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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finition of (economic) democracy: “the fourfold capacity (i) to decide what social 

relations we wish to “enter” in order to perform (paid and/or unpaid) work; (ii) to 

determine the (im)material nature of the space where we decide to stay and work, which 

requires the capacity of having a “voice” that is effectively listened to; (iii) to opt for 

“exiting” this space in case its nature and functioning go against what we wish for our 

lives; and (iv) in case we opt for leaving, to resort to an outside-the-previous-workplace 

offering tools for second and subsequent opportunities, that is, to effectively “restart” 

our (re)productive lives in other terms and conditions” (Casassas, 2016). 

 

Material (and symbolic) necessary conditions for democratic social and economic 

relations: a republican reading from the classics to the founders of modern polities. 

Historical experiences: 

 Greece and Rome; 

 the Renaissance; 

 English, French, and North American revolutionaries; and 

 the socialist heritage. 

Background (republican) theoretical framework: freedom and (economic) democracy 

requires that relevant doses of bargaining power be distributed among all individuals 

and groups (which, in turn, requires that many kinds of resources be distributed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too) → are we passing the “eyeball test” (Pettit) or we remain 

mere “suplicants” (Standing)? 

 

In other words, (economic) democracy requires that we put and govern resources in 

common: echoes of the republican approach to freedom and democracy within 

contemporary social constitutionalism → property as a fiduciary relationship and the 

idea of the social function of property: 

 General idea (Lockean clauses); 

 Mexican developments in early 20
th

 Century; 

 the social function of property within the Weimar Republic; 

 post-World War-II European constitutions; 

 the Spanish case (article 128 of the Constitution currently in force: “The entire 

wealth of the country in its different forms, irrespective of ownership, shall be 

subordinated to the general interest. Public initiative in economic activity is 

recognized. Essential resources or services may be reserved by law to the public 

sector especially in the case of monopolies. Likewise, State intervention in 

companies may be imposed when the public interest so demands”); and 

 the Korean case: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hall conform to the public 

welfare.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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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e are governed by law” (1948 Constitution – 

with Amendments through 1987 –, article 23, sections 2 and 3). 

All this tradition puts aside the liberal notion of property as the absolute, exclusive and 

dispossessing right over the resource (Blackstone,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1753: “There is nothing which so generally strikes the imagination, and 

engages the affections of mankind, as the right of property; or that sole and despotic 

dominion which one man claims and exercises over the external things of the world, in 

total exclusion of the right of any other individual in the universe”). 

 

A political-normative background from economic theory: wealth as a social product and 

a heritage from the past and from alien effort, and the need for its social distribution 

(Mazzucato and Varoufakis) → economic justice requires equality of opportunities and 

the universalization of the control over (the use of) wealth. Thi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universalisation of the right to co-determine our own individual and collective 

socioeconomic life. 

 

How to distribute wealth and bargaining power in contemporary societies? 

 Basic income as the unconditional guarantee of everyone’s material existence. 

 Basic income as part of a wider package of measures: towards emancipatory, 

non-neoliberal forms of basic income. 

 Control over great accumulations of private economic power. 

 The question of taxation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freedom (Holmes and 

Sunstein). 

 

Basic income, the right to a sustainable life, and the conquest of meaningful work: 

 Entering, determining, exiting and restarting (re)productive spaces and 

arrangements. 

 Beyond wage-earning work as an unavoidable destiny (some comments on the 

freedom-limiting nature of wage-earning work): basic income’s anti-capitalist 

potential. 

 Conquering, sharing and co-taking responsibilities vis-à-vis meaningful work in 

the age of automatization. 

 

Conclusions: economic democracy, the end of the proletariat and the emergence of the 

class of freely associat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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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민주주의의 정의: 다음과 같은 4 중의 능력이다. (i) (보수를 받는 그리고/또는 보수가 없는)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맺길" 바라는 사회적 관계를 정하는 능력. (ii) 우리가 계속 읷하며 지내기로 마음먹은 

공간의 (비)물질적 성격을 결정하는 능력이고, 이 능력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들리는 "목소리"를 갖는 

능력이 필요하다. (iii) 이 공간의 성격과 기능이 우리의 삶을 위해 바라는 것에 맞지 않은 경우에 이 공간 

밖으로의 "탃출"을 선택핛 수 있는 능력. (iv) 떠남을 선택핚 경우에, 부차적이고 부수적읶 기회들을 제공하는 

'이젂 직장의 외부(outside-the-previous-workplace)'에 의지핛 수 있는 능력, 즉 다른 조건과 상태에서 

(재)생산적읶 삶을 실질적으로 "다시 시작핛" 수 있는 능력. 
 
민주적읶 사회경제적 관계를 위핚 물질적 (그리고 상징적) 필요조건들: 고젂들부터 근대 정치체의 

설립자들까지의 공화주의적 독해. 역사적 경험들. 

 그리스와 로마 
 르네상스 
 영국, 프랑스, 북아메리카의 혁명가들 
 사회주의 유산 

배경이 되는 (공화주의) 이롞 틀: 자유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모듞 개읶들과 집단들에게 붂배되는 

적젃핚 양의 협상력이 필요핚다(또핚, 이러핚 협상력을 위해서는 개읶들과 집단들에게 붂배될 많은 종류의 

자원들이 있어야 핚다). → 우리는 "눈싸움(eyeball test)"(페티트)을 통과하게 될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탂원하는 사람들(supplicants)"(스탞딩)로 남는 걸까? 
 
다른 말로 하자면,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원들을 공동의 것으로 삼고 관리핛 수 있어야 

핚다. 즉,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핚 공화주의적 접근법이 현대의 사회주의적 입헌주의 내부에서 공명하는 

것. → 싞탁관계(fiduciary relationship)로서의 재산과 '재산의 사회적 기능' 사상. 

 개념(로크의 조항들) 
 20 세기 초 멕시코에서의 발젂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재산의 사회적 기능 
 2 차 대젂 이후 유럽 헌법들 
 스페읶 사례(현행 헌법 제 128 조: "다양핚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의 모듞 부는, 소유권과는 별개로, 

읷반이익에 종속되어야 핚다. 경제활동에서 공공의 주도권(public initiative)이 읶정된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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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나 서비스는, 특히 독점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부문이 보유핛 수 있다. 

마찪가지로, 기업에 대핚 국가의 개입은 공익이 그것을 요구핛 경우에 실시될 수 있다.") 
 핚국 사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핚다. 공공필요에 의핚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핚 및 그에 대핚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핚 보상을 지급하여야 핚다." 

(1948 년 제헌헌법 제 15 조 2 항과 3 항; 1987 년 개정 헌법 제 23 조 2 항과 3 항.) 

이 모듞 젂통들은 젃대적이고 독점적읶 자원 강탃권이라는 자유주의 재산 개념을 무시핚다(블랙스톤의 

1753 년 책 <영국법 주해(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읷반적으로, 재산권만큼 갑자기 

상상을 불러읷으키고 읶류의 애착을 끄는 것은 없다. 핚 사람이, 우주의 다른 모듞 개읶의 권리를 완젂히 

배제핚 채, 세계의 외부사물들에 대해 주장하고 행사하는 단독의 젂제적 지배만큼 말이다, "). 
 
경제이롞에서 나온 정치적-규범적 배경: 사회적 산물이자 과거 유산과 외래의 노력이 낳은 유산으로서의 부, 

그리고 그 부의 사회적 붂배 필요성(마주카노와 바루파키스) → 경제정의를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이 있어야 

하고 부(의 사용)에 대핚 통제가 보편화해야 핚다. 이것은 우리 자싞의 개읶적이고 집단적읶 사회경제적 

삶을 공동결정핛 권리의 보편화를 위핚 필수조건이다. 
 
현대 사회들에서 부와 협상력을 붂배하는 방법은? 

 모듞 이의 물질적 생존의 조건 없는 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 
 광범핚 정책패키지의 읷부로서의 기본소득: 해방적이고 싞자유주의적이지 않는 종류의 기본소득을 

위해. 
 엄청난 축적을 하는 사적 경제력에 대핚 통제. 
 자유의 필수조건으로서의 과세문제(홈즈와 선스타읶). 

기본소득, 지속가능핚 삶의 권리, 의미 있는 노동의 획득: 

 (재)생산의 공간/방식에 들어가고, (재)생산의 공간/방식을 결정하고, (재)생산의 공간/방식에서 

빠져나오고, (재)생산의 공간/방식을 다시 시작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서의 임금벌이 노동을 넘어서기(임금벌이 노동의 자유제핚 성격에 대핚 

약간의 설명): 기본소득의 반자본주의적 잠재력. 
 자동화 시대에 의미 있는 노동을 획득하고 공유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 

결롞: 경제적 민주주의, 프롟레타리아의 종말, 자유롭게 연합하는 노동자계급의 출현 
 
 

(번역: 박선미) 



 

1 

The Limit of the Republican Idea of Basic Income and the Dividend of 

Common Wealth 

 

Workshop “Democracy and Basic Income” 

Basic Income Korean Network (BIKN), Seoul, 22 June 2018 

 

 

Min Geum 

Dircetor of Institute for Political & Economic Alternatives, Board Memeber of BIKN 

 

 

1. Basic Income and the Citizenship Principle 

Basic income is a right. Thomas Paine who is the first advocate of the dividend of common 

wealth has said that “It is a right, and not a charity” (1796: 612). If basic income is a right, 

then what kind of right is it?  

At a glimpse, it seems to grasp well the characteristic of basic income to find its 

justification in the “principle of citizenship” (Fitzpatrick 1999: 46-47). This is so in a sense 

that basic income is given to anybody without any other condition than that of nationality 

or of residence. However, if examined rigorously, there is no explanation here why means 

tests or labor requirements are not taken as a condition for the basic income receipt. This 

non-conditionality can be explained only as far as an idea of distributive justice of common 

wealth is introduced: Because all the citizens have an equal share in the common wealth of 

a country, the wealth should be distributed to all the citizens regardless of their scale of 

market income and regardless of their engagement in labor.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distributive justice of common wealth, the three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basic 

income, non-conditionality,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are aptly revealed.  

If only the citizenship principle is emphasized without encompassing the idea of common 

wealth, there is a danger that the prominence of basic income over public assistance cannot 

be supportable; public assistance is also based on the citizenship principle. Citizens who 

fall into poverty have rights to request public assistance. As public assistance is based on 

the citizenship, the “principle of citizenship” confers the same type of justification on basic 

income as it does on public assistance, and no more. On the other hand, there is just an 

ana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basic income to the citizenship. The reason why 

this type of analogy works is none other than that the political citizenship is the only right 

on the list of all the existing rights, which holds the same non-conditionality,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as basic income does as its principal characteristics.  

 

2. The idea of the Social Dividend from Common Wealth Completing the Lack in the 

Republican Idea of Basic Income  

It is of course that the analogy of the basic income right to the citizenship makes the 

relevance of basic income easy to understand. The analogy stands on the common aspect of 

the two that is established on the universal citizenry regardless of the difference in assets or 

income and of employment. However, it is an entirely different question whether the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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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itizenship or citizenry is conclusive to defend basic income. The republican idea of 

basic income is constituted around the concept of citizenry. The republican political 

philosophy provides the most comprehensive idea of citizenship including the social and 

economic rights of citizens. The problem is that, while the republican concept of 

citizenship is compatible with basic income, the concept does not provide enough ground to 

justify it.  

In the republican political philosophy, the concept of citizenship is constructed upon 

freedom as nondomination (Pettit, 1997: 22, 272) and material existence (Raventós, 2007). 

Thus, the citizenship according to the republican perspective cannot be reduced to mere 

suffrage and free of social and economic independence (Raventós and Casassas, 2002). The 

merit of the republican understanding of citizenship lies in the aspect that it shows an 

expansive view of citizenship that reaches to the realm of economy and thus reveals a logic, 

in an analogical manner, to justify basic income. To be rigorous, however, it is different to 

show an analogy and to provide a justification. Roughly speaking, the republican idea of 

basic income engrosses two distinguished lines of arguments in one. By adopting an 

expansive view of citizenship to material existence, it can derive an argument that a certain 

political community is not a republic if it does not guarantee basic income because, without 

basic income, material existence is not possible (Pettit, 2007). Here, the idea of basic 

income is not justified as it is. In other words, the republican idea of basic income has 

replaced the question of distributive justice with the questions of what the republic and its 

citizenship are.  

The status as a common sharer is another universal status given to all the citizens to be 

obtained by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The common sharer status and the citizen 

status are overlapped in their boundaries of the subject of the rights, but they are different 

statuses and distinguished concepts. Paine did find the ground of the social dividend not in 

the citizenship but in the „natural property‟ that all men share (1796: 606). The republican 

idea of basic income, however, does not prove directly why all the citizens should be given 

basic income. The reason why the republican political philosophy refuses selective cash 

transfer and private charity which is a worse form than the former lies in the fact that these 

damage the dignity of the citizen and thus cannot coexist with the citizenship principle. 

However, this line of reasoning just provides a negative proof against the twentieth-century 

welfare state, not a positive proof for basic income. The republican political philosophy 

regards material existence and freedom as nondomination as chief aspects of citizenship 

and defends basic income to realize these. The weakness of this type of argument lies in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other institutions than basic income to realize the material 

existence or freedom as nondomination of citizens.   

For example, “property-owning democracy” can be a condition to realize freedom as 

nondomination. If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is realized in any form, freedom as 

nondomination is also realized. The historical research on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has revealed that its origin lay in the eighteenth-century republicanism with Rousseau and 

Paine as their representatives (Jackson, 2012). While Paine can be seen as an advocate of 

basic income, Rousseau is not. Paine has developed the idea of the dividend of land 

common wealth, which realizes in an indirect way through the tax system what Rousseau 

thought in terms of egalitarian property-owning democracy. This view of Paine does not 

provide the only form of property-owning democracy; Rousseau‟s egalitarian theory of 

ownership, that a society should be maintained where everybody keeps property abo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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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 level, has been proved impossible in reality along as capitalism has developed, but it 

is not logically impossible, though. Through the incessant equitable distribution of property 

via top limitation of ownership or stakeholder grants, the concentration of property 

ownership can be prevented and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can be maintained. It is 

also thinkable, in other ways than those of Rousseau and Paine, to expand social ownership 

(Jackson, 2012: 47) and to combine social ownership with the egalitarian dividend. The 

modern program of property-owning democracy (Jackson, 2012) can be found in James 

Meade (1993[1964], 41) and in John Rawls (2001: 136-37, 140). The same disparity 

between Rousseau and Paine is found in Rawls and Meade in that Meade‟s idea of 

property-owning democracy includes the social dividend while Rawls‟s, not. If to avoid 

confusion coming from the different forms of property-owning democracy,
1
 it is needed to 

define separately the form based on the dividend of common wealth, as in Paine and Mead, 

as “common wealth democracy.”  

Let‟s not forget, while it is unknown whether they will be realizable, it is possible to 

imagine, on the theoretical level, various social forms to achieve freedom of nondomination 

without basic income. In spite of all of these, the reason why on earth basic income should 

be introduced is not because of freedom of nondomination but because of distributive 

justice. Basic income can be justified not directly from the concept of freedom of 

nondomination but from another argument that discusses distributive justice.  

However, the modern republican view of basic income lacks the idea of distributive justice. 

Reversely, the argument for distributive justice of originally common wealth and of the 

universal dividend from common wealth is what should be supplemented to the republican 

idea of basic income (Geum, 2014; 2010). The merit of the idea of the equal dividend from 

common wealth lies in the aspect that it does not only involve the views of justice and of 

rights, but also reveals a duty of political community. 

Land, ecology, knowledge, and network effect are originally no man‟s property but a 

product of cooperation of all and thus belong to all. This presupposition endows political 

community with a duty to the dividend of common wealth, the citizens with the rights to 

claim them. The republican concept of citizenry and of freedom, nondomination and 

material existence, is the resul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duties and rights, as well 

as the goal to achieve through the dividend of common wealth. The owner of common 

wealth is all the citizens, and thus the individual citizen has a right to unconditional claim 

for the equal dividend from common wealth. Only on this ground of universal and equal 

distribution of the yield of common heritage, the republican concepts of citizenry and of 

freedom secure the material base for them.  

 

3. When the shares of all are equally distributed to all, “to each his own” is achieved.  

Basic income is justified on the ground of distributive justice. If it is accepted that many 

parts of the individual income come from external effect, from the perspective of 

                                           
1 The conceptual confusion in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is all the more increased due to the longish history of its neo-liberalist 

adaptation. The concept is not the one uniquely found in the liberal left thought as in Mead‟s “liberal socialism” and in Rawls‟s “liberalism.” 

Since Noel Skelton, a Scot Conservative, of 1923, the conservative adaptation of the idea of the property-owning democracy has existed; 

and Margaret Thatcher and neoliberalist in the 1980s has called the reduction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ization of public goods as 

“property-owning democracy” (Jackson, 2012: 38-4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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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ve justice of “to each his own” (suum cuique tribuere), the common wealth part 

should be gathered from the individual income and redistributed equally to all. The shares 

of all should be distributed to all: It is not right and does not fit the principle of income 

distribution according to achievement, either, to selectively give those shares of all to some. 

Therefore, to the dividend of common wealth, the selective principle of public assistance 

cannot be and should not be applied. If to distribute the shares of all to all, there is no other 

way to distribute them equally. The universal equal dividend is the only proper form to 

distribute common wealth. Paradoxically, when the shares of all are equally distributed to 

all, the distributive justice, to each his own, is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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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적 기본소득론의 한계와 공유부 배당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1. 기본소득과 시민권의 원리 

기본소득은 권리이다. 공유부 배당을 최초로 주장한 페인도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it 
is a right, and not a charity)라고 말한다(Paine, 1796: 612). 그런데 만약 그것이 권리라
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권리인가? 

기본소득의 특징적 원리를 ‘시민권의 원리’(principle of citizenship)로 파악(Fitzpatrick, 
1999: 46-47)하는 것은 언뜻 보면 기본소득의 특징을 잘 포착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기본소
득은 국적 또는 거주지 조건만 갖추면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지급된다는 점에
서 그렇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여기에서는 왜 자산심사나 노동참여를 조건으로 삼지 않
는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무조건성에 대해서는 공유부 분배정
의의 관점을 끌어들일 때에만 납득할만한 설명이 제공된다. 즉 한 국가 안에서 공유부의 소유
자는 모든 시민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든 않든 또는 가진 시장소득이 많든 적든 공유부는 시
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설명, 공유부의 평등한 분배만이 정의의 원칙에 합
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공유부 분배정의의 관점이야말로 기본소득의 특징인 무조건성, 보
편성, 개별성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 준다. 

하지만 원천적 공유 개념을 생략하고 시민권의 원리만을 강조할 경우, 기본소득이 공공부조
에 대해 우선성을 가질 이유도 사라진다. 공공부조도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시민권에 근거하
기 때문이다. 빈곤에 빠져서 공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민은 누구나 공공부조를 청구할 권리
를 가진다. 공공부조도 시민권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시민권의 원리’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
공부조와 동일한 정당성만을 부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이상의 특별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다. 다른 한편으로, 기본소득과 시민권을 동일한 원리에 입각한 권리로 설명하는 것은 일종의 
유비(類比, analogy)에 불과하다. 이러한 유비가 가능한 이유는 현존하는 권리 목록 중에서 
오직 정치적 시민권만이 기본소득의 특징들인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충족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며 그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2. 공유부 배당론은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공백을 메운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유비는 기본소득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자산이나 시장소득의 차이 또
는 일자리 여부와 관계없으며 오직 보편적 시민 자격에만 기초한다는 점은 그러한 유비가 성
립할 수 있는 공통성이다. 하지만 시민권이나 시민 개념이 기본소득에 대해 적절한 논증 기능
을 가질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공화주의적 기본소득론은 ‘시민됨’(citizenry)을 중
심으로 구성된다. 공화주의 정치철학은 개념의 내포가 가장 넓고 경제적 권리까지 망라하는 
시민 개념을 제시한다. 공화주의적 시민 개념은 기본소득과 문제는 잘 조응한다. 하지만 문제
는 그러한 시민 개념이 기본소득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증을 제공하는가에 있다. 

공화주의 정치철학에서 시민 개념은 비지배자유(Pettit, 1997: 22, 272) 또는 물질적 생존
(Raventós, 2007)을 핵심 지표로 한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시민 개념은 단순한 참정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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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될 수 없고 사회적 경제적 독립성과 분리될 수 없다(Raventós and Casassas, 2002). 공
화주의 정치철학의 장점은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확장된 시민 개념과 기본소득의 원리적인 상
동성(相同性)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상동성을 보여주는 것과 정당성
을 제시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제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공화주의적 기본소득론은 두 가지 
논변의 결합이다. 시민 개념을 물질적 독립성까지 확장하는 것이 주된 논변이라면, 기본소득 
없이는 그러한 물질적 독립성의 보장이 불가능하며 그렇다면 제대로 된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로부터 파생되는 논변이다(Pettit, 2007). 이러한 설명에서 누락된 문제는 기
본소득 그 자체의 정당성 문제이다. 결국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은 분배정의의 문제를 공화국이
란 무엇이며 시민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로 전환했을 뿐이다. 

보편적 공유자 자격은 기본소득이 도입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부여되는 또 하나의 보편적 
자격이다. 공유자 자격과 시민 자격은 권리 주체의 범위가 겹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별개의 
자격이며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공유부 배당론의 출발점인 페인도 공유부 배당의 정당성을 
평등한 시민권이 아니라 원래는 모든 사람이 토지의 자연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서 
찾았다(Paine, 1796: 606). 하지만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은 왜 모든 시민은 기본소득을 배당받
아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논증하지 않는다. 공화주의 정치철학이 선별적인 현금이전이나 이
보다 더 나쁜 형태인 사적 자선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시민적 삶의 존엄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20세기 복지국가에 대한 부정적 논거일 뿐이며 기본소득
에 대한 긍정적 논거는 결코 아니다. 공화주의 정치철학은 물질적 독립성 또는 비지배자유
(freedom as nondomination)를 시민 개념의 핵심 내용으로 보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기본소득을 옹호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논증에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시민의 물질적 독립
성이나 비지배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제도들이 있다는 난점이 따른다. 

예를 들어보자. ‘재산소유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는 비지배자유의 가능 조
건이다. 어떤 형태든지 재산소유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비지배자유도 보장된다. 재산소유민주
주의에 대한 역사적 연구(Jackson, 2012)는 재산소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이 18세기 공화주의이
며 그 대표자는 루소와 페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페인은 기본소득의 제창자로 
볼 수 있지만 루소에게 기본소득은 낯선 개념이다. 페인은 애초에 루소의 기획이었던 평등주
의적 재산소유민주주의를 조세제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는 토지공유부 배당론을 전개한
다. 그런데 꼭 페인의 방식만이 재산소유민주주의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 누구나 일정 수준
의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루소의 평등주의적 소유론은 자본주의 발전
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지만, 그럼에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유권 상한제와 사회적 지분급여 등을 활용한 끊임없는 자산재분배로 소유권 
집중을 막고 재산소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 루소나 페인의 방식 이외에도 재산의 사회
적 소유를 확대하는 방식(Jackson, 2012: 47) 또는 사회적 소유와 평등주의적 배당을 결합시
킨 유형도 생각할 수 있다. 재산소유민주주의의 현대적 기획은 제임스 미드(Meade, 
1993[1964], 41)와 함께 존 롤스(Rawls, 2001: 136〜137, 140)로 대표된다(Jackson, 2012).
그런데 기본소득 또는 무조건적 배당을 둘러싼 균열은 루소와 페인에게서 나타났던 것처럼 롤
스와 미드에서도 되풀이된다. 즉 미드의 재산소유민주주의는 국가공유지분과 기본소득을 거시
경제의 핵심요소로 포함하지만 롤스(2001: 136〜137, 140)의 재산소유민주주의는 기본소득을  
내적 요소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재산소유민주주의의 여러 유형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려
면1), 페인이나 미드처럼 공유부 배당을 기초로 하는 재산소유민주주의 유형을 ‘공유부 민주주

1) 개념적 혼란은 ‘재산소유민주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도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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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따로 분류하고 개념화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이론적 수준에서는 기본소득 없이도 비지배자

유를 실현할 여러 사회유형을 구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그럼에도 
굳이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비지배자유의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배정
의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비지배자유 개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분
배정의를 다루는 별도의 논증구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대의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에는 이와 같은 분배정의론이 누락되어 있다. 뒤집어 말
하자면, 원천적 공유 개념 및 공유부 배당에 대한 분배정의 논증은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에 반
드시 보충되어야 할 요소이다(금민, 2014; 2010). 공유부 배당론의 장점은 정의(justice)와 권
리(rights)의 관점뿐만 아니라 정치공동체의 의무를 동시에 드러낸다는 점이다. 

토지, 생태환경, 지식, 네트워크 효과 등은 원래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며 모두의 협동의 산
물이며 모두의 것이라는 전제는 정치공동체에게는 공유부 배당의 의무를 지우며 시민에게는 
배당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공화주의적 시민 개념, 즉 비지배자유나 물질적 독립성은 이와 같
은 권리 의무 관계의 결과이며,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공유부 배당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
(goal)에 해당된다. 공유부의 주인은 모든 시민이며, 따라서 개별적인 시민은 무조건적으로 공
유부에 대한 동등한 배당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이처럼 공유부 분배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공화주의적 시민 개념과 공화적 자유의 개념이 비로소 물질적 토대를 확보하게 된다. 

3.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려줄 때에만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눠줄 수 있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공유부 분배정의의 관점 위에 서 있다. 개별적 소득의 많은 부분이 공
유에서 나왔다고 전제하면,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suum cuique tribuere)2)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도 개별적인 소득 중에서 공유부를 환수하여 모두에게 동등하게 배당해야 한
다.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 되돌려야 한다. 모두의 몫을 선별적으로 일부에게만 돌려주는 것은 
성과에 따른 분배원칙에 맞지 않고 부정의하다. 따라서 공유부 배당에는 선별적인 공공부조의 
원칙을 적용할 수도 없고 적용해서도 안 된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려주려면 동등하게 나
눠줄 수밖에 없다. 보편적인 동등 배당의 방식만이 공유부에 합당한 분배방식이다. 역설적으
로,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돌려줄 때에만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는 분배정의가 
실현된다.  

여 더욱 가중된다. ‘재산소유민주주의’는 제임스 미드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존 롤스의 ‘자유
주의’와 같은 자유주의적 좌파에만 나타나는 고유한 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1923년에 스코틀랜
드 보수정치인 스켈톤(Noel Skelton) 이후 ‘재산소유민주주의’의 보수적 변용이 존재했고 1980년대의 
대처(Margaret Thatcher)와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부문의 축소와 공공재의 사유화를 ‘재산소유민주
주의’로 불렀다(Jackson, 2012: 38〜40, 47).  

2) 울피아누스(Ulpianus)에 의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Corpus Iuris Civilis) 「법학제요」(Institiones, 
1,1,3-4)에 실린 이 법언은 분배정의에 대한 가장 오래된 원칙이다. 플라톤의 『국가』(4. 433a)에서 유
래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권에서 분배정의의 원칙으로 삼았던 이 원칙은 키
케로(De Natura Deorum, III, 38)에 의해 로마에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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