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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이스가 지 한 로 지구화로 인해 국가  이주가 확 되면서, 기본소

득처럼 한 사회복지제도를 갖춘 나라들은 순수혜 이주자들이 몰려드는 ‘복지

의 자석(welfare magnet)’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한 지구화로 인해 한 사회복지

의 순기여자들  체능인, 경 자, 문직 일부는 조세부담이 낮은 나라로 유출이

민을 가려는 동기가 강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세부담이 큰 기본소득을 실행하거나 

실행할 국가들은, 지구화에 따라 순수혜자가 늘고 순기여자는 축소되어 경제 인 

지속가능성을 받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지구화는 정치 으로도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을 험에 빠뜨린다. 왜냐하면 이주자가 늘어나 인종 ·종교 ·언어  이

질성이 커지면서 순기여자의 연 감이 약화되어 기본소득과 같은 한 사회복지

체계에 한 반 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에 맞서 기본소득 논자

들은 지역/국가/권역 차원의 기본소득과 나란히 지구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

한다. 이때 지구 차원의 자연 인 공유지나 인공 인 공유지에 한 지구공동체 성

원들의 평등한 지분이라는 분배정의 개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지구공유지 

원리를 구 하는 지구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 력  정의나 보상  정의에 

비해 좀 더 합한 정의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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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구기본소득의 논의 배경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정기 으로 무조건 으로 지 되는  

는 물 소득, 곧 지구기본소득(global basic income)은 언제 올지 모르고 무의

미한 일일까? 

1986년도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신인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창립

한 주역  한 명인  빠 이스(Van Parijs)는 당시엔 지구 차원의 기본소득에 

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생각이 바 어 지구기본소득이 

권역(region)기본소득 내지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국가 안의 지역(local) 기본

소득과 나란히 실 인 로젝트로 설정되고 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Van Parijs/Vanderborght, 2005: 42; Van Parijs, 2006: 45; Van Parijs/ 

Vanderborght, 2017: 228). 

이처럼 지역, 국가, 권역(region), 지구 기본소득이 작은 역에서부터 순차

으로 제기될 과제가 아니라 다 차원에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

구화’ 때문이다(Van Parijs/Vanderborght, 2017: 216).  빠 이스가 지 한 

로 지구화로 인해 국가  이주가 확 되면서, 기본소득처럼 한 사회복

지제도를 갖춘 나라들은 순수혜 이주자들이 몰려드는 ‘복지의 자석(welfare 

magnet)’으로 작동할 수 있다(  빠 이스, 2010: 181). 한 지구화로 인해 

한 사회복지의 순기여자들  체능인, 경 자, 문직 일부는 조세부담이 

낮은 나라로 유출이민을 가려는 동기가 강해지게 된다. 곧 소득세부담이 큰 기

본소득을 실행하거나 실행할 국가들은 지구화로 인해 순수혜자는 늘어나고 순

기여자는 축소되어 경제 인 지속가능성을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

구화는 정치 으로도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을 험에 빠뜨린다. 왜냐하면 이

주자가 늘어나면서 인종  종교  언어  이질성이 커져 순기여자의 연 감이 

약화되어 기본소득과 같은 한 사회복지체계에 한 반 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에 한 지구화의 도 이 래하는 경제 , 정치  딜

마에 한 반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바닥을 향한 경주’이다

(같은 : 179). 곧 지구화와 국가  이주에 따라 정부가 기업과 부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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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이 유치하고자 세율을 낮추면서 사회복지를 폭 축소

하거나 복지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경향이다.  하나는 ‘도둑들끼리의 정의

(justice among thieves)’라고 불리는 경향이다. 곧 기본소득을 국민국가 경계 

내에서만 실 하면서 부유한 자국 국민들에게만 하게 분배하는 경향이

다(Steiner, 2003: Howard, 2006: 88에서 재인용; Van Parijs/Vanderborght, 

2017: 216). 

이 두 가지 경향에 해 기본소득 논자들은 제3의 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 

를 들어 지역/국가/권역의 기본소득을 이면서 지구  차원의 기본소득의 

도입과 확 에 우선순 를 두거나, 아니면 지역/국가/권역 차원의 기본소득과 

나란히 지구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지향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바탕하고 

있는 평등주의  사회정의를 원리 으로 지구  규모에 용하려는 시도는 그

러한 지향을 보여 다(Van Parijs/Vanderborght, 2017: 217). 재 각 차원의 공동

체의 연 수 이 차별 임을 고려한다면, 지역부터 지구까지 다  차원의 기본

소득을 동시 이며 상생 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곽노완, 2010: 

95-98). 이 에서는 오늘날 실질  자유지상주의부터 생태주의, 마르크스주의, 

루만주의, 인스주의 걸친 다양한 기본소득 논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다

(Van Parijs, 2006: 45-47; Busilacchi, 2006: 71-79; Howard, 2006: 81-91; Füllsack, 

2006: 38-41; Frankman, 2006: 59-69).

오히려 요한 문제는 1) 지구기본소득이 국가 내지 그보다 하  차원의 기

본소득을 침해하지 않고 상생 으로 작동하도록 할 수 있는가, 2)  지구기본

소득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이며, 3) 어떤 재원을 통해 실 할 때 경제 , 정치

으로 지속가능한가라는 문제이다. 

첫째 문제에 해서는  빠 이스가 ‘도둑들끼리의 정의’라는 슈타이

(Steiner)의 비난에 답하면서 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얼핏 보면 국  이주

에 해 무조건 인 개방과 반차별 인 이주정책이 지구  차원에서 최선의 

정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이주의 무조건 인 개방은 유

입국의 기본소득 등 사회연 제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막을 내릴 험이 있

다(  빠 이스, 2010: 196). 오히려 지구 차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가

난한 나라 국민들의 기본소득이 갖추어진 나라로 이주할 동기를 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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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주자들이 몰려들 기본소득 실행 국가에서는 이주

자들이 쟁지역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지구기본소득을 실행하는 제 

아래, 기본소득 실행 국가 내에서 이주자들의 언어능력과 합법 인 일정 체류

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제도화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지구기본소득을 제한 이주자 기본소득의 자격요건을 부여함으로써, 가난

한 나라의 고  인력들이 부유한 기본소득 실행 국가로 유출되지 않고 자국에

서 경제 으로 기여하며 기본소득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빠 이스, 2010: 183, 194-196). 그리고 이러한 지구기본소득을 제한, 국가별 

기본소득의 이주자 자격요건은 각 국가의 인종 , 종교 , 언어  연 성을 강

화하여 선진국에서 기본소득 순기여자의 유출을 막아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를 

한 경제  정치  가능성을 높여 다(같은 : 196-197).1) 이러한 방식으로 

지구 는 권역 차원의 바닥(기본소득)이 강력할수록 국가 사이의 재분배에 

한 압력이 어들고 따라서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은 더욱 지속가능하게 될 수 

있다(Van Parijs/Vanderborght, 2017: 244). 

지구기본소득을 정의론의 차원에서 정당화하고, 지구기본소득의 지속가

능한 재원을 찾는 문제는 연동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구기본소득을 정당화

하는 정의원리가 다르면 이에 따라 지구기본소득의 재원을 각기 다른 곳

에서 찾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해서는 이어지는 에서 상세히 분석해

보자.

2. 지구기본소득의 정당화와 분배정의의 여러 개념들

 빠 이스가 지 하듯이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정의 개념으로는 ‘ 력

 정의’, ‘보상  정의’, ‘분배정의’가 후보로 꼽힌다. ‘ 력  정의(cooperative 

1)  빠 이스는 동일한 인종, 종교, 언어 등에 기 한 사회연 의 강화를 ‘ 토  

애국주의(territorial patriotism)’ 는 ‘연  애국주의(solidary patriotism)’라고 부른

다. 그리고 이러한 토  애국주의는 국가 차원의 한 기본소득의 동력이 된

다고 본다(같은 곳; Howard, 2006: 8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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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비용이 그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 어

떻게 분담되어야 하는가를 기 으로 하는 정의개념이고, ‘보상  정의

(reparative or compensatory justice)’는 공공손해의 보상비용이 손해를 야기한 사

람들 사이에 어떻게 분담되어야 하는가라는 측면을 기 으로 하는 정의개념이

다. 그리고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는 희소한 자원의 가치가 그에 한 권

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를 기 으로 하는 정의개념이

다(같은 책: 228). 

기본소득의 논자들은 이처럼 상이한 정의개념과 기본소득의 계를 각기 다

르게 분석하고 있다. 

드 리 (De Briey, 2011)에 따르면, 기상황(initial situation) 비 력 이

후 공동의 순이익을 평등하게 나 는 기 으로서 력  정의는 기상황 자

체의 불평등을 교정할 수 없다. 그는 기상황의 불평등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 되는 기본소득처럼 외부자산(천부)에 한 평등권을 주장하는 분배정의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를 들어 언어  정의를 력  정의 

기 에 따라 규정하면 직 으로 부정의하게 보이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는 

다수민족어와 소수민족어를 사용하는 A와 B가 있고, 공동의 언어를 통해 순수

익을 낳는 경우를 분석한다. 공동어로 얻는 수익에서 공동어를 배우는 데 드는 

기회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을 최 화하기 해서는 B가 A의 언어를 배워야 한

다. 그런데 B가 A의 언어를 배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가 부담하는가라는 문제

에 해, 수익자 부담의 원리인 력  정의 개념에 따르면 B가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B가 얻게 되는 추가수익이 A가 얻

는 추가수익에 비해 막 하게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A는 거  이익을 얻고 

B는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드는 기회비용을 들 기에, 이는 직 으로 불공정하

고 부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력  정의는 기상황 자체의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는 기 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상황에 해당하는 ‘기회의 

평등’을 극 화하기 한 기본소득은 력  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유자

산(수익)에 한 평등한 몫을 주장하는 분배정의를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De Briey, 2011: 173, 179). 

한편, 노동에 한 보상  정의와 기본소득을 연동시키는 그로트(G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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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 보상  정의를 통해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기보다는, 기본소득이 보상

 정의를 극 화하기 한 필수조건이기에 보상  정의의 에서도 옹호되

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다수의 비자발  실업자가 존재하

는 자본주의 노동시장은 일자리수요에 비해 노동공 이 부족하여 시장청

산가격을 넘는 임 을 받는 노동자들(A그룹)과, 일자리수요에 비해 노동공 이 

과잉되어 시장청산가격 미만의 임 을 받는 미숙련 노동자들(B그룹)로 양극화

되어 있다. 곧 임 자체만을 볼 때 A그룹은 보상  정의 이상을 리며, B그룹

에게는 보상  정의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B그룹은 생계를 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B그

룹의 노동이 생계와 무 하게 자유롭게 행해진다면, B그룹이 보상  정의가 

충족될 때까지 노동공 을 단할 수 있고 결국 보상  정의를 근사 으로 달

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노동유무와 상 없이 지 되는 기본소득은 노동의

무와 연계된 조건부 사회보장과 달리 생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노동을 

한 필수조건이며, 따라서 보상  정의를 달성하기 해서 조건부 사회보장보

다는 무조건 인 기본소득이 우월하다는 것이다(Groot, 2004: 57∼58).2) 이처럼 

그로트는 보상  정의를 기본소득과 연계시키고 있지만, 보상  정의 자체가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정의 개념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로트도 기본

소득을 정당화하는 정의 개념은 자기노동에서 유래하지 않는 자연 /인공  

외부생산수단에 한 모두의 지분을 인정하는  빠 이스의 분배정의 개념임

을 인정하고 있다(같은 책: 58).

지구기본소득에 해서도 부분의 논자들은 분배정의 개념을 통해 정당화

하고 있다. 분배정의개념에 기 하여 지구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자로는 ‘실

2) 그로트는 B그룹의 보상  정의를 달성하게 되어도, A그룹의 과임 (지 )에 따

른 보상  정의 과문제는 여 히 남게 되는데, 모두가 자발 으로 완  고용되

고 직업이 충분히 다양한 이상 인 고용상황이 아니면 이러한 문제는 불가피하다

고 본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좋은 일자리와 임 의 상 계가 약화되어 

A그룹의 과임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완화될 것이라고 본다(Groot, 2004: 

58-62).  그는 보상  정의에 한 근법을 1) 경제학자들의 근법, 2) 객

인 근법, 3) 균형  근법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같은 책: 44-52). 이에 

한 상세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160  2018년 제15권 제3호

질  자유지상주의(real libertarianism)’의 주창자인  빠 이스(Van Parijs, 1995)

를 비롯하여, ‘좌  자유지상주의(left-libertarianism)’의 타이드만과 발 타인

(Tideman/Vallentyne, 2013), ‘마르크스주의’의 하워드(Howard, 2005a; Howard, 

2005b; Howard, 2006), ‘생태주의’의 부실라치(Busilacchi, 2006), ‘좌  인스주

의’의 랭크만(Frankman) 등을 들 수 있는데, 각자 서 있는 철학  입장에 따

라 차별 인 분배정의 개념을 제시한다. 

 빠 이스는 자기노력에서 유래하지 않는 체 외부자산(천부) 내지 

‘공동유산(common inheritance)’을 모두가 1/N의 권리를 갖는 공유재로 보고 

이 외부자산에서 비롯되는 과이윤(지 )’을 기본소득의 원천으로 제시한

다(Van Parijs, 1995: 99; Van Parijs/Vanderborght, 2017: 106).3) 물론 기본소득

을 ‘공동유산’의 분배라고 주장하는 논자들 사이에서도 ‘공동유산’의 범

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기본소득의 원천이나 범 가 크게 달라

진다(Van Parijs/Vanderborght, 2017: 261).  빠 이스는 가능한 한 ‘공동유

산’의 범 를, 선망 받는 좋은 일자리와 이로부터 유래하는 고용지   직

간 인 자기노동의 산물이 아닌 외부자산(천부) 체로 최 한 넓게 설정

한다.4) 

이러한  빠 이스의 입장에서 지구기본소득도 원리 으로 인류의 ‘공동

유산’에 한 지분을 통해 정당화된다.5) 특히 지구 기의 자정능력은 인류 

3)  빠 이스의 분배원칙은 기본소득으로 나타나는 공유원칙과 더불어 실질  자

유의 최소극 화 원칙, 노력소득 원칙 등 세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계에 해서는 권정임(2017: 23-28) 참조.

4) 고용지 란 시장청산가격 이상의 과임 을 뜻한다.  빠 이스는 고용지 가 

기본소득의 주요재원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Van Parijs, 1995: 89-130).  빠

이스의 고용지 론에 해서는 기본소득 논자들로부터도 노동유인을 감퇴시켜 

기본소득의 경제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등의 비 이 있었다(곽노완, 2010: 

89-91). 그런데 최근에 들어  빠 이스는 이러한 비 을 향 으로 수용하여 

고용지 가 포함된 소득세에 한 세율을 이고 자본소득에 한 과세의 비 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Van Parijs/Vanderborght, 2017: 147). 

5) 조 진은,  빠 이스의 기본소득 개념이 호혜성은 반해도 공동의 외부자산에 

한 공정한 분배로서 분배정의에 합치된다는 걸 확하게 밝히고 있다(조 진, 

2015: 38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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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자연자원으로서 오늘날 심각하게 받고 있다. 이러한 지구의 천연자

원에 해 자신이 실질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 개념에 따라 탄소배출권 경매

수익을 지구지본소득의 유망한 재원으로 제시한다(Van Parijs/Vanderborght, 

2017: 228). 

그는 기자원의 분배정의에 맞춰 탄소배출권 경매수익을 지구기본소득

으로 지 하기 한 세 단계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지구 탄소 배출의 한

계 을 정한다. 둘째,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해당기간의 탄소배

출권을 다. 셋째, 그 경매수익을 기를 이용할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분배한다(같은 책: 228). 그리고 부패한 정부가 이를 착

복하지 않도록 각 개인에게 국가  방식으로 지 할 것과 액이 은 

처음에는 노령인구에게만 지 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추천하

고 있다(같은 곳). 

 빠 이스가 이처럼 지구기본소득의 재원을 검소하게 설정하는 이유는 처

음의 도입기인 도 고려된 것이지만, 좀 더 근본 으로는 국가 차원에서보다

는 약한 지구 차원에서의 공동체  소속감과 이질 인 언어  인구 등을 고려

한 것이다. 곧 공동체  정체성이 약한 지구 차원에선 충분한 기본소득은 정치

인 지속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빠 이스, 

2010: 193).

이에 비해 ‘좌  자유지상주의자’6)인 타이드만과 발 타인은 1) 자기소유권

(self-ownership), 2) 자연자원의 가치에 한 평등한 소유권에서 출발한다. 이 

에서 자연자원의 가치에 한 평등한 소유권이, 그들이 지구기본소득을 정당화

하는 논거이다(Tideman/Vallentyne, 2013: 44). 각 나라의 땅이 국민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소유된다면 내부 으로는 평등할지 몰라도 지구 차원에서 보면 이는 

극단 으로 불평등한 분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치가 낮은 자연자원을 

할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은 소유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도 그곳에 처음으로 있게 되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지분에 한 권리를 

6)  빠 이스는, 최소수혜자의 이해 계에 응하는 입장을 좌 라고 부른다면 자신

의 ‘실질  자유지상주의(real libertarianism)’는 ‘좌  자유지상주의’의 ‘좌 ’라고 

말하고 있다(Van Parijs, 199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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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연자원에 한 평등한 소유권은 지구 차원에서 다루

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같은 곳). 

그런데 자연자원에 한 평등한 소유권은 어떻게 실행되는가? 다양한 자연

자원을 사용하고 유하는 것에 해 일일이 공동체 성원들의 집단 인 승인

을 받아야 하는가? 만약 그 지 않다면 각자가 자연자원을 사용, 유하는 기

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좌  자유지상주의 내부에서 자연자원의 평등한 소유권 실행에 해 여러 

가지 원리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는, 그루네바움(Grunebaum)이 주장하듯

이 자연자원의 사용 및 전유(appropriate: 지속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을 뜻함－필자)라

는 두 가지 권한이 집단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공동으

로 소유되는(jointliy owned)’ 원리이다(Tideman/Vallentyne, 2013: 44에서 재인

용). 그러나 타이드만과 발 타인은, 이러한 주장은 다른 사회성원들의 승인 

없이는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숨 쉬는 것조차 모두의 소유인 자연자원을 사용하지 않고는 불

가능한데, 이 주장은 이것조차 다른 성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같은 곳). 둘째는 그로티우스(Grotius)가 주장하 고 기바르(Gibbard)

가 고찰한 내용으로, 각자 사용은 자유지만 지속 이고 배타 인 사용 곧 유

는 지하자는 주장이다. 를 들어 벤치에 앉을 권리처럼 승인을 거치지 않고

도 구나 자연자원을 사용할 권리를 갖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사용권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같은 곳). 타이드만과 발 타인에 따르면 이러

한 두 번째 공동소유권 개념도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는 다른 사람과 소통

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 때, 일시 인 사용을 넘어선 

배타 인 유에 해서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정당한 유조차 불허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에 한 안으로 타이드먼과 발 타인은 자연자원을 사용하고 

유하는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자기소유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 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각자 타인의 승인 없이 자

연자원을 사용(use)할 수 있다. 2) 적절한 보상을 지불한다면, 각자 타인의 동의 

없이도 아직 타인이 유하지 않은 자연자원을 전유(appropriate)할 수 있다(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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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한 보상과 련해서, 로스바르(Rothbard)와 키르츠 (Kirzner) 같은 

극단  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연자원의 유에 한 일체의 보상을 불필

요하다고 본다. 이는 애 부터 자연자원에 한 공동소유권을 거부하는 이

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  자유지상주의자의 표자인 노직(Nozick)은 다

른 어떤 개인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자연자원에 한 군가의 유는 타인

의 동의  보상 없이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Nozickean proviso, 노직의 단서). 

타이드만과 발 타인은 이러한 노직의 단서가 정의로운 유의 필요조건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노직의 단서가 자연자원의 공동소유권을 한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노직의 단서는 각각의 자연자원을 최 로 유한 

사람에게는 보상의 의무를 거의 지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를 들어 최

로 일정부분의 땅을 유한 사람은 타인들에게 가시 인 손해를 거의 끼치

지 않으면서 자연자원 유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노직의 단서에 따르면 

그 유는 정당화되고 보상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된다. 타이드만과 발 타인을 

이를 감안할 때 노직처럼 자연자원의 유에 따른 보상의 비교기 을 유 이

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지주의 자유지상주의(Georgist libertarianism)에 따라 

그러한 유 권리의 경쟁가치(competitive value) 곧 시장청산가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같은 : 45-46). 그들은 내가 고용한 사람이나 임차한 기계에 해

서처럼 토지에 해서도 요청받은 지 를 지불했다면 그 땅에서 난 사과는 내

가 소유하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 타이드만에 따르면, 자연자원은 모두가 평등

하게 소유하는 재산이므로 이에 한 지 는 원리 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

에게 동일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같은 : 46).7) 곧 자연자원에 한 지 를 거

7) 그런데 타이드만의 공 자인 발 타인은 이 게 수취된 지 가 삶의 기회평등을 

진하기 해 재 열악한 기회를 갖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선택 으로 분배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같은 : 46). 이처럼 자연자원에 한 지구인의 공유권을 주

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원의 수익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무조건 인 지

구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주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롤스주의자인 포지의 

경우도 자원에 한 공유권을 주장하지만 자원  생산물에 한 과세 등으로 수

취된 수익을 모두가 아니라 지구 차원에서 가난한 최소수혜자에게 지구자원배당

으로 지 하자고 주장한다(Pogge, 2013: 382). 이러한 포지의 주장은 두 가지 

에서 롤스의 견해와 차별 이다. 첫째로 롤스의 최소수혜자는 포지의 가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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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서 지구기본소득으로 분배하자는 것이다. 이 듯 ‘조지주의 자유지상주의’

의 입장 일각에서는 자연자원(의 가치)에 한 평등한 소유권이 지구기본소득

을 정당화하는 논거라 할 수 있다. 이 주장이  빠 이스의 주장과 다른 은 

자연자원이 아닌 자본(의 수익)이나 그 밖에 자기노동  그 가를 과하여 

인공 으로 생성된 외부자산  그 수익에 해 공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하워드는 마르크스에 따라 교환가치는 노동의 결과지만 진짜 부의 원천은 노

동뿐만 아니라 자연도 포함된다고 본다(Marx, 1875: 15; Howard, 2005a: 126).8) 

그리고 그는 진짜 부의 원천을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 승된 자본과 부

로 확장한다(Howard, 2005b: 116). 따라서 토지 등 자연자원  승된 자본과 

부에 한 평등한 소유권이 보장되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마르크스주의자는 

로머(Roemer)의 주장 로 노동에 비례하는 소득과 나란히 자연자원  자본에

서 유래하는 불로소득에 한 사회배당(기본소득)을 옹호해야 한다고 본다(같

은 곳; Howard, 2005a: 129). 그에게 기본소득은 이처럼 불로소득에 한 소수

의 자본가와 지주의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로 평등하게 사회화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서도 지속 으로 노동에 

한 권리와 나란히 추진되어야 할 장기 인 목표에 포함된다(Howard, 

2005a: 134; Howard, 2005b: 122). 이처럼 마르크스주의 에서 볼 때, 엘스터

(Elster)나 슈웨익카트(Schweickart)의 주장과 달리 기본소득이 노동자에 한 착

취가 아니며 오히려 노동자가 모든 소득을 유한다면 노동자가 다른 사회성

원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한다(Howard, 2005: 128-129).9)

들과 달리 최소한 노동의무를 수용하는 사람이며(롤스, 2013: 147-148), 둘째로 롤

스는 분배정의의 실행 범 를 국민국가 내부로 제한하고 국제차원의 정의에 해

서는 분배정의 개념이 아니라 공정한 력과 상호 원조라는 훨씬 약한 원칙을 채

택했다(Rawls, The Law of People(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Van Parijs, 2017: 

216-217에서 재인용).

8) 마르크스는 “노동이 모든 부의 원천”이라는 라 (Lassalle) 의 주장이 담긴 고

타강령을 비 하면서 진정한 부의 원천은 노동과 자연이라고 주장한다(Marx, 

1875: 15). 따라서 마르크스가 노동을 모든 부의 원천으로 본다는 견해는 타당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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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자신은 이처럼 자연자원  사회 으로 승된 자본과 부  이로부

터 유래하는 소득에 한 평등한 권리를 통해 기본소득을 정당화한다. 이는 기

본소득을 공유자산에서 유래하는 소득에 한 분배정의로 보는 것이다. 하워

드는 지구기본소득을 별도로 정당화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동시 의 사회 총

체도, 토지 등 자연자원의 소유자가 아니라 유자 는 향유자에 불과하며 이

를 개선하여 미래세 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사회 으로 

승된 자본과 모든 부로 확장하는 하워드는 마르크스주의 에서 자연자원

과 승된 자본  부와 이로부터 유래하는 기본소득도 원리 으로 지구 차원

에서 모든 인류와 후손들이 려야 한다고 본다. 하워드는 지구기본소득을 선

호한다고 밝히면서 유럽기본소득과 같은 권역기본소득이 지구기본소득을 진

지하게 탐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망하고 있다(Howard, 2006: 91). 그

리고 이처럼 지구기본소득과 같은 지구  정의를 추진함으로써, 유입이주로 

인해 국가기본소득이 약화되는 것을 하게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같은 

곳). 그리고 그 스스로 지구기본소득의 재원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소득세보다

는 자연자원  자본과 사회  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강조한 앞의 논거에 

따를 때  빠 이스와 유사하게 탄소배출권 경매수익이나 석유세 등을 제시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마르크스주의 원칙에 따라 지구 차원에서 모두

에 의해 생산되었으나 자본에 의해 유된 수익( 를 들면 인터넷 랫폼을 

이용한 국  기업의 고수익)에 한 과세 등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에 한 하워드의 마르크스주의  정당화는  빠 이스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편이지만, 자연자원  사회  자본과 부의 수익(지 )

만이 아니라 이 자연자원  자본의 사회화 내지 공동소유로의 환 곧 사회

주의를 지향한다는 에서 공동소유의 비효율성을 비 하는  빠 이스와는 

차이가 있다.

생태주의자인 부실라치는 빈곤문제의 악화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이 경

제손실까지 야기하는 21세기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허용치 이상으로 배출하

9) 심 도 노동소득에 한 착취나 수탈이 아니라 불로소득  투기소득의 환

수에 기 하는 마르크스주의 인 기본소득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심 , 

2014: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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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진국으로부터 생태세를 거둬서 지구기본소득으로 분배하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 빈곤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Busilacchi, 2006: 71-74).

그런데 이러한 모델은 윤리  딜 마를 낳는다. 곧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치를 잘 수하면 환경오염은 감소하지만 동시에 지구기본소득의 재원이 

감소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실라치는 지구기본소득을 도입할 때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드는 시기에 처할 보증기 을 포함한 생태세를 거둘 

것을 제안한다. 그는 이러한 생태세를 통한 지구기본소득 모델이, 지구가 모든 

인류에게 속한다는 원칙과 사회경제 으로 가장 열악한 치의 사람들에게도 

자원의 일정부분을 보장하면서 지구 차원에서 부유한 나라들로부터 빈곤국으

로 자원이 재분배되도록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같은 : 79). 이처럼 지구자원

을 인류의 공유자산으로 보고 이를 공유하는 분배정의의 에서 지구자원을 

훼손한데 한 보상을 지구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이는 인류 모두에게 지 된다는 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지 되는 롤스주

의 내지 자유주의  평등주의 정치철학자 포지(Pogge)의 지구자원배당(global 

resource dividend)과는 차별 이다. 

랭크만은 인스주의의 입장에서 “바닥을 향한 경주”로 표 되는 신자유

주의 인 지구화에 항하여 지구 인 차원에서 우리 시 의 경제/사회/정치/

생태 문제를 총체 으로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해 신자유주의 인 

경쟁  복지국가 해체에 한 진  해결책으로 공동의 세계화폐(eine ge-

meinsame Weltwährung)  공 인 세계 융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그

리고 이 융시스템을 통해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 하자고 

주장한다(Frankman, 2006: 59-60). 그는 평등 과 정의 이 국가  공동체를 넘

어서서 확 되고 있으며, 따라서 권역을 거쳐 지구 차원에 이르는 좀 더 넓은 

공동체  세계 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같은 : 60-61). 그는 국가

기본소득과 더불어 지구 차원 기본소득을 한 재원 마련방법으로 진 인 

소득세  자본이득세, 복지세, 재산세 그리고 공동세계화폐와 공 인 세계

융시스템의 조합을 제시한다. 그리고 특히 국  콘체른의 이윤이 지구기본소

득의 잠재 인 원천이라고 강조한다(같은 : 64-65).



지구기본소득과 지구공유지의 철학  167

이 에서 지구 차원의 분배정의에 일치하는 방안은 세계화폐  공 인 세

계 융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폐  공 인 세계 융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화폐주조차익  재할인율을 

통한 이자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다. 재 국제 인 차원에서 

화폐주조차익은 세계기축통화인 미달러화를 통해 미국이 거의 독 하고 있다. 

미국과 무 한 국제거래에서도 미달러화로 이루어지는 결제가 많고 각국의 

융권에서 안 통화 내지 비 으로 미달러화에 한 수요가 상존하여 달러화

는 실물가치를 담보하지 않았음에도 국제사회에서 액면가의 가치로 인정받고 

통용된다. 따라서 미국은 국제 으로 미달러화 주조차익을 리고 미국 시민은 

간 으로 국제 인 미달러화 주조차익의 특권 인 수혜자가 된다. 곧 각국에

서 발행되어 해외로 유출된 화폐는 각국 앙은행의 외부채에 해당하지만, 

달러패권이 유지되는 동안 미달러화에 한 외국의 환불요청보다 수요가 더 

커서 미국 시민은 정상보다 낮은 수입물가 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 랭크만은 

이러한 화폐주조차익을 미국 시민만이 아니라 지구기본소득을 통해 지구인 모

두가 직 으로 평등하게 리도록 하자는 것이다.10) 

비록 이런 지구기본소득까지 제창하지 않았지만, 단일세계화폐를 도입하자

는 주장은 2차 세계  이후 세계은행 원회 회장이었던 인스가 제기하

다. 그러나 후 미국이 국제경제의 패권국으로서 태환에 기 한 미달러화 

심의 튼우즈 체제를 철시켰다(https://en.wikipedia.org/wiki/John_Maynard_ 

Keynes: 검색일자 2017.7.19). 그리고 1971년에는 미국의 닉슨 통령이 일방

으로 미달러화의 태환 지를 선언하며 튼우즈 정을 기하여 재에 

이르면서 미국은 막 한 외채를 지고도 이자는 물론 원 상환의 의무를 지지 

않는 특권을 리고 있다. 재 유로화와 안화가 이러한 미달러화의 패권에 

10) 이처럼 화폐주조차익을 직 으로 지구기본소득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공

인 세계은행이 화폐주조차익 는 그 일부를 내부 으로 유보하지 않고 형태

로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재 미연

방 비이사회에서 지구 차원의 미달러화 주조차익을 내부 으로 유보하고, 미국 

시민은 간 으로만 이 주조차익을 리는 재의 시스템과 다르다. 재 지구 

차원의 미달러화의 간  주조차익은 미국 시민 에서도 특히 부자와 자본가에게 

많이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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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있어, 향후 언젠가 국제패권통화가 유로화나 안화로 교체될 수도 

있으며 랭크만이 주장한 로 제3의 공동세계화폐가 달러화를 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지구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차별 이지만 지구 차

원의 자연 인 공유지(commons)11) 수익이나 인공 인 공유지 수익에 한 지

구공동체 성원들의 평등한 지분이라는 분배정의 개념을 논거로 제시한다는 

에서 공통 이 있다. 단, 랭크만의 경우는 진 소득세도 지구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공유지  그 수익에 한 평등하고 공

정한 지분으로서 지구기본소득이라는 분배정의 원리에 부분 으로 합치되긴 

하지만 실효성이 약하다. 왜냐하면 소득세 징수는 각국 내에서도 징수하는 데 

막 한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도 탈세를 막기에 한계가 있으며, 각국 정부가 

지구기본소득 재원 명목으로 징수한 소득세부분을 투명하게 지구기본소득의 

리단체에 납부한다는 것도 기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 시

 상황을 감안하여, 지구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지구공유지의 외연을 공유

지의 분배정의라는 원리 인 차원과 실효성 차원에서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11) 여기서 공유지(commons)는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 성원 모두가 평등한 소유권과 

향유권을 갖거나 가져야 하는 공유재라는 의미로 쓰 다. 공유지는 좁은 의미로는 

공유재가 담긴 도메인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공유재 내지 공유자원

(common pool goods, common pool resources－이 두 용어는 보통 동의어로 쓰인다. 

이 에서도 이 두 용어를 동의어로 사용할 것이다)은 공공재(public goods)와 구분

된다. 공유지 내지 공유재는 비배제 이면서 차감 인 재화를 지칭하며, 공공재는 

비배제 이면서 비차감 인 재화를 지칭한다(Buck, 1998: 5; Hess/Ostrom, 2011: 9). 

그러나 최근에는 오스트롬(Ostrom)을 비롯하여 공유주의자(commoner)들은 공유지

의 범 를 차감 인 자연공유지 외에 지식처럼 비차감 이고 비경쟁 인 인공

인 공유지로까지 확장하고 있다(Bollier, 20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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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지구공유지의 확장과 지구기본소득

20세기 말에 벅(Buck)은 오스트롬의 공유주의자(commoner) 정신에 따라 지

구공유지를 범 와 범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그 에 우선 좁은 의미의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s) 개념을 정의

한다. 이에 따르면, 공유자원은 사용자 공동체에게 비배제 이면서 차감 인 

자원이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공유지는 이러한 공유자원이 발견되는 도메인이

다. 이 공유지가 한 나라의 할권 내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크면 국제 인 

공유지 는 지구공유지에 해당한다(Buck, 1998: 5-6). 그런데 이러한 지구공유

지는 유한하고 차감 이며 따라서 모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거나 는 이 

지구공유지를 먼  사용하거나 채취하는 사람들이나 국가들이 불평등한 특혜

를 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을 방지하고 지구인 모두가 평등한 소유

권을 리기 해서는 일정한 룰이 필요하다. 벅은 이러한 룰의 철학  기 로 

‘인류의 공동유산(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원리를 제시한다. 이 ‘인

류의 공동유산’ 원리는 몰타의 주미 사가 1967년에 처음 제안하 다. 이에 따

르면, 심해해 물자원은 지구인 모두의 재산이다. 그리고 이 자원들은 어떤 

한 개인이나 국가가 유할 수 없으며 그 자원의 채굴로부터 나오는 이익은 

그러한 채굴에 참여했는지에 상 없이 모든 국가의 국민들에게 나 어져야 한

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처음 오는 자가 처음 서비스 받는’ 룰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원리로 그들의 채굴에 참여할 권리와 참여에 필요한 개발원

조에 한 도덕  요청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같은 책: 28-29). 그는 이 원

리에 더해 지속가능한 제도의 설계 원칙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명확

히 정의된 경계’, ‘지역조건에 맞는 실행규칙’,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같은 

책: 32-35).

이러한 기  에서 벅은 지구공유지로 범주로 남극, 바다, 기, 외계공간, 

통신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이는 2 에서 보았던 로 실질  자유지상주

의, 좌  자유지상주의, 마르크스주의, 생태주의에서 제시한 기 등 자연자원 

 혹은 인류의 공동생산물로서의 인터넷공유지 등과 많이 겹치기도 하고 이

를 더 구체화하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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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벅은 지구공유지의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평등하게 배당하는 망을 

제시하지는 않은 채, ‘정의로운 용익권 체제’의 방안을 제시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이는 자신이 수용한 ‘인류의 공동유산’ 원리에 모순되는 방안이기도 하

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용익권 체제에서도 이용자만이 이익을 나  뿐, 나머지 

사람들은 지구공유지의 이익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인류의 공동유산’ 원리

를 일 되게 유지하려면 남극  바다의 지하자원은 향후 지구기본소득의 원

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계공간(인공 성궤도 등)  통신 등도 향후 기본

소득의 막 한 재원이 될 수 있는 지구공유지이며, 인공 성궤도를 할당하면서 

지구기본소득의 재원을 납부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 통신

의 경우 벅이 제시한 인공 성을 통한 라디오/ 화/ 보/팩시 리/텔 비  

송서비스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생산한 새로운 비차감 인 빅테이터나 

인공지능 등 인터넷 공유지를 이용한 고수익에 한 지구  차원의 과세를 

제도화하는 것과도 연계될 수 있다.12) 

지 까지 고찰했듯이 지구의 공유 자연자원과 인공자원의 수익  아직 각

국이 유하지 않는 수익도 확장될 것이며, 각국의 조를 통해 지구기본소득

의 재원으로 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과학기술  지구 인 경제제도의 

발 에 따라 수익성 있는 자연  공유지와 인공  공유지도 지속 으로 확장

될 것이다. 한 지구공동체의 진화에 따라 이러한 공유지(수익)에 한 인류공

동의 권리요구  지구공유지와 지구기본소득의 공동 리체계도 발 될 것이

다. 이러한 리체계가 UN의 변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제3의 국제기구를 통해

서든 확립되면, 지구공유지 수익에 한 평등한 분배정의의 원칙에 따라 지구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범 를 확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 

탄소배출권 매수익, 화석연료 사용에 한 지구  생태세, 남극의 자원채

굴 수익, 성궤도 매(임 )수익, 지구  통신 역 매(임 )수익, 인터

12) 강남훈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공유자산에 속하며 그로부터 생겨난 부에 

해 모든 사람이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리 가치를 보장

하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 하는 것이 공정함을 밝히고 있다(강남훈, 2016: 

18-31). 



지구기본소득과 지구공유지의 철학  171

넷공유지를 이용한 수익에 한 과세, 공동세계화폐의 도입을 통한 화폐주조차

익을 지구기본소득으로 공유하는 것은 당장에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지구기본소득이 지구공유지에 한 분배정의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실 과 확장까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다.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없이 무조건 으로 모두에게 지 되는 원칙13)으로 인해 지구기본소

득은 오히려 다른 선별 인 국제원조보다 각국정부의 부정부패로 인한 착복과 

낭비를 피할 수 있어 실행의 가능성을 높여 다. 

한 랭크만처럼 소득세 증세를 통해 지구기본소득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

안은 기술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구화시 에 순기여자의 유출이민을 진하

여 경제 인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도 공유지의 

한 평등한 분배정의 개념에 따라, 지구기본소득의 재원은 고소득자의 유출이

민을 래하지 않는 지구공유지 수익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다. 한 지구공유

지를 벅이 제시한 차감  공유지로 국한하지 않고 앞에서 본 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처럼 비차감 인 공유지로까지 확장한다면 지구기본소득의 재원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더 나아가 하워드처럼 마르크스주의 인 방식으로 지

구공유지의 수익만이 아니라 지구공유지 자체를 실정법 차원에서도 인류의 공

동소유로 제도화한다면, 지구공유지 수익을 지구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체계

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14) 그리고 이러한 지구기본소득은 국가별 

13) 서정희·조 자, 2014: 124-125 참조. 

14) 지구공유지를 지구 차원의 분배정의에 맞게 향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째는 이 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용권을 특정인에게 분양하고 그 수익을 지구인 

모두에게 지구기본소득으로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구인 모두가 무

상으로 평등하고 정의롭게 지구공유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남극의 자원처럼 차감

인 지구공유지의 경우는 첫째 방법으로 향유하는 것이 합하며, 학술논문/지식

과 같이 비배제 이며 비차감 인 지구공유지의 일부는 지구인 구나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 으로나 분배정의의 차원에서도 더 나을 수 있다. 이

에 한 해명은 다음 기회를 빌리고자 한다.

벅은 지구공유지의 수익에 한 평등한 배당, 곧 지구기본소득의 차원을 보지 못

하고, 모든 지구공유지의 평등하고 정의로운 이용이라는 틀에 갇  있다. 이러한 

벅의 은 지구공유지가 이용능력의 차별성에 따라 국가나 기업 등 유능한 이

용자들만의 무 가 되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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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체할 지구

공동체 인 안지구화의 비 이기도 하다.

이 이 지구화시 에 새로운 분배정의의 패러다임으로서 지구기본소득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해명하는 후속연구의 마 물이 되기를 기 한다.

(2018년 8월 1일 투고, 8월 6일 심사, 8월 10일 게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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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초록

Global Basic Income and the Global Commons

Kwack, No-Wan

As Van Parijs points out, countries with generous social welfare systems like 
basic incomes function as 'welfare magnets' for net beneficiaries, as 
transnational migrations expand due to globalization. In addition, net 
contributors of social welfare become more motivated to emigrate to countries 
with low tax burdens, due to globalization. Thus, countries that implement a 
large basic income will suffer from an increase in net beneficiaries and reduced 
net contributors, threaten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basic income. 
Against this backdrop, advocates propose introducing a global basic income. At 
this time, the notion of distributive justice as an equal share of the Earth’s 
natural or artificial commons is a more appropriate notion of justice than the 
cooperative or compensatory justice justifying a transparent global basic 
income.

Key words: global basic income, global commons, distributive justice, co-
operative justice, compensatory ju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