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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샤를리에의 기본소득 구상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1848년혁명은 최초의 세계적(지리적으로는 유럽적) 혁명이었으

며, 비록 혁명 자체는 실패했지만 혁명의 요구였던 정치적 자유와 사

회권이 이후 점차 구현됨으로써 현대사회로의 전환점을 이룬 혁명이

기도 했다. 특히 1848년 2월혁명 이후 파리에서 벌어진 6월봉기를 “근

대사회를 나누는 두 계급 간에 벌어진 최초의 대전투”라고 보면서 이

후의 혁명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맑스의 판단은 

이 혁명의 성격을 가장 극적으로 바라본 것이었다.

1848년혁명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그 혁명이 사회권의 

제기였기 때문이다. 산업혁명과 시장경제의 진전으로 인해 점점 더 많

은 사람이 이윤 추구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적 경기변동의 변덕에 얽

매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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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프랑스혁명기에 생존권이 이미 제기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나뽈레옹의 제한된 혁명과 왕정복고로 인해 19세기 전반기의 정치적 

지형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을 기본으로 형성되었고, 노동자

와 민중의 요구는 제한적으로만 목소리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지형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프랑스의 1830년혁명과 영국에

서 있었던 1832년의 제1차 의회 개혁이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노동자

들의 요구가 터져 나왔고, 가장 격렬했던 것이 1831년과 1834년의 리

용 봉기였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주로 노동권droit au travail으로 정식화되었다. 1848년혁명 이후 성립한 임

시정부가 국립작업장을 설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무조건적인 생존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상실한 토지에 대한 권리에 기초하여 정당화하는 논리가 있다. 이는 

이미 프랑스혁명기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가 제기했던 것인데, 

1848년혁명 시기에도 제기되었다.

이를 제기한 인물이 벨기에의 조셉 샤를리에Joseph Charlier(1816∼

1896)다. 조셉 샤를리에는 사회주의운동사에서 “푸리에주의자”로 언

급되기는 하지만 자세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푸리에주의와 

달리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를 

토지배당dividende territorial 체제로 실현하려는 계획을 제출했다.

샤를리에는 빅토르 콩시데랑Victor Considerant(1808∼1893)과 마찬가

지로 현행 소유 제도가 소수의 토지 소유자가 자연 자본을 찬탈한 것

에 기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공유한다. 하지만 샤를리에는 콩시데랑이 

노동권을 상실한 자연권에 대한 대체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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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가 제안한 것이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다.

원형적 기본소득을 18세기말의 페인과 스펜스의 구상에서 찾고, 

구체적인 기본소득 계획이 나온 것을 대개 1918년 영국의 메이블 밀너

와 데니스 밀너Mable and Dennis Milner 부부가 제출한 “국가보너스 계획”

이라고 본다고 할 때, 19세기 중반에 나온 조셉 샤를리에의 구상은 이

를 이어 주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 원문은 첫 번째 글의 경우 표시된 팸플릿에서, 두 번째 글

의 경우 다음 논문의 부록으로 실린 것을 사용했다. John Cunliffe and 

Guido Erreygers, “The Enigmatic Legacy of Charle Fourier: Joseph Charlier 

and Basic Incom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33: 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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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인간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

리가 나온 원리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이 권리는 인간의 물리적 필요

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식물계에 의해 보장된다. 따라서 토지는 본질적

으로 집단 소유propriété collective이며, 위치가 이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속할 수 없다. 인간은 땅의 사용자일 뿐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이러한 원리와 반대되는 모든 소유는 인류의 집단적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될[다시 사들일] 것이다.

제3조 토지 수입은 국가에 의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국가 소유

로 간주될 것이며, 나이나 성의 구별 없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절

대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최소minimum를 보장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제4조 이 최소는 매년 국가의 경비를 제외한 후 부동산의 임대 가

치에 근거하여 국민la nation을 대변하는 대회의le grand conseil에 의해 정해

질 것이다.

제5조 이 최소에 대한 권리는 개인적인 것personnel이다. 이 권리는 

개인과 함께 탄생하고 죽는다.

인도주의적 헌법 혹은 자연법에 근거한 유기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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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소는 불가침이며 압류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허가 받지 않은 국외 이민이 생길 경우 부재 기간 동안 

이 최소는 중지된다. 귀국할 의사가 없이 외국에 머물거나 국가의 대

외 안보에 반하는 공격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 최소는 

중지된다.

이 최소는 3개월마다 현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며, 이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모든 지급 과정이 기록된다.

Joseph Charlier, Solution du problème social ou constitution humanitaire, 

basée sur la loi naturelle, et précédée de l'exposé de motifs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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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는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인간의 생

명은 신성하다.

제2조 생명의 보존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세계를 통치하고 

모두의 공동 세습재산을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본적인 요소

를 제공하는 최고법la loi supreme에 의해 보장된다.

A. 빛을 주는 태양

B. 숨 쉴 수 있는 공기

C. 갈증을 풀어 주는 물

D. 먹을 것을 주는 토지.

제3조 신의 작품인 이 세습재산에 대한 개별 소유권은 수립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토지의 사용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18조 아이가 태어날 때 토지배당 수령을 위한 법률에 따라 만들

어진 수첩이 전해질 것이다. 토지배당은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의회가 

승인하는 것에 따라 매년 정해질 것이다.

토지배당은 각 코뮌에 있는 정부 기관 사무소에서 매달 지급할 것

이다.

자연법에 기초한 인도주의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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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배당은 어떤 이유에서든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

으며 압류당하지 않는다.

제20조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주민은 토지배당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것이다.

제21조 벨기에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3세대 이내의 그 후손은 토

지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완전히 동화하거나 출생국과 호혜 조약

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손이 벨기에 국민의 일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후략)

La question sociale résolue précédée du testament philosophique d’un 

penseur (18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