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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주의의 두 프로그램과 기본소득*1)

- 공유부에 대한 공동소유권 및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

▪권 정 임▪

요약문
2)

사상사적으로 기본소득은 공유지 또는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공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

라에서 공유주의는 철학적으로 크게 두 입장으로 대별된다. 첫 번째 입장에 

따르면, 공유부에 대한 평등한 권리라는 인식 자체가 사회의 형성·진화와 

함께 발전해온 사람들의 의식의 산물이다. 이 권리의 실현 또한 사회적으로 

창출된 제도를 통해 보장된다. 이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이러한 제도의 하나

로서 제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입장은 사회구성주의적 문제틀에 기초하

여 전개되는 공유주의 프로그램, 곧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입장에 따르면 공유부란 원래 또는 자연적으로 모두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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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는 부다. 첫 번째 입장에서 ‘공유’가 ‘사용’까지 포함하는 ‘공동향유’

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 입장에서 ‘공유’란 법제화와 무관하게 규범적으로 

법과 제도에 선행하면서 법과 제도를 구속하는 ‘자연적 공동소유’다. 이런 

측면에서 이는 자연주의적 문제틀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공유주의 프로그램, 

줄여서 자연주의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이다.

이 글은 공유부의 의미와 기본소득 및 바람직한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공유주의의 이 두 프로그램을 비교·고찰한다. 그 결과 기

본소득 및 이에 연계된 여러 이론과 정책의 발전을 위해 이 글은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주  제 : 정치·사회철학, 기본소득론

검색어 : 기본소득, 공유부, 공유부 배당, 공유주의, 사회적 공유주의, 

자연주의적 공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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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공유주의의 두 프로그램

국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지 10여년

이 흘러갔다. 그 동안의 논의를 거치면서 국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definition)는 ‘공유지(commons) 배당’(권정임·곽노완 외, 

2020: 178) 또는 공유부 배당’(금민, 2020b: 44)으로 수렴되어 가

고 있다.

공유지란 노르만 단어 commun에서 유래한다. 이 단어는 ‘선물’

과 그에 대한 ‘의무로서의 답례’라는 뜻을 모두 갖는다(Bollier, 

2015: 250). 이 어원에 연계할 때 commons, 즉 공유지란 공동체 

성원 모두를 위한 ‘선물’이자 그 선물에 대해 모두가 ‘답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 곧 미래세대까지 포괄하여 모두가 공동으로, 즉 평

등하게 향유1)할 권리가 있는 공유부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고

찰할 때, 모두가 특정 대상을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대상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산

출한 성과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일반화할 때, 공유지란 

중세 유럽의 장원제도가 대변하는 ‘토지’만이 아니라 “공동체 성원들

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자연적·역사적·사회경제적 자원 내지 재화”

(곽노완, 2016: 195)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이처럼 공유지 배당 또는 공유부 배당2)으로 정의하는 

1) 이 글에서 향유(enjoy)란 깨끗한 공기의 흡입 같은 직접적 향유와 곡식의 
생산을 위해 토지 등을 ‘사용’하는 간접적 향유를 모두 포함한다.

2) 이하에서는 ‘공유지 배당’ 보다 ‘공유부 배당’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공
유지와 공유부를 굳이 구분하자면 ‘공유부’란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부’라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공유지 배당이란 공유지 수익의 배
당이며 이는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부에 대한 배당이기도 하다. 이는 공유
지 배당과 공유부 배당이 차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공유부’ 
개념을 더 선호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가 더 많이 통용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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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상사적으로도 지지할 수 있다. 기본소득 사상사에서 기본소

득의 정당성을 공유부에서 찾는 경향이 주류적인 전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권정임·곽노완 외, 2020: 20-121 참조). 예를 들어 페인

에게서 기본소득의 근거는 개간 이전에 존재하는 토지라는 “공동재

산”(Paine, 1796: 108)과 “사회적 결과물”(같은 책: 119), 곧 사회

적으로 창출된 부다. 콜에게서 기본소득의 근거는 발명과 기술을 비

롯한 “공동유산”(Cole, 1944: 144)이다. 판 빠레이스에게서 기본소

득의 근거는 자연, 기술적 진보, 자본축적, 사회조직, 시민의식의 규

칙(civility rules) 등을 망라하는 “선물”, “공동 유산”이다(Van 

Parijs·Vanderborght, 2017: 105-106).

그런데 기본소득사상 선구자들의 ‘공동재산’, ‘공동유산’, 또는 ‘선

물’이 공유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정의(definition)를 제공한다

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공유부의 정체성에 대한 혼동과 의문을 

초래한다고도 보인다. 공유부란 ‘공동재산’이라는 재산의 한 유형인

가?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재산이며 또한 어떤 

근거로 재산으로 인정받는가? 아니면 그것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면

서 모두가 향유해야 하는 선물인가? 공유부에 대한 “공동체 성원들”

의 “평등한 권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등등,

지난 10여 년 간 한국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연구는 이에 대한 연

구도 포괄한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입장이 있다.

첫 번째는 공유부를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 또는 향유하는 부, 곧 

모두가 “공동향유”(곽노완, 2010a: 155, 2010b: 85)하는 부로 보는 

입장이다. 자본』 III권에서 맑스가 ‘토지’ 또는 토지가 상징하는 공

유부와 관련하여 제시하듯이, 이 입장에 따를 때 공유부란 원칙적으

때문이다. 그런데 ‘공유부’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common wealth 보다 
commons가 더 적합하다. 전자는 통상 ‘국가(연합)’, ‘공화국’ 등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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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도 아니다.

“보다 높은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관점에서 볼 때, 토지에 대한 몇

몇 개인의 사적 소유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만큼이나 혐오스럽다. 전체 사회 자체, 국가, 나아가 동시대에 존

재하는 모든 사회를 합치더라도 이들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

들은 단지 토지의 점유자, 향유자일 뿐이다. 가정의 좋은 아버지들

처럼 그들은 토지를 보다 개선하여 이어지는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MEW 25: 784, Marx, 1894: 954)

  

따라서 이 입장에 따를 때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란 

공유부를 공동으로, 곧 평등하게 소유할 권리가 아니라, 공유부를 

향유할 기회에 대한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리다. 공유부에 대한 모두

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을 공유주의라고 한다면, 이 입장에

서는 공유부에 대한 평등한 권리라는 인식 자체가 사회의 형성·진화

와 함께 발전해온 사람들의 의식의 산물이다. 이 권리의 실현 또한 

사회적으로 창출된 제도를 통해 보장된다. 이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이러한 제도의 하나로서 제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입장은 사회구

성주의적 문제틀(problematic)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공유주의 프로

그램, 곧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3)

두 번째 입장은 공유부를 원래 또는 자연적으로 모두가 공동소유

하는 부로 보는 입장이다.  첫 번째 입장에서 ‘공유’가 ‘사용’까지 

3) ‘문제틀’이란 특정한 이론과 개념을 구성할 때의 기본적인 물음과 대답의 
방식, 곧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이란 ‘연구 프로그램’(research 
program)의 약자로 특정 문제틀에 기초하는 이론적 대상파악체계 또는 
연구체계를 의미한다. 보다 상세한 고찰을 위해서는 권정임, 2008을 참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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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공동향유’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 입장에서 ‘공유’란 법제

화와 무관하게 규범적으로 법과 제도에 선행하면서 법과 제도를 구

속하는 ‘자연적 공동소유’다. 따라서 이 입장에 따를 때 공유부에 대

한 평등한 권리란 공유부에 대한 원래의 또는 자연적 공동소유권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기본소득은 이러한 자연적 또는 원래의 공동소

유권에 근거한 공유부 배당으로 제시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는 자연

주의적 문제틀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공유주의 프로그램, 줄여서 자

연주의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유주의의 이 두 프로그램의 차이는 단순히 어떤 입장이 

기본소득을 올바르게 정당화하는가라는 문제에만 관련되지 않는다. 

나아가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유발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글에서는 공유부의 의미와 기본소득 

및 바람직한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공유주의의 이 두 

프로그램을 비교·고찰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기본소득론이 사회

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I장

에서는 공유부의 의미 및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의 논의에 연계하여 바람직한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IV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요약·정리한다.

Ⅱ. 공유부와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1. 자연주의적 공유주의에서 공유부와 기본소득

먼저 자연주의적 공유주의의 핵심논리를 공유부 및 그 배당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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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자. 이 입장을 대변하는 금민은 

“각자의 몫을 각자의 성과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과 함께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야 한다”는 원칙, 곧 공유부 배당원칙을 “정의의 

기본원칙”(금민, 2020a: 100)으로 제시한다.4) 그에게서 두 번째 정

의의 기본원칙과 그 근거, 곧 공유부에 대한 원천적 공동소유권은 

페인의 이론에 대한 그의 고유한 해석에 기초하여 정당화된다.

페인은 1796년에 출간된 농업에서의 정의』에서 전국적 기금을 

창설하여 모두가 21세가 되었을 때는 15파운드에 달하는 기본재산

을, 50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게는 매년 10파운드에 달하는 기본소

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Paine, 1796: 107). 그는 이 기금을 한

편에서는 토지 “지대”(같은 책: 104)를 통해,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

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제외한” “사회의 결과물”(같은 책: 119)

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5) 결국 그는 개인의 노동성과는 그 개인에

게, 그 외의 부는 모두에게 분배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본다. 이때 

특히 미개간된 토지 및 이것으로 상징되는 자연적 부가 공유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미개간의 자연 상태였을 때 땅이 인류의 공동 재산이었고 앞으로

도 계속 그럴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개인 재산이 되

는 것은 토지 자체가 아니라 발전이 이룬 가치일 뿐이다. 그러므로 

경작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나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공동체에 

지대(...)를 내야 한다.”(같은 책: 104)

4) 금민은 ‘공유부’ 보다 ‘공통부’를 더 많이 사용하지만 표현의 일관성을 위
해 이 글에서는 ‘공유부’로 통일한다.

5) 페인의 “사회의 결과물”에는 ‘적게 지불된 노동의 대가’도 포함된다(같은 
책: 11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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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은 토지에 대한 페인의 이러한 언급에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토지를 “원형”(금민, 2021: 4)으로 하는 공유부에 대한 원천적 공동

소유권, 그의 용어로 “원천적 공유권”(금민, 2020a: 172) 이론을 전

개한다.6) 이에 따르면 토지 같은 공유부는 “현재의 법률적 소유관계

가 어떠하든지” “원래 모두의 것”(같은 책: 37), “원래는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금민, 2020b: 44)이다. 이는 그에게서 “원천적 

공유권”이 사회형태 및 법제화와 무관하게 법과 제도에 선행하면서 

“규범적 우선성”(금민, 2020a: 37)을 갖는 자연적 공동소유권임을 

의미한다.7) 이에 걸맞게 그는 페인을 경유하여 이 원천적 공동소유

권에 “자연법” 사상을 연계하고 있다(금민, 같은 책: 80).

그가 토지에 대한 원천적 공동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토지를 

그 누구도 “창조”(금민, 2020a: 172)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토지를 누구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성과

물로서 그들이 소유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 또한 이로부터 직접적으

로 토지에 대한 ‘원천적 공동소유권’을 도출한다.8)

토지에 대한 ‘원천적 공동소유권’에 기초하여 금민은 페인의 이론

을 “이중적 소유권 이론”(같은 책: 74, 171)으로 재구성한다. 그에 

따르면 “시원적 황무지”에 대한 원천적 공동소유권만으로는 기본소

득이 산출되지 않는다. 노동이 투하되지 않은 황무지는 경제적 가치

6) 금민은 자연에 대한 ‘원천적 공유’를 키케로, 아퀴나스 등도 전제하는 것
으로 해석한다. 그렇지만 페인 이전에는 이 ‘원천적 공유’에서 기본소득을 
도출한 사람은 페인이 최초라고 본다(금민, 2020a: 39). 하지만 키케로, 
아퀴나스 등이 자신과 동일한 ‘원천적 공유’ 관념을 공유한다는 그의 주장
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고찰과 논증이 필요하다고 보인
다.

7) ‘공유’는 ‘공동의 향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념적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글에서 금민의 ‘원천적 공유(권)’은 ‘원천적 공동소유(권)’으로 표
기한다.

8) 다음 절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는 논리적 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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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고, 따라서 모두에게 귀속시켜야 할 몫도 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간을 통해 토지가 가치화됨에 따라 해

결된다. 토지경작자의 노동에 따른 토지의 개선에 근거하여 경작지

에 대한 ‘사적 소유권’과 경작자의 노동성과에 따른 소득이 인정되

는 한편, 토지에 대한 ‘원천적 공동소유권’은 토지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자연적 소유권”(같은 책: 172)으로 변화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토지에 대한 ‘원천적 공동소유권’이 개간과 함께 토지에 

대한 모두의 ‘자연적 소유권’으로 변화한다는 서술에서 드러나듯이, 

금민에게서 ‘원천적’은 “원래”(금민, 2020b: 44)의 의미, 곧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실천이나 실정법에 선행하는 ‘자연적’이라는 의미와 

사회적 실천이나 실정법에 대한 규범적 우위성 두 가지를 모두 함축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원천적 공동소유권’이란 실정법에 대해 

규범적 우선성을 갖는 자연적 공동소유권을 의미한다.

결국 금민에게서 공유부란 모두가 이러한 자연적 공동소유권을 갖

는 부다. 따라서 그에게 공유부에 대한 평등한 권리란 공유부에 대

한 모두의 자연적 공동소유권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이 자연적 공동

소유권에 근거하는 공유부 배당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기본소득

론은 자연주의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개된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만인의 원천적 공유권”, 또는 

자연적 공동소유권은 토지배당이라는 형태로 기본소득을 받을 “시민

적 권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금민, 2020a: 88-89). 이런 측면

에서 기본소득은 “분배정의를 자원이나 수익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

의 문제로 간주”하는 “소유론적 정의론”(금민, 같은 책: 75)에 기초

하여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이때 기본소득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될까?

페인은 황무지에 비해 개간된 토지 생산성이 약 10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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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단 아래, 산출물의 1/10을 모두의 몫으로 돌리고자 한다

(Paine, 1796: 103-106).

이에 비해 금민은 노동을 통한 개간 및 이에 따른 “인공적 소유”

를 전제로 “자연적 소유의 가치”를 양화하고자 한다(금민, 2020a: 

84).9) 이에 기초하여 그는 경작자의 노동성과를 당사자의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한편, 토지개선에 합체된 페인의 “사회의 결과물”(Paine, 

1796: 119), 곧 “개간의 직접적 효과로 돌릴 수 없는 외부효과나 

협력의 효과”(금민, 2020a: 173)에 기반하는 가치를 모두에게 귀속

될 “자연적 소유의 몫”(같은 책: 86)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금민은 토지를 “원형”으로 하는 자신의 원천적 공동소유론

과 이에 기초하는 공유부 이론 및 기본소득론을 다른 대상에 적용하

여 자신의 이론을 확장한다. 이에 따라 그는 “자연적 기초로부터 흘

러나오는 수익”을 “자연적 공통부”(금민, 2020a: 11)로, “누구의 성

과나 기여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 외부효과”(금민, 2020b: 44)에 

의한 수익을 “인공적 공통부”(금민, 2020a: 11, 2020b: 44)로 범주

화한다. 이에 따르면 “토지”, “자연환경”(금민, 2020,b: 44) 등은 자

연적 공유부로, 지식, 데이터는 인공적 공유부로 분류된다(금민, 

2021: 4-5).

이때 그가 인공적 공유부를 원천적 공동소유권의 대상으로 보는 

근거는 자연적 공유부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누구의 성과나 기여

로 귀속시킬 수 없”(금민, 2020b: 44)으므로 이러한 부에 대해 사

적·배타적으로 소유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원천적 공동

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공적 공유부의 경우에도 기본

소득의 ‘근거’는 ‘원천적 공동소유권’, 곧 ‘자연적 공동소유권’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그의 소유론적 분배정의가 자신의 인공적 공유

부에도 일관되게 관철됨을 의미한다. 물론 이때 ‘자연적 공유부’의 

9) 이는 금민이 경제적 가치의 실체를 노동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17

공유주의의 두 프로그램과 기본소득

경우 사적·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누구도 자연을 창

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면, ‘인공적 공유부’의 경우 사적·배타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인공적 공유부가 외부성 또는 “사회의 

결과물”(Paine, 1796: 119)이기 때문일 것이다.

2. 자연주의적 공유주의 비판: ‘공유부’와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그러나 자연적 또는 원천적 공동소유권을 핵심으로 하는 ‘공유부’

와 ‘기본소득’에 대한 이 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

고 있다.

첫째, 누구의 성과나 기여로 귀속시킬 수 없는 부에 대해 제시되

는 원천적 공동소유권의 설득력이 의심스럽다. 원천적 공동소유권이

란 사실상 모든 현존하는 실정법에 대해 “규범적 우선성”(금민, 

2020a: 37)을 갖는 자연적 공동소유권이다. 이 원천적 공동소유권 

범주를 통해 그는 근대 자연법사상과 그 자연주의적 문제틀, 곧 사

회형태나 제도에 앞서 존재하는 동시에 사회형태나 제도가 따라야 

할 자연적 본질이나 규범을 전제하는 자연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낸

다. 그런데 자연법사상의 경우로 예시할 수 있듯이, 특정한 자연주

의 이론은 그 자연주의적 특성이 탈각된 채 합리적 추론의 형태로 

재구성되어 해석되거나 비판적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원천적 공동소

유권 이론 또한 이런 관점에서 검토해 보자. 원천적 공동소유권의 

핵심논리를 논증형태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숨겨진 전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전제1: 각자의 성과는 각자의 몫이다.

전제2: 자연이나 지식처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배타적 성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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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부를 사적·배타적으로 소유할 근거는 없다.

결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배타적 성과가 아닌 부에 대해서는 원

천적 공동소유권이 성립된다.

*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숨겨진 전제’인 이유는 모두의 자유

와 평등이 전제들의 성립조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예제 

사회에서는 전제도, 결론도 성립하지 않는다. 금민은 이 숨겨진 

전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전제는 그

의 논의에서 숨겨진 전제다.

‘숨겨진 전제’는 현대의 다양한 정치철학적 또는 법철학적 논의를 

통해 공통적으로 수용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정적 규범으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할 수 있다. 두 전제들 역시 ‘숨겨진 전제’를 수용하는 한 받아

들일 만하다. 그렇지만 이 전제들로부터 원천적 공동소유권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각자의 성과가 각자

의 몫이라는 전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배타

적 성과가 아닌 부에 대해 ‘원천적 공동소유권’이라는 결론이 도출

되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배타적 성과가 아닌 부가 모

두의 성과, 관대하게 해석할 경우, 최소한 간접적인 성과이기라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적 자연 자체10), 나아가 선조들이 창

출한 과학적 지식이나 문화유산으로 예시할 수 있듯이, 현세대의 성

과라고 볼 수 없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배타적 성과가 아닌 부’

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부는, 금민의 주장과는 달리, 모두가 원천적 

또는 자연적 공동소유권을 갖는 부라는 의미에서의 ‘공유부’로 보기 

10) 인간 또한 자연이다. 따라서 인간을 제외한 자연은 엄밀히 말해서 외적 
자연이다. 문맥 상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 글에서 ‘자연’은 ‘외적 
자연’을 대체한다. 본문의 ‘외적 자연 자체’는 인류의 존재 및 인류와의 
상호작용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외적 자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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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나아가 엄밀한 의미에서 ‘모두의 성과’로 볼 수 있는 부는 

드물다.

따라서 위의 전제들로부터, 전통적인 자유지상주의와 유사하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배타적 성과가 아닌 부에 대해 ‘누구의 소유

도 아닌 부’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11) 그러나 

첫 번째 전제, 곧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해할 때, 이 결론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

는다. 형식적 자유와 평등의 전제 아래 허용되는 ‘누구의 소유도 아

닌 부’에 대한 향유가 이에 대한 남용이나 타인의 정당한 향유기회

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위의 전제들로부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배타

적 성과가 아닌 부’에 대해 ‘그것을 향유할 권리와 기회가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부’로 정의할 때 해결된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순전한 기여의 산물이 아닌 부’를 결국 

‘모두가 공동으로 향유해야 하는 부’라는 의미에서 ‘공유부’(共遊富)

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는 부’라는 

‘공유부’(共有富)의 정의와 분명히 구분된다.

공유부를 이렇게 정의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는 

인간의 삶과 관계되는 부의 원천이 토지 같은 외적 자연으로만 제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맑스가 고타강령비판』에서 고전적으로 표현

하듯이, 부의 두 원천은 자연과 노동이다(MEW 19: 15). 자생적으

로 자라나는 곡식을 섭취하기 위해서도 곡식을 수확·도정하고 운송

하여 요리하는 등의 ‘노동’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맑은 공기와 적

절한 기후조차 다양한 종류의 노동을 통해 생산·재생산되어야 한다. 

단순히 자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류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다. 단순히 자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각자의 ‘몫’에 대한 권리와 기

11) 전통적 자유지상주의에서 이는 토지 같은 ‘자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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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원칙적·추상적인 차원에서 말하

자면, 노동할 기회의 실질적으로 평등한 보장을 전제로 자연을 대상

으로 각자가 행한 노동의 산물만이 각자의 정당한 몫이다. 이때 평

등한 노동기회는 노동대상의 양적·질적 평등까지 물론 포함한다.

페인 역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기획이 

노동 가능한 성인의 노동을 전제로 하는 ‘기본자산’과 그렇지 못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이중화되기 때문이다.12) 이를 

고려할 때, 페인이 토지에 대해 부여했던 “공동 재산”(Paine, 1796: 

104)의 정확한 의미는 “모두가 공동으로 향유해야 하는 부”로 해석

된다.

모두의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 및 자연과 노동이라는 부의 

두 원천을 전제할 때, 분배정의와 관련하여 요청되는 규범은 무엇보

다 부의 이 두 원천에 대한 향유기회에 대해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때 해당 사회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서, 

사적 소유권이나 공동소유권의 설정이 부의 두 원천에 대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공동소유권을 포함한 소유권이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의미한다.13)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인 

자유지상주의가 자연에 대해 설정하는 ‘공동소유권’에 대한 판 빠레

이스와 판더보의 다음과 같은 비판은 ‘원천적 공동소유권’에 대한 

비판으로도 유효하다.

   

“자유지상주의는 그 정의상 제도에 앞서 존재하는 개인적 권한들의 

12) 페인의 시대에는 적극 고려되지 않았던 토지의 희소성을 고려할 때, 기
본소득과 기본자산 중 실현가능하며 일관된 제도는 물론 기본소득일 것
이다. 자세한 고찰을 위해서는 권정임·곽노완 외, 2020: 24-30을 보라.

13) “소유권이란 본래 자연적인 개념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의 산
물이다”(노호창, 2017: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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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정의로운 제도가 존중하고 방어해야 하는 개인적 권한들의 체계

에 의존한다. (...) 우리의 접근법은 제도에 앞서 존재하는 그러한 제약

들을 전제로 작동하지 않는다. (...) 그 대신 우리의 접근법에서는 제도

에 앞서 존재하는 그 어떤 제약도 없이 모든 것을 분배대상으로 둔다. 

제도들은 그것들이 견인할 기회의 분배가 모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

들에 대해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Van Parijs/Vanderborght, 2017: 122)

공유부에 대한 원천적 또는 자연적 공동소유권에 기초하는 금민의 

기본소득론의 두 번째 문제점은 ‘인공적 공통부’와 관련된다. 크게 

두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그의 공유부 분류가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자연적 공유부’를 “자연적 기초로부터 흘러나

오는 수익”(금민, 2020a: 11)으로 정의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부, 곧 ‘인공적 공유부’와 구분한다. 그러나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

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인공적 공유부로 예시하는 ‘지식’이나 ‘데이

터’ 역시 자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자체 자연인 인간의 실

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몫”(같은 책: 173)이 ‘인공적 공유부’만이 아니라 ‘자연적 공유부’와 

관련하여서도 기여의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사회의 결과

물”(Paine, 1796: 119, 금민, 2020a: 86)14)로서 “협력의 효과”(금

민, 2020a: 173)라고 본다. 이로 인해 ‘자연적 공유부’와 ‘인공적 

공유부’에 대한 그의 구분은 더욱 모호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자연적 공유부’는 네그리, 하트에서처럼 ‘생

태적 공유부’로 표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Negri·Hardt, 2009: 

14) 금민의 2020a 저서에서 페인의 “사회의 결과물”은 “사회의 효과”로 번
역되어 있다(Paine, 1796: 119, 금민, 2020a: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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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생태’적 관점에서는 유기체 외부의 자연, 곧 외적 자연을 비롯

한 외부환경과 유기체가 그들 간의 관계와 상호영향 아래 포착된다. 

‘유기체’의 자리에 ‘인간’을 대체하면, ‘생태적 공유부’라는 범주로 

외적 자연을 인간과의 상호작용 및 상호관계와 통일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 또한 지식이나 데이터는 ‘문화적 공유부’ 또는 그 일부로서 

‘지식 공유부’, ‘데이터 공유부’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이다. 그 정의 상 지식과 데이터는 인간의 지적·정신적·미적 발전과 

그 산물을 의미하는 ‘문화’(Williams, 1976: 90)에 포함되기 때문이

다.

둘째는 그가 ‘자연적 공유부’에 속하지 않는 대상, 곧 ‘인공적 공

유부’로 공유부 외연을 확장하면서 이러한 대상이 ‘공유부’인 근거로 

토지를 원형으로 하는 ‘원천적 공동소유권’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그

에 의하면 ‘인공적 공유부’는 기여의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사회적 

협력”(금민, 2021: 4), 곧 임금노동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넓은 의미

에서의 노동을 통해 창출된다.15) 그럼에도 그는 ‘인공적 공유부’가 

‘공유부’인 근거를 노동이 아니라 ‘원천적 공동소유권’에 연계하여 

설명한다. 그 결과 ‘원천적 공동소유권’ 논리의 문제점을 재생산한

다. 그가 인공적 공유부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는 빅 데이터를 중

심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자.

그에 의하면, 빅 데이터는 “해양이나 원시림처럼 가치화과정 이전

의 자연적 부와 비슷한 지위”(금민, 2020b: 51)를 갖는다. 즉 토지

를 비롯한 천연자원처럼 빅 데이터는 그 자체 가치가 없지만, 개간

을 통해 토지가 가치를 갖는 가치체가 되듯 디지털 자본의 알고리즘

에 의한 분석에 의해 빅 데이터 역시 가치체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처럼 빅 데이터 역시 누군가의 배타적 기여에 의해 생산된 것이 

15) 부가적 설명이 없는 한 이 글에서 ‘노동’은 넓은 의미에서의 노동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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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에 ‘원천적 공동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기

초하여 토지에 대한 ‘자연적 소유권’과 유사하게 “빅데이터 공동소유

권”을 도출하여 플랫폼 자본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설정해야 한다

는 것이다. 또한 이 공유지분권에 의한 배당, 곧 기본소득의 원천 

역시 ‘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효과”라는 것이다(금민, 

2020a: 171-173).

그러나 빅데이터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알고리즘에 의해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와 빅데이터도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고 실

제로 거래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노

동을 임금노동만이 아니라 “자유노동”(Terranova, 2004: 74)16), 

“새로운 연합지성의 노동”(곽노완, 2017: 228) 또는 “가치를 생산하

는 모든 활동”(이항우, 2014: 146)으로 넓게 정의하면서, 알고리즘

에 의해 가공되기 이전의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이들 노동의 산물로 

설명하는 입장이 보다 일관되고 설득력이 높다. 이 입장의 이러한 

우위는 살펴본 ‘원천적 공동소유권’의 문제점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3. 사회적 공유주의에서 공유부와 기본소득

판 빠레이스와 판더보(Van Parijs·Vanderborght, 2017: 99 이

하, 권정임·곽노완, 2019), 권정임, 곽노완 등이 보여주둣이(권정임·

곽노완 외, 2020), ‘공유부’의 분배정의와 이에 연계된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원천적 공동소유권’이라는 자연주의적 가정 없이, 사

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에 따라 충분히 정당화된다. 물론 이때의 공

유부는 모두가 평등하게 향유해야 하는 부 또는 선물을 의미한다17). 

16) ‘자유노동’이란 “자발적으로 제공됨과 동시에 급여를 받지 않은, 즐겼음
과 동시에 착취당한”(Terraova, 2004: 74) 노동이다.

17) 이 소절에서 ‘공유부’란 ‘공동으로 향유해야 하는 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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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찰해 보자.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에 따를 때 합리적·공정한 사회형태와 

제도창출의 출발점은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

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러한 요청이 올바를 뿐만 아니라18) 이러한 

요청이 보장되는 사회라야 구성원들의 광범한 동의에 기초하여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배정의와 관련하여 이 프로그램에서 제기되는 

과제는 무엇보다 부의 두 원천, 곧 자연과 노동을 향유할 기회와 권

리에 대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할 때, 각자의 순전한 노동에 의해 창

출된 산물은 그의 정당한 소득이다. 노예사회가 아닌 모두가 자유롭

고 평등한 사회에서 개인의 순전한 노동 산물을 강탈할 지배는 인정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개인의 이러한 소득이 완전히 정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것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기회가 다른 모두에게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의 독점적인 사용권이 인정

되지 않는 부, 곧 공유부를 사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미래세

대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회를 모두가 공유부를 평등하게 향유하는 방

식으로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공유부가 양

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여러 사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부의 종

류와 양이 개인마다 차이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판 파레이스 등이 제안하듯이(Van Parijs·Vanderborght, 

18) 기존의 다양한 윤리학과 정치철학이 보여주듯이,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당화 자체는 이 글의 주요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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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7), 공유부를 사용하여 창출된 수익의 적정 부분을 그 독

점적 사용에 대한 대가로 거두어 이를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분배

하면 해결된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첫 번째 근거는 공유부를 

사용할 기회의 실질적 평등이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대변하듯이 공유부는 악화되거나 개선된다. 또 

빅 데이터처럼 모두의 직간접적 기여를 통해 새로 창출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공유부의 생산과 재생산에 대한 모두의 직간접적 기

여는 공유부 수익의 분배, 곧 기본소득에 대한 두 번째 근거다.19) 

공유부의 생산과 재생산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는 대체로 무보수

다. 또한 이 기여는 모두의 ‘평균적 기여’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

다. 빅 데이터의 창출을 예로 들어보자. 누구도 일생동안 인터넷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용자가 많지만 

기여도가 달라서 평균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강남훈, 2016). 노

동력의 재생산을 통해 공유부의 생산·재생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돌봄과 가사노동처럼 특정 젠더에 전가되는 노동도 있다. 이 경우에

는 모든 젠더간의 평등한 분담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이 동반되어야 한다.

결국 기본소득은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성립하는 공유

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에 기초하여 정당화된다.20) 구체적으

19) 권정임·곽노완과 달리 판 빠레이스·판더보는 이처럼 새롭게 생산·재생산
되는 선물, 곧 공유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권정임·곽노완 외, 
2020: 113-116 참조.

20) 노호창(2017: 178-181), 홍석한(2017: 186), 이재희(2018: 49) 등의 
헌법학자들도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헌법조항으로 자유와 평등, 특히 
‘평등’을 거론한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헌법조항으로 이외에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조항이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권 등이 거론되기도 한
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이나 권리는 기본소득 이외의 다른 제도들을 통
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노호창은  ‘평등권’ 조항을 기본소
득 도입을 위한 헌법적 규범적 근거로 본다(노호창, 2017: 1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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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권리는 첫째, 공유부를 향유할 기회에 대한 모두의 실질적으

로 평등한 권리를 의미한다. 둘째, 이 권리는 공유부의 생산과 재생

산에 대한 모두의 직간접적 기여에 따른 권리를 의미한다.21)

이 권리는 기본소득, 곧 공유부 수익의 적절한 배당을 통해 실현

된다. 현대 수준의 생산성의 발전과 규모의 경제가 갖는 효율성 등

을 전제할 때, 공유부의 인클로저나 독점 등을 예방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사용권과 처분권 

및 수익권을 모두가 1/n씩 갖는 ‘공유자산’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소

유권을 공유부에 부여하여 법제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유자산의 사

용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임대한다는 전제 아래 

그 수익을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수준에서 보편적, 무조건적, 개별적,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것이다.22) 이때 이러한 공유화는 생태적·경제

적 지속가능성의 우위 아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23)

21) 권정임, 곽노완은 그들의 공저에서 공유부 배당, 곧 기본소득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공유부를 향유할 기회에 대한 실질적으
로 평등한 권리’다. 그들은 이를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 곧 ‘공유
지에 대한 평등한 공유권’으로도 부른다. 즉 여기서 ‘공유지에 대한 평등
한 공유권’은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는 ‘공유지의 생산과 
재생산에 대한 모두의 직간접적 기여‘다(권정임·곽노완 외, 2020: 
267-268). 이 공저에서와는 달리 이 글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공유권‘을 기본소득의 이 두 근거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
고자 한다.

22)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권정임, 곽노완 외, 
2020: 185-188을 참조하라.

23) 해밍가가 시사하듯, 기본소득의 수준과 노동 동기 사이에는 일종의 자기
조절기제가 작동할 것으로 추론된다(권정임·곽노완 외, 2020: 242 이
하). 판 빠레이스에게서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의 크기가 생태
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최소극대화 원칙’ 또는 ‘차등원칙’에 따
라 결정된다면, 이 글이 제안하는 그것은 분배정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
으로 측량되는 기본소득의 크기와 생태적·경제적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
점에서 결정된다(같은 책: 24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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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판 빠레이스, 권정임, 곽노완 등이 보여주듯, 공유부 배당으

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는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에 따라 

충분히 정당화된다. 이때 기본소득은 각자의 노동에 따른 성과소득

이 정의롭기 위한 조건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기회평등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각자가 진실로 원하는 삶과 노동을 향

유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결국 기본소득은 자연과 노동이라는 

부의 두 원천을 향유할 기회와 권리에 대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에 유리한 제도다.

Ⅲ. 공유주의의 두 프로그램과 사회 및 노동에 대한 전망

1. 자연주의적 공유주의에서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

‘원천적 공동소유권’에 기초한 기본소득론의 살펴 본 문제점은 ‘노

동’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경제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서도 편

향을 초래한다. 먼저 이 입장이 제시하는 사회경제의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해 보자.

금민은 만인의 ‘원천적 공동소유권’에 기초하여 공유부 배당을 

“시민적 권리”(금민, 2020a: 89)로 요청한다. 또한 그는 이에 기초

하여 “근대 이후 좌우파의 주류” 패러다임, 곧 시민을 일차적으로 

“노동자” 또는 “생산자”로 보는 “노동주의 또는 생산주의 패러다임”

을 “시민을 원천적 공유자”(같은 책: 116)로 보는 “분배정치 패러다

임”(같은 책: 240)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이에 따른 실업·불안정직종의 양산 가능성 및 이러

한 경향과 정규직 노동자를 표준으로 설계된 기존 복지모형 간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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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을 배경으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필요성은 단지 기본소득이 노동, 사실상 유급노동(같

은 책: 252)이나 임금노동(같은 책: 253)의 수행 여부에 의존적인 

기존 복지체제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이유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

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진로 기본소득정책, 곧 “정당한 분배의 원

칙”에 따라 공유부의 크기가 GDP의 90%라면 90% 모두24)를 배당

한다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기본소득의 액수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는 공유부 분배정책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문제점들의 해결과 바

람직한 사회경제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같은 책: 

16).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본소득의 액수가 높아질수록 임금상승 효

과도 커지고, 이는 더 많은 자동화 압박과 이를 통한 생산성 상승을 

낳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같은 글).

이러한 기제를 통해 그는 노동, 사실상 유급 또는 임금노동(이하 

유급노동)의 투입이 없는 완전자동화를 통해 “가치의 경제학에서 부

의 경제학으로의 전환”, “탈희소성의 경제학”, “풍요의 경제학”(같은 

책: 117)으로의 전환을 기획한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기본소득, 

곧 비시장적 소득 분배 규모만이 사전적으로 확정되고 구체적인 자

원분배는 시장을 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계획경제”가 실시된다(같은 

책: 24). 이에 기반하여 그는 생산의 완전자동화에 기초하여 창출되

는 풍요로운 공유부, 자동화된 생산으로 인해 개별적 성과소득으로 

돌아갈 몫이 거의 소멸되므로 사실상 거의 모든 부가 원천적 공유자

로서의 시민들에게 무조건적·보편적·개별적으로 배당되는 “공유자 

공산주의”(같은 책: 100)를 목표한다.

24) 사이먼에 따르면 미국이나 북유럽처럼 부유한 국가에서 “사회자본”, 곧 
공유부는 총소득의 거의 90%에 준하는 소득을 산출한다(Simon, 200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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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주의적 공유주의의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 비판

‘공유자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같은 책: 119)에서 금민이 사실

상 유급노동과 동일시하는 노동은 완전히 철폐된다(같은 책: 

252-253). 이런 측면에서 공유자 공산주의는 서르닉과 윌리엄스

(Srnicek·Williams, 2015) 등이 주장하는 탈노동사회를 지향한

다.25)

스탠딩(G. Standing)과 유사하게 금민에게 노동은 “소득원천으로

서 도구적 의미만 가질 뿐”(같은 책: 252)이다. 따라서 “실질적 자

유”는 노동 외부의 “여가시간”(같은 책: 280)26)과 여가시간 동안의 

“자유로운 활동”(같은 책: 253)에서 찾아진다.27) 이에 걸맞게 맑스

의 자본』 3권의 유토피아에서 ‘공시적 은유’였던 ‘생산 또는 필연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MEW 25: 828)은 공유자 공산주의에서는 ‘통

시적 또는 단계적 은유’로 제시된다. 즉 필연의 영역이 완전자동화

됨에 따라 인간은 ‘자유의 영역’으로 이행한다는 것이다(금민, 

2020b: 40 이하).28)

25) 서르닉·윌리엄스는 향후 노동종말 사태의 도래를 진단하면서 “탈노동사
회”(post-work society)(Srnicek·Williams, 2015: 118)라는 잠정적 대
안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다. 또한 이를 위한 단기적 또는 최소한의 목
표로 완전자동화, 노동시간 단축, 기본소득, 자본주의적 노동윤리의 폐기
를 제시한다(같은 책: 111-118).    

26) 기본소득의 “선분배 몫만큼 유급노동시간은 줄어들고 탈상품화된 여가시
간은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는 그만큼 실질적 자유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금민, 2020a: 280) 

27) 금민은 일자리 보장 제도와 기본소득 제도가 임금노동 일자리에 대한 
‘대립적인 관점’에 근거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 전체에 대해 이 두 제
도는 근본적으로 양립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어서 이 ‘대립적인 관점’이 
“임금노동과 자유로운 활동 중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라는 “매우 근
본적인 차이”와 관련됨을 시사한다(금민, 2020a: 252-253). 이는 그가 
임금노동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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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유자 공산주의가 노동을 이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적으로는 ‘일자리 보장론’(job guarantee)과의 대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금민, 2020a: 244-287). 그러나 보다 근본적

인 차원에서 이는 금민의 자연주의적 공유주의가 부의 또 다른 원천

으로서의 ‘노동’을 간과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노동이 

개인의 삶과 사회경제에서 갖는 다양한 의의와 중요성 및 실질적으

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노동을 향유할 기회의 분배 등에 대해 적극적

으로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공유자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탈

희소성의 경제학”, “풍요의 경제학”이 부와 자원에 대한 생태적 제약

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더라도,29) 공유자 공산주의는 이

로 인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서 공식

(formal)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공식 노동의 중요성과 그 바람직한 

재편문제에 대해 간과하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에 

연계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자.

아담 스미스가 고전적으로 언급했듯이 노동은 고통과 지루함을 동

반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은 첫째, 노동자의 소득의 원천이 될 수 

28) 백승호·이승윤(2018), 김교성(김교성 외 2017) 등도 기본소득에 연계하
여 ‘탈노동 사회’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탈노동 사회란 엄밀하게 
말해서 노동력이 탈상품화된 사회(백승호·이승윤, 2018: 55 이하), 또는 
노동력의 탈상품화에 기초하여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및 기타 다양한 활
동들을 자유롭게 선택·조합하는 다중활동사회(김교성 외, 2018: 112)를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금민의 ‘탈노동사회’와는 구분된다. 그렇지만 
노동력이 탈상품화된 사회를 탈노동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고 보인다. 무엇보다 노동을 임금노동과 동일시하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
이다.

29) 공유자 공산주의 기획이 “생태적 전환에 기여하는 유력한 정책수단”(금
민, 2020a: 350)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생태적 기획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풍요의 경제학”은 자체 모순적 기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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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 둘째, 노동자의 자기실현과 발전의 수단, 곧 문화의 계기

가 될 수 있다는 점(권정임, 2012: 22-23 참조), 셋째 사회의 생산·

재생산을 위해 요청되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순

기능을 갖는다. 고통과 지루함까지 포함하여 노동의 이 네 가지 측

면만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입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는 노동의 순기능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유형과 관련된다. 

정당한 성과소득을 전제로 할 때, 이 경우 노동정책의 핵심은 무엇

보다 노동생산성과 노동조건의 제고 및 노고와 의무적 노동시간의 

감축일 것이다.

둘째는 개인의 자율에만 맡길 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충분히 그

리고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유형의 노동이다. 이 유형은 공식

(formal) 노동으로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역시 충분한 성과소득을 

전제로 할 때, 이 경우에도 노동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노동생산성

과 노동조건의 제고 및 노고와 의무적 노동시간의 감축일 것이다. 

문화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유형의 노동은 특별히 많이 보상하거나 

희망자가 없는 경우 완전히 또는 최대한 자동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시사하듯, 특정 노동에 대한 개인적 선호/취향과 

그 노동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측

면에서 자본』 3권에서 맑스가 자신의 유토피아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필연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MEW 25: 828)을 ‘단계적 또는 

통시적 은유’가 아니라 ‘공시적 은유’로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30) 

30) 맑스에게 인간의 역량발전이 자기목적으로서 추구되는 ‘자유의 영역’은 
사회의 생산·재생산을 위한 ‘필연의 영역’에 기초한다. ‘자유의 영역’의 
최대화와 개선을 위해 그는 생산성 상승, 생태친화적 생산 및 생산과정
의 인간화 등을 통해 ‘필연의 영역’을 생태친화적이고 인간적으로 개선하
는 동시에 그 노동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한다(MEW 25: 828). 나아가 맑
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자신의 공산주의 사회를 노동이 단순한 생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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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정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소위 제4차 산업혁명 또는 인

공지능 혁명 상황에서도 크게 달라진다고 보이지 않는다. 인공지능 

혁명 상황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기계화의 핵심은 여

전히 인간노동의 ‘보조’다. 즉 인간 노동을 보조하여 노동생산성과 

노동조건을 제고하고 노고와 의무적 노동시간을 감축하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적 현실에서 기계화는 무엇보다 자본 이윤극대화 및 

이를 위한 비용절감을 위해 추진된다. 이이 따라 인공지능혁명을 통

해 많은 ‘문화적’ 일자리도 ‘비용’ 논리에 따라 기계로 대체될 가능

성이 있다. 그럼에도 기술혁신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필연적이라는 

주장은 검증된 것이 아니다(이다혜, 2019: 128). 자본주의 역사를 

돌아볼 때, 정치적 결단과 법제화를 통해 일자리를 회복해 오기도 

했기 때문이다(이다혜, 같은 글, 이명호, 2018, 이철수 외 2018).

인공지능혁명을 맞이하여 이러한 정치적 결단과 법제화는 더욱 중

요해진다.

첫째, 전문직이나 예술처럼 ‘문화’와 중첩되거나 인간이 원하는 많

은 일자리들도 기계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술가를 

희망하는 인간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인간과 경쟁하는 예술가 로봇을 

굳이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이노우에, 2017: 155-6). 우리 인간

들의 삶에서 사적 영역도 중요하지만, 많은 유의미한 일들이 공적 

영역과 공식 노동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희망직종에 대한 교육과정

까지 포함하여 인간의 자기개발에서 공식 노동의 의의와 중요성 또

한 부정하기 어렵다. 이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 혁명을 통한 공식 노

동의 완전자동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보스트롬(N. Bostrom)을 비롯한 적지 않은 학자들이 경고

단이 아니라 첫 번째 삶의 욕구가 되는 사회로 제시한다(MEW 19: 21).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공산주의 기획이 노동의 문화화 또한 목표함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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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반지능을 능가하는 초지능

(Superintelligence)으로 진화하여 인류가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

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Bostrom, 2014). 이러한 상

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핵심적인 노동을 인간이 맡아 통

제하고 기계의 역할은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로 철저하게 제한할 필

요가 있다.

나아가 생산의 완전자동화가 자본 간 경쟁에 기초하여 피하기 어

려운 ‘필연적인’ 경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023년부터 도입될 디

지털세의 사례를 통해 예시할 수 있듯이,31) 무엇보다 대중의 광범한 

동의와 이에 기반하는 정치적 결단과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합

의된 방향과 정도로 자동화를 통제할 수 있다. 또한 그래야 한다.

공유자 공산주의가 부의 또 다른 원천인 ‘노동’을 간과함으로써 

초래되는 두 번째 문제점은 공유부를 직·간접적으로 생산·재생산하

는 다양한 무급노동 및 그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정의로운 재편에 

대해 충분히 사유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자연주의적 공유주의 프

로그램에 따른 탈노동사회에서 이러한 무급노동은 ‘자유로운 활동’으

로 범주화된다. 또한 기본소득을 통해 이러한 ‘자유로운 활동’의 가

치와 사회적 유용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어느 정도 보상된다고 본다. 

그러나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는 돌봄·가사노동의 경우로 예시할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에는 공유부의 생산·재생산의 관점에서 이러한 

무급노동을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지원하거나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

롭고 효율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물론 

31) 2021년 10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
적 이행체계는 13차 총회를 통해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136개국의 지지를 받아 의결
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일
명 ‘구글세’가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된다(https://news.v.daum.net/v/ 
20211009074822422?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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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공산주의 기획은 예를 들어 젠더정의 문제에 대해 각별한 주

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제기와 해법이 그 프로그램 또는 

“분배정치 패러다임” 및 이에 기반하는 기본소득론에 내재적인 방식

으로 제기되지는 않는다. 즉 젠더부정의 문제의 제시와 해결책 모색

은 기본소득론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기본소득은 젠더정

의에 대해 갖는 효과 차원에서 외재적으로 부가되고 있다(금민, 

2020a: 290 이하).

3. 사회적 공유주의에서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

그러나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을 기획할 

때, 이러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이 공유부의 공

동향유만이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노동을 향유할 기회와 권리에 대

한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보장 또한 목표하기 때문이다. 이때 

공유자산으로 법제화된 공유부 배당, 곧 기본소득은 기회평등의 실

현이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노동에 따른 성과소득이 정의롭기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각자가 진실로 원하는 삶과 노

동을 향유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기본소득이 생계에 의해 강요

되는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경제적 기초이자 원하는 노동을 위해 

필요한 교육 등을 위한 경제적 기초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런 측면에서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에서 기본소득 기획은 공식 

경제와 공식 노동 영역에서 노동과 문화, 또는 노동과 자유32)를 최

대한 중첩시키려는 기획과 통합된다. 또한 특히 디지털 노동의 확산

으로 인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노동권의 재정립 기획과도 통합

32) 기본소득은 “부당하게 종속되지 않고 그 인격과 창의성을 존중”받는 “자
유”로운 노동의 조건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이다혜, 
2019: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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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33)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에 따를 때, 모두의 실질적 자유

와 평등을 전제로 제기되는 공유부와 노동의 ‘향유’가 문제이므로 

‘강제노동’을 함축하는 ‘노동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34)

기본소득은 나아가 비공식 노동 및 사적 삶도 문화 또는 자유와 

중첩될 가능성을 높인다. 노동시간의 축소를 비롯하여 생애주기와 

교육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무급노동을 인정

하고 어느 정도 보상하는 효과도 갖는다.

그런데 사회적 공유주의에 기반하는 기본소득론에 따를 때, 공유

자산 배당의 근거의 하나는 공유자산의 생산과 재생산에 대한 모두

의 직간접적 기여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공유주의에 따르면, 자연적 

공유주의에서와는 달리, 필요한 경우 이러한 직·간접적 기여를 보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며 정의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과제 또한 도출된

다. 예를 들어 돌봄 가사노동처럼 ‘향유’의 측면보다 ‘부담’이 과하

고, 젠더 차별적으로 분업화되어 있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노동인 경우, 그 부담을 사회적 지원을 통해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동시에 모든 젠더가 평등하게 분담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

다. 이때 사회적 지원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양적·질적 제고를 동

반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공유주의에 따른 기본소득 기획은 

‘일자리 보장론’과 어느 정도 양립가능하다. 물론 이때의 ‘일자리 보

33)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
우 노동과 소득의 연계고리가 약화되어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근로자 판단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노동자의 시간주권, 근로선택권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상세
한 고찰을 위해서는 이다혜, 2019: 130-131을 참조하라.

34) 우리나라 헌법에서 ‘노동의무’ 조항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노호창, 
2017: 172-173, 이다혜, 2019: 115-11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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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론’은 꼭 필요하지 않은 공공 일자리의 양산을 통해서라도 완전고

용을 달성한다는 의미의 일자리 보장론(금민, 2020a: 247 이하 참

조)은 아니다.

Ⅳ. 나가며

지금까지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공유주의

의 두 프로그램, 곧 자연주의적 공유주의와 사회적 공유주의를 공유

부와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및 바람직한 사회와 노동에 대

한 전망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였다.

자연주의적 공유주의를 대변하는 금민의 이론에 따를 때 공유부란 

자연적으로, 곧 원래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다. 이에 따르면 

누군가의 배타적 기여에 의해 산출되지 않은 부에 대한 공동소유권

은 특정한 사회형태나 법제화에 우선성을 갖는 자연적 규범 또는 본

질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이 자연적 공동소유권에 근거한 공유부 배

당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자연적 공동소유권에 대한 이러한 전제는 제도에 앞서 존

재하며 제도가 따라야 할 자연적 규범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자연주

의의 한계를 보인다. 또한 이 문제를 간과하더라도 합리적인 논증으

로 성립될 수 없다. 모두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숨겨진 전제와 배타

적 성과의 산물이 아닌 대상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

다는 전제로부터 도출되는 적절한 결론이 후자에 대한 공동소유권이 

아니라 공동향유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민의 자연주의적 공유주의

가 자연과 노동이라는 부의 두 원천 중에서 사실상 노동을 사상하면

서 자연적 공동소유권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민은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에 기초하여 공유부를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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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그는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사회적 협력에 의해 창출되

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자연적 공동소유권이 성립한다는 주장에 근거

하여 이들을 ‘공유부’로 범주화한다. 이로 인해 공유부의 생산·재생

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노동이 공유부에 대한 평등한 

권리의 근거임을 간과하게 된다.

금민의 자연적 공유주의의 이러한 한계는 바람직한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까지 구속한다. 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의식이 결여된 

그의 프로그램은 “분배정치 패러다임”, 곧 공유부  전체를 배당하는 

고진로 기본소득정책을 통해 생산의 완전자동화를 달성하고, 노동이 

폐지되며, 기본소득만으로 모두가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귀결된다. 이와 함께 공식 경제에서 이루어

지는 공식 노동과 공유부를 직·간접적으로 생산·재생산하는 다양한 

무급노동의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며, 정의로운 재편에 대해서는 사상

하게 된다.

이에 비해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은 제도에 앞서 존재하면서 

그 규범으로 작동해야 하는 자연적 본질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측면

에서 자연주의와 ‘단절’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공유부에 대한 평등

한 권리라는 인식 자체가 사회의 형성·진화와 함께 발전해온 사람들

의 의식의 산물이다. 이 권리의 실현 또한 사회적으로 창출된 제도

를 통해 보장된다.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에 따를 때 합리적·공정한 사회형태와 

제도창출의 출발점은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

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러한 요청이 올바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청이 보장되는 사회라야 구성원들의 광범한 동의에 기초하여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배정의와 관련하여 이 프로그램에서 제기되는 

과제는 무엇보다 부의 두 원천, 곧 자연과 노동을 향유할 기회와 권

리에 대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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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장에 따를 때 공유부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가 아니라 공

동으로 향유해야 하는 부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성립하는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에 기초하여 정

당화된다. 구체적으로 이 권리는 첫째, 공유부를 향유할 기회에 대

한 모두의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의미한다. 둘째, 이 권리는 공

유부의 생산과 재생산에 대한 모두의 직간접적 기여에 따른 권리를 

의미한다.

현대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서

는 공유부에 ‘공유자산’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소유권을 부여하여 법

제화하고, 그 수익을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으로 배당할 것

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공유화를 생태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

려하면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각자가 진실로 

원하는 삶과 노동을 향유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사실에 연계하

여, 공식 경제에서의 노동과 공유부를 생산·재생산하는 직·간접적 

노동, 곧 유용한 무급노동을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며, 정의롭게 개편

하고자 한다.

결국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에서는 자연주의적 공유주의 프로

그램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유주의 프

로그램은 기본소득과 이에 연계된 여러 이론과 정책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절한 기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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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programs of Common-ism and 
Basic Income

- Focused on the common ownership of the commons 

and the prospects for society and labor -

Jeong-Im Kwon

Historically, basic income has been developed in close 

connection with common-ism, which recognizes the equal 

rights of all to the commons. In Korea, common-ism is 

philosophically divided into two major positions. According 

to the first position, the recognition of equal rights to the 

commons itself is a product of the consciousness of people 

who have developed along with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society.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is also guaranteed 

through socially created institutions. From this standpoint, 

basic income is proposed as one of these systems. In this 

respect, this position is a common-ism program developed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vist problematic, that is, a 

social common-ism program.

According to the second position, the commons is a 

wealth naturally shared by all. In the firs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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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means 'common enjoyment' including 'use'. In the 

second position, 'commons' is a 'natural common ownership' 

that normatively precedes laws and systems and binds laws 

and systems regardless of enactment. In this respect, it is a 

common-ism program that is developed based on a 

naturalistic problematic, that is, a naturalistic common-ism 

program.

This article compares and examines these two programs of 

common-ism, focusing on the meaning of commons, basic 

income, and the prospects for a desirable society and work. 

As a result,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income and related 

theories and policies, this paper supports the social 

common-ism program.

Subject Sphere: political and social philosophy, theory of 

basic income 

Key Words: basic income, commons, commons 

dividend, common-ism, social 

common-ism, naturalistic comm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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