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의 경제학 2”  
 

공유지, 반(反)공유지, 반(半)공유지의 이해를 중심으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Ⅰ. 사회적 딜레마와 협동의 원리 

ㅣ



 

“이러한 위기를 맞아서, 우리는 “다원적 경제”를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사

회적 경제 운동”은 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그

리고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참석자들은 사회적 경제가 “더 나은 세계”, “더 나

은 삶”을 인류에게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서 울 선 언 문 - 

不敢請固所願 

ㅣ



 

“통합의 형태들, 즉 상호성, 재분배, 교환은 경제의 다양한 수

준과 상이한 부문에 나란히 발생할 수 있다. 그것들 중 지배

적인 것을 꼽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종종 있을 것이다. 그러

나 경제의 부문과 수준 간에 분화함으로써 그들 형태는 비교

적 간단한 방법으로 경제과정을 기술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경제의 끊임없는 변화에 질서를 부여하게 된다” 

 

- Trade and Market, p250 - 

다원적 경제? 



“개인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들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 - 애덤 스미스, <국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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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 : 시장경제의 효율성 

ㅣ



• 자연 독점, (수요)독점, 독점행위  불완전 경쟁 

• 제한적 합리성, 정보비용, 비대칭 정보, 정보 부족 불완전 정보 

• 음의 외부성, 양의 외부성 외부성 

• 공공재, 공유자원 공공재 

• 가치재, 비가치재 가치재 

• 요소시장 실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대립,  

세대 간 가치이전 
소득과 자산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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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실패: 보이지 않는 손은 어디에?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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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 해결의 세가지 방법 

• 벌금과 보조금 피구 해법 

• 소유권(실은 포관적 권리)확정 후 자유로운 협상(코즈정리) 

cf.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코즈정리에 대한 유감 
코즈 해법 

• 공유지관리의 8원칙 – 제도와 규범의 조화, 강한 규
범의 존재는 제도 비용(벌금과 보조금, 또는 상금)을 
낮춰 줌  

오스트롬 해법 

Cf. 스티글리츠 – “유사외부성(pseudo-externality)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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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딜레마 = 개인 합리성과 전체 합리성의 불일치 

공공재의 딜레마 

집단행동의 논리! 

사회적 딜레마 : 시장경제의 한계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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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딜레마 게임 

ㅣ



첫째, 사슴사냥게임의 형태로 바꿔라 

→ 이기적 인간이 아니라 협동이 가능한 인간을 상정 

 

둘째, 사슴사냥게임에서도 협동을 선택하게 하라 

→ 상대가 협동할 것임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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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딜레마의 해법 : 협동과 신뢰 

ㅣ



(강한)상호성은? 

상호성은 협동의 원천 

 

1) 타인 고려 선호 

2) 불공정할 경우 물리적 손해도 불구하고 응징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己所不欲 勿施於人” 

  (논어 12장) 
 

ㅣ



Solving Social  Dilemmas  Prisoner's Dilemma,  

Public Goods Dilemma,  

Commons Dilemma, etc 

Institution 

Social Norm 

Network 

Trust 
Social Capital  

* Nowak, 2006, Five rules for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Polanyi, Social Economy and “Seoul Model” 

ㅣ



보수행렬 협동 

C D ESS RD AD 

혈연 선택 
C 

D 

직접 상호성 
C 

D 

간접 상호성 
C 

D 

네트워크  
상호성 

C 

D 

집단 선택 
C 

D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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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딜레마의 해법 : 제도와 규범의 상충 

ㅣ



만일 하나의 논리로 모든 영역을 구성한다면? “파멸” 
(예. 시장사회, 국가사회주의)  
 

다원성 or 단일성?  
착근성(탈착근성)의 재해석 

인간본성 
상호작용 
메커니즘 

가치 단점 

시장경제 
이기성 

(Homo Economicus) 
경쟁 

(교환) 
효율성 불평등, 생태문제, “시장심성” 

공공경제 
공공성 

(Homo publicus) 
재분배 

평등 
(공정성) 

리바이어던, 관료화 

사회적 경제 
상호성 

(Homo reciprocan) 
협동 연대 가부장성, 배제성 

생태경제 
공생 

(Homo symblous) 
공존? 지속가능성 세대 간 정의의  불가능성 

ㅣ



이들 원칙은 모든 경제에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특히 사회적 경제에서 그러하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7원칙 

오스트롬,  

공유자원 관리의 8가지 규칙 

노박, 
인간협동의 5가지 규칙 

1. 공유와 공동이용 

2. 민주적 의사결정 

3. 참여 

4. 자율성 

5. 교육 

6.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7. 공동체에 대한 기여 

1. 경쟁의 확정 

2. 참여를 통한 규칙 제정 

3. 규칙에 대한 동의 

4. 감시와 제재 

5. 점증하는 제재 

6. 갈등해결 메커니즘 

7. 당국의 규칙 인정 

8. 더 넓은 거버넌스 존재 

1. 혈연선택 

2. 직접 상호성 

3. 간접 상호성 

4. 네트워크 상호성 

5. 집단선택 

*이후 협동을 촉진하는 미시상환변수 추가 

1. 의사소통 

2. 평판 

3. 한계수익 제고 

4. 진입 또는 퇴장 가능 

5. 장기적  시야 

*이후 행동/실험경제학과 진화생물학이  

 찾아낸 협동촉진 변수 추가 
 

1. 민주주의적 소통 

2. 집단정체성 

3. 사회규범의 내면화 

협동의 규칙들 

ㅣ



가장 중요한 과제 

원칙1 : 사회의 민주주의적 합의 : 시장교환과 상호적 교환, 효율성 

           - 공정성 – 평등 -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원칙2 : 오스트롬의 “다중심 접근” : 공동생산(co-production) 

          (polycentric apporach, 8원칙 중 7과 8) - 보충성의 원리  

 

원칙3 : 제도(법과 경제적 인센티브)와 규범의 조화 

 

원칙4 : 예방우선의 원칙  

4개의 경제, 또는 “통합양식”(폴라니)의 결합 원리 

ㅣ



II. 커먼스, 앤티커먼스, 세미커먼스 

ㅣ



＂커먼스”의 비극?  

ㅣ

 운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용례  

<그림1> 커먼스의 4가지 유형 / <출처> Bauwens,M., Niaros,V., 2017, p17 

- 모두 “커먼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속성은 매우 다르며 따라서 문제의 해결방식도  상이  



＂커먼스”의 비극?  

ㅣ

 운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용례 2 

- 현실의 운동에서는 비슷한 주체들이 “커먼스”라는 이름으로, 특히 같은 지역에서  

    이런 운동들을 동시에 전개 

 

- 서로 다른 커먼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 운동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공유지의 비극과  재화/서비스 구분 

ㅣ

 “새뮤얼슨과 오스트롬의 재화 / 서비스 구분 

배제 가능 배제 불가능 

경합적 사적 재화 
(private goods) 

 
사과, 콜라 등 

공유자원 
(common resource pool) 

 
공유지, 바다물고기, 출퇴근 도로 

비경합적 클럽재 
(club goods) 

 
유선TV, 수도, 전기,  
(한산한) 유료도로 

공공재 
(public goods) 

 
공중파 방송, 국방, 
 민주주의 등 제도 

cf. 재화/서비스의 성격이 곧바로 소유권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  

이기적 인간을 상정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을 뿐,  

동일한 재화/서비스에 대해 역사/사회에 따라 아주 다양한 소유형태 존재  



공유지의 비극과 “반공유지의 비극＂ 

ㅣ

  공유지의 비극  
 

- 일정한 배제성(“경계”), 자원의 유한성 -> 자원의 남용, 파괴 = “공유지의 비극” 
 
- 각 공동체는 합의된 제도/규범(오스트롬의 8규칙)에 입각하여 딜레마 해결 

 
- 스톡(자원체계, resource system ex. 목초지)의 공유와 플로우(ex. 양)의 사유 간의 문제  
    -> 둘의 소유를 일치? 목초지의 사유화(인틀로저) 또는 양의 공유화(집단농장) 
    -> 이기적 인간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공유지의 비극은 수학적으로 n명 죄수의 딜레마 – 공공재 게임  

 
- 디지털 커먼스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자원의 파괴가  
    아니라 자원의 끝없는 축적을 낳으므로 공유지의 비극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음.  
 
- 바웬스의 “사회적 커먼스＂는 입장료를 받는 경우 클럽재, 무료인 경우 공공재의 성격 – 트

러스트 운동과 같이 사회적 커먼스를 사들여서 시민이 관리하면?  
    -> 공유자원에 입각한 기본소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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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과 공공재 게임 

- 공공재 게임은 회를 거듭할수록 무임승차자의 존재를 반복 확인하면서  

   모두 공공계정에 기여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짐  

 

- 그러나 대화를 하거나 응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협동 회복 – 오스트롬 해법  

ㅣ



"반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anticommons) 

ㅣ

<출처> Heller, 2013, p19 

cf. 배제권(사용권의 역)에 의한 (일차원적) 분류 – “gridlock economy(Heller, 2008)  
– 생물의학분야의 과도한 지적재산권으로 발명 저해   

Heller, 1998,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property in the transition 

from Marx to markets” 



"반공유지의 비극" - 해석 

ㅣ

1. “중첩적 소유” - 전자본주의적 소유(잔여청구권, 사용권(통제권), 처분권의 중첩)  

- 각각의 소유권에 대해 서로 다른 사람(집단)이 배제권을 행사하면 자원의 과소사용 발생  

cf. 인클로저와 “토지조사사업” = 사적 소유로의 일원화  

cf. “부족의 경제(economy of shortage)”  

 

2. 결합생산의 문제 – 통제권 간의 발목잡기(hold-up) 문제 – Williamson vs Hart  

cf. 지적재산권의 문제, 지역개발과 “알박기” 

 

3. 생산계열의 문제 – 일련의 생산과정에서 모든 중간 단계가 어떤 이유로든 

(ex.계획의 무력화) 자신의 권리(무역권 등도 포함)를 주장하면 통행료 발생  

cf. 라인강(운하)의 통행료,  

cf. 이행경제에서는 1),2),3) 모두 발생? - 법적 소유권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각종 뇌물이  

세금의 역할을 대행할 수도 cf. “보편적 세금으로서의 뇌물＂ Hsiung, 2013 참조. 



"반(半)공유지"  

ㅣ

- 스미스(2000)는 중세시대의 영국, 북유럽에 존재한 농장체제를 반(半) 공유지의 예로 소개  

- 농민들은 공유지에서 목축을 하고, 좁고 길게 난 사유지에서 자신의 곡물을 기름 :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지에서의 기회주의를 막기 위해 농민들이 사유지를 두세개의 들에 산재시킴  

- 스미스는 활동의 규모에 따라 공유의 성격과 사유의 성격이 어느 한 쪽도 무시할 수 없을만

큼 중요하게 결합되어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를 반공유지로 정의  

- 어떤 소유건 인간의 활동은 공유와 사유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구조를 살펴            

보고 이에 따라 무임승차를 응징하는 제도/규범을 설계해야 함. Cf. 제도와 규범의 조화  

 

Smith, 2000, “Semicommon property rights and scattering in the open fields” 

Fennel, 2009, “Commons, Anticommons, Semicommons” 

 



과제 - 상호작용의 이론화 

ㅣ

 오스트롬의 다중심 접근  

ex. 기후변화라는 최대규모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국가적, 

공동체적, 개인 차원의 중심이 모두 존재하며 이들 간의 결합이 중요  

 

 공공경제(국가)와 시장경제 사이  

시장실패론(특히 외부성)을 중심으로 국가의 규제(피구해법, 코즈해법 포함)와 규범

의 조화 – 시장경제를 다시 사회에 파묻기(embedding) 

 

 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 그리고 시장경제 사이  

공동생산(co-production) 개념의 중요성 : 특히 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 사이  

 

* 커먼즈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 동료생산(peer production)의 중요성  



과제2 –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경제 

ㅣ

평등하고 정의로운 생태경제 

↑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경제 

↑ 

공공/사회서비스의 공동생산 공유 소프트웨어·필수재의 동료생산 

↑ ↑ 

(자연) 공유자원 디지털 공유자원 

↑ ↑ 

지역 공동체 글로벌 지식 공동체 

- 지역차원과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생산”과 “동료생산＂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 디지털 커먼스의 경우, 실리콘밸리 환경에서 어떻게 동료생산을 유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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