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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사회와 기본소득＊1) 

- 미드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과 변형 -

▪권 정 임▪

요약문
2)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미드(J. E. Meade)의 ‘살기 좋은 

곳’, 곧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한

편에서는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생태친화적인 사회에 대한 기획임을 보인다. 다른 한편 그가 제시하는 사

회적 부의 새로운 형태를 모두가 1/n의 향유권과 처분권을 갖는 공유부로 

재구성함과 아울러 생태적 재생산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을 비롯한 그의 

기획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을 공유부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매개로 개인적 부와 사회성

원전체의 부가 선순환하며, 이와 함께 개인적 좋음과 공동선이 선순환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기획으로 재구성한다.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6A02049021).
▪권정임｜서울시립대 연구교수

시대와 철학 2015 제26권 2호(통권 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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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미드(J. E. Meade)의 “살기 

좋은 곳”, 곧 “아가토토피아”(Agathotopia) (Meade, 1989: 1) 기획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진행된다.1) 그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영

국의 케인즈좌파 경제학자다. 경제학자로서의 그의 관심은 무엇

보다 완전고용과 보다 평등한 분배정책의 수립이었다. 아가토토

피아 기획은 이러한 그의 추구가 새로운 기업형태 및 거시경제

질서로 체계화된 것이다.

그런데 그의 기획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정치철학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 번째는 그가 사회·정치철학의 전통적 주제의 하나, 곧 공동

체나 공동체 성원 전체에게 좋은 것 곧 ‘공동선’(common good)2)

과 ‘개인에게 좋은 것’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

실상 양자 간의 ‘선순환 관계’의 형성을 ‘살기 좋은 곳’의 핵심조

건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특히 자유지상주의 사회·정

치철학이 기초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엄 하게 적용할 때, 개

인들의 좋음3)과 구분되면서 이와 상충할 수도 있는 독자적인 대

상으로서의 공동선은 없다. 따라서 모순이나 선순환 등을 비롯한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없다. 공동체 결성의 목표

는 개인적 좋음을 보호하여 그 극대화에 기여하는 것에 불과하

다. 반면 공동체를 개인들만이 아니라 그들 간의 ‘관계’까지 고려

1) 미드는 아가토토피아를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산한 “좋은 제도”
로 이루어진 좋은 사회로 정의하면서, “완전한” 사람들이 생산한 “완전

한 제도”로 이루어진 유토피아와 차별화한다(Meade, 1989: 1). 
2) 공동선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키케로를 위시한 공화주의적 전통에 기

초한 것이다(김경희, 2009: 52).
3) 이 ‘좋음’에는 ‘이득’도 당연히 포함된다.



10

권 정 임

하여 연구하는 ‘전체론’(Holism) (권정임, 2009: 43)에 따를 때, 그 

‘관계’의 특성에 따라 개인적 좋음을 저해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공동선’을 사유하게 된다. 공동선과 개인적 좋음이 상충할 때 이

는 도덕적 차원에서는 부정의를, 사태적 차원에서는 비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전체론에 기초할 때 이러한 상충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최선책의 하나는, 공동선과 개인적 좋음 간의 선순환관계의 창출

이다. 미드는 자신의 기획을 통해 이 선순환이 전체론에 기초할 

때 귀결되는 가장 좋은 사회질서의 하나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 선순환의 구체적인 기제들을 제시함으로써, 관련논의를 한 차

원 발전시킨다.4)

물론 그는 경제학자로서 이 ‘선순환’의 기제들을 주로 경제적

인 차원에서 모색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그는 그 동안 주로 정

치적 영역으로 한정되던 ‘공동선’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경제적

인 영역으로 확장한다. 또한 이를 통해 ‘공동선’ 및 ‘공동선과 개

인적 좋음의 선순환’ 기제의 창출문제가, ‘정치’와 ‘경제’를 포괄

하는 사회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그가 이 선순환을 위한 기제의 하나로 기본소득론

을 전개하면서, 사적 소유 및 국가소유와 구분되는 제3의 소유형

태, 곧 향유와 처분에 대해 모두가 1/n의 권리를 갖는 ‘공유’에 

대한 단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그가 공동선에 대한 

논의에 공유하는 부, 곧 공유부 및 이와 관련된 논의까지 포괄하

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유부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매

개로 개인적 부와 사회성원전체의 부가 선순환하며, 이와 함께 

4) 이런 측면에서 그는 공산당 선언에서 개인의 발전과 사회성원전체의 

발전 간의 선순환을 코뮌주의사회의 원리로 ‘선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맑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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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좋음과 공동선이 선순환하는 공유사회의 단서 또한 제공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글에서는 미드의 아가토토피아 기획

을 무엇보다 이러한 공유사회의 창출이라는 관점 아래 비판적으

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의 성과를 계승함과 아울러 그

의 불충분성과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공유사회에 대한 보다 발전

적이고 구체적인 전망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절에서는 

공유사회의 창출이라는 관점 아래 그의 기획을 재구성하고 그 

성과와 의의를 제시할 것이다. 3절에서는 그의 기획의 문제점들

을 역시 공유사회의 창출과 관련하여 고찰함과 아울러 이에 대

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4절에서는 이 글의 핵심주장을 요

약할 것이다.

2. 아가토토피아 기획의 성과와 의의

1) 아가토토피아 기획의 배후에 있는 문제의식이 오래된 사회·

정치철학적 문제의식의 하나, 곧 어떻게 공동선과 개인적 좋음 

간의 상충을 해결하여 양자 간의 이상적 관계를 창출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는 사실은, 아가토토피아와 관련된 그의 기

존저작들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단행본으로 편찬한 자
유, 평등 및 효율성 (Liberty, Equality and Efficiency) (Meade, 1993)

의  ｢서문｣에서 명시된다. 여기에서 그는 ‘상충’을 비롯한 공동선

과 개인적 좋음 간의 관계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좋은 사회에 

대해 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비현실적인”(unrealistic) 가정에 

기초하는 것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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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장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operate) 시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인 투표함에는, 투표자들의 

특수한 이득의 만족보다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부를 위해 

투표한다.

둘째, 정부기관의 성원들이 공동선을 진작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수단을 추구함에 있어, 헌신적이고, 현명하며, 청렴

하다.

셋째, 개별 시민들 모두가 법을 준수하며, 정부당국이 설

정한 제약이 엄수되는 시장에서 행동한다”(Meade, 1993a: 14).

이처럼 그는 ‘개인적 좋음’과 구분되는 ‘공동선’의 달성을 사회

적 과제의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기획이 방법론적인 개인

주의 및 이에 기초하는 전통적인 자유지상주의/자유주의에 기초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공동선과 개인적 좋음 간의 

상충에 대한 그의 해결방식을 통해 한층 뚜렷해진다. 그가 이 문

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이 오직 “철학자 왕들”과 “법

을 준수하는 시민들”(같은 글)로만 구성될 것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개인들에 대해 완벽한 도덕성을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해결방식은 양자 간

의 상충을 예방하면서 양자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경제

관계 또는 제도의 창출이다. 이는 물론 그의 기획이 전체론에 기

초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에 대한 경제학자로서의 미드의 모색은 세 

가지 “기본경제목표”의 실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가 제시하

는 이 세 가지 기본경제목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욕구

충족을 위한 선택의 자유로서의 “자유”, “평등”(같은 책: 1) 또는 

“분배 공정성”(같은 책: 13) 및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평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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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수준을 낳는 방식으로 자원들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의 “효율

성”(같은 책: 1)이다.

이 세 가지 경제목표 중 ‘자유’와 ‘효율성’을 위한 최선의 제도

로 미드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하면서 위험

을 감수하는(risk bearing) 기업가들이 있는 “자유기업”(free-enterprise) 

(Meade, 1991a: 191)과 “자유로운 시장기구”(Meade, 1993a: 14), 곧 

독점과 부당한 간섭이 없는 완전경쟁의 ‘이상적 시장기구’를 제

시한다. 자유기업이 효율적 생산에 대한 높은 유인(incentives)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Meade, 1991a: 191 이하). 또한 시장을 

통한 완전경쟁이 자유기업의 효율적 생산에 대한 동기를 강화한

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경쟁이 소비자가 가장 높은 가

치를 부여하는 재화의 생산으로, 또한 가장 풍부하고 값싼 생산

요소들을 사용하는 생산방법으로 자원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

회적 이득”을 창출한다는 사실을 부각한다(같은 글: 192). 이처럼 

자유기업 간의 완전경쟁으로 구성되는 이상적 시장에 기초한 효

율성의 증대와 “사회적 이득”을 부각함으로써 그는, 개인과 기업 

및 사회의 이득 간의 선순환을 위한 기제의 하나로 사실상 ‘이상

적 시장기구’를 제시한다. 물론 이는 그가 이 지점에서, ‘이상적 

시장기구’를 모든 개인들의 이득의 극대화, 따라서 사회이득의 

극대화로 이끄는 효율적인 조절기구로 보는 자유주의 경제사상

을 계승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자유방임정책”만으로는 “자원을 완전히 

효율적으로 사용”(Meade, 1964: 22)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통적

인 자유방임주의 경제사상과는 단절한다(같은 글, Meade, 1991a: 

206). 또한 자유기업에 의한 경영과 이들 간의 완전경쟁이 고유

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

다(Meade, 1993a: 12). 자유기업과 시장기구가 부적합 또는 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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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거나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이끌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철도”산업처럼 시장상황으로 인해 ‘독점’경영이 더 

합리적인 경우(Meade, 1991a: 206).

둘째, 외부경제 및 외부부경제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글).

셋째, 방위나 경찰 같은 공적 서비스 영역(Meade, 1989: 32).

넷째, “분배”(Meade, 1991a: 207). 

이 중 특히 분배와 관련하여 그는 무엇보다 임금율의 두 기능, 

곧 분배도구로서의 기능과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서의 기능 및 그 상충(clash) 가능성에 대해 주목한다(Meade, 

1993a: 1 이하).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의 평균생산성은 

높아지는 반면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감소해 감에 따라, 후자에 

의해 결정되는 효율적 임금율, 곧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임

금율이 채택될 경우 노동의 평균생산물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Meade, 1964: 32). 곧 

“참을 수 없는”(Meade, 1993a: 1)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생산의 자동화 경향과 더불어 노동소득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자산소득(income for property)은 점점 증가함으로써(같은 책: 

41),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임

금율의 두 기능 간의 상충문제는, 사실 ‘효율성’과 ‘분배 공정성’

이라는 그의 두 경제적 목표 간의 상충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

제를 제시한다.

이 네 영역들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각각의 고유

의 목적을 달성하여 “자유경제의 최선의 형태”(Meade, 1991a: 

193)를 창출하기 위해 미드는,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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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앞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를 위해 그

는, 생산수단은 국가가 소유하지만 운영은 시장원리에 따르는 시

장사회주의(같은 글)적인 독점기업형태를 제안한다(같은 책: 194). 

세 번째 영역을 위해서는 서비스나 재화가 중앙계획에 따라 생

산 · 분배되는 “지령 사회주의”(command socialism)의 요소를 도입

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사기업 간의 합병이나 최고가격 설정 

또는 오염물질의 양적 제한과 같이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기업들에 대해 “사회주의적으로” “간섭”할 것

을 제안한다(같은 책: 195).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역, 곧 ‘분배’를 

위해서 그는, 대략 실업률 2-3%(Meade, 1995: 51)의 “완전고용이

라는 조건 아래 생계에 충분한 소득 보장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Social Security)”(Meade, 1991a: 193) 정책을 수용하고자 한다. 결론

적으로 미드의 “자유경제의 최선의 형태”는, 경쟁이 가능한 곳에

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중앙계획보다 더 효율적

인 생산방식(Meade, 1990b: 85)이라는 전제 아래, “소득과 부의 

보다 평등주의적인 분배와 보다 확실한 사회보장 및 보다 완전

한 고용을 위해, 다소간 사회주의적인 기구를 경쟁적인 자유기업

들로 이루어지는 시장에 대한 신뢰와 결합”(Meade, 1991a: 196)하

는 형태다.5)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좋은 특징들”의 “결합”(Meade, 

1990b: 85), 또는 ‘계획’과 ‘시장’의 통합에 대한 이러한 전제 아래 

미드의 기획은 무엇보다, 상충하는 그의 두 경제적 목표, 곧 ‘효

율성’과 ‘분배 공정성’ 간의 모순에 대한 해결을 중심으로 전개된

다. 이는 다시, 노동절약적 기술발전에 의해 심화되는 효율성과 

완전고용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동시에,6)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5) 이런 맥락에서 추이즈위안은 미드의 기획을 “자유사회주의”로 특징짓

는다(추이즈위안, 201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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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생계에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에 대한 모색으로 

구체화된다. 그는 이를 위해 새로운 기업형태 및 그 조건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거시경제, 곧 ‘파트너십경제’(Partnership Economy)

를 제시한다. 그의 새로운 기업형태부터 시작하여 ‘파트너십경제’

를 개괄해 보자.

2) 미드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업형태, 곧 노동/자본 파트너기

업(Labor-Capital Partnership Enterprise)(이하 ‘파트너기업’)은 거시경

제적인 지원, 특히 기본소득제 같은 분배차원의 지원을 전제로, 

효율성 증대와 완전고용 간의 상충을 해체하고 두 목표 모두를 

달성하기 위해 구상된 기업차원의 개혁모형이다. 파트너기업이 

기존의 자본주의기업7)보다 효율적인 생산방식이 되는 이유부터 

살펴보자.

6) 이런 맥락에서 미드의 기획은 케인즈주의와 사회주의의 통합에 대한 

시도이기도 하다. 자유, 평등 및 효율성 ｢서문｣에서 서술하고 있듯

이(Meade, 1993a: 1 이하),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에서 채택하였

던 케인즈주의 정책은 완전고용과 임금상승을 유도하여, 발전된 자본

주의국가의 난제의 하나인 총수요의 부족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노

동자의 교섭력 강화와 타이트해진 노동시장을 배경으로 점차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이윤율 하락을 초래한다(안현효, 2010: 254 이하). 이는 

심화되는 실업난과 빈부격차라는 대가를 치루면서, 80년대 이후 선진

자본주의국가를 비롯한 자본주의국가 정책이 신자유주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배경 아래 케인즈좌파 경제학자로서의 미드의 주된 

관심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없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없는 완전고

용을 달성”(같은 책: 256)하는 것이다.
7) 미드는 자본주의적 기업의 한 형태인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경영자를 고용하는 노동자 기업(Labour-Managed Corporatives)의 파트너

기업으로의 전환 또한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Meade, 1989: 3 이하). 그
러나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형태가 현재까지의 자본주의적 기

업의 전형이라는 전제 아래, 노동자 기업에 대한 논의는 이 글에서 사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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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생산방식인 이유는 무엇보다, 자

본가와 노동자 간의 관계를 파트너관계로 전환하고 이에 기초하

여 보다 효율적인 “생산적 협업”(Meade, 1989 보완판: 133)8)을 창

출하기 때문이다. 이는 순수익(net revenue)9)을 분배하는 방식의 

전환에 의해 그 경제적 기초가 마련된다. 기존의 자본주의기업에

서처럼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각각 정액임금과 이윤/이자/지대10)

를 주는 대신, 파트너기업에서는 노동지분증서(Lobour Share 

Certificates)와 자본지분증서(Capital Share Certificates)를 발행하여 

이에 대한 배당을 지급한다. 자본지분증서는 자유로운 판매와 양

도가 가능하며 배당권리를 무한한 미래에까지 보장받는다. 반면 

노동지분증서는 노동자가 은퇴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직할 때 기

업에 반환(cancel)된다. 퇴직 사유가 심각한 부정행위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때는 노동지분증

이 반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는 보통 은퇴 전까지 고용되

거나 최소한 소득의 적절한 몫을 보장받게 된다(Meade, 1989: 

19).11)

8) 미드의 ‘1989 보완판’이란, 1993년의 자유, 평등 및 효율성에 실린, 
1989년에 집필된 아가토토피아: 파트너십경제 (Agathotopia: The 
Economics of Partnership)의 수정보완판을 지칭한다.

9) 기업의 총수익이 총매상고라면, 순수익은 총매상고에서 생산수단에 든 

비용을 차감한 부가가치, 곧 임금, 이윤, 지대, 이자 등의 합이다. 이런 

맥락에서 파트너기업은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기업”(강남훈, 2015: 
144)이다.

10) 미드는 여기서 자본가의 소득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자본가

만이 아니라 그 기업에 자본과 토지를 대부한 금융자본과 지주의 소

득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11) 현 복지국가의 연금제도는 여전히 유지된다(Meade, 1989: 14 이하). 순

수익의 일부가 생산의 확장 등을 위해 투자된 경우에는, 투자금에 상

응하는 새로운 자본지분이 발행되어 현존하는 노동/자본지분보유자에

게 분배된다(Meade, 1990b: 85). 다른 한편 이 글에서 소개하는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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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지분증서건 자본지분증서건 각 증서는 기업의 순수익에 

대해 동일한 비율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전체 증서가 

노동지분증서와 자본지분증서로 분할되는 비율은 파트너기업으

로 전환되기 전의 비율을 따른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개별적으로 

받게 되는 지분의 양 역시 기존 소득에 비례한다(같은 책: 3 이

하).12)

이런 맥락에서 파트너기업은, 미드 자신이 부각하듯, “노동과 

자본 간의 소득 분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같은 책: 

27). 또한 이 분배문제의 해결을 의도하지도 않는다(Meade, 1989 

보완판: 133). 파트너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미드가 목표하는 것

은 무엇보다,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관계를 파트너관계로 전환하

여 보다 효율적인 “생산적 협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파트너기업

에서 순수익, 곧 “분배가능한 잉여”(Meade, 1989: 5)가 노동자와 

자본가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공동의 부라는 사실은,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보인다. 이 공동부를 매개로 이

들의 관계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파트너관계로 전환됨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13) 그 결과, 미드가 부각하듯, 이들 간의 갈등의 

기업형태는 노동자/자본가의 모든 보수가 지분에 대한 배당으로 구성

되는 순수한 형태다. 미드는 부분적으로 정액임금이나 정율이자 등과 

결합된 변형된 형태의 파트너기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그의 주 

논의대상은 아니다(Meade, 1989: 4 이하).
12) 이런 맥락에서 미드는 파트너기업에서의 분배에 역사적·우연적 요소

가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이로 인해 순수익의 분배와 관련하여 노동

자와 자본가가 갈등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기업이 성공적일 

경우, 노동지분증서와 자본지분증서를 통해 최소한 각각 통상적인 수

준의 임금과 이윤/이자/지대를 충족시키는 배당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이해갈등은 순수익 중 이를 초과하는 “순이윤”(pure profit)이 획득될 

전망에 제한되어 전개되리라는 이유로 그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

기지 않는다(Meade, 1989: 12).
13) 이와 관련하여 미드는 기업의 “분배가능한 잉여”에 대한 배당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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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인이 제거되고 생산동기와 협업동기가 강화되어(같은 책: 

6)14),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형태의 생산적 협업이 창출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노동자/자본가 관계의 파트너관계로의 전환 및 이에 기초한 

보다 효율적인 생산적 협업의 창출은, 파트너기업의 의사결정구

조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파트너기업에서 각 지분증서는 또한 

동일한 투표권을 보장한다.15) 이는 노동자 역시 자본가와 대등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 

역시 주주총회에 의사결정권자로서 참석한다. 기업의 이사진 또

한 노동지분보유자들과 자본지분보유자들이 각각 선출한 동수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이 이사진들이 양측의 중재자로서 동수득표 

시 결정권(casting vote)을 갖는 의장(chairman)을 선출16)하는 동시

에 대표이사(general manager)를 지명한다. 기업의 일상적 업무는 

대표이사의 책임 아래 처리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양 측 이사진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파트너기업에서는 노동

하는 자는 누구나 그 효과에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는”(risk-bearing) 
“기업가”(Meade, 1989: 5)라고 본다.

14) 이는 현존자원의 이용만이 아니라 고용규모와 자본설비투자규모에 대

한 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의 “일반원칙”은 새로운 투자

계획을 위한 비용보다 이를 통해 귀결되는 추가적인 순수익이 커서 

모든 현존 지분보유자들에게 이득이 될 때 이 계획이 채택된다는 것

이다(같은 책: 6). 
15) 이 경우 물론 더 많은 지분증서를 갖는 자는 더 많은 투표권을 갖는

다. 이 때 더 많이 참가하거나 투자하며 경륜이 더 많은 자가 더 많

은 의결권을 갖는 것은, 특정 목적,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된 이

익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16) 아가토토피아(Agathotopia) 보다 1년 후인 1990년에 집필된 ｢아가토

토피아인들을 통해 제3의 길을 배울 수 있는가?｣ (Can We Learn a 
‘Third Way’ from the Agathotopians?)에서 미드는 중립성을 위해 의장이 

기업 외부인이어야 함을 명시한다(Meade, 1990b: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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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본가 간의 주 갈등요인이 해체되어 경영이 상대적으로 단순

해진다. 그럼에도 발생되는 갈등은 양측 대표들의 동의를 통해 

해결된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의된 중재형태에 회부된다

(이상 같은 책: 5).

지금까지 파트너기업에서 순수익을 자본가와 노동자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받는 ‘공동부’로 전환하고 노동자/자본가 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파트너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생산적 협업”을 창출한다

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때 이 보다 

효율적인 “생산적 협업”의 결과로 공동부 자체, 따라서 각 파트

너에게 분배되는 소득 또한 증대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개별소득의 증대가 노동 측과 자본 측 모두의 생산동기와 투자

의욕 및 “생산적 협업”의 강화를 통해 다시 공동부의 증대로 이

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파트너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생

산방식인 첫 번째 이유는, 순수익을 공동부로 전환하여 기업내부

에서 개인이득과 전체이득 간의 선순환관계를 창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선순환은 한편에서는 기존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

과에 따른 “승진”과 이에 따른 “보수”(pay)의 인상에 의해 보완 · 

강화된다(같은 책: 19). 이를 통해 근면하고 능력있는 노동자의 

“이직”을 차단(같은 글)하고 그의 노동동기 또한 강화하여, 공동

부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다시 해당노동자 만이 아

니라 전체 파트너의 소득상승과 노동동기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

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선순환은 파트너기업의 신규노동자채용정책

에 의해 강화된다. 파트너기업의 신규채용원칙은 “차등” 

(discrimination), 곧 신규노동자에게 동일한 노동을 하는 기존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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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다 적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동일노동

에 대한 동일보수”원칙은 파트너기업에서는 폐기된다(같은 책 : 

7 이하).17) 얼핏 불평등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이 정책은 다음의 

두 이유로, 우선 파트너기업 내부에서 개인이득과 전체이득의 선

순환을 강화한다.

첫째, 신규노동자에게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남는 보수는 공동

부로 전환되어 기존파트너 모두의 소득을 증대시킨다.

둘째, 신규노동자에게도 생산성이 파트너기업보다 낮은 기존의 

자본주의기업에 취업하여 보다 적은 보수를 받는 경우나 정상적

인 취업에 실패하여 비정규직이나 실업자인 경우에 비해 이득이

다. 뿐만 아니라 신규노동자로서 받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는, 

다음에 채용되는 신규노동자의 차등적 보수에 의해 보완된다.

나아가 이 정책은 개인이득과 파트너기업 전체이득 간의 선순

환차원을 넘어, 개인이득과 파트너기업의 이득 및 사회전체의 이

득 간의 선순환을 창출한다. 차등원칙의 적용에 의해 신규채용이 

생산의 효율성과 기존파트너의 이득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됨에 

따라, 고용과 생산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에서는 사회

성원 전체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고용

을 가능하게 하여 인력의 낭비를 막는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 

증진과 ‘완전고용’ 간의 상충을 해결한다.18) 결국 미드의 파트너

17) 차등의 원칙은 형식적으로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리를 준

수하면서 관철될 수도 있다. 신규노동자가 파트너기업의 성원이 되는 

권리를 구매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Meade, 1989: 8 이하).
18) 이에 연계하여 미드는 파트너기업이 도입하는 종신재직권의 보장이, 

파트너기업이 효율성과 관련하여 갖는 상대적 우월성을 침해하지 않

음을 부각한다. 파트너기업에서는 창출하는 순수익이 그 보수보다 적

은 노동자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

건 등에 대한 재계약을 조건으로 정년까지 재직권을 보장한다. 이 때 

종신재직보장에서 오는 손실과 순수익이 감소할 때의 노동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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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모형은 차등원칙에 따르는 고용정책을 통해 파트너기업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임금율 또는 효율성

과 완전고용 간의 모순을 해결한다.19)

지금까지 살펴 본 파트너기업의 장점들, 특히 보다 높은 효율

성과 노동보수유연화를 통한 자본측의 위험감소 및 종신재직이 

보장되는 취업의 용이함20) 등은, 미드가 기존의 자본주의기업에

서 파트너기업으로의 자발적인 전환을 낙관하는 요소다. 물론 그

는 동시에 법인세 면세 등과 같은(Meade, 1989: 41) “조세우대” 

정책을 통해 이 자발적 이행을 촉진하고자 한다(같은 책: 32).

그런데 파트너기업에서는 노동자 또한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영업상황이 좋지 않거나 손실을 볼 경우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

다.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 또한 분산하는 자본가에 비해, 노동자

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같은 책: 24 이하). 나아가 파트

너기업은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소득분배에 대한 “기본적 개선”

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파트너기업으로의 전환은 효

한 보다 적은 배당금의 합이, 불경기 때도 정액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본주의기업의 손실보다는 적다는 것이다(Meade, 1989: 22).
19) 파트너기업에서의 차등원칙에 따르는 고용정책은 미드가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하는 정책의 핵심이다. 그에 의하면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정책은 기존 기업의 고용확장정책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정책이다. 또한 신규노동자의 보수를 떨어뜨리지 않은 채 고용

을 확장할 경우, 이는 결국 더 이상의 신규채용이 없을 정도로 기존 

노동자/자본가의 소득을 떨어뜨리게 된다(Meade, 1989: 8). 같은 맥락

에서 그는 “최저임금제”를, 실업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중심주의적 국

가”(the trade union state)의 분배정책으로 비판한다(Meade, 1964: 38).
20) 미드는 정액임금제 아래에서는 자신들이 해고되리라고 판단하는, 노

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노동자들이 지분형태의 보수를 선호할 것이라 

예측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호가 축차적으로 전체 노동자들에게 파급

되어 파트너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광범한 동의가 이루어지리라고 

낙관한다(Meade, 1989: 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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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증대와 완전고용 간의 모순을 해결하지만, 미드의 기본경제

목표의 하나인 ‘공정한 분배’의 달성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이 

두 문제, 곧 ‘공정한 분배’와 파트너기업에 대한 광범한 동의의 

확산을 위한 전제인 노동자의 ‘위험감수’ 감소는 그에게서 거시

경제 차원에서의 분배정책을 통해 해결된다. 이를 중심으로 그의 

‘파트너십경제’에 대해 살펴보자.

파트너십경제의 거시분배정책은 크게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모든 시민의 자산(property)을 거의 평등하게 하여 

“평균적인 시민”이 “평균적인 자본가”이자 “평균적인 노동자”가 

되는(같은 책: 28), “자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 

(Meade, 1964: 41)다.21) 이 정책을 통해 그는 무엇보다 노동절약

적 기술발전과 자동화로 인해 노동소득보다 자산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22)에서 초래되는 분배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같은 

글: 41). 즉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분산투

자하여 평등한 자산소득을 올림으로써, 총생산물의 점점 많은 부

분이 노동보다 자본에 귀속되는 상황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을 방

지하고자 한다(Meade, 1989: 29). 동시에 그는 실질적으로 모든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는 이 정책을 통해, 노동자의 위험감수 부

담을 경감(같은 책: 30)함과 아울러 파트너기업 내부에서의 협업 

역시 촉진하고자 한다(같은 책: 29).

21) 이처럼 모든 자본가가 동시에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파트너십경제와 

아가토토피아에서 이 양대 계급이 사실상 해체됨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파트너십경제에서는 총노동자와 총자본가 간의 분배가 아니

라 개인 간의 소득분배가 문제된다(Meade, 1989: 28). 나아가 ‘자본

(가)’이나 ‘노동자’는 경제에서의 ‘기능’을 표현하는 범주에 불과해진다

(같은 글 참조).
22) 이는 최근 피케티의 방대한 경험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Pikett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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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산평등화를 위한 정책으로 그는 한편에서는 상속이

나 선물에 대한 고율과세를 제안한다(같은 책: 34 이하). 다른 한

편, 가난한 사람들의 저축에 대해 면세하고자 한다. 면세수준 이

상의 부를 소유한 사람들의 저축에 대해서는 상속 등과 같은 자

산의 증여 이전에는 단지 저율의 과세만을 제안하는데, 이는 이

들이 자신들의 저축을 생산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

기 위해서다(같은 글).23)

두 번째 분배정책은 “복지국가정책”(the Welfare State Method) 

(Meade, 1993: 8, 10)이다. 국가가 모든 시민들에게 교육/의료 같

은 특정 사회적 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하거나, 부자들에게서 걷

는 누진세의 특정형태에 기초하여 현금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정

책이다(Meade, 1989: 29). 곧 현물 및 현금기본소득정책이다.24) 미

드는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버젓한(decent) 생활수준”(같은 책: 

41)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 두 번째 분배정책을 통

해, 소득재분배 효과와 노동자의 위험감수 경감효과(같은 책: 30) 

및 복지행정을 간소화하는 효과(같은 책: 36)25)를 창출하고자 한

다.

그런데 미드는 기본소득제가 엄청난 재정을 필요로 한다는 사

23) 미드는 1964년 저작에서 누진적 소득세(최고구간은 60% 또는 그 이

상도 가능), 교육정책, 저소득층의 출산을 억제하고 고소득층의 출산

을 장려하는 인구정책 등도 제안한다(Meade, 1964: 50-60).
24) 미드는 기본소득을 “시민소득”(Citizens’s Income)으로도 부른다(Meade, 

1993b: 8). 뒤에 살펴 볼 “사회배당”(Social Dividend), 곧 “국가배

당”(National Dividend)은 그가 제안하는 기본소득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렇지만 그는 사회배당과 시민소득을 동일시하기도 

한다(같은 글). 현물 기본소득의 개념과 외연에 대해서는 Van Parijs, 
1995: 41-45 및 곽노완, 2010b: 158 참조.

25) 이는 무엇보다 선별적 복지체제에서의 선별성 심사를 위한 행정비용

의 절감을 의미한다(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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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잘 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제가 재정적으로 이러한 누

진세에만 기초할 경우, 기본소득제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과도한 조세부담에서 오는 노동동기의 감소가 효율성과 생산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기본소득제를 통한 ‘소득

평등화’와 노동자의 ‘위험감수 감소’가 ‘효율성’과 상충하는 배반

관계(trade-off)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같은 책: 31).26) 따라서 그

는 기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원천으로 기본소득제를 위한 

“과세대상”(tax base)을 확장하여, 주택 등을 비롯한 부동산의 귀

속지대까지 포괄하고자 한다(Meade, 1990a: 201). 나아가 평화정

책을 통해 축소된 군비 및 이후에 살펴보게 될 생태세수 역시 

기본소득제를 위한 재원으로 삼고자 한다(같은 글).27)

그런데 이 엄청난 ‘비용’과 ‘배반관계’ 문제 해결의 가장 획기

적인 방안은 미드의 세 번째 분배정책, 곧 “사회주의 국가정

책”(the Socialist State Method)(Meade, 1993a: 10 이하) 또는 “자산

의 사회적 소유정책”(the Social Ownership of Property Method)(같

은 책: 8)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사회의 총생산수단 또는 총자

본28) 주식의 대략 50%를 “국가”가 “소유”(Meade, 1989: 38)하고 

26) 1년 후 미드가 이상적인 기본소득의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게으름으로 유혹당하지 않는 것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낮

은 기본적 수준”(Meade, 1990b: 91)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소득제가 노

동동기의 하락을 야기하리라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 충

분히 낮은 기본적 수준이 정확히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러나 1989년 저작에서의 ‘버젓한’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

측된다. 물론 그는 이 보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의 실현을 위해서

도 조세저항과 노동동기감소 등을 비롯한 동일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27) 이외에도 비싼 광고에 대한 과세, 파트너기업에게는 면세되는 기업 

법인세 등을 들고 있다(Meade, (89: 41).
28) 사회의 ‘총생산수단’ 또는 ‘총자본’이라는 범주에 해당하는 미드 자신

의 범주는 “총생산적 부”(Meade, 1990b: 94) 또는 총“자본 기금”(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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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투자전문회사”(unit trust)(같은 책: 39)를 통해 간접적으로 

또는 국가가 “직접”(Meade, 1993a: 12) 관리하여 고수익을 내는 

기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모든 국민들에게 “사회적 배

당”(Social Dividend)(Meade, 1989: 40)으로 분배하는 것이다.29) 이 

때 국가 또는 정부는 자신의 지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30) 즉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다(강남훈, 2015: 145). 이는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할 때, ‘자유기업’ 및 이들 간의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이상적 시장기구가 생산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기제이며 따라서 

사회적 배당을 가장 크게 할 기제라는 그의 믿음에 연유한다.31)

사회적 배당으로 지급되는 총자본의 약 50%에 달하는 주식배

당금은,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한 비용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충

fund)(같은 글: 95)이다. ‘생산수단’ 또는 ‘자본’ 범주가 미드의 ‘생산적 

부’나 ‘자본기금’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여 후자를 전자

로 대체하였다.
29) 미드는 자본의 사회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사적 자본이 자가용주택이

나 소규모 농장 같은 비상장자산으로 몰릴 것 등을 우려한다. 따라서 

그는 비상장자산의 구매자들에게 구매가격의 1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후 새로 추가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세해 주는 대신 그 

가치의 10%를 공유화하여, 비상장자산에 대한 사회의 수익소유권도 

설정하고자 한다(Meade, 1989: 40).
30) 기존의 국유화방식, 특히 2차 대전 이후의 철도산업 등에 대한 영국

의 국유화방식, 곧 채권을 발행하여 기업의 소유자-관리자가 된 대가

로 기업의 수익을 채권의 이자로 지불하는 방식(추이즈위안, 2014: 
36)과는 반대로 충분히 마련한 재원으로 “주식의 수익소유권”(the 
Beneficial Ownership)을 국유화 또는 사회화한다는 점에서, 미드는 자

신의 ‘자산의 사회적 소유정책’을 “국유화 뒤집기”(Topsy Turvy 
Nationalization) (Meade, 1990a: 202)라고도 부른다.

31) 미드가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총자본의 50%에 달하는 사회적 지

분을 잘 관리할 경우 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가 강화되어 투기와 

공황을 비롯한 자본주의경제의 불안정성과 위기요인이 약화될 수 있

다는 점 역시 ‘자산의 사회적 소유정책’의 장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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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본소득의 이 부분은 과세에 기초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동기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크지 않다

(Meade, 1990a: 203). 따라서 이 세 번째 분배정책은 앞에서 제기

한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비용문제와 배반관계문제를 크게 완화

할 수 있다. 미드는 이 정책을 통해 자산소유 민주주의정책과 마

찬가지로, 자산소득의 평등화 또한 이룩하고자 한다(Meade, 1989: 

29).

이러한 국유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미드는 “국가자산관

리위원회”(National Asset Commission)(Meade, 1990a: 203) 같은 전

문기구를 창설하여, 국가 빚의 점진적 상환과 국가순자산의 축적

을 관리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적 

저축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사적인 소비를 억제하는 조세정책을, 

그 반대 경우에는 사적인 저축이나 부의 보유에 대한 과세정책

을 제안한다(Meade, 1989: 44). 이외에 그는 사적으로 운영될 때 

보다 적은 이윤을 내는 국유기업을 민간에 판매한 수익금도 제

안한다(Meade, 1990a: 203).

미드는 이 세 가지 거시분배정책을 통해, 파트너기업과 관련하

여 제기된 두 문제, 곧 ‘공정한 분배’ 및 파트너기업에 대한 광범

한 동의의 확산을 위한 전제인 노동자의 ‘위험감수’를 거의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여기에 명목GDP의 성장률을 연 5%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가하여(Meade, 1989: 33), 인플레이션 없는 완

전고용을 창출하고자 한다. 결국 미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자유

로운 협력에 기초하는 보다 효율적인 기업형태, 곧 파트너기업의 

광범한 확산 및 이를 지원하는 거시정책을 통해, 자신의 ‘기본경

제목표’, 곧 ‘자유’, ‘평등’과 ‘효율성’을 완전고용을 창출하면서 달

성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 때 주목하여야 할 것은, 그의 ‘효율성’ 부각이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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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한계를 넘는 경제의 양적 팽창을 옹호하는 경제성장지상주의

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그가 ‘경제’의 생태

적 한계를 준수하고자 한다는 사실이 입증한다. 그에 의하면 자

연“환경”은 “공동의 국가자산”(Common National Asset)(Meade, 

1991a: 234)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연환경 사용의 생태적 한계를 

지키기 위한 “최적 세금의 형태”로 그 사용에 대해 “지대”를 부

가하여, 여기서 파생되는 수익을 기본소득의 지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모두가 이 공동자산에서 유래하는 “수익의 소유

자”(beneficial owner)이기 때문이다(같은 책: 242). 자연“환경”이 사

실상 모든 자연자원을 포괄한다고 가정할 때, 미드는 공동자산인 

자연자원의 사용과 그 수익에 대해 모두에게 평등한 1/n의 권리

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미드는 생태주의자로, 비록 불충분하지만 생태기본소득론

을 제안하고 있다.32) 이런 맥락에서 그가 부각하는 효율성의 상

승은, 무엇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자유로운 시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그가 자신의 마지막 저작에서 “미래의 기본적 경제문제”

가 “점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아니라 “분배”와 관련

될 것이며, “완전고용”이 점점 더 “더 많은 여가의 향유”를 동반

하는 “파트타임 노동”이 되어갈 것으로 예측한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Meade, 1995: 8).33) 결론적으로 미드가 생각하는 ‘살기 

32) 생태기본소득론이란 자연에 대한 모두의 공유 몫을 인정하여, 자연자

원에서 유래하는 부의 일정 부분을 현금형태나 현물형태의 기본소득

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논의를 말한다(권정임, 2012: 31). 자연자원의 

사용수준을 생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부가된 생태세를 재원으로 지

급되는 기본소득은, 생태기본소득의 특수한 유형이다(권정임, 같은 글: 
33 이하, 강남훈, 2012: 352). 미드에게서 생태기본소득론적 사유는 전

자에까지 이르고 있지 못하여 불충분하다.
33) 심지어 미드는 기본소득의 지급을 위한 조세부가가 노동동기, 따라서 

효율성을 어느 정도 떨어뜨린다고 해도 이것이 초래하는 분배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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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곳’, 곧 아가토토피아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효율적인 동시

에 생태친화적인 공동체다.

3) 지금까지 특히 ‘평등한 분배’와 ‘효율성’의 달성문제 및 이들 

간의 모순극복문제를 중심으로 미드의 아가토토피아기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문제들에 대한 미드의 해결책은, 개인이득과 기

업이득 및 사회전체의 이득 간의 선순환의 창출로 요약될 수 있

다. 이 선순환은 그에게서 이중적으로 형성된다. 한편으로 그는 

기업차원에서 순수익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공동부로 

전환함과 아울러 ‘성과소득원칙’과 신규채용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차등원칙’을 결합하여, 개인차원에서는 보다 큰 소득과 안

전한 투자 및 취업의 가능성을, 기업차원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생산적 협력’을, 그리고 사회전체 차원에서는 완전고용을 창출함

으로써 이 선순환을 창출한다. 다른 한편 그는 사회총자본의 약 

50%와 자연자원을 사회 전 성원을 위한 사회적 부 또는 공동부

로 전환하고 그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분배함으로써, 이

러한 선순환을 창출한다. 노동자의 위험감수 및 노동자/자본가 

간의 공정한 분배라는 파트너기업의 두 난제를, 이 사회적 부에

서 유래하는 수익이 재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소득제를 

통해 해결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회적 부에서 유래하는 실질적 

수익은 개별기업의 성과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

이득의 증대와 기업이득의 증대 및 사회적 부의 증대가 상호 간

에 조건이자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미드는 이러한 선순환

의 창출을 통해, ‘개인적 좋음과 공동선 간의 이상적 관계에 기

초하는 좋은 사회의 창출’이라는 오랜 철학적 논의를, ‘개인이득

생태개선에 의해 그 부정적 효과가 상쇄된다고 본다(Meade, 1989: 2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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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체이득이 선순환하는 사회형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

로 발전시킨다.

나아가 그는 사적 소유 및 국가소유와 구분되는 제3의 소유형

태를 시사함으로써, 이러한 ‘좋은 사회’의 창출과 관련하여 또 하

나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해결의 단서 또한 제시

한다. 구체적으로 이는 그가 사회총자본의 약 50% 및 자연자원

과 관련하여 제기한 사회적 소유형태와 관련된다. 물론 그는 이 

때 사회적 소유를 국가소유와 동일시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사회적 또는 국가 소유, 곧 소유대상 및 이에서 

귀결되는 수익의 관리를 실질적으로 국가기구의 관료들이 독점

하여 다수성원들의 이득과 괴리될 수 있는 “공적”(public)(곽노완, 

2010: 80) 소유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첫째, 미드의 기획에서 

사회적 소유대상의 관리는 국가기구 또는 관료에 의해 독점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실상 사회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경우, 그 

경영은 민간에 위탁된다. 둘째, 사회적 소유대상에서 유래하는 

공동 부에 대해 모두가 1/n의 향유권을 보유하여 이에 따른 배당

의 형태로 분배가 이루어진다.

‘좋은 사회’의 창출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미드의 기획의 또 

하나의 특징은, ‘좋은 사회’로의 이행이 점진적인 단계적 모형으

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좋은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을 

위한 광범한 동의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이 불가능하

다는 점에서, ‘좋은 사회’에 대한 ‘동의’의 확산을 동반하는 점진

적 이행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드는 자신이 제

안하는 여러 개혁, 특히 총자본의 약 50%에 대한 사회화를, 예를 

들어 자본에 대한 재앙에 가까울 정도의 과세를 통해 “한 번 만

에”(Meade, 1989: 44) 달성하는 것이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하

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개혁은 특수한 상황34)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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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시기에는 사회적 안전과 관련하여 재앙수준의 효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실정책의 차원에서는 반대한다(같은 

글). 결국 그는 모든 조건부 급여를 보편적인 조건부 급여로 점

진적으로 대체해 가는 1단계에서 출발하여,35) 낮은 수준의 기본

소득의 도입에서 기본소득의 수준을 차차 올려가는 5단계 이행

모형을 제안한다(같은 책: 35-38).

3. 아가토토피아 기획의 문제점 및 그 해결책

 

1) 앞 절에서 살펴본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드의 기획은 고유

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개인이득과 전체이득이 선순환하는 

좋은 사회에 대한 전망의 창출’로 한정하여 고찰할 때, 이 문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소유와 관련

된다. 그는 자신이 총자본의 약 50% 및 자연자원과 관련하여 제

안한 사회적 소유를,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국가소유와 구분하여 

제시한다. 동시에 명목상으로는 이 사회적 소유를 국가소유와 동

일시한다. 이는 무엇보다 그가 이 새로운 소유형태에 대한 엄

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새로운 소유를 

기존의 국가소유와 명확하게 단절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

는다면, 기존의 국가소유의 문제점, 곧 소유대상과 그로부터의 

34) 그 예로 미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이 초래한 빚을 갚기 위해 영

국에서 취해진 대규모 자본과세(Levy)조처를 들고 있다(Meade, 1989: 
44).

35) 보편적 조건부 급여란 소득이 표준수준 아래인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표준수준이 되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Meade, 198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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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실질적으로 관료가 전유해 버리게 된다는 문제점이 부활

할 수 있다. 이러한 부활은 물론 그의 의도가 아닐 것이다. 따라

서 이 새로운 형태의 소유를, 그가 수용하거나 동의할 전제들에 

따라 보다 엄 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시도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에서 출발한다. 

미드가 자연자원과 총자본의 약 50%를 사회적 소유로 설정하고 

거기서 유래하는 수익을 모두에게 1/n로 분배하고자 할 때, 그 

‘근거’는 무엇일까? 이 때 ‘목표’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평등”의 

실현이다.36) 그러나 목표가 무조건적으로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는 ‘평등한 분배’를 ‘공정(fair)한 분배’와 동일시

한다(Meade, 1993a: 13). 이는 그가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소유와 

이에 따른 배당을 공정하다고 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들이 공정한 근거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소유와 배당을 ‘공정’하다

고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한다고 보인다. 이는 위의 ‘근거’에 대

한 물음을,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소유와 이에 따른 배당이 “공

정”(Fairness)한 근거에 대한 물음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그런데 모두를 위한 사회적 또는 공동의 부나 자원에 대한 논

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로 제한하여 고찰하더라도, 18세기

의 페인(Thomas Paine), 19세기의 푸리에, (J. S. Mill) 등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Füllsack, 2002: 103 이하). 이러한 부의 형태로는 

크게 지식 등을 비롯한 인류공동의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특정 개인의 직접적 노고의 산물이 아니며, 따

라서 특정 개인의 배타적 소유나 사용이 정당화 될 수 없기 때

36) 여기서는 파트너기업 노동자들의 위험감수 완화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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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공동부로 간주된다. 이러한 기본논리는 20세기 이후의 현대 

기본소득론자들 다수에 의해 계승·발전되어, 기본소득의 공정성

을 형성하는 주요근거를 이룬다.37)

이 공동부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부정하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다 엄 하게 부각할 때, 이러한 부는 모두가 

1/n로 평등하게 사용하여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공유”부라고 할 수 있다(곽노완, 2010a: 85). 기본소득지구네트워

크의 전신인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평생회원으로 기존의 기본

소득론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왔던 미드에게, 이 공동부 

또는 ‘공유부’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자명하여 별도의 논의 없이 

‘전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는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미드

가 자연자원과 대략 50%에 달하는 총자본을 사회적 소유로 여겨 

그 수익을 모두를 위한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보는 근거로, 이 글에서는 미드가 이러한 ‘공유 부’를 인정하여 

전제하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제시하고자 한다.38) 또한 이에 기초

하여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을, 공유부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

소득제를 매개로 개인적 부와 사회성원전체의 부가 선순환하며, 

이와 함께 개인적 좋음과 공동선이 선순환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기획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공유부에 대한 이러한 가정은 다시 다음과 같은 의문

을 불러일으킨다. 미드가 제안한 약 50%의 지분은 사회화된 자

본 또는 공유자본의 가치를 양적으로 대변하는 것일까? 공유자본

의 가치를 정확하게 양화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 특성상 거의 

37) 예를 들어 판 빠레이스(Van Parjs, 1995: 92), 호워드(Howard, 2005: 129 
이하), 곽노완(2010b: 174) 등을 참조하라.

38) 이 글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남훈 역시 미드의 ‘사회적 소유’를, 기존의 

국가소유와 달리, “그 수익”이 “모든 민중들에게 분배”되는 “공유”로 

해석한다(강남훈, 2015: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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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공유자본의 가치에 대한 양화를 포기하고,39) 그 대신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

인 대안일까? 미드는 사실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된 그의 정책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가 그러한 정책을 취한 이유 및 이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점들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미드가 총자본을 공유자본과 사적 자본으로 약 50:50으로 분할

하여 총자본의 순수익을 기본소득과 자본가/노동자 소득으로 약 

50:50의 비율로 분할하는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평등’ 또는 ‘공정한 분배’라는 그의 기본경제목

표의 하나를, ‘자유’와 ‘효율성’이라는 다른 두 목표, 특히 ‘효율성’

과 통합하여 달성하기 위해서다. 그는 “자유경쟁적 자본시

장”(Meade, 1990b: 95)을 비롯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자유

기업’들 및 이들 간의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효율성을 위

한 최선의 기제로 본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아가토토피아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적절한 규모로 사적 자본을 유지하고자 한다. 다

른 한편 공정한 분배를 위해 총자본의 적절한 규모를 공유화하

고자 한다.

두 번째 이유는 공정한 분배를, 사유자산의 소유가 그 소유자

에게 주는 “안전”(security) 및 “독립성”(independence)(Meade, 1964: 

63)과 통합하여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하여 미드는 일종

의 사고실험을 전개한다. 우선 그는 자본의 100% 사회화에 기초

하여 국가의 모든 배당수입을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며,40) 

39) 이는 노동을 통해 생산되지 않았고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자연자원의 예만으로도 드러난다. 때문에 자연자원의 가치는 그 

재생산비나 대체비용이라는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양화될 수 있

다.
40) 이 때의 국가의 배당수익은 총자본이 취득하는 “이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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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효율적 사용만을 기준으로 실질임금율을 설정하는 시장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분배모형을 제시한다(같은 책: 60 이하). 이 

모형에 따를 때 “자산소득”(같은 책: 61)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

배된다. 이어서 그는 이처럼 자산소득이 평등한 시스템이 “기본

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자산 또는 자본을 

“소유”한 사회에서도 가능함을 부각한다(같은 글). 결국 그는 다

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41) 동일한 자산소득의 분배평등을 낳

을 수 있는 방식으로 ‘생산수단 또는 자본의 100% 사회화’와 ‘모

든 시민에 의한 자본의 평등한 소유’라는 두 방식을 제시하면서, 

이 두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의 100% 사회화는 “경제적 유인”을 “개선”(같

은 책: 63)한다는 점에서 “효율성”(같은 책: 61)의 측면에서 장점

을 갖는다. 이 경우 모든 이윤이 국가의 재정수익이 되므로 재분

배 등을 위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낮은 세율로도 충분하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같은 글). 반면 모든 시민이 자본을 평등하게 

소유하는 경우, 국가재정이 고율의 과세를 통해 충당되어야 하므

로 “모든 경제적 유인들”(같은 책: 63)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된다

고 본다. 그 대신 첫 번째 방식에는 없는 장점, 곧 자산소유에서 

비롯되는 안전과 독립성이 극대화된다고 본다.42) 결국 미드는 공

(Meade, 1964: 60).
41) 이 비교를 유의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미드가 다음 두 가지 또한 

전제한다고 보아야 한다. 첫째, 첫 번째 모형에서의 국가의 배당수익

과 두 번째 모형에서의 총자본의 이윤이 양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둘
째, 두 번째 모형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임금율, 곧 효율

적 임금율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 두 번째 전제도 충족될 경우, 
양 모형에서는 총노동소득 역시 동일하다.

42) 이와 관련하여 미드는 똑같은 소득을 번다고 해도, 자산을 가진 사람

이 갖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음을 부각한다(Meade, 1964: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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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분배를 각 방식의 장점 모두와 통합하여 달성하기 위해, 공

유자본과 사적 자본을 대략 50:50의 비율로 나누고 이에 따라 총

자본의 순수익 역시 같은 비율로 기본소득과 노동자/자본가 소득

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같은 책: 64).43) 또한 사적 자본의 평등

한 분배, 곧 자산소유 민주주의를 달성하고자 한다(같은 글).

이 두 이유를 종합할 때 미드가 공유자본과 사적 자본의 분할

에 기초하여 평등한 분배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의 

안전과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효율적이면서도 평등한 사회

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설득력 있는 이유다. 그렇지만 이를 위

한 그의 정책은, 생산수단의 소유에 연계되어 파생될 수 있는 불

로소득과 관련된 도덕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물론 미드는 

자산소유 민주화라는, 모두가 생산수단을 평등하게 소유하는 정

책과 누진적 소득세 정책 및 후자와 결합된 기본소득정책을 취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과 선물에 대한 고율과세를 통해 부의 세

습을 차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적 노고의 성과의 차

이나 절약 등과 같은 성향의 차이에 따라 빈부격차는 발생할 것

이다. 이러한 조건 아래 이러한 요소에 의한 빈부격차라면 물론,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부의 축적이 생산수단의 소

유 및 이에 기초한 불로소득으로 이어진다면, 타인의 노고의 산

물에 대한 대가없는 취득이 제기하는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소득보다 불로소득을 더 추구하게 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노동동기의 저하 및 이에 따른 효율성의 

저하라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43) 약 50:50이라는 총자본의 이러한 분할비율은, 자본을 사회화하는 비율

을 올려감에 따라 귀결되는 ‘세율하락’과 ‘안전과 독립성의 약화’라는 

두 효과들의 조합의 ‘최적지점’에 대한 미드의 대략적인 추정이다. 정
확한 최적지점에 대해 미드는 자신도 말할 수 없다고 한다(Meade, 
196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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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드가 제시하는 사회적 형태의 부를 공유부로 재구

성하였다. 동시에 공유 및 공유부에 대한 엄 한 개념정의가 없

다는 점과 공유부를 총자본의 약 50%로 설정하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그의 기획의 첫 번째 문제

점으로 제시하였다.

그의 기획의 두 번째 문제점은 사회소유주식의 관리와 관련된

다. 살펴보았듯이 미드는 이 관리를 국가가 직접 하거나 투자전

문회사 같은 사적 금융에 맡기고자 한다. 그러나 후자의 방식은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자산에 기초한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이득

의 일부를 사적 금융이 관리의 대가로 취득하여 사회배당금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관리를 맡은 사적 금융이 자신의 이득 극대

화를 위해 사회자산으로 투기를 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자본지배의 부활가능성이다. 미드는 사회적

인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총자본 지분의 반을 소유한 정부의 통

제능력에 의해, 기업차원에서는 노동자/자본가의 공동경영에 의

해, 사회와 기업에서 주로 자본 측의 입장이 옹호된다는 의미에

서의 자본지배를 사실상 철폐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가토토피아에서는 자본지배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무엇

보다 파트너기업에서 채택하는 노동자의 은퇴정책에 기인한다. 

노동자는 은퇴하면서 자신의 노동지분증서를 반환하게 된다. 그

런데 엄 하게 고찰할 때 노동지분증서는, ‘노동비용’에 대한 배

당권을 보장하는 노동“비용증서”와 ‘순이윤’에 대한 배당권을 보

장하는 “순이윤증서”(Meade, 1989: 15)로 나뉘는데, 노동자가 은퇴

할 때 순이윤증서의 일부와 비용증서는 신규 및 현역노동자에게 

차등적으로 분배되지만, 순이윤증서의 다른 일부는 자본가에게 

분배된다. 미드 스스로 그 문제점을 인정하듯이, 그 결과 순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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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존 자본주의기업에서처럼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와 달리 정

년이 없는 자본가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같은 책: 13). 물론 이 

때도 증가된 자본지분의 약 50%는 사회화될 것이다. 결국 파트

너기업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지분에 비해 사회의 지분과 

자본지분이 증대할 것이다. 사실상 최대지분의 대변자인 정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결국 파트너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자본 측의 힘의 강화 및 이에 기초한 

자본지배의 부활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사회차

원에서도 자본지배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 문제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미드가 자신의 논의를 ‘독

점’ 여부를 비롯한 기업들의 개별적 차이를 사상한 일반적인 수

준에서 전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Meade, 1989: xii). 그렇지만 대

기업의 순수익과 중소기업의 순수익 간의 격차가 나날이 심각해

져 가는 것을 고려할 때, 그의 기획이 보다 큰 설득력을 갖기 위

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할 필요

성이 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공동자산”으로서의 자연“환경”(Meade, 

1991a: 234)과 관련된다. 살펴보았듯이 그는 자연환경의 최적 사

용을 유도할 수 있는 조세를 부가하고 여기서 유래하는 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생태적 효과와 재분배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자연에 대한 모두

의 공유 몫”(권정임, 2012: 31)에 대한 문제의식을 맹아적으로 갖

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연자원이 미래세대 또한 향유해야 할 공

유재이며 따라서 생태친화적으로 재생산되어야한다는 보다 적극

적인 문제의식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44) 이는 새로운 형태의 사

44) 이는 그가 생태적 개선 자체보다는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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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소유에 대한 그의 사유가, 자연자원과 관련하여서도 사실상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가 토지를 “공동자

산”으로서의 자연자원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생산요소”(Meade, 1991a: 196)로 보는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 공

유부에 대한 그의 인식의 불충분성으로 보인다.

2) 좋은 사회의 형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고찰한 미드의 문

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 그가 기획하는 좋은 사회

에서 개인적 좋음과 공동선 간의 선순환은 무엇보다 공유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 공유부를 단순히 전제할 뿐, 이

에 대해 엄 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 본 그의 기획의 

문제점들의 일부는 사실 직·간접적으로 이와 관련된다. 따라서 

그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공유부에 대

해 보다 엄 하게 정의해 보자.

언급하였듯이, 공유부란 특정개인의 직접적 노고의 산물이 아

닌 모든 부다. 따라서 외연적으로는 “모든 자연 및 사회역사적으

로 유증된 자원과 기회”(곽노완, 2013: 24)다. 특정개인의 직접적 

노고의 산물로 환원될 수 없으므로 공유부는 누구에 의해서도 

독점적으로 소유될 수 없다. 따라서 판매되거나 구매될 수도 없

다. 그렇지만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게 유증되는 자원이므로, 모

두는 이에 대한 1/n의 향유권을 갖는다. 이 때 공유부나 이에서 

유래하는 수익의 용도 등을 정부기구 등과 같은 위탁받은 공유

부의 관리자가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 자가 모든 개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모두는 공유

획득에 초점을 두는 생태정책을 전개한다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예를 

들어 그는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개선보다 자가용에 

대한 과세를 선호한다(Meade, 1990a: 201, 1989: 23).



40

권 정 임

부에 대해 또한 1/n의 처분권을 갖는다. 공유부의 관리자는 모두

의 동의 아래서만, 공유부와 그 수익에 대한 용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공유부와 그 수익이, 관리자를 비롯한 특정 개인

의 이득이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

단한다. 공유부의 관리자 및 그 처분권자, 곧 모두는 차세대 또

한 동일한 향유권과 처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공유 부를 잘 보

존하거나 개선할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논의했듯이, 공유부 또는 공유재의 가치를 정확하게 

수량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산수단 중에

서 공유 몫을 측량하여 구분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런 맥락에서 공유재의 관리나 그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해서는, 미

드가 하였듯이, 여러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제시한 공유재의 기본정의에 기초하여, 미

드의 기획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

첫째, 사회화된 자산과 자연자원을 공유재로 명시하면서, 이에 

대한 모두의 향유권만이 아니라 처분권까지 법과 제도를 통해 

공고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공유제가 확고할 때만, 특정 

정권이 공유재에 대해 자의적인 정책을 실시하거나 심지어 다시 

사유화하고자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사회배당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제의 공고

화 및 이에 기초한 개인의 안전과 독립성의 공고화로 이어진다.

둘째, 공유 금융으로 금융을 통합하여야 한다. 화폐는 모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유재다. 따라서 화폐의 독점에 기초하여 

사적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적 금융제도는 불합리하고 불

공정한 제도다. 나아가 이처럼 금융을 공유화할 경우, 공유지분

의 관리도 공유 금융에 위탁하게 되어 사적 금융에 위탁할 경우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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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불로소득에 따른 경제적·도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미드가 제안하는 기본소득의 또 다른 재원조달방법, 곧 누

진적 소득세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불로

소득의 취득가능성 자체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예산과 기회가 

허락하는 한, 총생산수단의 절반 이상으로 생산수단을 최대한 공

유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노동자/자본가 

소득과 기본소득의 분배비율은 평균적으로 50:50이 되어야 할 것

이다.45) 그래야만 노동유인이 유지되어 효율성과 생산성의 상승

이 보장되기 때문이다(곽노완, 2006: 53 이하).

넷째, 자본지배의 부활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의 은퇴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미드가 노동자의 

은퇴 시 자본 측에 귀속시키고자 했던 순이윤증서 부분을, 신규

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직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이 때 신규노동자들이 배제되는 이유는, 그래

야만 기존 노동자들을 위한 몫이 줄어들지 않아서 고용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차등의 원칙’

이 이 경우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6) 물론 

이처럼 신규노동자를 배제하고 직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함

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노동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노동자들에

게 분배되는 은퇴노동자의 순이윤증서의 몫이 커지므로 신규채

45) 분할비율이 평균적인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분할비율의 차

이 때문이다.
46) 이는 미드가 “재분배규칙”(rule of redistribution)(Meade, 1989: 15)으로 

부른 것을 수정한 것이다. 미드는 은퇴노동자의 ‘순이윤증서’의 나머

지 부분마저 노동자들에게 분배하는 ‘재분배규칙’을, 재분배관점에서

는 좋지만 현존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여 신규채용을 꺼리게 된다는 이유로 파트너기업의 은퇴정책

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같은 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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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일반적으로 꺼릴 수 있다. 그렇지만 순이윤증서의 이 부분

이 자본가들에게 분배되는 것 보다는 이 경우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 나아가 차등원칙에 따른 신규노동자의 채용이 나

머지 노동자와 및 자본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 등은 이 

대안적 은퇴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신규채용감소를 상쇄할 것이

다.

나아가 개별기업의 노동자들이 그 기업의 자본지분을 보유하

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도 자본지배의 부활을 차단하는 좋은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드가 제안하는 기업 외부의 중립적 

인사나 중재기관의 개입 또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유지분 비율을 설

정하면서 대기업의 자본지분을 우선적으로 공유화해 나가야 한

다. 대기업의 높은 이득은 과학기술이나 자연력 등을 비롯한 ‘자

연 및 사회역사적으로 유증된 공유재’의 독점적 사용이나 수출장

려정책 등을 비롯한 세금에 기반한 특혜 등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에서는 기업의 순수익 중에서 기

본소득으로 분배되는 비율이 노동자/자본가소득으로 분배되는 비

율보다 훨씬 커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 특히 공유재인 과학기술 

등 보다 노동에 의존하는 비율이 큰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자/자본

가소득으로 분배되는 비율이 기본소득으로 분배되는 비율보다 

클 수 있다.47) 이 때 대기업 노동자의 소득을 중소기업 노동자의 

소득의 몇 배 이상 넘지 않게 상한선을 두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도, 대기업의 노동자/자본가와 중소기업의 노동자/자본가 및 

사회성원 전체 간의 공정한 분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47) 이런 맥락에서 그가 제시하는 사회자본과 사적 자본으로의 총자본의 

분할비율은 ‘평균적인 분할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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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여섯째, 자연 역시 미래세대까지 포함하는 전체 인류의 공유부

로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연자원에 대한 모두의 지속가능

한 향유를 위해, 보다 장기적인 전망 아래 ‘생태기본소득’ 정책과 

‘생태적 재생산’ 정책을 결합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48) 이에 연계

하여 지대가 모두 환수되는 수준으로 과세수준을 높여 감으로써, 

토지 역시 장기적으로는 공유재로서 임대되어 그 수익은 기본소

득의 재원이나 생태적 개선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공유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미드가 제안한 단계적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고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곽노완이 제안하듯(곽노완, 2006: 69), 불로투기소득에 대한 고율

의 과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한편, 이로 인해 폭락한 주

식과 토지를 국민연기금 같은 공적 기금을 통해 구매하여 공유

로 전환하면 된다. 이로 인해 90%가 넘는 국민이 이득을 보게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공유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동의를 광범하

게 확산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광범한 동의의 확산이, 공

유사회로의 급속하면서도 안정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 이런 맥

락에서 공유사회로의 이행을, 미드가 기획한 단계적 모형에 연계

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행은 무엇보다 공유제의 

제도적 공고화를 동반하면서, 재정과 기회가 허락하는 한 총자본

의 최대한의 공유를 이루는 지점까지 진행될 것이다.

48)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위해서는 권정임, 2012: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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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지금까지 미드의 아가토토피아기획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롭고, 평등하고, 효율적이며, 생태친화적인 좋은 

사회에 대한 그의 기획이, 무엇보다 사회적 부와 기본소득제에 

기초하여 사회성원전체의 부와 개인적 부가 선순환하는 사회에 

대한 기획이기도 함을 보았다. 이 때 그가 제시하는 사회적 부의 

새로운 형태를 모두가 1/n의 향유권과 처분권을 갖는 공유부로 

재구성할 때, 그의 아가토토피아기획이 공유부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매개로 개인적 부와 사회성원전체의 부가 선순환

하며, 이와 함께 개인적 좋음과 공동선이 선순환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기획으로 재구성됨을 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정치철

학의 전통적 주제의 하나, 곧 개인적 좋음과 공동선 간의 이상적 

관계에 기초하는 좋은 사회에 대한 논의를 한 차원 발전시킴도 

살펴보았다.

물론 미드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을 이처럼 공유사회 기획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그의 기획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그

의 기획을 비판적으로 변형해야 했다. 그 주요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그에게 결여되어 있는 공유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공유대상을 사회화된 직접적 생산수단만이 아니라 금융

과 자연으로 명시적으로 확장하였다.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련하

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화하였고, 자본지배의 부활을 차단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은퇴노동자의 순이윤증서 모두를 신규노

동자를 제외한 해당기업 노동자 모두에게 직위에 따라 차등적으

로 분배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불로소득의 취득과 관련된 도

덕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드가 제안한 기본소득의 

또 다른 재원조달방법, 곧 누진적 소득세 제도의 엄격한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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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예산과 기회 등이 허락하는 한에서 생산

수단에 대한 최대한의 공유화를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도 노동유인의 유지 및 효율성과 생산성의 상승을 위해, 노동자/

자본가 소득과 기본소득 간의 분배비율로 평균 50:50을 주장하였

다.

이러한 공유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압도적 동의와 

공유제의 공고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엄청난 공황의 발발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이 두 조건의 충족이 점진적으로 이루

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미드의 단계적 이행모형의 의

의를 부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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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Society and Basic Income

- the Critique and Transformation of the project 

for Agathotopia of Meade -

Kwon, Jeong-Im

In this paper, I study critically on the project for Agathotopia of J. 

E. Meade that is integrated with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Through this, I will show that his project aims at the building of ‘a 

good place’ that is free, equal, efficient and ecological. Particularly, I 

accentuate the new form of the social wealth in Agathotopia that 

implies a clue to sharing wealth, i.e., the wealth on that all individuals 

have equal right for pleasure and for disposition. On the basis of this 

new form of wealth, I reconstitute his project as a project for a 

sharing society in that there is a virtuous circul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wealth of an individual and the wealth for all members 

of the society on the basis of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and the 

sharing wealth. By the way, this model of sharing society has a few 

defects that come from the original project of Meade. Therefore, my 

critical reconstitution of Agathotopia accompany the overcoming of 

those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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