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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들은 팬데믹과 포스트성장 사회에서 돌봄과 커머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Feminists foreground care and commoning through the pandemic and in postgrowth worlds beyond.

Susan Paulson1) 

 1)　수전 폴슨은 플로리다 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센터 교수로, 정치생태 , 탈성장, 젠더·계급·인종, 지가가능성 과  
등을 연구 분야로 하고 있다. 이 문장은 올해 6월 ‘포스트성장사회와 페미니즘 돌봄 전환’을 주제로 열린 한국여성
 회 춘계 술대회에서 수전 폴슨 교수가 발표한 강의자료 제목이다. 뿐만 아니라 『디그로쓰』에서 말하는 탈성장
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연쇄적 기후붕괴의 ‘예고편’에 불과하며 이에 여러 방식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과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실천하는 것은 그 자

체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탈성장Degrowth에 대해 고찰한다. 탈성장 

관련 저명한 학자인 요르고스 칼리스Giorgos Kallis, 자코모 달리사Giacomo D'Alisa, 

페데리코 데미리아Federico Demaria, 수전 폴슨Susan Paulson은 2020년 9월 “The 

Case for Degrowth”(번역서: 『디그로쓰』)를 출간했다. 네 명의 학자들은 ‘연구

와 탈성장’Research & Degrowth 그룹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수전 폴슨을 제외한 세 

명의 학자는 앞서 『탈성장 개념어 사전』(2015/2018)을 저술한 바 있다. 두 권의 

책은 사회운동과 연구활동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나온 산물로서, 탈성

장은 하나의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다양한 시·공간에 따라 존재하는 

리좀적 사유와 실천의 다발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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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디그로쓰』(2021)의 핵심 주장과 내용을 살펴본다. 나아가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

는 정책(안) 중 하나인 보편적 돌봄소득Universal Care Income의 주장 배경에 대해 더 잘 살펴보기 위해 ‘페

미니즘과 탈성장연대Feminism(s) and Degrowth Alliance: 이하 FaDA’의 성명서 내용을 검토하였다.

1. 탈성장Degrowth

2020년에 출간된 “The Case for Degrowth”는 Polity Books에서 출판한 ‘Case for’ 시리즈 중에 

하나이다. 이 책은 네 명의 연구자이자 활동가들이 저술하였지만, 책의 서두에도 밝혔듯이 ‘서로 겹치

는 과학자‧활동가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발전’한 생각의 결과이다. 또한 “보고 존재하고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에서 시작될 사회적, 생태적 대전환의 전략을 탐구하자는 초대장(25쪽)”이기도 하다. 

영구적 성장의 해로움을 밝히고, 나아가 일상 속 실천과 가치, 지역공동체 생활상의 실험, 국가 정책, 정

치적 동원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을 소개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에 주

목하고 있다.

주장의 핵심은 “생산이 살림살이와 삶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11쪽)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성장의 목표는 인간과 지구 시스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돌봄과 커머닝1)이 탈성장 사회의 핵심 원칙이며, 더 평등하

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12쪽)”이다. 특히 팬데믹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돌봄과 커머닝 노

력의 증가는 그 자체로 긍정적이지만, 체계적인 변화를 위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섯 가지 정책패키

지를 제안하였다. 그것은 첫째, 경제성장 없는 그린뉴딜, 둘째,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셋째, 커먼즈 되찾기, 넷째, 노동시간 단축, 다섯째, 공공 금융이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상호부조와 돌

봄이라는 커먼즈가 기본이 되도록 사회를 재구축하고, 경제성장이 아니라 좋은 삶과 형평(성)을 지향하

도록 집단적 삶의 목표를 재조정하는 길”(18쪽)로 안내하며, “중요한 것은 GDP가 아니라 이곳의 사람

들과 우리 지구의 건강이고 안녕”(19쪽), 즉 탈성장임을 주장한다. 이하 주장의 논리와 주요 개념(1장), 

정책 제안(4장)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관련 페이지를 기재하였다.

1)　이 부분을 번역서에서는 공동체 연대라고 번역하였으나, 본 글에서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커머닝이라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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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성장을 주장하는 것은
탈성장을 옹호한다는 것은, 경제성장 추구의 종식을 옹호한다는 것, 좋은 삶 또는 웰빙을 삶과 

사회의 목적으로 삼음을 옹호한다는 것이다(29쪽). 탈성장론은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
하고 소비해야 한다고, 더 적게 생산하고 소비해야 함을 주장한다. 더 많이 공유하고, 더 공정하게 분
배해야 하며, 동시에 파이 전체의 크기는 줄어들어야 한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회와 환경 속에서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꿔 나가려면,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관
계들을 만들어내는 가치와 제도가 요구된다(34쪽). 지금 세계는 급격한 대전환 직전에 와 있다. 이 대
전환은 거대한 전환이며 심도 있는 전환이다(35쪽). 탈성장론은 “탐욕은 자연스러운 것”, “더 많은 것
이 더 좋은 것”이라는 상식에 반대한다. 이를테면 “더 많은 공유와 더 적은 결핍”, “만족할 줄 알자” 같
은 상식들을 살려내자고 요청한다(46-47쪽).

탈성장의 사유와 실천은 분리 불가능한 두 개의 최전선들에서 역사 과정에 개입하고자 분투한
다. 하나는 물질 사용량‧시장 거래량 증대를 억지하는 것,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 없이도 잘 살도록 새

로운 개인, 관계, 제도를 건설하는 것이다(48쪽). 탈성장은 사유재산 강제 몰수가 아니다. 탈성장은 모
든 사람이 자존감을 지닌 채,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충분히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포부이고, 우정과 
사랑과 건강을 경험하겠다는 포부이며, 돌봄 받을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상태에 있겠다는 포부이고, 
여가생활과 자연을 향유하겠다는 포부이다. 탈성장의 이상은 생산주의자의 야망과 소비주의자의 정
체성을 (사회와 자연 속에서의) 안분지족하는 즐거움conviviality과 번영thriving을 특징으로 하는 좋은 삶
에 관한 (새로운) 비전으로 바꾸자고 요구한다(49쪽). 

2) 커먼즈와 커머닝
커먼즈commons는 활력 넘치는 자원 공유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83쪽). 커먼즈는 여러 형태

가 있는데, 산림, 어장, 도시 공간, 디지털 도구, 지식, 테크놀로지, 음악 공연 목록 등이 포함된다. 커머
닝commoning이란 사람들이 의사소통, 규제, 상호 지원, 갈등 조정, 실험을 통해서 서로 협동하며 공유
자원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향유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원(땅, 물, 의료, 문화적 지식, 공공공간 등)을 
사유화·상품화하려는 시도에 대항하면서 커먼즈 복원 운동들은 인간 공동체들이 더 많은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줄곧 옹호하고 요구해왔다. 지역의 소규모 단위에서 공유된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고 
실천하는 행동은 글로벌 커먼즈 관리라는 더 큰 규모의 과제를 수행할 능력을 만들어낸다(47쪽). 

인간이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것은 커먼즈의 물질적 구성요소(청정수, 어류, 비옥한 토양, 디지
털 도구, 의료, 아동 돌봄 등)만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세계를 (재)생산하고 관
리하는 방식인 사회문화 체제이기도 하다. 우리 인간의 고유한 장점은 우리로 하여금 협동을 통해 이
러한 커먼즈 체제를 생산하고 유지하고 변용할 수 있게 하는 상징적 사고·의사소통의 능력에서 발원
한다(48쪽).

3) 정책제안들 
4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탈성장의 지향과 가치들을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정책들을 제시한다. 

경제성장 없는 그린뉴딜, 보편적 기본소득과 서비스, 커먼즈 되찾기,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이 네 가
지 개혁을 뒷받침하는 공공 금융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문화‧지리‧정치적 환경에 따라 다르

게 설계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이 책에서 제시한 안들은 OECD 국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명
시하였다(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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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 없는 그린 뉴딜
우리의 탈성장 비전은 그린뉴딜GNDs의 통합적 접근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2019년 미국 하원 결

의안에 명시된 목표 가운데 대다수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GNDs와 탈성장 제안 사이에는 몇 가지 중
대한 차이도 존재한다. 최근 GND 방안들은 그 목표 실현을 녹색성장‧번영과 연결시켰는데, 후자는 

소득과 물질적 부의 증대로 널리 이해된다. 반면, 탈성장 입장에서 모두의 소득을 증대하면 GDP가 
증가하지만, GDP의 증가와 환경 피해 증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109쪽).

탈성장과 GNDs 모두 재생가능에너지의 신속한 대량도입, 교통·농업 부문의 탈탄소화, 적정가 
탄소 제로 주택의 신규공급과 리모델링, 재산림화와 생태적 복원을 약속한다. 그러나 탈성장은 더 나
아가,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더라도 성장경제는 비용과 위험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또한 탈성장은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 
즉, 총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주창한다(110쪽).

따라서 모두의 소득증가가 아니라, 모두가 더 적은 노동시간을 통해 괜찮은 임금을 받는, 경제성
장 없는 고용 증가에 힘을 싣는다. 경제성장 없는 그린뉴딜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공공금융, 가령 공
공 녹색은행을 통한 GND 특별공채 발행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111쪽).

(2) 보편적 기본 정책들
보편적 기본서비스UBS와 보편적 기본소득UBI의 목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건강과 자존감을 누

리며 살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다(111쪽). 어떤 방식으로 UBI를 실행에 옮기는지 그리고 그 목
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탈성장과 보조를 맞추는 다른 정책들은 개인을 착취적 고용에서 해방하
고, 환경 파괴 체제에서 벗어나는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 환경의 조성을 추구한다. 나아
가, 일자리 대 자연환경의 싸움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구와 반드시 함께 하는 방식으로 살림살이 문제
를 해결하는 정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적 환경의 조성을 추구한다(113쪽)

급진적 페미니스트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우리는 보편적 돌봄소득Universal Care Income을 제안한다. 
이것은 UBI의 또 다른 형태들을 토대로 한 것이지만, 가정과 지역사회의 생존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
해 우리 모두가 수행하는, 성별 분화가 심각한 무급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전면에 내세운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돌봄소득론은 우리 자신, 우리의 친족과 다른 많은 이들을 돌보는 우리 모두
의 역량과 활동에 우리 모두의 부를 투자하는 것으로 보편소득을 이해하며, 이러한 이해를 통해 형평
(성)과 연대를 촉진하고자 한다(113-114쪽).

보편적 기본정책들은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수단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를 분배함으로써, 그리
고 덜 시장화되고 더 느린 경제를 향해 전진하는 이행기에 모두에게 적정수준의 물질적 여건을 계속 
보장함으로써 탈성장 변혁을 뒷받침한다. 또한 지금과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탐색하고 시간과 관
심을 어디에 쏟을지 선택할 시민의 자유를 강화한다(114쪽)

(3) 커먼즈 되찾기
수도, 에너지, 폐기물 관리, 교통, 교육, 의료, 아동돌봄 같은 서비스들은 영리 기업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나 소비자 협동조합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이윤 추구라는 목표에서 자유롭게 되면 공공설
비와 주택 같은 시스템은 점차 공공재로 재인식될 수 있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생산‧재생산될 

수 있다(115쪽). 다양한 규모로 사회적‧연대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용도로 재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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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책제안은 이미 고민 중이거나 시도되고 있는 것들이다. 저자

들은 이러한 의제들이 더 활발한 사회적 토론을 발생시킨다면 그 자체로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제안들이 경제성장 지향의 맥락에서 활용된다면 온건정책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성장 없는 경제 지향 

맥락에서 추구될 경우 급진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리하면, 탈성장론에서 요구하는 것은 GDP로 측정되는 경제성장 중심주의를 내려놓고, 현재와 

다른 방식의 생산-소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 변화의 핵심에는 커먼즈와 커머닝이 있

다. 저부담‧저비용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대, 공동체 경제를 점차 강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법률상 지위 인정, 커먼즈 기반 스타트업을 위한 훈련과 지원, 공공조달 시 우
선권 부여, 윤리적 은행이 조성한 기금, 세금‧사회보장기금 감면, 도산한 기업 소유권의 노동자 귀속 

등이 있다(117쪽).
질병과 감염병 유행에 맞서 회복탄력성을 제공하는 위생, 의료, 돌봄 커먼즈는 가장 중요한 커먼

즈 중 하나이다. 탈성장은 지역과 광역의 돌봄·연대·지원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또한 예방 의료를 포
함하여 예산이 풍부히 배정된 공공·협동조합 형태의 의료 시스템, 건강한 환경과 건강한 적정가의 먹
을거리를 특히 강조하는 총체적 건강, 그리고 불평등을 줄이는 조치를 중시한다(117쪽).

(4) 노동시간을 단축하라
생산과 소비를 줄인다는 탈성장의 목표는 에너지 전환, 공정 고용, 인간과 자연환경의 동시 안녕

이라는 주제와 만나게 된다. 총 노동시간을 줄이면 탄소 배출을 포함한 환경 악영향이 줄어들게 된
다. 적게 일하고 적게 생산하며 소비할수록 화폐와 연관되지 않은 활동, 가령 여가, 돌봄, 공동체 참여 
등에 보내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건강하고 회복력 높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된다(119-
120쪽).

(5) 녹색사회와 평등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금융
물과 대기오염, 유독 폐기물과 탄소배출 혹은 자원추출 활동에 전략적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과세는 지구나 인간에게 해로운 제품, 즉 육류, 설탕 과잉청량 음료, 플라스틱, 너무 잦은 비행 등의 소
비를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사치세(가령 SUV, 요토, 개인 소유 제트기)는 중요한 세원
이 될 것이다. 불평등은 누진적 자산과세, 누진적 소득세를 통해 완화될 수 있으며, 세금 천국과 조세
피난처를 국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소득분배를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정책패키지로는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의 인상,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있다. 아마도 이보다 더 핵심적인 것
은 고율의 누진과세와 한도설정을 통해 최고 소득을 제한하는 것이다(122-123쪽).

근본적으로 중요한 개혁방안은 경제용 화폐의 지배 영역을 제한하고, 완전(혹은 공공) 화폐를 창
출하며, 민간은행이 대부를 통해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지역공동체 통화와 시간
은행을 지원하자는 제안, 이로써 화폐시스템을 혁신하자는 제안이다. 또 다른 중요한 방안은 육류 과
잉 식단에서 벗어나고 폐기물을 줄이는 푸드 시스템 변혁 그리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생태친화적 
농업의 장려다. 농촌을 되살리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들며 농촌경제와 생태환경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는 일도, 건강한 탈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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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진실로 중요하다(122-123쪽). 새로운 커먼즈를 생산해내는 실천 속에 사람들은 새로운 자아

와 관계를 실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체성, 관계, 세계관이 (재)생산되는 문화적 전환, 다시 말해 인간

과 지구의 돌봄을 중심으로 한 관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모두 안에서 살아감, 자기됨이다

(88쪽). 

저자들이 이 책에서 전달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탈성장 옹호 근거는, 협동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소

박한 삶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156-157쪽)는 것이다. ‘탈성장의 최종 목표는 노동 존엄성의 회복, 이

기성을 덜 자극하는 경쟁, 더 평등한 관계, 개인의 성취로 순위가 매겨지지 않은 정체성, 연대감 넘치는 

지역사회, 인간적인 삶의 리듬, 자연에 대한 존중’(157쪽)인 것이다.

2. 페미니즘과 탈성장연대FaDA의 성명서

이 글은 페미니즘 추론을 탈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FaDA2) 에 소속된 

약 40명의 학자와 활동가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2020년 4월에 발표된 이 성명서는 탈성장을 지지

하는 페미니스트들과 수차례의 화상회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이러한 협력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팬데믹

을 ‘생명‧재생산의 위기’, ‘돌봄의 위기: 인간, 비인간, 공유된 생물권을 돌보는 일’로 이해하고 있음을 분

명히 하였다. 또한 팬데믹 시기를 ‘돌봄 가득찬Care-Full 급진적 전환을 위한 시작’으로 여기며, ‘의도적인 

탈성장’에 대한 네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과 돌봄노동의 사회적 조직을 민주적으

로 재건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이하 전문을 옮겼으며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다.

2)　이 단체는 탈성장과 페미니즘의 대화를 촉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보  자·활동가들의 네트워크이며, 2016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한 제5차 국제 탈성장 컨퍼런스에서 시작되었다. 

[전문번역] 

협력적 페미니스트 탈성장: 돌봄 가득찬 급진적 전환을 위한 시작으로서의 팬데믹1) 

Collaborative Feminist Degrowth: Pandemic as an Opening for a Care-Full Radical Transformation

지구촌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공중보건 위기나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경제적 위기만 아니라 근본

적으로 생명의 재생산 위기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돌봄의 위기이다. 돌봄이란 인간, 비인

간, 공유하고 있는 생물권2)을 돌보는 일이다.

팬데믹은 역사적 단절이다.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상’이 문제였기 때문이

1)   이하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degrowth.info/en/collaborative-feminist-degrowth-pandemic-as-an-    
opening-for-a-care-full-radical-transformation

2)   생물권biosphere이란 지구상에 생물이 살고 있는 범위로 대기권, 수권, 지권 등의 용어와 대응되는 말이다(산림청 홈페이지, 
정보마당-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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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최근 한 밈에서 볼 수 있듯이, 팬데믹은 세계를 다시 짓기 위한 시작opening for reworlding이다. FaDA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다양한 입장 속에서 어떻게 이 시기를 직면하고 조직할 수 있으

며, 어떻게 급진적이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한다. 이러한 삶의 방

식에는 공동체, 관계 형성, 비인간 세계를 포함하여 서로를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된다.

이러한 협력적 성찰은 다음과 같은 우려에 의해 고무되었다. 첫째, 우리는 이 위기가 우리가 말하는 탈성

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 우리는 의도적인 (페미니스트) 탈성장 프로젝트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그리고 왜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는 팬데믹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의존했지만 눈에 띄지 않았고 무시되었던 돌봄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차원들에 주목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가 장기적으로 돌봄 가득찬care-full 경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을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GDP는 급락하고 자원 활용 개발과 오염은 감소하며, CO2 배출량도 떨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는 인간의 활동이 줄어 생겨난 공간에 비인간 생명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탈성장 지지자 또는 환경주의자의 위시리스트처럼 읽혀질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팬데믹으로 야기된 세계

경제의 둔화를 페미니스트 탈성장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반대로 지배적 행위자들의 

일부 대응은 감시, 권위주의, 생태파시즘 안에서 걱정스럽고 위험한 경로들을 보여준다. 지난 금융위기 맥락

에서 선언한 슬로건은 “당신의 긴축은 우리의 탈성장이 아니다.”였다.

경기침체나 불황은 위기이다. 이것은 돌봄 가득찬 사회 전환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제 모델을 무한정한 

자본주의 성장의 생물물리학적 불가능성3)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 

탈성장은 자발적인 변화에 의해 추동된,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유쾌한convivial 사회를 향한 급진적 전환의 비

전을 구현한다. 탈성장은 다른 방식의 경제 비전들을 포괄하는 개념umbrella term이다. 여기에는 성장과 축적을 

최우선 목표로 하지 않고, 대신 돌봄, 웰빙, 공생conviviality, 연대, 생계경제provisioning economies, 커먼즈와 커머닝

commons and commoning4),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된 평등, 인간의 번영,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관심을 둔

다. 이는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한다. 

일부 지역에서의 팬데믹 위기에 대한 대응에는 공공 집합재와 인프라에 대한 보다 절실한 재평가, 시민

을 부양할 정부의 능력과 책임에 대한 인식5),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는 이 위기를 불평등, 권위주의, 긴축, 경기침체로 이용하려는 다른 비전들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

마존 드론을 통해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을 공급하려는 실리콘 밸리의 환상, 글로벌 초감시 국가의 강

화, 이미 많은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 여러 국가에서 기업을 

“구하기” 위해 불안정한 계약과 단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팬데믹 시기에 보다 

안정적인 공식 고용에서 탈락한 많은 사람들은 이후에도 이러한 지위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들은 에콰도르, 인도, 케냐와 같이 국가의 군사화를 포함한 탄압에 의존하고, 효과적인 공중보

건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반복적인 인권침해의 길을 연다. 

3)　끝없는 경제성장 논리와 행성적 한계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4)　『공유지의 약탈』(2021) 역서에서는 이를 공유지, 공유화로 번역하였다.
5)　아일랜드의 의료시스템 국유화가 하나의 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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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한다. 우리는 어떻게 노동labor과 돌봄노동의 사회 조직을 민주적으로 재건하

기 위해 이 시기를 활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 긴축, 구조조정, 교육과 의료의 민

영화로 인해 고갈된 공공복지의 영역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시기를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시작이 우

리의 경제를 이성애 가부장적 자본주의 원칙에 기반한 성장패러다임의 손아귀에서 해방으로 이끌 수 있겠는

가? 페미니스트 탈성장 프로젝트는 생산 영역을 섬기는 재생산의 서발턴화subalternization의 종식을 요구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도적인 탈성장을 이끄는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제안한다. 의도적인 탈성장은 사회의 모

든 영역이 참여하고 집결하며 변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민주적이고 페미니스트적인 접근을 기반으

로 한다. 

1. 생계경제6)를 향하여: 사회적·생태적 재생산 역량을 인정하고 재생하다

Towards a Provisioning Economy: Recognize and regenerate social and ecological reproductive 

capacities

필수 서비스essential service를 제외한 모든 것이 폐쇄됨에 따라, 이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필수와 과잉의 본

질을 (재)고려하도록 초대한다. ‘생산적인’ 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재생시키며 우리의 생존을 

위한 물질적 기반들이 극명하게 강조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물질적 기반을 생계경제provisioning economy, 

즉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복지와 재생산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경제라고 불렀다.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의 식량을 재배하는 농부들과 선반에 상품을 쌓는 슈퍼마켓 직원들에 

대한 감사함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역량은 환경적·사회적·기반시설 자원의 유지보수, 재활용, 수리, 복원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은 사

회적·환경적 재생산을 강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재생산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을 이르는 재생산 

경제라고도 부른다. 여기에는 가정에서의 무급노동뿐만 아니라 주로 소농, 활동가, 토착민들이 주도하여 생명

을 재생산하는 생태적 역량들의 보호와 재생이 포함된다. 이들은 돌봄 가득찬 일care-full work을 수행하며 토양

을 살리고 오염되지 않는 공기와 수원水源을 지키기 위해 분투한다. 그들의 재생산노동과 돌봄노동은 무료로 

여겨져 착취되어 왔고, 공기, 물, 비옥한 토양은 오랫동안 자본주의를 위한 ‘공짜 선물’로 간주되어 왔다.

생계경제와 재생산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경제의 핵심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경제라는 단어의 어

원은 가정의 관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유래했다. 페미니스트 탈성장은 우리의 

경제를 재구조화하여, 끝없는 욕망과 성장 명령growth imperative을 만족시키는 물건의 생산으로부터 필요를 충

족하고 삶을 재생산하며 영위하는 방향으로 강조점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에 대한 생각을 낭만화하

거나 경제적 전환의 젠더화된 영향을 잊지 않고, 경제적 실천에서 이러한 생계경제로의 체제를 장려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삶의 지속가능성은 사회 조직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생태적 재생산 역량

6)　여성주의 경제 에서는 시장 경제에서의 생산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지 않고 생계경제를 강조한다. 경제 행위의 일차적 
목적은 인류의 자기보  즉 사회재생산이므로, 경제 은 인간이 삶을 지탱하고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조직하고 
조달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계경제가 사회재생산의 기초가 될 때, 돌봄노동은 중요한 경제 
행위로 인정받게 된다(장지연 외, 202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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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정, 재생, 강화뿐만 아니라 생계경제 방식으로서 시장 및 교환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성적 한계 내에 머무는 사회, 사회적·생태적 재생산 역량을 다시 채우고 향상시키는 

사회를 시급히 요청한다.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소농small peasant agriculture 혹은 유기농을 지지하는 공동

체에 기반한 푸드시스템이다. 이 두 가지는 지역의 회복력을 높이고 토양의 재생을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에 대한 의존을 줄인다.

2. 생산과 재생산의 장소로서 가정

 Home as a site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나는 집에서 지냅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을 돌보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은 이 유례없이 불확실한 시

기에 물리적 거리두기(문제적이게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부르고 있다)를 장려하기 위해 흔히 듣게 되는 문

구이다. 돌봄 행위를 가사 영역으로 후퇴시키는 이러한 요구는 여러 질문들을 제기한다. 누가 집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가? 누가 취약한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고립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피난처로서의 가정이 기존 자본주의 사회 조직 하에서 사치luxury로 만들어졌음에 주목

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머물 집과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호사를 가진 사람들이고, 취약계층은 그보다 덜

하다.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외출해야 한다. 또 다

른 사람들은 집이 전혀 없다. 바이러스는 오염과 마찬가지로 민주적이지 않다. 바이러스는 구조적 불평등을 

경유하여 차별한다. 구조적 불평등은 젠더, 인종, 계급, 장애, 나이, 장소 등을 거쳐 누적되고 맞물리는 억압과 

차별의 형태에 따라 변형된다.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남성이 더 많이 사망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경

우, 흑인 커뮤니티가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더구나 집이 항상 안전한 공간은 아니다.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약한 사람들을 학대자와 같은 공간

에 두어 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의 수준을 높인다. 고용주는 사람들이 홈오피스, 공장 또는 그들의 

현장에서 돌봄노동과 임금노동을 동시에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 없이 집에서 교사를 

대리하는 동안 노동의 성별분업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불평등해진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간의 충돌은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항상 지적해왔던 것, 즉 가정은 항상 일터였으며, 직장은 집과 같

은 장소인지 다른 장소인지에 따라 가정에 의존한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공동체와 사회적 연대를 중심으로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어떻게 이 시기에 소외를 넘어 탈성장에 필수적인 공생과 연대가 번성할 수 있는

가? 국가는 모든 가구가 이성애 가부장제 가족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이 위기의 사회·경제적 혼란을 흡수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국가에서 1인 가구가 가장 일반적인 가구유형

이다.  

이러한 원자화는 사실상 실질적인 연대의 형식들과 사회적 근접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들은 가부장적 핵가족을 넘어서고, 모든 국가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핵가족 구성원을 지원

하고 상호연결하는 지원 및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는 바이러스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피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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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affinity group에 대한 아나키스트 사상가들의 열정’7)을 (해러웨이의 용어로) “신의 친족god-kin”이 아닌 “이

상한 친족odd-kin”의 네트워크를 되살리려는 하나의 모델로서 공유한다. 그들이 제안하는 내용은 당신이 신뢰

하는 그룹을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비슷한 위험 요소와 위험 허용 수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즐겁게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우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나면 어피니티 그룹들은 보다 광범위한 상호부조 그룹들과 연결될 수 있다. 상호부조 그룹들은 노

숙자, 이민자, 난민과의 보다 폭넓은 실질적 연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대 파업과 노동운동, 돌봄노동자와 

LGBTIQA+8) 및 수감자의 권리단체와의 직접적인 연대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투쟁과 저항을 지지하고 집합적 

동원에 참여할 수 있다.

가정을 넘어 지금 이러한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소외를 극복할 수 있고, 이 역사적인 시기에 우

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집합적 동원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이것은 커

머닝과 공동체 자원에 의존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돌보면서, 삶의 재생산을 조직하는 공동의 방법들을 상상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돌봄 경제를 향하여: 돌봄노동과 돌봄소득

   Towards a Caring Economy: Care Labor and Care Income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호사, 의료 보조원, 아동 돌봄노동자의 다수는 여성인 반면 남성들이 집중

되어 있는 필수 일자리들은 병원 보조인력hospital orderlies9), 쓰레기 수거원, 농업 노동자, 의사, 배달원 등이 있

다. 이러한 필수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공식 노동자, 불법체류 또는 이주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이들은 공중보건과 복지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그들이 아프더라도 

여전히 일을 계속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해고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하고, 많은 경우

에 굶주림과 건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다. 

우리는 탈성장을 재생의 문제로 생각한다. 세계 경제의 많은 측면에서 성장이 축소되어야 하지만, 돌봄 

인프라와 같은 일부 중요한 민주적 기반시설은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재)생산과 돌봄의 커머

닝을 중심으로 한 변혁적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 페미니스트 탈성장 미래에서, 시장과 국가를 넘어 지역사회, 

가정 및 환경 돌봄의 제공provision은 이윤극대화, 경쟁 또는 효율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논리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사회화, 공공요금utility의 사회화, 음식, 주택, 의약품, 교육과 

기타 기본서비스의 탈상품화를 요구한다. 

이 팬데믹은 프란치스코 교황부터 스페인 의회, 미국 기술벤처 자본가 앤드류 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7)　어피니티 그룹affinity group은 일반적으로 서로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을 말한다. 이 기사에서 바이러스에서 
생 하기 위한 아나키스트 가이드로서 어피니티 그룹의 형성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의료적인 안전과 함께 행
동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협동적 능력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
인할 수 있다. https://ko.crimethinc.com/2020/03/18/surviving-the-virus-an-anarchist-guide-capitalism-in-crisis-rising-
totalitarianism-strategies-of-resistance

8)　LGBT가 확장된 것으로, 자신의 성적 특성을 꼭 집어 무엇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 queer, questioning, intersex, asexual의        
첫 단어들을 연이어 붙인 것이다(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191509).    

9)　hospital orderlies는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병원 오더리는 병동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환자
를 들어 올리거나 돌려 눕히며, 그들을 휠체어나 이동식 침대로 옮기는 직접적인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일을 수행한다
(https://joboutlook.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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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에 의해 보편적 기본소득UBI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여왔다. 삶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매달 적정 수

준의 금액을 개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UBI는 다양한 비전과 목적의 일부로 옹호되고 있다. 

탈성장은 개인이 착취적 고용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게 하고, 환경 파괴적 체제에서 탈피한 전환을 지지하며, 

일자리 대 환경의 싸움을 넘어 지구와 분리할 수 없는 생존가능한 살림을 다루는 정치로 나아가는 데 조력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들을 모색하는 제안들과 연대한다.

탈성장의 페미니스트 옹호자로서 우리는 돌봄소득Care Income을 제안한다. 돌봄소득은 가정과 공동체의 

삶과 웰빙을 지속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수행하는 무급의 젠더화된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면

에 내세움으로써 다른 제안과 차별된다. 돌봄소득은 모든 시민들이 우리 자신, 우리의 친척과 다른 이들을 돌

볼 수 있는 역량에 대해 공유부common wealth를 투자하는 것으로 개념화함으로써 형평과 연대를 촉진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세계여성파업Global Women’s Strike: GWS과 유색인종 세계여성파업Women of Color GWS10)의 

돌봄소득 요구를 지지한다. 이 요구는 정부가 현재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의존하고 있는 삶과 생존의 (재)생

산 노동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인지하도록 촉구한다. 

4. 연대 경제를 향하여 

    Toward a Solidarity Economy

팬데믹의 시급성 속에서 우리는 기존의 어피니티 그룹들, 상호부조 네트워크, 그리고 모든 관련된 노력

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연대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대파업, 노동운동, 불안정한 돌봄노동자, 무주택자, 수감자들과 직접적으로 연대하는 상호부조에 이르기까

지 서로의 투쟁과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 북반구와 남반구North-South 관계의 지속적인 식민성coloniality을 인정

하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외채 탕감이 필요하다.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난민, 불법체류자, 노숙자를 

위한 피난처, 보호소,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인권 유린으로 증폭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에 대한 입증된 증거로서, 그리고 돌봄 가득찬care-full 전환을 위한 단합된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이민자 

구금센터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방면을 요구한다. 돌봄 기반 위기들은 대규모 구금이나 국경 폐쇄로는 

해결할 수 없다. 탈성장은 국경이 아니라 지구의 임계threshold에 관한 것이다. 생명(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죽

음)은 국경을 알지 못하지만, 대규모 농산업으로 인한 산림벌채가 산림지에서 발생하고 바이러스는 이렇게 

쫓겨난 야생동물에서 가축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이동11) 하는 것과 같이 생명은 한계들limits에 의존하고 있음

10)　이들 단체는 2020년 3월 정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공표하였으며, 여기에서 돌봄소득을 주장하였다. 팬데믹 시대에 
무임금 또는 저임금의 돌봄제공자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부재하고 오히려 더 많은 돌봄노동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다. 재난지원 정책들은 손실된 임금을 보상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여기에
서 무임금 노동에 대한, 구체적으로 모유 수유에서 노인 돌봄에 이르기까지 삶과 생 에 필수적인 노동을 다루고 있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1980년대 국제 가사임금 캠페인의 성과로 1995년 유엔에서 정부가 국민계정에 무임금노동의 측정
과 가치를 부여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처럼, 이들 단체는 사회와 환경 웰빙에 필요한 노동과 그렇지 않은 노동을 살펴보
고 기후정의를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돌봄소득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마침내 무심한 시장보다 사람과 지구를 보
호하는 일이 최우선시 되고 동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사람, 도시와 농촌 환경 그리고 자연 세계를 
돌보는 모든 젠더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돌봄소득을 요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lobalwomenstrike.net/open-letter-to-governments-a-care-income-now/

11)　https://climateandcapitalism.com/2020/03/11/capitalist-agriculture-and-covid-19-a-deadly-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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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팬데믹은 드러낸다. 

현재 세계 지도자들은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연대에 기반한 글로벌 그린뉴딜

과 같은 신속한 정책을 통해 생물권을 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일자리나 기후 보호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평소와 같은 ‘정상적인’ 삶이나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팬데믹은 기후정책이 ‘평소’

보다 훨씬 더 정통하고 잘 조직된 접근이 필요함을 드러낸다. 우리가 이미 공개한 글로벌 기후 임계를 감안할 

때, 비록 취약성은 매우 다양할지라도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다. 위기의 결과는 특권층에게는 

멀고 예측가능하지만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영향이 불균형하게 나타난다. 

팬데믹은 전례 없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즉, 생물권에 대한 모든 인간의 진정한 그리고 완전한 상

호의존이다. 증가하는 기후·환경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경제를 인간과 환경에 대한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하며, 팬데믹은 이러한 상호의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드러낸다. 우리는 돌봄, 스튜어드

십(stewardship)12), 협력, 공유, 커머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학이 필요하다. 산업사회에서 이것은 막대한 

자원과 부의 재분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전면적인 보호, 탈성장과 탈탄소 경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수

세기 동안의 식민성과 약탈을 만회하려는 사회·환경정의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변화는 팬데믹에 의해 재생산되고 노출된 불평등과 긴급성의 규모에 맞게 체계적이어야 한다. 이 위기는 

대안적 페미니스트 탈성장 미래로의 전환을 위한 집단적 학습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활용될 수 있다. 우리는 

더 돌봄 가득찬(care-full) 세상을 요구한다! 

12)　스튜어드십은 지가가능성을 추구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일반 용어이다. 종종 천연자원의 책임 있고 현명한 사용으로 정
의되며, 스튜어드십은 지가가능성 과 에 있어서 사회·생태적 회복력과 인간의 웰빙을 지지하고 복잡성을 인정하는 방
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스튜어드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에는 농촌 지주의 토지 활생(rewilding),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이니셔티브과 같은 활동들이 포함된다(West, Haider, Masterson, Enqvist, Svedin, & Tengö. 2018: 30).

요약하면, 이 성명서는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전환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위기를 돌봄

의 위기이자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위기, 생명의 재생산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이때, 돌봄의 범위를 사

람들 간의 돌봄뿐만 아니라 비인간과 공유하고 있는 생물권을 돌보는 행위로까지 확장시켰다. 결론적

으로 ‘페미니스트 탈성장 프로젝트는 생산 영역을 섬기는 재생산의 서발턴화의 종식을 요구’하고 있으

며, 장기적으로 돌봄 가득찬care-full 사회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전환의 과정은 민주적이고 여성

주의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며 의도적인 탈성장을 위해서는 다음의 과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 생계경제로의 전환이다. 사회적·생태적 재생산 역량을 인정하고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재생하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

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적 연대를 중심으로 한 돌봄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하나의 사례로 어피니티 그

룹 모델을 제시하였다. 셋째, 돌봄노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돌봄소득을 제안하였다. 이때 돌봄소득은 모

든 시민의 돌봄 역량에 대해 공유부를 투자하는 개념으로 소개한다. 넷째, 팬데믹은 생물권에 대한 모

든 인간의 진정하고 완전한 상호의존이라는 중요한 관계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연대경제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돌봄 가득찬 사회로 변화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소결하며, 탈성장 논의는 기후정의 실현을 한 발 앞당기는 논의이다. 무엇이 좋은 삶인지 우리 사회

의 필수와 충분의 경계를 논의하며 세계를 다시 짓는 작업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부터 밝아오는 시민들

의 성찰은, 더 큰 전환을 만드는 심도 있는 변화의 시작이다. 난데없는 기후붕괴를 하루하루 경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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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히려 우리는 ‘정상’이 아닌 것을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것들을 행동함으로써 위기를 변화

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FaDA가 새로이 제안하고 있는 돌봄소득은 페미니스트 정치 속에서 보다 자세

히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음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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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2021년 8월 18~21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이

하 BIEN 대회)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렸다. 더 정확히는 온라인으로, 즉 가상공간에서 열렸고, 

개최지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스코틀랜드기본소득네트워크Basic Income Network Scotland)에서 온라인 

행사를 조직했다. BIEN 대회 개최지는 원래 2020년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번, 2021년 스코틀랜드 글

래스고 순이었으나, 2020년은 취소(2022년 개최로 변경)되었고 2021년은 Whova(온라인 회의 플랫

폼)와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이었다.

코로나19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2020년 BIEN 대회를 취소하게 만들었

고, 2021년 BIEN 대회를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열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

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자연스럽게 2021년 대회는 기본소득 ‘운동’의 관점에서 주목

할 주제들을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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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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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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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주제 “아이디어에서 현실로”

2021년 대회 주제는 “아이디어에서 현실로Idea to Reality”였다. 지역조직위원회의 대회 설명에 따

르면, 기본소득이 “거대 변화를 위한 거대 아이디어”에서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 과정을 검토하는 대

회로 준비되었다. 

전 세계 각 지역과 나라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운동의 현황을 다루는 소주제 “전 지구적 기본소득 

전망들”의 개별세션들concurrent sessions이 가장 많았던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캐나다(의 교훈). 아프리

카(남아공, 가나), 유럽-러시아(터키, 러시아,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유럽), 

라틴아메리카(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라틴아메리카), 캐나다, 아시아(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대한민

국), 웨일스와 아일랜드, 글로벌기본소득 등이 개별세션 주제였다.

특히 제도 도입이 당장의 (정치적) 의제로 자리 잡은 스코틀랜드와 한국 등은 전체세션plenary 

session의 주제가 되었다.  스코틀랜드는 기본소득 도입모델 몇 가지가 제안된 상태에서 스코틀랜드 정

부와 의회의 지원 아래 2020년 스코틀랜드 기본소득 파일럿 타당성 연구결과가 나왔고, 한국은 경기도

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범주형 기본소득들(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실

험, 유력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도입 약속 등으로 제도적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었

다.

한국의 전체세션은 “한국의 기본소득 모험Korea's Basic Income Adventure”라는 제목으로 한국 기본소

득운동의 역사와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그리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제

시하는 ‘기본소득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발표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상임이사(현 이사

장)과 서정희 이사(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다.

Whova와 Zoom을 통해 열린 2021년 BIEN 대회. Whova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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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정의’를 명료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주제는 ‘기본소득의 정의definition’였다. 기본소득의 정의는 그

동안의 BIEN 대회들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였고 그래서 매 대회마다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

어야 하는지를 다루며 논의를 진전시켜왔다. 그렇지만 이번 대회는 남다른 위치에 있었다. 2016년 서

울에서 열린 제16차 BIEN 총회에서 기본소득의 정의를 수정하고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이어져 온 논

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이루는 BIEN 대회와 총회로 만들고자 했

기 때문이다. 대회 프로그램 브로슈어에서 “아이디에서 현실로 옮겨가기 위해 기본소득 정의에 대한 

합의 도출Coming to a consensus on the definition of Basic Income to move from Idea to Reality”이라는 세션을 소

개하는 아래의 문구에서 잘 드러난다.

“현재 광범하게 받아들여지는 기본소득 정의는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주어

지는 현금 지급금이라는 5가지 특징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최근 이 정의를 더욱 선명하게 하려는 상당

한 숙의과정이 있었다.

이 세션 동안,  잘 알려진 저자이자 기본소득 옹호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가 좌

장을 맡고 애니 밀러Annie Miller, 알리 무틀루 코일루오글루Ali Mutlu Köylüoglu, 텔레마크 마송Telemaque 

Masson, 피에르 매든Pierre Madden, 도루 야마모리Toru Yamamori가 토론을 하며 새로운 기본소득 정의에 

대한 합의에 이르고자 한다. 새 정의와 함께 이 대회에서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8월 21일 전체세션 “한국의 기본소득 모험(Korea’s Basic Income Adventure)” 발표. Zoom 캡처 사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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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소득의 정의’ 논의는 2019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19차 BIEN 총회의 결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6년 총회 결정 이후,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 사회적 지향에 대해 더 분

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에 따라 더 커지고 구체화되었다.  2016년 이후 전 세계적인 주목을 일으키는 사건들(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 실험 등)이 있었고, 스코틀랜드 기본소

득 파일럿 연구, 대한민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실시, 미국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앤드류 양의 기

본소득 공약,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에 영향을 받아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학술적 정

치적 논쟁이 활발해지면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복잡해졌다. 즉, 개념의 학문적  엄밀성

이 주된 논의인 시기를 지나 이제 기본소득 제도화의 과정에서 부각될 모호성과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래서 제19차 BIEN 총회에서 ‘기본소득 정의 명료화’ 연구팀Clarification of the Basic Income Definition 

working group을 만들어 수정할 문구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애니 밀러와 도루 야마모리의 주도로 연구

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원래는 1년 후인 2020년 제20차 대회에서 기본소득을 설명하는 문구 초

안을 다루려 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2021년 대회로 넘어왔다.

연구팀에는 애니 밀러, 도루 야마모리와 함께 알리 무틀루 코일루오글루, 텔레마크 마송, 피에르 매

든 등이 참여했고, 2년간 논의를 했다. 아쉽게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정관의 기본소득 정의 부분을 

바꿀 수정문구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몇 가지 수정문구 의견들에 대해 3차례의 개별세션에서 발표

와 토론을 하고 마지막 날 열린 총회에서 연구팀 활동 보고와 계획 발표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

연구팀에서 논의한 주제는 크게 5가지였다. 기본소득의 단일성Uniformity, 회수되지 않는 특징Non-

withdrawal character, 기본소득과 인권의 관계Relationship between Basic Income and Human Rights,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의 관계Relationship between Basic Income and Negative Income Tax, 2016년 정의 연구팀에 대한 

평가와 남은 문제들Reflections and remaining issues from the 2016 definition working group.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주제는 애니 밀러와 도루 야마모리의 제안이었다.

애니 밀러는 2019년부터 ‘기본소득의 단일성’을 정의에 추가하자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기본소득

의 단일성’ 안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본소득 금액을 지급한다(연령 제외)는 점을 정의에 추가하자는 안

이었다. 애니 밀러는 단일성을 기본소득의 정의에 포함한다면 ‘보편성’과 ‘무조건성’의 모호함을 보완

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받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음의 소득세와의 차이를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

도루 야마모리는 1950년대부터 2016년 총회 때까지의 기본소득 옹호론을 역사적으로 돌아보며 

최저선threshold이 없는 기본소득 정의 문제를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1페니도 기본소득인

가라는 질문과 함께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본적 필요basic needs의 충족 여부를 기본소득

의 설명방식으로 택한 판 파레이스와 주요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1990년대 이후 최저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충분한 수준을 기본소득 설명에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

로 포함하는 네트워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2016년에 BIEN 총회 참가자 결의안 채택으로 결론 난 

충분성 문제 등을 기억해야 할 대목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의 최저선 없는 기본소득 정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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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기존 사회보장정책을 폐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정치인이 등장한 현실을 예시하며 최

저선 없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위험성을 지적하기로 했다. 우리에게는 충분성이 기본소득의 정의인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최근 정치적 논쟁이 격해진 상황에서 더 두드러져 보이는 도루 야마모리 발표였다. 

(도루 야마모리는 자신이 최저선을 기본소득 정의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본소득운동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다

한국에서는 유종성, 이건민, 강남훈, 오준호, 김주온, 서정희, 안효상 등 7명의 연구자와 활동가

가 이번 BIEN 대회의 개별세션에서 발표했다. 8월 19일, “기본소득 재원모델을 설계할 때 고려할 것

들Things to consider when designing a funding model for basic income”이라는 세션에서 유종성 가천대 불평등

과 사회정책연구소 소장과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이 발표했다. 유종성 소장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사회보험: 모두를 위한 2단계의 사회보장 안과 한국에의 적용Universal Basic Income 

and Universal Social Insurance: A Proposal for Two-Tiered Social Security for All, with Application to Korea”을 주제

로 기본소득과 보편적 사회보험이라는 2단계로 이뤄진 모델이 가장 실현 가능하고, 보편적 기본소득

과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이 자유, 평등,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장 나은 21세기 사회보장책

이라는 발표를 했다. 이건민 연구원은 “기본소득-평률세 모델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한 7가지 명제

Seven Propositions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of the UBI-FIT Model”라는 제목으로 소득분배 양상, 세

율, 면세구간이 각기 다른 7가지 경우에서 기본소득-평률세 모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이론적-분석적으로 보여주는 발표를 했다. 같은 날, “독일, 한국, 스위스의 기본소득 재원 모델

8월 19일 개별세션 “독일, 한국, 스위스의 기본소득 재원 모델Funding models for Basic Income in Germany, South Korea and Switzerland”의 강남훈 
발표. Whova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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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models for Basic Income in Germany, South Korea and Switzerland” 세션에서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

과 교수가 “한국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실패 설명과 토지가치세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대안적 정책 

안Explan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failure to curb real estate speculation and an alternative policy proposal, land 

value tax with basic income”이라는 제목으로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모델의 가능성과 효과를 발표했다.

8월 20일, “한국의 기본소득Basic Income in Korea” 세션에서는 서정희/안효상, 오준호, 김주온 등

이 3가지 발표를 했다. 서정희 이사와 안효상 상임이사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탐구: 경기

도 기본소득의 의미와 한계Exploring the political feasibility of Basic Income: meaning and limits of Gyeonggi Basic 

Income”를 발표하며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와 한계를 

살폈다. 용혜인의원실의 오준호 비서관은 “한국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

인가?Will Korea be the first country to implement Universal Basic Income?”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관련 입법 현

황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김주온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는 최

근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에 기초하여 “협업하는 개인들의 기본소득운동: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 

대한 문화기술적 초점Collaborative Individuals in the Basic Income Movement : Ethnographic Focus on BIYN(Basic 

Income Youth Network)”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활동을 “청년을 호명하

면서도 세대론에 갇히지 않는 운동적 지향을 가진 개인들의 느슨한 연대”로서 읽어내는 발표를 했다.

2023년 BIEN 대회 개최지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다

대회 마지막 날인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2021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BIEN General 

Assembly 2021가 열렸다. 총회의 주요안건은 BIEN 집행부EC 선거, 헝가리네트워크의 가입 승인, ‘기본소

득 정의 명료화’ 연구팀 보고, 2023년 개최지 선정 등이었다. (2022년 BIEN 대회는  2020년에 열리지 

못한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9월 26~28일에 열린다.)

BIEN 집행부 선거는 비서, 자원활동팀 담당자, 회계 담당자, 웹사이트 매니저에 대한 선거였고 각

각 디아나 바슈르Diana Bashur, 훌리오 리나레스Julio Linares, 말콤 토리Malcolm Torry, 마이크 발렌타인Mike 

Valentine이 뽑혔다. ‘기본소득 정의 명료화’ 연구팀 보고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보고였고 내년 대회 때

까지 더 진전된 논의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헝가리네트워크 가입은 별 이견 없이 승인되었다.

2023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IEN Cogress 2023 개최지 선정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개최 

안에 대한 결정이었고, 총회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2023년 8월 24~26일, “현실의 기본소득Basic Income 

in Reality”를 주제로 대한민국 수원에서 개최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2023년 BIEN 대회는 대한민국

에서 열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도된 2020년 온라인 개최 경험의 장점을 살려 온라인과 오프라

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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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가이 스탠딩의  『공유지의 약탈Plunder of the Commons』 (2019)

(안효상 역, 창비, 2021)과 안나 쿠트 & 앤드루 퍼시의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The Case for Universal Basic Services, 2020)』(김은경 역, 클라

우드나인, 2021)에 대한 서평이다. 적어도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의 요청은 그랬

다. 근데 결과는 정체를 알기 힘든 글이 되어버렸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이념 아닌 실제(공유지) 통해 발견하려 해

공유지commons가 소환되고 있다.1) ‘공동자원, 공유관리, 공유도시, 공유경제, 

공유사회’ 등 여러 말과 개념들은 공유지 소환 현상을 나타낸다. 여러 말과 개념들

1)　공유지 소환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20세기 후반에 커먼즈 개념이 소환되었다. 사적소유권 관념이 
가지는 배타성을 ,화하거나, 공공 또는 공중의 이해를 고려하거나, 공 을 도모하는 일 등에 커먼즈가 
동원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인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환경적 맥락 등에서 매
우 다양하게 커먼즈(공유)가 추구되고 있다. 이른바 현대적 커먼즈라는 이름을 달고, 자본주의의 틀 안
에서 그러하다”(김영희, 2018).

공유지(커먼즈; commons)와 분배

이관형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동
향 

:
 

출
판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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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재에서 확인하듯이 공유지를 둘러싼 이론적·실천적 지형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

다(권범철, 2020). 즉 어떤 공유지를,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 공유지를 통해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는 차이를 노정한다. 이는 공유지 자체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포함한다.

가이 스탠딩의 『공유지의 약탈』(안효상 역, 창비, 2021, 이하 ‘약탈’)도 공유지 

소환 흐름에 서 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의 정당성을 자유지상주의나 민주적 공화

주의와 같은 이념이 아니라 역사적 실제를 통해 발견하고자 한다. 공유지는 가장 영

국적이면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역사적 실제이다. 

서양 전통에서 진보는 언제나 회귀이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는 돌아가야 할 근

원(원리)이자 다다라야 할 이상(이념)이었다. 주나라 예법질서로 돌아감을 이상으

로 내세웠던 공자에서 보듯 ‘돌아감과 나아감의 통일’은 양의 동서를 불문한 방법론

Methodologie일지도 모르겠다.

‘약탈’에서 드러나는 가이 스탠딩의 전략도 유사하다. 고대 그리스는 중세 삼림

헌장 당시의 공유지로 대체된다. 가이 스탠딩이 그렇다고 삼림헌장 당시를 이상화하

는 것은 아니다. 삼림헌장이 보장하는 공유지가, 공유지 정신이 돌아가야 하고, 나아

가야 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공유지는 우리 시대가 회귀하고 지향하는 ‘오래된 미

래’다. 

맑스는 공산주의를 종착점으로 사고하지 않고, 운동Bewegung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시공산제에서 어떤 원형을 본다. 기본소득론자인 가이 스탠딩은 중세 공

유지에서 영감을 얻는다. 사적 소유의 철폐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여전히 ‘소유(권)’의 

문제가 관건이다. 그러나 공유지의 회복에서 관건은 더 이상 ‘소유(권)’가 아니라 ‘이

용(권)’이다.

그런데 오늘날 ‘공유지 이용(권)’은 과거와 같은 방식일 수가 없다. 달라진 현실

에 맞게 ‘이용(권)’의 의미와 내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 

공유지로부터 도토리나 밤을 주워오거나 땔감을 구하는 것은 공유지에 대한 오늘날

의 이용방식일 수 없다. 그래서 가이 스탠딩은 공유지 이용(권)을 공유지에서 나오는 

수익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수익권’ 혹은 ‘수익 배당권’으로 간주한다. 이는 

여전히 이용 자체가 중요한 공유지(가이 스탠딩이 사회 공유지의 영역으로 분류한 

돌봄 서비스와 같이)가 있음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공유지는 물적인 대상이자 제도, 규칙이며 인적 결합(공유자)을 나타
내는 복합개념

‘약탈’에서 가이 스탠딩은 공유지의 강탈사史를 보여주고 회복 방법을 모색한

다. 공유지는 방치, 침해, 인클로저, 사영화, 식민화를 통해 격감한다. 근대의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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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자체가 공유지의 강탈과정이기도 하다. 영국의 사례와 역사가 바탕을 이룬다. 하

지만 공유지는 사적소유권의 성립 이전에는 지구 전역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다. 그 

강탈 역시 근대화가 보편이었던 만큼이나 전 지구적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공유지의 

강탈과 관련해서는 영국을 넘어 세계 각국의 사례가 다양하게 소개된다. 

그렇지만 정작 ‘공유지’는 옮긴이의 말처럼 이해하기에 “까다로운” 개념이었으

며, “잡힐듯하다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다(467쪽, 이하 괄호숫자는 쪽수). 

가이 스탠딩은 공유지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모든 자연자원-토지, 숲, 황야와 공

원, 물, 광물, 공기 등을 포함해서-,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었고 우리가 보존하고 개선

해야 하는 모든 사회적‧시민적‧문화적 제도, 수세기에 걸쳐 구성된 사상과 정보의 

체계 위에 건설된 사회로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포함한다”(15)고 적고 있

다. 그러나 공유지에 대한 정의와 규정은 이 책의 도처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

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오히려 총괄적 파악comprehension을 어렵게 했다.

그렇지만 ‘공유지’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

다. ‘사적소유권’ 관념에 입각한 근대 민법과 사회체제는 공유지를 배제한다. 따라서 

그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공유지는 낯선 것이 된다. 옮긴이의 표현을 다시 빌면 

“새로운 삶의 방식과 문화체제에 (무)의식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적응”하느라 “강

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상실”(466) 당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적

응한 ‘새로운 삶의 방식과 문화체제’란 모든 재화가 배타적 권리로서의 ‘사적소유권’ 

관념에 의해 법으로 규정‧보호되는 우리의 현재적 삶의 방식과 그것을 당연시하는 

관점, 가치체계, 그 총합으로서의 문화 일반이다.

공유지 자체는 축소됐지만 공유지의 모습은 다양해져

또 하나는 ‘공유지’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적소유권 체제가 확립되

기 이전에 공유지는 대체로 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즉 커먼즈를 공유‘지’로 옮긴다 

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그렇지만 커먼즈는 탄생부터 토지와 같은 물thing적 대상만

이 아니라 권리와 규약 등의 비물질적 요소, 공유자라는 인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복

합 개념이었다. 게다가 역사의 진행과 이에 따른 환경과 조건의 변화는 새로운 공유

지를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 커먼즈는 자연 공유지로부터 출발하지만 여러 다른 영

역들로 확장해 나간다. 요컨대, 커먼즈 개념의 복합성과 커먼즈의 양태 변화 및 영역 

확장은 커먼즈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양대 요소이다. 

커먼즈commons는 어느 지역이나 집단에 속해 있는 개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사회 환경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취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 사적소유권 관념이 확립되기 전의 법체계들은 정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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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커먼즈를 재산권의 한 종류로 인정하였다. [···] 어떤 재산

(물건, 자산)을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면서 이익을 나누어 취

하고 있을 때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하기도 하고, 해당 재산 자체를 말하기

도 한다. 권리로서 커먼즈를 공유하는 것도 커먼즈이고, 목적물로서 커먼즈를 

공유하는 것도 커먼즈이다. 이렇게 공유되는 권리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

권, 관리권, 이용권, 배제권, 접근권 등이 있다. 공유되는 목적물인 커먼즈는 토

지, 물, 환경 등 자연자산인 경우가 많지만, 사회 환경이나 사회 제도 같은 무형 

자산인 경우도 있다. [···] 커먼즈적 요소를 제거해 낸 다음 개인의 배타적 지배

요소를 중심으로 소유권 체계를 새로 축조한 것이 바로 근대 민법의 제정이었

다(김영희, 2018). 

가이 스탠딩은 공유지에 관한 논의를 ‘삼림헌장(1217년)’으로 시작한다. 공유지

는 삼림헌장 이전에도 존재했다.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편재했다. 그렇지만 

구속력을 지닌, 명문화된 법조문(‘보통법common law’의 탄생)으로 존재한 것은 영국

이 유일했다. 가이 스탠딩의 작업은 삼림헌장의 정신과 내용을 현대에 소환·부활시

키는 데 있다. 

가이 스탠딩은 삼림헌장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저, 삼림헌장의 공유지 

정의와 관련해서다. 삼림헌장은 공유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공유지는 공유자에게 속하며 공유자 집단은 전통적

으로 관습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일반대중에 의해 규정되기도 한

다.) 세 번째로 공유자는 공유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알려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

다. 공유자는 공유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삼림헌장은 공유지를 보존할 의무

와 함께 집단행동과 공유지 거버넌스의 조건을 규정한다. 

이 세 번째 특징은 개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해서도 중요성을 지닌다. 

가이 스탠딩은 하딘이 공유지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다고 본다. 공유한 자원을 관리

하기 위해 합의한 규칙과 실천이 공유지의 본질이다. 공유지의 핵심 특징은 접근과 

이용의 통제, 관리권과 권리 이전이나 권리 제거의 규칙 등에 관한 통제에 있다. 하딘

의 논문에서 상정한 자기 이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목초지를 사용하는 것은 공유지의 

실상을 잘못 이해했거나 왜곡한 것이다. 실제로 하딘은 자신의 논문을 “‘관리되지 않

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불렀어야 한다고 고백했다고 한다(65). 

역사적으로 볼 때, 공유지의 진정한 비극은 (삼림헌장이 폐기됨으로써: 필자 삽

입) 규칙이 너무 모호해서 권력자들이 취약한 사람들을 이용해 공유지를 인클로저하

고 사유화하고 상업화하고 축소해왔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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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오류

저자는 공유지를 영역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공유지가 지니는 특징과 구성요소, 

강탈과정,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삼림헌장 당시 공유지는 자연 공유지natural commons이다. 모든 공유지가 자연 

공유지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유지의 핵심은 자연 공유지이며 공간적이다. 자

연 공유지에는 토지, 토지 아래와 위에 있는 광물과 기타 자연물, 삼림, 숲, 야생생물, 

강과 호수, 해안, 공기, 하늘 등이 포함된다. 

공유지는 강탈로 말미암아 소실되어 갔다. 그렇지만 역사의 진행에 따라 공유지

의 양태와 영역은 확대한다. 사회 공유지, 시민 공유지, 문화 공유지, 지식 공유지가 

그것이다. 

사회 공유지social commons는 정상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기관들과 생활 편의시설

을 포함한다. 사적 시장 외부에서 제공되며, 여러 세대에 걸쳐 만들어졌고 이것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는 세금과 기부금 등이 투여된다. 치안, 우편, 대중교통과 도로, 

하수도 체계, 홍수 예방, 공원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공공주택, 아이와 노인 돌봄,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시민 공유지civil commons는 법 앞의 평등이소노미아; isonomia, 즉 사법 혹은 정의에 

대한 권리right to justice와 관련된다. 여기에는 사법제도, 치안, 보호관찰서비스와 교도

소를 포함하는 교정제도 및 시설, 사회보장정책과 그에 따른 심사제도, 도시 공유지

와 공적 공간에 대한 접근권,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권, 훈련을 위한 유연 

노동시간 요구권 등이 포함된다. 가이 스탠딩은 치안, 교정, 심사 등의 영역에서의 민

영화와 알고리즘에 의한 각종 정책 결정(대출, 일자리, 가석방 등) 등을 시민 공유지 

훼손사례로 들고 있다. 

문화 공유지cultural commons에는 예술, 스포츠, 대중매체, 공공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콘서트홀, 공공 공연장 등은 물론, 공공건축, 도시경관, 풍경 등도 여기에 속

한다. 문화 공유지는 긴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영역의 하나다. 문화 공유지는 지

출이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문화의 개별 영역 대부분이 소수의 관심사이기 때문

에 손쉬운 삭감 대상이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확대도 문화 공유지 침식에 기여했

다. 세금 관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부자들이 사적 예술품 수집에 뛰어 들었다. 개인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하여 주요 예술작품을 사들임으로써 공공미술관의 수준 유

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지식 공유지knowledge commons는 정보(뉴스와 사실), 지식(아이디어), 교육(학습

과정)의 세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가이 스탠딩은 이 세 측면 모두에서 공유지의 축소

를 우려한다. 정보 공유지의 중심이 도서관에서 인터넷으로 이행했음을 지적한다. 

여기서 그는 구글(지식), 페이스북(소셜미디어), 아마존(온라인 쇼핑) 등에 의한 정보 

공유지의 인클로저, 상품화, 사영화, 이데올로기적 포획 위협을 다룬다. 지식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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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해서는 지식재산권, 저작권 보호를 통한 지적 공유지의 고갈을 다룬다. 교육 

공유지에서는 높은 수업료와 어려워진 학자금 대출에 의한 사회소득 불평등 심화, 

고등교육의 상업화, 무크MOOC 등에 의한 교육의 표준화와 상업화, 노동시장에 맞춘 

가르침과 학습의 상품화와 이로 인한 학력주의 강화, 지적재산권 체제에 의한 대학

내 예술과 인문학의 주변화 등을 지적한다.

기본소득은 공유지 배당이며, 그 자체로 공유지

끝으로 가이 스탠딩은 공유지 배당을 위한 공유지 기금의 설립을 주장한다. “모

든 형태의 지대 소득 - 물리적‧금융적‧지적 재산의 사적 소유에서 나오는 소득 - 은 

공유되어야 한다. 공유지의 상업적 이용 혹은 개발에 대한 부담금을 주 원천으로 하

여 공유지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그는 공유지 기금과 관련, 공유지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부담금의 분배 및 관리방안을 달리 제시한다. 첫째 석유, 천연가스, 광물과 같은 고갈

되는 비재생 자원 부담금은 고정자본으로 취급한다. 둘째, 숲과 같이 보충 가능한 공

유지는 보충 비용 충당을 위한 자원을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셋째, 공기, 물, 아이디

어처럼 고갈되지 않는 공유지는 당장(현재의) 분배가 가능하도록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는 기금의 운영 및 투자와 관련한 원칙도 적시한다. 첫째, ‘예방적 원칙’이다. 

기금의 투자정책에서 생태적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한다. 둘째, 국가가 시민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며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공공신탁 원칙’이다.  고갈될 수 

있는 공유자산의 자본가치를 보존하도록 요구한다. 셋째, 미래세대가 현세대와 동일

하게 이득을 얻는 분배정책을 요구하는 ‘하트윅 원칙’이다. 

그는 기본소득을 ‘공유지 배당’이라고 명시한다. 고갈되지 않는 자원의 부담금에

서 나오는 모든 수입은 원칙적으로 매년 분배할 수 있다. 반면 고갈되는 자원의 부담

금에서 나오는 수입의 경우 기금 수입으로 가야 한다. 영구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즉 자본금을 보호해야 하며 연평균 수익에 기초하여 일정 한도 내에

서 분배되어야 한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의 주요 근거는 기술적 실업이라든가, 현행 복지나 빈곤 

규제보다 효과적이라든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본적으로 기본소득은 사회정의의 문제다.”

이어서 그는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주장 두 가지에 대해 답을 내놓는다. 우선, “기

본소득이 ‘공짜로’ 주는 것이라는 반대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위선적이다. 상속된 부

가 영국의 모든 부의 60%을 차지한다. 사적 상속이 지속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회

적 부에서 배당을 하는 것에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경우든 그것은 ‘공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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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공유지의 상실 혹은 고갈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418). 

두 번째로 기본소득의 지급액수와 관련하여 가이 스탠딩은 기본소득 제도도입 

단계에서는 많은 액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는다. 다만, 충분성이 기본소득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책의 말미에 부록의 형식으로 ‘공유지 헌장’을 내놓는다. 이 헌장은 전문과 

44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이는 자신이 책에서 밝힌 논지를 종합한 것이자, 삼림헌장

을 현대에 맞게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소득, 단순한 정책수단 아니라 윤리적 요청이자 사회정의

그런데 공유지 배당은 과연 보편적 기본소득UBI의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하는

가? 안나 쿠트Anna Coote와 앤드루 퍼시Andrew Percy는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

서비스로(The Case for Universal Basic Services, 2020)』(김은경 역, 클라우드나

인, 2021)(이하 ‘서비스’)를 통해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두 사람이 ‘공유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다. 때문에 좀 더 정확히 표현하

자면 두 사람은 “부자인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는”(21) 현실을 넘어서기 위

해 보다 필요한 것은 UBI가 아니라 UBS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보편적 기본서비스 주창자인 이언 고프Ian Gough는 UNESCO 

Inclusive Policy Lab에 올린 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서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논

의를 변경시킬 것을 주장한다. 거기서 그는 UBS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보편적 기본서비스UBS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적 제안이다. UBS에서 

무료 공공public 서비스의 공급은 보건이나 교육을 넘어 다른 기본 필요(욕구)들, 예컨

대 주택, 돌봄, 교통, 정보, 영양 등을 보장cover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 UBS는 보다 평등주의적이다. 강력한 재분배 효과로써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 UBS는 또한 보다 지속가능적이다. 경제를 (저소득층에게 불균형적으로 비용

을 부담지우는 대신에) 올바른 방법으로 탈탄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소비경로를 제공

한다(Ian Gough, 2021).  

그렇다면 UBS란 무엇인가? 

서비스: 공익에 이바지하는, 집단적으로 창출되는 활동들

기  본: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필수적이고 충분한 서비스

보편적: 모든 사람은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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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12)

저자들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 등 기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돌봄, 주거, 

교통, 디지털 정보 접근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기본서비스를 확장시켜야 한다

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주장이 근본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자신들의 주장이 ‘집단 이상collective ideal’이라는 것이다. 집단 이상은 개인

의 선택과 시장경쟁의 정치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있는데, 이 추세를 뒤집어서 우리 

모두가 필요를 충족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충분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성이 인류 문명의 미래를 지

키는데서 관건적인,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본다.

셋째,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모델을 참여적인 모델로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비용효과나 재분배효과에서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우위 주장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UBS가 생존하고 번영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보편적 

기본소득은 왜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일까? 보편적 기본서비스 주장자들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보편적 기본소득과의 비교를 다음과 같이 

내놓는다(김보영, 2021). 

첫째, 형평성equity이다. 기본서비스는 사회임금social wage을 제공해 소득 불평등

을 완화시킨다. 무상 혹은 일부 비용만 지불하면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는 상당한 소

득보전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효과가 크다. OECD국가들에서 현물급

여(서비스)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 5분위의 최하위 1분위에서는 

76%에 달하는 반면, 최상위 5분위에서는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직접적인 현금

이전이 없이 보편적인 서비스만을 통해서도 상당한 재분배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적‧보편적 현금 급여는 그 자체로는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

다. 강력한 누진적 조세제도와 결합될 때만 재분배효과가 나타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무조건성의 원칙은 근로조건으로 제약받는 급여를 없애기도 하지만 마찬가지

로 근로능력제한을 조건으로 제공되던 급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효율성efficiency이다. 기본서비스가 공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시장의존방식

보다 거래비용을 낮추고, 경쟁으로 인한 중복투자가 방지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총재정수요가 상당하다. 반면 기본서비

스는 매우 적은 비용으로도 상당한 수준으로 생계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해준다. 기존 

서비스 체계의 발달 정도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OECD국가를 기준으로 GDP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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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정도의 지출이면 충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 감

당 가능한 기본소득은 부적합하고, 적합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감당할 수 없다는 비

판이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감당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다.

이 밖에 기본서비스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문제에 대해서 자원의 공

유와 공동의 행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집합적 정책과 실천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

대성solidarity’을 높인다. 끝으로 기본서비스는 공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소비를 부추기

는 시장방식보다 환경적으로 훨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지닌다.  

그렇다면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보편적 기본소득은 양립 불가능한 것인가? 가

이 스탠딩이라면 아마도 공유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라도 보편적 기본서비스에 반

대하기는커녕 크게 환영할 것이다. 그렇지만 보편적 기본서비스론자들의 일부는 양

립 불가능을 주장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이라 할지라도 

재정을 빨아들이는 스폰지가 될 것이며, 따라서 보편적 기본서비스에 필요한 재원도 

잠식할 것이므로, 보편서비스의 구축(構築, constructing)을 구축(驅逐, crowding 

out)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다. 

UBI와 UBS 동시 실현 어려워, UBI가 UBS 구축시킬 것 

이에 대해서는 서정희 교수가 체계적인 반론을 내놓은 바 있다.(서정희, 2017) 

따라서 우리(?) 내부에서는 이미 내용 공유2)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기억을 환기

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UBI와 UBS의 양립불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다. 양자는 원리적으로든, 역사

적 경험으로든 서로 대체 내지 상쇄 관계에 있지 않다. 우파 일부를 제외한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현물급여 방식으로서의 사회서비스3) 확대를 주장하며 기본소득과 동반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다. 사회서비스는 현금급

여가 아니라 서비스 급여로 제공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연구와 관련하여 서비스국가

service states와 현금이전 국가transfer states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이 UBI와 UBS가 마치 서로 길항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회보장의 역사에

서 확인되는 것은 소득보장이 높은 국가에서 사회서비스 정책 또한 발전한다는 사실

이다. 즉 두 정책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2)　이럿타 138회를 참고하라.
3)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같은 의미(Bedeutung, reference)를 지니는 말로 간주하
며, 혼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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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와 UBS 길항관계 아냐, 동시 확대 모색해야

그 다음으로 기본소득을 통한 현금급여의 확대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

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다.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단선적인 인과

관계causality에 있지 않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각국이 처한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의 문제에 긴박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문제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오히

려 기본소득의 도입과 노동시장 정책의 개선을 병진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장시

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UBI 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여 UBS와 같은 다른 정책을 구축하게 될 것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다. 이 주장은 결국 UBI 도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주

장이다. 주지하듯이 여기에는 재정(예산) 제약성, 재정환상 등이 내재되어 있다. 재정 

제약성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능하다

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완전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현금 급여이다. 이 현

금급여에는 시장 실패가 전제되어 시장에서 올바르게 실현될 수 없는 공공재

의 구입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서비스는 원리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기본소득 구상에서도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 기본소득 지

지자들의 연합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필수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기본소

득의 동반 확대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은 보편

적인 사회서비스가 동반될 때, 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정

희, 2017).

그런데 양자의 동시도입과 확대는 정말로 가능한가? 양자 모두의 필요성에는 공

감하지만 그래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본소득의 도입만 가

지고도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 전선을 흐트러트리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일단 우리 일

에 충실하면 되는 것 아닌가? 왜 우리가 모든 짐을 다 져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기본소득과 더불어 사회서비스의 확대에도 동의했다. 보편적 기본서비스 주장자들

이 함께 하기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 “함께 찾아보기로 하자ㄴ!”(Ferguson, 

2015, 서정희, 20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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