될 수 있음

을 보일 것이다. 이어서 이 글에서는 모두가 기여하여 산출하는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이 정의의 제1원칙에 의해 정당화됨을 보일 것이다. 이

에 비해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과 과학기술 공유지에 기초하는 

형태의 기본소득의 경우, 정의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이 결합해야만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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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양 형태의 기본소득 모두 호혜성의 원

칙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둘째, 이 글에서는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생산방식의 부단한 변화와 생산성의 상승을 추구하는 사회, 따라서 실업자

를 최소수혜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임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 경우 

기본소득제, 특히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가 선별적 복지제도보다 

롤스의 정의론을 더 잘 구현하는 동시에 그가 추구하는 재산소유민주주의

에 적합한 제도임을 보일 것이다. 이 제도가 최소수혜자의 자존감을 훼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서정연한 사회가 추구하는 완전고용정책을 보완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과 사회 간의 호혜성을 강화하기 때문

이다. 나아가 불평등한 분배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제도라기보다 시초의 

기회와 자유를 평등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주  제 : 사회·정치철학, 윤리학

검색어 : 롤스, 기본소득, 공유지, 공유사회



31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Ⅰ. 들어가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무조건적 · 보편적 기본소득

(이하 기본소득)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그 도덕

적 정당화다. 기본소득의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 적지 않은 이론

가들이 롤스의 정의론 또는 그 요소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정의론을 롤스가 전개한 수준과 영역 이상

으로 확장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시도들을 비

판적으로 연구하여 한 걸음 더 진척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산물

이다. 따라서 이 글은 롤스의 정의론에 연계하여 기본소득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존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서 출발한

다. 

그런데 롤스에 연계하여 기본소득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 롤스의 정의론이 ‘호혜

성’(reciprocity)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특히 차등원칙

이 사회성원 모두의 ‘노동의무에 기초하는 호혜성’을, 차등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이 호

혜성 원칙에 따를 때, 일하지 않으며 일할 의지도 없는 “게으름

뱅이”(곽노완, 2013: 20)에게 이전되는 사회적 급여는 정의롭지 

못하다. 따라서 기본소득 역시 정의롭지 못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롤스는 바로 이 이유로 기본소득에 대해 분명하

게 반대하였다.1) 따라서 롤스의 정의론에 연계되는 기본소득론

1) 1988년 파리에서 열린 롤스의 정의론 불어판 출판을 기념하는 학술
대회에서 판 빠레이스는 롤스와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가진다. 여기서 
롤스는 노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온종일 말리부 바다에서 파도타기
만 하는 “말리부서퍼는 공적 급여(public benefit)를 통해 자신의 삶의 
방식이 보조받을 것을 정당하게는 기대할 수 없다”(Van Parijs, 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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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어지는  II절에서의 고찰은 이 ‘호혜성’ 문제에 대한 

반응과 극복시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를 통해 판 빠레이스, 

곽노완 등으로 대변되는 입장, 곧 공유지(the Commons)에 근거하

여 기본소득론을 전개하는 입장이 이 문제를 극복할 단서를 제

시함을 보일 것이다. 동시에 공유지에 근거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화가, 공유지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보다 정밀

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III절과 IV절 앞부분에서는 공유

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의 정당성 여부를 공유지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공유지

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가, 롤스의 호혜성 개념과 상충하지 않으

면서 그의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음을 보일 것

이다. 나아가 그의 정의론의 사회·정치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

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공유지에 기초하

는 기본소득제에 연계된 공유사회로 재구성할 것이다.

IV절 뒷부분에서는 나아가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의 최소수혜

자가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자임을 밝힘으로써, 첫째, 그

의 차등원칙이 함축하는 호혜성이 ‘노동의무에 기초하는 호혜성’

으로 국한될 수 없음을 보일 것이다. 둘째, 기본소득제, 특히 공

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가 선별적 복지제도보다 롤스의 정

의론에 적합한 제도임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한편에서는 공

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가 무엇보다 롤스가 가장 중요한 기

본재로 보는 ‘자존감’, 특히 최소수혜자의 자존감을 전혀 훼손하

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다른 한편, 기본소득제가 롤스가 자신의 

정의론의 기초로 보는 도덕적 태도, 곧 ‘자연적 애착’에 기초하는 

호혜성이,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로 직접적으로 확장되어 강화되

며, 기본소득제에 대한 자신의 반대를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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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기가 됨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이 제도가 불평등한 분배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제도라기보다 시초의 기회와 자유를 평등

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임을 보일 것이다.

Ⅱ. 노동의무에 기초하는 호혜성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 

1. 롤스가 그의 정의론의 실질적 내용의 하나로 노동의무에 기

초하는 호혜성을 포함하게 되는 이유부터 살펴보자. 이를 위해 

그의 정의론을 간략하게 개괄해 보자.

롤스는 인간이란 자신의 능력의 완전한 발휘를 위해 타인들과

의 “적극적 협동”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가정아래, 사회를 기

본적으로 개인들의 간의 “사회적 연합”(social union) Rawls, 1999b: 

671) 또는 “협동체계”(system of cooperation)(같은 책: 37)로 본다. 

이러한 전제 아래 그는 정의의 원칙을, 사회적 협동에서 오는 이

득은 최대화하고 이해관계의 “상충”은 공정하게 해결하여, 사회 

전체와 각 개인의 좋음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정한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조건을 갖춘 좋은 사회, 곧 “질서정연한 사

회”(well-ordered society)(같은 글)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원리로서 

연구한다. 그에게서 이 기본조건의 모색은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

구조(basic structure), 곧 정치적 기본법이나 기본적인 경제적·사회

적 질서 같은 주요 제도가 기본적 자유를 비롯한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협동으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같

은 책: 40)에 대한 연구라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합리적인 사

람이면 자신의 좋은 인생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나 갖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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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상을 “사회적 기본재”(social primary goods) (Rawls, 1999a: 

54)2)로 범주화하고, 이들의 분배가 기본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에게 정의의 원칙이란 무엇보다 기본

구조에 구현되어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기본재의 

분배를 정의롭게 규제하는 원칙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롤스는 사회계약론을 게임이론적으로 해석

하여, 정의의 원칙을 ‘무지의 베일’로 대변되는 공정한 조건 아래 

“합리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원칙”(Rawls, 1999b: 51)으로 제시한

다. 그의 정의의 원칙의 도출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에 대해 계약

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이 중요하다.

첫째는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 우연, 곧 재능 같은 천

부적 운이나 사회적 여건 때문에 그 누구도 유리하거나 불리해

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같은 책: 54).

둘째는 모든 기본재들이 평등하게 분배된 “가상적인 최초의 

상황”(같은 책: 108)이 개선점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된다는 점

이다. 나아가 불평등을 통해 이 최초의 상황에서보다 모든 사람

의 처지가 개선될 수 있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일반적인 정의관

에 부합될 수 있다는 점이다(같은 글).

이 가정들은 롤스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대변되는 정의

의 제1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축약되는 정

의의 제2원칙을 계약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리라고 보는 

주요 근거다. 이때 그는 불평등을 허용한 대가로 증대된 기대치

(expectations) 또는 이득이 차등원칙에 의해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의 이득증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차등원칙을 “상호 

이익”이라는 의미에서의 “호혜성의 입장을 표현”(같은 책: 154)한

2) “social primary goods”에 대한 번역은 A Theory of Justice(Rawls, 1999a)의 
번역본(Rawls, 1999b)을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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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2. 롤스가 차등원칙이 함축하는 ‘호혜성’을 사실상 ‘노동의무에 

기초하는 호혜성’이라는 형태로 보다 정밀하게 정의하게 되는 직

접적인 계기는, 차등원칙이 동등한 돈벌이 능력을 지닌 사람들 

중 일보다 여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재분배시스템으

로 귀결될 것이라는 머스그레이브(R. Musgrave)의 비판(Van Parijs, 

1995: 96)이다. 이에 대응하여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여

가”(leisure time)(Rawls, 1993: 181)를 기본재에 포함시킨다. 그에 따

르면 24시간에서 하루 표준노동시간을 뺀 시간이 표준적인 여가

시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조처는 특히 앞에서 논한 “게으름뱅이”, 

곧 노동하지 않는 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노동하

지 않는 자는 따라서 표준노동시간에 달하는 추가적인 여가, 곧 

기본재를 가지며, 이는 표준노동시간 동안 노동하는 최소수혜자

의 소득과 등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하지 않으면서 말리브해

에서 파도타기만을 하는 말리브 서퍼는 공적 자금을 통해 생계

를 지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Rawls, 1993: 182, Rawls, 2001: 

179).

 롤스가 여가를 기본재로 간주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공
정으로서의 정의(2001)에서 차등원칙에 대한 설명에 연계되어 

제시된다. 여기서 그는 보다 사정이 좋은 자는 그들의 재능을 연

마하여 그들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상황을 개선해야 할 뿐만 아

니라(Rawls, 2001: 76), 최소수혜자 역시 “상호이익”을 위해 “보다 

적은 자원”으로나마 사회적 협업체계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

든 몫(share)”을(같은 책: 139)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즉 보다 사

정이 좋은 자와 좋지 못한 자 간의 관계가, 상호 간의 노동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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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호혜적인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연계하여 

그는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공정한 협업체계를 위해, 모

든 사회성원이 “노동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다(Rawls, 2001: 

179). 이어서 모두가 노동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이 전제를 차등

원칙 속에 표현”하기 위해 여가를 기본재에 포함시킨다고 명시

한다(같은 글). 즉 종일 파도타기만 하는 말리부 서퍼는 ‘여가시

간’이라는 형태로 사회에서 이전할 필요가 있는 기본재를 이미 

충분히 갖고 있으므로, “스스로 생계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

다”(Rawls, 1993: 182). 이런 맥락에서 차등원칙은 ‘노동의무에 기

초하는 호혜성’을 그 적용조건으로 포함한다. 이를 약하게 해석

할 때, 사회로부터 소득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동의지만

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차등원칙을 적용할 때 지지되는 

소득보조정책은, 노동조건부인 참여소득3)이나 롤스 또한 지지하

는 음의 소득세 정책이다(Rawls, 1999b: 364, 371)4).

3. 롤스의 정의론 또는 그 요소들을 기본소득의 정당화에 적용

하려는 시도들을 이 ‘호혜성’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구분할 때, 이들은 크게 세 유형으로 대별된다.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롤스의 정의

론을 강화하는 계기로 기본소득제를 옹호하는 것이다. 기본소득

을 가장 중요한 기본재인 자존감의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옹호하

3) 참여소득이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대가로 이전되
는 소득이다.

4) 음의 소득세 정책에 따를 때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에게 그 가구의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의 일부가 이전되어, 노동유
인이 유지된다. 그런데 이 정책을 통해 기본소득제의 특정 모형과 동
일한 재분배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에서 이는 기본소
득제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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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맥키논(C. Mckinnon), 공정한 기회균등을 위한 기본소득제의 

효과를 강조하는 그루트(L. Groot), 롤스가 옹호하는 재산소유민

주주의의 성취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기본소득제를 옹호하는 

번바움(Birnbaum) 등으로 예시할 수 있다(남기업, 2014: 88이하). 

그런데 이들이 ‘노동의무에 기초하는 호혜성’에 입각한 기본소득

에 대한 롤스의 반론을 극복하지 않는 한, 이들의 기본소득론은 

이론적 약점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본소득론이 ‘호혜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신종하는 “호혜성의 의무”가 서로 간의 희

망사항이지 “계약상의 책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세갈

(Segall)의 논의에 기대어,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신종하, 2016: 

170). 그렇지만 세갈의 ‘호혜성’은 차등원칙에 함축된 ‘노동의무에 

기초하는 호혜성’을 위반한다. 세갈의 ‘호혜성’에 따를 때, 노동의

지가 없는 ‘말리부의 서퍼’ 역시 무엇인가 사회를 위한 기여를 

하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보이면서 급여를 이전받을 수 있기 때

문이다.5)

5) 동시에 신종하는 기본소득제가 ‘호혜성’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롤스
의 정의론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정당성이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
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신종하, 2016: 169). 그는 롤스의 정의론의 활용
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을, 롤스의 정의론에 따른 분배정책
이 최소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최소화하는 정책이 아
니라 롤스 스스로 비판하는 복지국가자본주의적인 재분배정책으로 전
락해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찾는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롤스가 주장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에 기본소득제가 더해져야 한
다는 것이다(같은 책: 170). 신종하의 입장은 ‘호혜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서는 이 글의 입장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재산소유민주주의를 
창출하기 위해 미드(J. Meade)가 제안하는 정책들 및 기본소득제와 결
합하지 않는다면, 롤스의 정의론에 따른 분배정책이 결국 복지국가자
본주의적인 사후보완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는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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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가 ‘노동의무에 기초하는 호혜

성’과 무관하게 주어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을 대변하는 

판 빠레이스, 곽노완 등에 따르면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는, “각

자의 노력을 넘어서는 모든 자연 및 사회역사적으로 유증된 자

원과 기회”, 곧 “공유자원”에 대한 “각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무조

건적 권리”(곽노완, 2013: 24)다. 이러한 공유자원은 자연에 의해 

주어진 것이거나 학문처럼 인류가 역사·사회적으로 형성해 온 유

산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직접적인 노동의 산물로 환원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의무에 기초하는 호혜성’과 무관하게 공유

자원에 대해 모두가 평등한 1/n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들 

역시 이 자원들을 롤스처럼 정의로우면서도 모든 성원의 처지를 

최대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판 빠

레이스는 이를 위해 이 자원들의 실질적인 사용 및 여기서 유래

하는 소득의 분배에 대해 차등원칙, 곧 자신이 선호하는 경제학

적 용어로 최소극대화(maximin)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물론 이 

경우의 차등원칙은 ‘노동의무에 기초하는 호혜성’에 의해 구속되

지 않는다. 판 빠레이스가 “최소수혜자의 장기적 기대를 극대

화”(Rawls, 1999b: 272)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

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토지’의 경우로 국한해서 고찰해 보기만 해도,6) “공유자원” 및 

6) 남기업에 의하면 주파수대역의 지대 등까지도 합산할 때, 2010년을 기
준으로 한국의 연간 지대는 약 25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 모두
에게 연간 500만원 줄 수 있는 금액이다(남기업, 2014: 87). 남기업은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를 토지기본소득제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발전시
킨다. 그는 토지기본소득을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요청하는 롤스의 정
의의 제1원칙이 인정하는 기본권으로 고찰함으로써, ‘말리부 서퍼’ 역
시 이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남기업, 2014: 103, 106). 
그렇지만, 앞으로 이 글에서 보게 되듯이, 토지 같은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는 정의의 제1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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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초한 이들의 기본소득론은 기본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그

렇지만 이 논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공유자원”에 대해 보다 세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앞의 논의에서 “공유자원”은 기본적으로 그 사용과 향유에 대해 

모두가 권리를 갖는 자원, 곧 비배제성을 갖는 자원으로 정의된

다. 그런데 비배제성을 갖는 자원은 다시 그 사용을 둘러싸고 개

인들이 경쟁한다는 의미에서 경합성을 갖는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7)과 그렇지 않은 ‘공공재’로 구분된다(권정임, 2016: 

39 이하). 따라서 이 두 범주를 포괄하는 범주로는 ‘공동

부’(common wealth) 또는 ‘공유지’(commons)8)가 앞의 “공유자원” 

보다 적절하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공유자원’은 비배제적이고 

경합적인 자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공유지는 공기나 공공도로처럼 그 사용이 직접적인 개

인적 소비가 되는 자원과 생산수단으로 사용되는 자원으로 분류

할 수 있다.9) 기본소득론의 관점에서 전자는 현물기본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유형의 현물기본소득에 대해 모두가 평등한 공

유지분을 갖는다는 주장은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유지가 생산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

유지분’이 생산수단에 대한 평등한 ‘사용권’이나 평등한 ‘처분권’, 

또는 각자가 사용권을 갖는 생산수단으로 노동하여 창출한 소득

제2원칙, 특히 차등원칙이 결합해야만 성립될 수 있다.
7) 앞의 “공유자원”과 구분하기 위해 이를 ‘좁은 의미의 공유자원’으로 분

류할 수도 있다.
8) ‘공유지’란 오스트롬(E. Ostrom)을 기원으로 하는 공유운동이나 네그리/

하트 등에 의해 대중화된 개념이다. 공유의 자연재, 문화, 언어, 무상교
육, 공유기업 등 해당 공동체 성원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역사적이
고 사회경제적인 자원 내지 재화를 포괄한다(곽노완, 2016: 195).

9) 양자가 겹치는 자원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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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익권’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10) 

평등한 향유지분으로서의 공유지분이 평등한 사용권을 의미하는 

것은 자명하다. 나아가 공유지의 관리라는 명목으로 정부기구 같

은 위탁받은 관리자가 공유지를 자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권정임, 2015: 390), 평등한 공유지분은 평등한 처분권 역시 

함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평등한 공유지분이 평등한 수익권을 무

조건적으로 함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칙적인 차원에 한정하여 

고찰할 때, 즉 다른 파생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 개인과 

그의 공유지분만을 놓고 볼 때,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생

산수단으로 노동하지 않는 한, 공유지분에서 소득이 저절로 산출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공유지분”이 ‘수익권’을 함축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이 권리를 갖는 생산수단으로 노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결국 원칙적인 차원에

서 공유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공유지분은 평등한 사용권과 

처분권으로 구성되며, 평등한 수익권은 조건부로 보장된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받는 ‘소득’이다. 이는 

공유지 생산수단에 대한 평등한 사용권과 처분권으로서의 평등

한 공유지분이, 공유지에 근거하는 기본소득권을 위해 ‘필요한’ 

근거는 되지만, ‘충분한’ 근거는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기본소득’이란 자신의 공유지분

을 넘는 공유지를 사용하여 창출한 특정 “개인의 노동의 직접적

인 성과가 아닌 부분”에 해당하는 소득을, 그로 인해 공유지 또

는 “공유부를 사용할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의 정당한 몫으로 제

10) ‘공유지분’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세분은 “소유권”을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 등의 여러 가지 권리들의 묶음”(강남훈, 2015: 141)으로 보는 
견해를 응용한 것이다. ‘소유권’을 이 여러 가지 권리에 연계하여 정
의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함께 향유한다는 의미에서의 “공유”(곽노
완, 2010; 85)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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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정임, 2016: 41)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반박은 너무 소박하고 직관적이다. 나아가 경합성

이 있는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설명력을 갖는

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면서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공유

지, 대표적으로 과학과 기술 같은 공유지11) 및 인공지능의 생산

수단으로 사용되는 빅 데이터처럼 ‘모두가 기여하여 산출하는 공

유지’12)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누군가 이 

유형의 공유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동

일한 기회를 잃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생산수단으로 기능하는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의 정당화는 경합적인 공유지, 곧 공

유자원의 경우와 ‘모두가 기여하여 산출하는 공유지’ 및 ‘과학기

술 공유지’라는 세 경우로 나뉘어 보다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11) 과학과 기술 역시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전문가 집단이나 생산현장에
서 관련되는 실천적 지식을 산출하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
들의 기여에 의해 창출된다. 특히 많은 부분에서 이전 세대나 동시대
의 성과를 사실상 무상으로 이용하여 창출된다. 이는 과학과 기술 역
시 공유지로 보게 되는 강력한 근거다. 그럼에도 그 창출에 ‘모두가 
기여하는 공유지’로는 보기 어렵다. 엄밀히 말해서 관련분야 종사자들
만이 그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12) 인터넷에 축적되며 인공지능의 중요한 생산수단인 빅 데이터(강남훈, 
2016b)가 사실상 모두의 기여에 의해 산출된다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도 일생에서 인터넷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확률은 
매우 낮다. 둘째, 사용자가 너무 많고 각각의 기여도도 달라서 평균으
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셋째, 누구의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 넷째, 설령 A 사람의 데이터가 실
제로 이용되지 않고, B 사람의 데이터가 이용된 것을 안다고 할지라
도, B 사람의 데이터가 아니라 A 사람의 데이터가 이용되었더라도 인
공지능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공
헌할 기회의 균등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두 사람은 동일한 권리를 가
지게 된다(셋째와 넷째 근거는 강남훈과의 토론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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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을 그의 

정의론의 사회·정치철학적 전제들에 연계하여 논의함으로써, 이 

세 유형의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을 보다 정밀하게 정당화

해 보자. 정의의 제1원칙부터 살펴보자.

Ⅲ. 정의의 제1원칙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

1.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요약되는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

은, ‘기본적 자유’(basic liberties)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모든 시민

에게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

은, 정의론에 의하면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기본적 자유

의 하나라는 점이다(Rawls, 1999b: 106). 그런데 이때 그는 “특정

한 종류의 재산”, “가령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인 것

이 아니”(같은 책: 107)라고 본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이는 

한층 명료하게 제시된다. 즉 “생산적 자산에 대한 재산권”은 “기

본권이 아니다”(Rawls, 2001: 177). “이 권리(생산적 자산에 대한 

재산권, 역자)는, 현존하는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권리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는 요청에 종속

되어 허용된다”(같은 글).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지만, 이 마지막 

문장은 생산적 자산 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정의

의 제2원칙의 하나로 효율성 및 생산성 원칙을 함축하는 차등원

칙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롤스의 이러한 언급은, 어떤 사유

재산이 정의의 제1원칙 차원에서 인정되는 사유재산, 곧 기본권

으로서 인정되는 사유재산일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정의론
에서와는 달리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그가 “평등한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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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들”의 “목록”에서 사유재산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같은 책: 

44) 이유의 하나는, 아마도 이러한 물음과 관련된 어려움일지도 

모른다. 나아가 소득과 부가 기본재에 포함되며 따라서 소득과 

부의 정의로운 분배라는 형태로, 사유재산의 정의로운 분배문제

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론

과 공정으로서의 정의 모두가 기초하는 그의 이론의 몇몇 단

서들을 통해, 그의 이론체계에 따를 때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밖

에 없는 사유재산의 형태를 추론할 수 있다.

롤스에 의하면 “경쟁적인 가격 체계가 정의로운 기본구조 내

에서 제대로 조직되고 자리 잡히게 되면”, “소득과 임금은 정의

롭게 된다”(Rawls, 1999b: 402). 임금이 노동을 통한 소득이라면, 

현존 체제의 다른 ‘정의로운’ 소득은 이상적인 시장상황에서 기

본구조가 정의롭다는 전제 아래 생산수단이나 그와 유사한 생산

적 자산으로 기능하는 재산의 소유에서 발생하는 이윤, 이자, 지

대 등이다. 그런데 롤스는 생산수단이나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

적 소유권이 기본권이 아님을 명시한다. 따라서 이들에서 파생하

는 소득의 수취 역시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순전

한 노동소득의 경우는 어떨까?

얼핏 보아 롤스에 따를 때 노동소득은 기본권으로 보인다. 살

펴보았듯이 그는 사회를 기본적으로 ‘노동에 기초하는 호혜적인 

협업체계’로 본다. 이는 그가 ‘노동’을 사회의 형성과 유지를 위

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봄을 의미한다. 나아가 그는 개인들이 

사회를 형성하는 근본이유를, 개인들이 공정하고 생산적인 협업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으로 

본다. 개인들이 생산적 협업체계를 통해 각 개인들의 순수한 노

동의 결과에 더하여 공정한 협업의 산물로서의 추가적인 결과물 

또한 분배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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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는 각 개인의 순전한 노동소득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전제하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롤스에 따를 때, 각 개인의 순전한 노동소득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직 조건부로만 가능

하다. 그에게는 어떤 사유재산이 정당한지의 여부도, 평등하고 

합리적인 사회성원들의 합리적 선택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의 이

론체계에 따를 때 자신의 재능에 대해 무지의 베일을 쓴 평등하

고 합리적인 성원들은, 재능의 차이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모두

의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해, 특히 최소수혜자의 장기적인 기대치

를 극대화하기 위해, “차등원칙”에 따라 분배(Rawls, 2001: 76)한

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비유적으로 말해서 “사람들 간의 차이”를 

“마치”(as if) “공유자원”(common asset)(같은 책: 75)처럼 다룬다13)

는 조건 아래에서만, 각자의 순전한 노동소득을 사유재산으로 취

득할 권리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정의의 제1원칙에 의해 정당화되는 사유재산, 곧 

기본권으로서의 사유재산은 차등원칙에 따른 재분배라는 단서 

아래 인정되는 개인의 순전한 노동소득 또는 개인들 간의 재능

의 차이가 사상된 ‘순수한 노력의 산물’ 내지 ‘순수한 노동성과’

라고 할 수 있다.14) 이러한 결론은 개인의 이득과 전체이익을 극

대화하는 공정한 협업체계라는 롤스의 사회관에 의해서도 지지

받는다. 이러한 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개인의 순수한 

13)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롤스는 개인들의 “천부재능” 자체가 “공유
자산”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만약 내적 천부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가 제기된다면, 이를 소유하는 자는 “사람들 자신”이지 “사회”가 아니
다. “사람들의 심리적 및 신체적 온전성(integrity)은 기본권들과 자유
들에 의해 이미 보장”되었다는 것이다(Rawls, 2001: 75).

14) 앞으로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나 ‘순수한 노동성과’는 이처럼 
개인들 간의 재능의 차이가 사상된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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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산물은 그 개인의 정당한 소유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약 특정인이 소유하는 생산수단이나 재산이 

100% 그 자신의 순수한 노동성과라면, 해당되는 생산수단 또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산수단이나 재산에서 파생되나 그의 추가적인 순수한 

노력으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주장

할 수 없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의 순수한 노동성과로 완전히 환

원되는 생산수단이나 재산은 사실상 거의 없다. 아마 이는 롤스

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

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순수한 노동성과를, 나아가 그 노동성과만을 그

의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개인의 노동대상과 수

단, 곧 생산수단이 타인의 노동성과가 아닌 한, 이에 대해 사용

할 권리를 인정함을 전제한다. 나아가 모두의 평등한 자유를 요

청하는 제1원칙에 걸맞게, 모든 개인의 평등한 사용권 및 이에 

대한 타인의 침해를 막기 위한 평등한 처분권의 인정을 전제한

다. 이는 결국 제1원칙이 각자의 순수한 노력을 넘어서는 “모든 

자연 및 사회역사적으로 유증된 자원과 기회”를 공유지로 고찰

하면서, 이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공유사회

에 대한 전제를 함축함을 의미한다.

롤스의 정의론이 공유사회에 대한 전제를 함축하고 있다는 해

석은 사상사적인 고찰을 통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롤스 스스로 

밝히듯이, 그는 루소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루소는 인간의 자

유와 평등(Rousseau, 1762: 159) 및 외적 자연의 공유(같은 책: 

175)를 전제로, 각자가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평등하게 나누

어 가지거나 서로 연합하여 공동으로 생산하고 향유(enjoy)하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제시한다(같은 글). 그런데 엄밀히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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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루소의 이 양 형태의 이상사회에서 생산수단은 공공재산이며 

개별생산자는 그 “관리자”다(같은 책: 175 참조). 이런 맥락에서 

그의 이상사회의 두 형태는, 공공재산 또는 공유지에 대한 모두

의 평등한 향유권을 실현하는 공유사회의 두 형태다. 물론 롤스

의 ‘공유사회’는 이 두 형태와는 다르다. 그러나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외적 자연을 비롯한 공유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루소의 공유사회의 기본관점을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롤스의 정의론이 공유사회에 대한 전제를 함축

한다는 사실은, 그의 정의론이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포함하는 공유사회의 정의론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런 맥락에서 이 소절에서 고찰한 정의의 제1원칙에 기초하여, 공

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

펴보자. 공유지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자.

2. 인터넷 공유지에 축적되는 빅 데이터처럼 ‘모두의 기여에 

의해 산출되는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부터 살펴보자. 강남

훈이 예시하듯(강남훈, 2016b), 이 경우 빅 데이터를 생산한 프로

슈머들이 아니라 구글(google)기업 같은 제3자가 빅 데이터를 생

산수단으로 인공지능을 생산한 경우에도, 프로슈머들 역시 인공

지능의 생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에서 일정한 몫을 받을 ‘수익권’

을 갖는다. 인공지능을 위한 생산수단의 특정부분이 그들의 ‘순

수한 노동기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빅 데

이터의 산출에는 사실상 모두가 기여하며, 그 기여의 몫은 단지 

평균으로서만 계산될 수 있다.15) 그런데 이는 인공지능의 생산을 

15) 이 모두의 기여에 해당하는 몫은 강남훈이 한편에서는 맑스의 지대이
론을 적용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협조게임에서 섀플리 가치(Shap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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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창출된 소득의 일정부분, 곧 빅 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모두

의 평균적 기여에 해당하는 몫이, 기본소득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모두의 기여에 의해 산출되는 공유지’ 

생산수단에 대한 평등한 공유지분은, 이 공유지의 형성에 기여한 

당사자가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생산수단으로 노동하여 

직접 소득을 창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공유지를 사용하여 창

출된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한 수익권을 포함한다. 즉 이 유형의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은 정의의 제1원칙 차원에서 정당화

된다.

그렇지만 ‘공유자원’과 ‘과학기술 공유지’의 경우는 사정이 다

르다. 개인의 순수한 노동성과만을 정당한 사유재산으로 인정하

는 정의의 제1원칙을 따를 때, 이 두 형태의 공유지에 대한 공유

지분은 평등한 사용권과 처분권을 의미할 뿐이다. 수익권은 각자

가 자신이 사용권과 처분권을 갖는 공유지에 자신의 ‘순수한 노

동’을 투입하여 소득을 산출할 때, 이 소득에 대해 부여된다. 이

런 맥락에서 이 두 형태의 공유지에 대해 정의의 제1원칙 차원

에서 요청되는 평등한 공유지분은, 모두가 공유지의 사용과 처분

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공유지에 기초하

는 기본소득권의 필요조건을 보장할 뿐이다. 이 두 형태의 공유

지의 사용/처분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의 제2원칙, 특히 차등원칙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자.

value), 곧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각 사람의 공헌에 대한 가치를 측정
하는 방법에 의해 계산하였다(강남훈, 2016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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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의의 제2원칙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

1. 정의의 1원칙이 보장하는 평등한 자유에 대한 권리 및 2원

칙의 하나인 공정한 기회균등원칙의 우선적 준수를 전제로, 롤스

는 기본재, 특히 소득과 부의 정의로운 분배를 사실상 차등원칙

을 통해 다룬다. 이런 맥락에서 그에게 “차등원칙”은 “좁은 의미

에서의 분배정의의 원칙”(Rawls, 2001: 61)이다. 기본소득권에 대

한 정당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차등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불평등이 정의로울 수 있는 조건들 또한 함축한다는 측면

에서, ‘차등원칙’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살펴보았듯이 차등원칙은 모든 기본재들이 평등하게 분배된 

“가상적인 최초의 상황”을 기준으로, 불평등이 최소수혜자를 비

롯한 모두의 처지를 이 최초의 상황에서보다 개선할 경우 이 불

평등은 정의관에 부합한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이는 차등원칙이 

그 규제기준으로 ‘평등’을 함축함을 의미한다.

차등원칙의 두 번째 내용은 ‘지속가능성’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는 정의로운 제도와 기본적 자유의 확립 및 그 지속적인 유지 

또는 재생산이라는 형태로 다루어진다. 이를 위해 롤스는 차등원

칙에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을 “하나의 제한사항”으로 “포함” 

(Rawls, 1999b: 389)시킨다. 그에 의하면 정의로운 제도와 자유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저축과 “순수한 축적”은 이들의 점진적 확립

과 함께 “영”이 된다(같은 책: 385). 또한 이와 함께, 확립된 정의

와 자유가 단순히 유지 또는 재생산되기만 하는 “정의로운 정상

상태”(a just stationary state)(Rawls, 2001: 64)에 도달한다.

주목할 사항은 롤스가 밀(J. S. Mill)에게서 차용하는 ‘정상상태’

가 그에게서 ‘정의’와 관련되어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밀의 ‘정상상태’ 개념은, 토지로 대변되는 생산의 자연적 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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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양적 경제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경제가 균형을 이루면서 

재생산되는 상태로 요약된다. 롤스는 차등원칙이 최소수혜자의 

기대치의 극대화를 위해 “세대를 이어 연속되는 경제성장”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같은 책: 63), 자신의 정의론을 

경제성장이데올로기로부터 단절시킨다.16) 이는 그가 ‘정상상태’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현대적인 맥락에서, 곧 사회의 생태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수용함을 의미한다. 롤스가 명시적으

로 의도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지속가능한 재생산’이 ‘사회의 생

태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전제해야만 가능하다는 측면도, 이러

한 해석을 지지한다. 결국 차등원칙은 정의의 차원만이 아니라 

생태적·경제적 차원에서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한다.

차등원칙의 세 번째 내용은 ‘파레토 최적’이라는 의미에서의 

효율성이다.17) 물론 이때의 효율성은 정의의 원칙에 종속되어 적

용된다(Rawls, 1999b:115-117).

차등원칙의 네 번째 내용은, 차등원칙이 인정하는 불평등의 유

일한 목적이 노동 “유인”(incentives)이라는 롤스의 진술이 보여주

듯(Rawls, 2001: 68), 높은 노동생산성이다.18) 이때의 생산성 역시 

정의의 원칙들, 나아가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종속되어 

적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차등원칙에 함축된 높은 생산성의 추구

16) 차등원칙은 주어진 시기의 부와 소득의 차이가,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자의 이득의 증감이 혜택을 더 적게 받는 자의 이득의 증감을 동반해
야 함을 의미할 뿐이며, “최소수혜자의 복지를 포함하여” “사회에서 
부(wealth)의 일반적 수준”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원들의 “결
정”에 달려있다는 것이다(Rawls, 2001: 64).

17) 이 파레토 효율성은 “그 형태를 변경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최소한 
한 사람)을 빈곤하게 하지 않고 동시에 약간의 사람들(최소한 한 사
람)을 부유하게 할 가능성이 더 이상 없을 때”(Rawls, 1999b: 113) 달
성된다.

18) 이 글에서 ‘생산성’은 ‘노동생산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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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상 지속가능성을 전제하는 가능한 한 최대의 노동생산성 

추구다.

차등원칙의 다섯 번째 내용은 이러한 높은 생산성을 통해 산

출된 부와 소득을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특히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이다(Rawls, 1999b: 

126).

차등원칙의 여섯 번째 내용은, 살펴보았듯이, ‘노동의무에 기초

하는 상호이득’으로서의 호혜성이다.

정의의 1원칙과 2원칙을 종합할 때, 개인의 정의로운 소득은 

‘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 + 차등원칙에 따른 소득’이다. 이때 차

등원칙이 노동유인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가능한 한 최대화한다

는 점은,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가 루소가 제의한 두 형태의 공

유사회처럼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면서도 전체의 이득과 각 개인

의 이득을 이 두 형태에서보다 더 많이 창출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유사회의 이 두 형태에 비한 질서정연한 사회의 강점이다.

2. 롤스의 정의의 다른 원칙들의 충족을 전제로, 특히 차등원

칙을 중심으로 생산과 분배의 기본구조를 생각해 보자. 이에 따

를 때 시장은 생산수단의 사유여부와 무관하게(Rawls, 1999b: 

364),19) 경제의 “효율성”을 보장하고(같은 글) “평등한 자유와 기

회균등과도 부합”(같은 책: 365)할 수 있게 적절히 규제된 이상적 

시장으로 가정된다. 이 이상적으로 규제된 시장은 나아가 “경제

력의 행사를 분산시킴으로써”(같은 책: 366), 한편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정부의 

19) 롤스에 따르면 “자유시장을 이용하는 것과 생산 수단의 사유 사이에 
본질적인 관련이 없다.” “정상적인 조건 아래서의 경쟁 가격이 정의
롭거나 공정하다는 관념은 적어도 중세에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Rawls, 1999b: 364). 이는 그가 적절하게도 시장을 기본적으로 ‘등
가교환의 장’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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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기능한다(같은 

글).20) 동시에 롤스는 “공공성”과 수요자에 맞춰서 분할되어 소

비될 수 없는 “불가분성”(같은 책: 358) 등으로 인해, 시장이 아

니라 국가가 생산과 분배를 정의의 원칙들에 따라 관리해야 하

는 공공재의 영역을 인정한다.21) 시장과 공공재에 대한 이러한 

가정 및 정의의 다른 원칙들의 준수를 전제할 때, 차등원칙을 충

족하는 생산과 분배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정의의 제1원칙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기본권’으로

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차등원칙이 함축하는 가능한 최대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요청을 고려할 때, 질서정연한 사회의 생산은 

각 산업부문의 특성에 따라 가장 생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주

체에 의해 가장 생산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다.22) 이에 따라 

정부, 사적 기업 또는 노동조합23) 같은 다양한 생산주체 및 다양

한 기업경영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생산성의 증대를 통해 

‘가상적인 최초의 평등한 상황’에서보다 모두의 이득을 증가시키

면서 차등원칙의 다른 내용들과 기회균등의 원칙 및 정의의 제1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도 가능

20) 나아가 롤스는 이러한 이상적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기본적으로 
경제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배분(allocation)기능과 소득의 분배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Rawls, 1999b: 366).

21) 롤스는 정의로운 기본구조에 따른 이상적인 경제제도를 논의하는 정
의론의 이 부분에서, 자신이 미드의 “재산소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정
하면서 논의를 전개함을 분명히 한다(Rawls, 1999a: 242).

22) 사유재산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간의 선택과 관련하여 롤스가 부각하
듯, 그는 실제로는 이상적인 생산형태의 선택이 각국의 역사적 여건
이나 전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Rawls, 1999b: 367).

23) 생산주체로서의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롤스는 특히 밀(J. S. Mill)의 노
동자가 경영하는 협동조합적 기업을,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완전히 양
립가능한 형태로 강조한다(Rawls, 200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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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롤스에게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정의의 제1원칙 차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제2원칙 차원에서

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장 생산성이 높은 주체가 생산을 담당한다는 

점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통해서든 아니든, 상응하는 생산수단

을 독점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 이는 롤스의 기본소득 반대론

에 대한 판 빠레이스의 반론이 시사하듯(Van Parijs, 1995: 100 이

하), 정의의 제1원칙이 함축하는 공유지 생산수단, 특히 공유자원

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사용권을 모두의 평등한 처분권에 기초

하여 임대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 과학기술 공유지의 경우, 과

학기술 공유지가 소득을 낳게 되는 것 역시, 이 ‘과학기술’이 생

산수단에 합체되어 생산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학기술 공유지가 사실상 생

산수단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생산주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

용됨을 의미한다. 이는 과학기술 공유지에 대한 사용권과 처분권

을 갖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의 사용권을 이 독점적 생산주체

에게 임대해 준 것과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바로 이런 

의미에서 과학기술 공유지를 유사-공유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합적인 공유자원과 유사하게 사실상 생산자에 의해 배타적으

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유자원과 과학기술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공유지분은, 

생산주체에게 임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임대소득을 

포함할 때,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소득은 크게, ‘각 개인의 순수한 

기여에 따른 소득’과 ‘모두가 기여하여 산출되는 공유지에 기초

하는 모두의 소득’과 ‘공유자원 및 과학기술 공유지의 사용권에 

대한 모두의 임대소득’ 및 두 번째 및 세 번째 소득과는 달리 정

의의 제1원칙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차등원칙만에 따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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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중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은 ‘모

두가 기여하여 산출되는 공유지에 기초하는 모두의 소득’과 ‘공

유자원 및 과학기술 공유지의 사용권에 대한 모두의 임대소득’이

다. 이때  ‘천부의 재능의 차이에 따른 소득’은 사실상, ‘각 개인

의 순수한 기여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소득들에 

합쳐져서 존재할 것이다.

3. 그런데 차등원칙만에 따른 소득, 또는 그 일부는 기본소득

이 될 수 없는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관건의 하

나는 실업자가 롤스의 최소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살펴

보았듯이 기본소득은 실업자도 받는 반면, 롤스는 실업자, 특히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소득이전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롤스는 기본소득만을 수취하는 근로가능한 성인, 곧 실업자를 

최소수혜자로 보지 않는다. 그에 따를 때 최소수혜자는 천부적·

사회적으로 나쁜 운으로 인해, 미숙련 노동자처럼, 낮은 수준의 

소득과 부만을 취득할 수 있는 사회적 처지(position)에 있는 사람

이다(Rawls, 1999b: 148). 그런데 최소수혜자에 대한 롤스의 이러

한 고찰에는 전제가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명시하듯, 사

회에 “행해져야 할 일이 많”고 “직업이 희소하지 않다”(Rawls, 

1993: 182)는 것이다. 이는 그의 정의론이 도출되는 전제, 곧 계

약당사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공정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사

회가 완전고용사회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역사에서 완

전고용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70년대 초까지의 예외적인 

시기에 선진자본국가에 한정되어, 그것도 근사적으로만 가능했었

다. 이를 고려할 때 완전고용사회에 대한 이 가정은, 계약당사자

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공정한 조건의 하나로 주어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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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일반적 지식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계약당사

자들이 완전고용정책을 질서정연한 사회의 정책으로 선택하리라

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고찰할 때,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실업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실업자를 최소수혜자로 인정하여 그의 장기

적 기대치와 기회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합

리적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는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필연적으로 지속가능성, 특히 생태

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설령 지속가

능한 수준에서 자원과 에너지 사용이 관리되는 사회라 할지라도, 

이 사회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 역시 양적 유한성과 오염

물질 방출을 비롯한 여러 생태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상승과 보다 

생태적인 대체소재와 에너지의 발견 등을 동반하는, 생산방식의 

부단한 변화와 생산성의 상승이 추구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

태는 나아가 롤스가 여가를 기본재의 하나로 본다는 사실에 의

해 더욱 강화된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양적 경제성장이 멈춘 정

상상태에 도달하고 개별적 소득이 불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더 

적은 노동시간과 더 많은 여가를 낳는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결

국 더 많은 기본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계약당사자들이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위해 기계를 통해 

노동력을 대체하는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

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이유, 특히 첫 번째 이유로 인해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생산방식의 부단한 변화와 노동생산성의 상승

을 위한 추구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구로 인해 생겨나는 부작용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조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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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합리적인 계약당사자들이 이러한 생산방식의 부단한 변화와 

생산성의 상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추구가 초래하는 최대의 난제는, 기계로 대체되거나 새

로운 생산방식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들로 인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이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합리적인 계약

당사자들은 두 가지 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첫째는 노동시간 단

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다. 그렇지만 이 정책에도 불구하고 생

산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라도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 역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합리

적 계약당사자들은, 실업자를 최소수혜자로 인정하고 그의 장기

적 기대치를 극대화하여 재취업을 비롯한 그의 기회 역시 극대

화하는 두 번째 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업자를 최소수혜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차등원칙에 

따른 소득 또는 그 일부가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즉

시 도출할 수는 없다. 자산소득심사와 노동의지를 조건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제도 역시 실업자를 수혜자로 포괄하기 때문이다. 롤

스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제와 선별적 복지제도를 비교

하여 선택해 보자.

선별적 복지정책을 채택할 경우, 한정된 복지재원을 실업자를 

비롯한 최소수혜자로 선별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분배하게 

되어 기본소득정책을 실시하는 경우보다 최소수혜자에 더 맣은 

소득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

스의 정의론에 따라 합리적 계약당사자들이 선택하는 정책은 기

24) 그렇지만 엄밀하게 고찰할 때, 선별과정과 집행에 따른 행정비용 및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복지재원을 줄이고자 하는 
성향으로 인해, 최소수혜자에게 이전되는 소득이 기본소득제의 경우
에 비해 월등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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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득정책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최소수혜자의 자존감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모두에

게 무조건적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최소수혜자가 복지수혜자로 

선별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노고와 모욕감 및 급여이전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현상을 겪을 필요가 없다. 즉 자

존감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런데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재”가 “자존감”이다(Rawls, 1999a: 477). 각자가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협업체계나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시기

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동요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생계획과 

공동체의 계획에 따라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에 따를 때 “자존감의 근거는 소득의 몫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인정된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분배”(같은 글)다.

두 번째는 완전고용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소득의 감소를 유발하게 되어, 취업자의 소득을 보완하는 

정책을 동반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기본소득제는 이러

한 필요성을 충족시킨다.25) 따라서 질서정연한 사회의 계약당사

자들이 지지하게 되는 정책은 선별적 복지제도가 아니라 기본소

득제다.

세 번째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가 롤스가 비판하는 복지국

가자본주의적인 정책, 곧 불평등한 출발상태에서 귀결되는 불평

등한 분배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면, 기본소득

제는 출발상태를 보다 평등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정책, 곧 롤스

가 지지하는 재산소유민주주의적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결국 실업자를 최소수혜자로 인정하게 될 때, 위에서 말한 ‘차

25) 자신의 완전고용정책으로 인해 초래될 임금의 하락을 보완하고자 하
는 동기는 미드가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이유의 하나다(권정임, 
2015: 2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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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칙만에 따른 소득’ 또는 그 일부는 실업자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 결과 롤스의 정의론에 따를 

때, 차등원칙에만 기초하는 기본소득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

소득이라는 두 형태의 기본소득이 인정된다. 그런데 롤스가 가장 

중요한 기본재로 보는 ‘자존감’, 특히 최소수혜자, 곧 실업자의 

자존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 형태

는 차등원칙에만 기초하는 기본소득 형태보다 우월하다. 전자의 

경우 기본소득권이 정의의 제1원칙과도 연관되어 ‘기본권’에 속

하거나, 또는 ‘기본권’에 더 근접하는 권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등원칙에만 기초하는 기본소득은 이 글의 주요 고찰

대상이 아니다. 또한 최초의 평등상태보다 생산성이 높은 생산방

식을 선택하여 산출된 더 많은 소득의 상당부분이 이 글에 따를 

때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므로, 차등원칙에만 

기초하는 기본소득의 양이 그리 많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차등

원칙에만 기초하는 기본소득이,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의 

양을 조금 더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

에 통합되어 사실상 해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 아

래 앞으로 이에 대한 고찰은 사상된다.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

소득, 특히 공유자원과 과학기술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의 

도덕적 정당성과 호혜성 원칙 위반 문제를 살펴보자.

4.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개인의 소득은 결국 ‘개인의 순수한 

노력’, ‘모두가 기여하여 창출한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 

그리고 공유자원 및 과학기술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사용권을 

임대한 대가로서의 기본소득으로 이루어진다. 편의를 위해 첫 번

째 형태의 기본소득을 제1형태, 두 번째 형태의 기본소득을 제2

형태라고 하자. 이때 제2형태 기본소득은 정의의 제1원칙에서 유

래하는 공유지에 대한 사용권을 임대해준 대가다. 개인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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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를 보다 생산적이거나 생산활동을 선호하거나 또는 운

이 좋은 주체에게 임대해 주는 대가로 소득이전, 곧 기본소득을 

받고, 생산주체는 생산을 위해 보다 많은 생산수단을 사용함으로

써 자신을 위해서도 보다 많은 소득을 창출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의의 제1원칙에서 유래하는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사용권과 

처분권이 제2형태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의 보장을 위한 필요조

건이라면, 이 필요조건에 제2원칙, 특히 차등원칙에 따라 보다 

생산적인 주체에게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사용권을 임대한다는 

조건이 더해짐으로써, 제2형태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 획득을 위

한 요건이 충분해진다.

주목할 것은 양 형태의 기본소득이 모두 호혜적이라는 것이다. 

제1형태 기본소득의 경우, 공유지를 산출하는데 노동을 통해 기

여한 개인은 그 대가로 기본소득을 받고 생산자 역시 자신이 직

접 생산한 공유지만을 대상으로 생산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소득

을 획득한다. 이는 사실 ‘노동의무에 기초하는 호혜성’을 충족한

다. 제2형태 기본소득의 경우는 공유지 사용권의 임대를 통해 임

대인/임차인 상호 간에 이득을 보는 경우다. 이런 측면에서 이때

의 호혜성은  차등원칙이 함축하는 ‘노동의무에 기초하는 호혜

성’이 아니다. 상호이득의 기초가 상호간의 노동이 아니라 권리

의 임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2형태 기본소득은 ‘노동

의무에 기초하는 호혜성’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질서정연한 사회에 실업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차

등원칙이 함축하는 호혜성이 반드시 노동의무에 기초해야 할 필

요성조차 없음을 의미한다. 차등원칙의 호혜성이 노동의무에 기

초하게 될 경우, 사회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실업자가 

차등원칙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롤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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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실업자가 “노동의지”(Rawls, 2001: 179)만 갖는다면, 해

결될 문제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의지 여부의 조

사비용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동

일한 사회적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삶’에 대한 그들의 가

치관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좋은 삶에 대

한 견해에 대한 ‘중립성’을 요청하는 자신의 견해와 모순을 이루

게 된다. 나아가 질서정연한 사회에 실업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은, 자발적 실업자가 취업자 및 비자발적 실업자의 취업기회의 

증진에 기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호혜

성, 곧 자발적 실업을 통한 타인의 취업기회증대와 그 타인이 생

산하는 부의 부분적 이전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상호 간의 ‘노동의

무’에 기초하지 않는다.

결국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의 제1형태만이 아니라 제2

형태 기본소득 역시, 차등원칙이 함축하는 그 어떤 내용과도, 따

라서 차등원칙 자체와 어떤 모순도 형성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는 호혜성, 특히 개인과 사회 간의 

호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롤스의 정의론의 

실현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롤스는 한편에서는, 정의의 원칙 같은 도덕이 ‘실현’되기 위해

서는 인간의 도덕적 감정과 태도의 발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한 “호혜성”을 자신의 정의론이 “기초”하는 도덕적 태도로 제시

한다. 즉 “도덕적 인격들로서” 모두가 평등하므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자신에 대한 관심 중 어느 것도 우선성을 갖지 못하며, 

사람들 사이의 조정은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이루어진다”(Rawls, 

1999b: 622) 것이다. 다른 한편 그는 도덕적 감정과 태도의 발달

이, “자연적 애착”(같은 책: 624) 같은 인간의 특정한 자연적 태

도의 형성에 기초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리학적 사실”(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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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634)로서의 호혜성, 곧 “같은 것으로 응답하려는 성향”(같은 

글)을 도덕적 태도로서의 ‘호혜성’이 기초하는 자연적 태도 또는 

도덕심리학적 사실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부모가 베푸는 사랑

은, 자녀 역시 ‘같은 것’ 곧 ‘사랑’으로 응답하려는 자연적 성향에 

기초하여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존중이라는 도덕적 태도의 

발전을 촉발한다. 또한 동일한 논리가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집

단과 사회로 적용되면서, 사회제도에 구현되어 있는 정의의 원칙

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라는 도덕적 태도로까지 발전한다는 것

이다.

동일한 논리를 기본소득제에 적용해 보자. 이는 사회가 무조건

적·보편적으로 주는 기본소득이 개인들이 서로 간에 갖는 자연적 

애착, 무엇보다 사회에 대해 갖는 자연적 애착을 강화하는 계기

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연대의식과 성숙한 시민

의식 같은 도덕적 태도가 계발되어, 동료시민들과 사회에 대해 

그들이 받은 기본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응답’하려는 성향이 개

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운동이나 자원봉사

활동 같은 롤스 스스로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으로 보는 여

러 무급노동(Rawls, 2001: 162)을 비롯하여,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응답’행위가 촉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공유지에 기초하

는 기본소득제는, 현재 성남시에서 시행되는 부문 기본소득제26), 

곧 청년배당제가 예시하듯, 사회 또는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갖는 

거리감과 추상성 등으로 인해 발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

회에 대한 개인의 자연적 애착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된다.27) 또

26) 부문기본소득제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기본소득제라면, 
부분기본소득은 액수가 각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못
한 기본소득이다. 두 형태의 기본소득은 흔히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준비하는 정책으로서 설계되고 시행된다. 성남청년배당은 부문기본소
득이자 부분기본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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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 간의 호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직접

적인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롤스의 정의론의 실현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이러한 결론은 결국 ‘개인의 순수한 노력소득’에 대한 보장과 

결합된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가, 롤스의 정의의 원칙들

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가 롤스의 정의의 원칙들에 적합한 제도이자 계약당

사자들, 나아가 사회성원들이 가장 광범하게 지지할 수 있는 제

도의 하나임을 의미한다. 소득과 부만이 아니라 다른 기본재, 무

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본재인 자존감, 특히 최소수혜자의 자존감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이자 시민적 덕성과 연대의식의 함양

에 기초하여 개인과 사회 간의 호혜성 또한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가 롤스의 정의의 원칙

들에 의해 정당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롤스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 또한 가능할 수 있다.

첫째,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을 선택하

27) 청년배당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배당 실시 
후 성남시가 청년의 삶을 배려한다는 느낌은 응답자 498명 중 95.7%
가 느꼈다. 또한 94.6%가 성남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녹색
전환연구소, 2016: 13-14). 특기할 만한 것은 청년배당이 지역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역시 증대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배당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
을 개편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시도에 저항하여 이재명 시장이 단식투
쟁을 하는 현장에, 성남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상인 700명이 임시휴
점하고 45인승 버스 18대로 도착하여 문화제를 개최했다는 사실에 
의해 드라마틱하게 표현된다(강남훈, 2016a: 12). 청년배당의 실시와 
함께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15-20% 증가했다고 한다(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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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되어, 노동에 기초하는 협동체계로서의 사회의 존속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차등원칙이 충족해야 

할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의해 불가능하다. 이 원칙에 따르면 기

본소득의 수준은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적’ 수준이라야 한다. 따라서 사회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과도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지급될 수 없다.

둘째, 기본소득제는 개인이 노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결

과에 대한 책임을 결국 사회에 떠넘기게 된다는 것이다.28) 그러

나 이러한 비판 역시, 기본소득의 수준이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최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 의해 방어된다. 따라서 아무리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해도, 기본소득의 수준은 노동동기를 상실

하게 할 정도로 아주 높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소득만으로 생활

하려는 개인은 그 이상의 소득을 획득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Ⅴ. 나가며

지금까지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및 그의 정의론의 사회·정치

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에 연계된 공유사회로 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한편에서는,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

28) 드워킨은 롤스의 정의론이 개인의 책임민감성에 취약하다고 비판한
다. 그러나 이는 오해다. 롤스에 따를 때, 기본구조가 정의로울 경우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이 책임져
야 한다(Rawls, 1999b: 658 이하). 그런데 이는 기본구조가 정의롭지 
못할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음을 함축하
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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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관련하여 불충분하게 논의된 문제의 하나, 곧 모두의 평등

한 공유지분이 모두의 평등한 사용권/처분권만이 아니라 평등한 

수익권을 어떻게 함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공유지를 유

형별로 구분하여 롤스의 정의의 원칙들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하

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 기본소득제를 포함하는 이 공유사회가 

롤스의 정의론을 잘 구현하는 체제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에 

대한 그 개인의 소유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이 인정하는 기본

권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이 글은 우선 이러한 기

본권이 공유지 생산수단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공유지분을 인정

하는 공유사회를 전제로 해야만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두가 기여하여 산출하는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 곧 

제1형태의 기본소득이 정의의 제1원칙에 의해 정당화됨을 주장

하였다. 나아가 이 경우 공유지 산출에 기여하는 자와 공유지를 

통해 생산하는 자가 상호이득적인 호혜적인 관계를 맺음을 보였

다. 또한 이때의 호혜성이 공유지의 산출 및 공유지를 사용하는 

생산과 관련되는 노동에 기초하는 호혜성임을 보였다.

반면 공유자원과 과학기술 공유지에 기초하는 제2형태 기본소

득의 경우, 공유지 생산수단에 대한 평등한 공유지분이 평등한 

사용권/처분권 외에 평등한 수익권까지는 포함하지 못한다고 주

장하였다. 그 결과 평등한 공유지분이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

득권을 위해 ‘필요한’ 근거는 되지만, ‘충분한’ 근거는 되지 못함

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이 필요조건이 정의의 제2원칙, 특히 

차등원칙과 결합하여 이들 형태의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

권을 위해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최대한 

평등하면서도 보다 생산적인 생산에 대한 요청을 함축하는 차등

원칙에 따라, 보다 생산적인 주체에게 평등한 사용권을 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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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때 형성되는 임대인/임차인 간의 상호이득이 상호 간의 ‘노동’이 

아니라 ‘권리의 임대’에 기초하므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노동

의무에 기초하는 호혜성’과 무관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

장하였다.

이 주장은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가 실업을 산출할 수 있는 

사회이며, 따라서 최소수혜자를 실업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는 주장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 경우 롤스의 차등원칙이 함

축하는 호혜성을 ‘노동의무에 기초하는 호혜성’으로 한정한다면, 

최소수혜자, 곧 실업자를 노동의지라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차

별적으로 대우하여 롤스 스스로 요청하는 좋은 삶에 대한 중립

성 요청을 위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발적 실업자가 취업기회

의 증대를 위해 하는 기여를 사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는 롤스의 정의론과 

모순을 형성하지 않는다. 나아가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

는 그 어떤 선별적 복지제도보다 롤스의 정의론을 더 잘 실현하

는 제도다. 최초의 가설적인 평등상태보다 더 많은 소득과 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수단의 사용에 대한 불평등을 허용하면서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게 될 때, 모두는 결국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런데 롤스가 자신의 정의론 실현의 핵심잣대로 보

는 최소수혜자의 장기적인 기대치와 기회의 극대화라는 기준에 

의할 때, 기본소득제, 특히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는 선

별과정 및 이에 따르는 자존감의 훼손 없이 일정한 소득을 ‘기본

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이전한다는 큰 장점을 갖는다. 이에 더하

여 기본소득제는 일자리나누기와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노동소

득감소를 보완하여 롤스가 추구하는 완전고용정책에 유리한 조

건을 창출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제는 개인이 사회에 대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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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애착’을 촉발하고 강화하며, 이를 통해 롤스가 자신의 정

의론의 기초로 보는 도덕적 태도, 곧 ‘자연적 애착’에 기초하는 

호혜성이,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로 직접적으로 확장되어 강화되

게 한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제는 출발상태를 보다 평등하게 

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롤스가 추구하는 재산소유민주주의에 

적합한 정책이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롤스의 정의론 및 질서

정연한 사회와 미드(J. Meade)의 자유롭고 효율적이며 분배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경제 기획 간의 관련성을 한층 밀접하게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롤스는 자신의 질서정연 사회가 지향하는, 자유방

임주의자본주의/복지국가자본주의 모두를 포괄하는 “자본주의의 

대안”(Rawls, 2001a: 135 이하)으로, 미드(J. Meade)의 “재산소유민

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같은 책: 135)를 제시한다. 그런

데 미드의 재산소유민주주의는 기본소득제를 동반한다(Meade, 

1989: 29 이하, 38 이하)는 점에서 롤스의 이론과 다르다. 그렇지

만 롤스의 정의론과 질서정연한 사회를 이 글에서처럼 해석할 

경우, 두 사람의 이론적 기획은 각각 윤리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서 제안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유사한 기획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29) 동시에 이는 루소가 시사한 공유사회의 두 형태, 곧 

공유지의 ‘평등한 분유’와 ‘공동사용’을 넘어서는, 공유사회에 대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29) 미드의 기획에 대한 공유사회적 관점에서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권정
임, 2015 및 강남훈/권정임 2016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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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of a Common Society 

and Two Principles of Justice of 

Rawls

 Kwon, Jeong-Im

This paper reconstructs the well-ordered society of Rawls as a 

common society in that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based on 

commons is a component. This reconstruction is based on the critical 

study on the theory of justice of Rawls and its philosophical premises. 

Through this reconstruction,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based on commons is supported by two 

principles of justice of Rawls. For the first step of this demonstr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ownership of the product of the pure effort 

of one person is the basic right which is acknowledged by the first 

principle of justice. Based on this, this paper argues that this basic 

right is possible only in a common society in which equal share for 

commons is acknowledged.

Based on this premise, this paper argues that the basic income 

based on commons which results from efforts of all is justified by the 

first principle of justice. Different from this form of basic income, this 

paper argues that the basic income based on common poo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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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seudo common pool resources like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justified only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two principles of justice. 

Continuously, this paper argues that these two forms of basic income 

do not conflict with the ‘reciprocity’ principle of the theory of the 

justice of Rawls.

Furtherm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 well ordered society cannot 

but acknowledge the unemployed as the least advantaged because this 

society connot but pursue the constant change of the way of 

production and the continuos increase of productivity, under the 

condition of sustainability. In this case, this paper argues,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especially, that based on commons is a 

better realization of the theory of justice of Rawls than selective 

welfare systems. Because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do not 

damages self respect, especially that of least advantaged. In addition, 

because this institution can complement the policy of full employment 

that the well ordered society of Rawls cannot but promote. 

Furthermore, this institution reinforces the reciprocity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Finally, this institution is more of an ex ante 

policy for justice than an ex post policy for that. Therefore, this 

institution is a good policy for property owning democracy that Rawls 

pur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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