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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 오늘날 정의(Justice)의 반대말은 부정의가 아니라 명확히 불평등
(inequality)이다.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삶이 보장될
수 없다. 

• 1960년대는 정치사회적 불평등을 현저히 낮추는 각종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었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문화적인 불평등 요소는 지
금도 우리의 건강, 관계,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는
10가지 원리

1. 민주주의를 축소하라

2.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라

3. 경제를 개조하라

4. 부담을 전가하라

5. 연대를 공격하라

6. 규제자를 관리하라

7. 선거를 주물러라

8. 하층민을 통제하라

9. 동의를 조작하라

10. 국민을 주변화하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BC 4C)

• 정치학 3권 8장(시민과 정치질
서)

• 민주정과 과두정의 진정한 차
이점은 가난과 부다. 지배자가
그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면 그
것은 과두정이다. 한편 빈민이
지배하면 민주정이다. 대체로
지배자들이 부를 통해 권력을
잡는 경우에 그들은 소수이지
만, 빈민이 지배하면 그들은 다
수다. 부유한 사람은 원체 적지
만, [도시국가의 시민이라면] 모
두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리
고 부와 자유야말로 이 두 집단
이 정부를 놓고 다투는 진정한
이유다. 

• 정치학 6권 5장(과두정
과 민주정) 

• 가난이야말로 민주정의
결함을 낳는 원인이다. 
따라서 번영이 지속되게
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번영은 부유층 자
신을 비롯한 모든 계급
에 유익하기 때문에 세
수의 수익을 적립해 두
었다가 빈민에게 목독으
로 나눠 주는 것이 적절
한 방책이다. 



Unstable and underpaid, the precariat are already influencing politics 
(precarious proletariat)

Image: REUTERS/Laurent Dubrule



불평등의
사회적 영향

• 스텐더드앤드푸어스, 2014년 레포트: “소득 불평등 심화는 미국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위축시키는가?

• 소득 분균형은 사회적 이동성을 하락시킨다. 

• 경쟁력 없는 노동력을 양산한다. 

• 불평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 소득 분배 수준이 문제

• 정점에 다다른 소득 불평등은 경기침체와 불황을 가져온다.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 경제적 지구화-신자유주의-금융 자본
주의

• 경쟁과 승자독식

• 신빈곤사회

• 낙수효과



신빈곤 사회

• 신빈곤 사회란?

• 지그문트 바우만, 『새로운 빈곤』(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2004) 

• 소비의 능력으로 노동력 판단: 끊임없는 소
비로 경제 유지

• 가난은 개인의 능력 부재의 탓

• 과거에는 빈곤층을 노동자로 훈련시키는 것
이 생산력 증대라는 경제적 의미나 사회통합
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노
동력과 비용을 줄이면서 이윤과 생산 규모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상품 시
장의 유혹과 자극에 의존한다. 그렇기에 열
등하고 무능한 비소비자인 가난한 이들은 사
회에서 배제되고 유기된다.



자동화된 불평등

• 디지털 구빈원의 대상이 된 도시빈민들

• 사회보장과 공적 부조의 구분

• 문화적 부인(cultural denial)

• 대부분의 가난한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기생충 취급

• 합리적 차별: 묵인

• 기본소득이 대안



https://youtu.be/RVA-Znqu5EE


피케티, 불평등의 실체를 밝히다



2018 세계불평등 보고서





코로나 이후 불평등의 심화



https://youtu.be/eGM2ULQSHls


대우조선하청노동자 유최안
/0.3평 감옥에 스스로 갇히다.







시사저널(2019.9.24)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다



ESG가 불공평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 1984년 인도 보팔 유독가스유출로
15,000명 사망

• 1989년 알래스카 액손발데스 기름

유출(쉘 경영선언)

• 1997년 환경책임경제연합 & GRI

• 2019년 250대 기업의 80% 지속가
능경영 선언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및 ESG 지속
가능 투자 현실화
2019년 40조 5000달러규모
미국은 2030까지 2000조
한국은 2050까지 지속증가

•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등의 비재무적 요
소들을 기업의 투자, 분배, 유통, 판
매 등의 경영에 영향을 끼쳐 지속
가능한 경영 및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논의 또는 실천을 의미

• ESG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책임경영 혹은 지속가능한 경영으
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선진국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
는 기업은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지
고 있다. 

• https://mytrivia.tistory.com/260



ESG가 불공평한 자본
주의를 바꿀 수 있을까?







사회의
공동체적 자원?



Power of the Social capital



사회적 경제와
불평등 해소

• ‘사회적 경제’는 ‘공동의 선(the Comm
on Good)’을 지향하며 사회 구성원 모
두의 가치가 실현되는 경제를 목표로
한다.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새로
운 경제와 시장을 기대하는 이 운동은
‘윤리적 소비’라는 행동지침을 동반하
게 된다.

• ‘공동 거주’, ‘공용 사무실’, ‘공용 차량’
등의 일상적 경험이 이미 우리사회에
확산되어 있는데, 모두 공동체적 삶을
복원하기 위해서 물신의 시장을 사람
중심, 즉 ‘사람의 얼굴을 한 시장’으로
변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https://seconomics.tistory.com/52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한국적 생협의

회원중심 및

지역중심 운영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대안모색: 지역화폐

& 로컬 푸드

주민 민주주의의

정착: 지방정부의

외자유치의 대안

지역생태계 보전과

지역문화 발전

공동체 형성과

시민사회의 공공성

확대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한가?





“내 것”에서
“우리의 것＂
으로

• 이스라엘 백성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
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
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든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
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
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
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출 16:17-20)

•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
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
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
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
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
라(행 4:32-35) 



• 1392년 태조 이성계 즉위식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챙기는
일은 왕의 정치로서 가장 우선
해야 하는 일이니, 당연히 그
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할
것인다.” (시혜적 지원)

• 영국의 구빈법(1601): 구제와
자선의 관점

• 현대국가: 공정한 부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

•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출
22장)

• “땅은 내 것이다.”(출 9장)

•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
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보게 함
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눅 4:18)

•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하나이니라” (갈 3:28)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브루더호프 사람들 편), 공동체 제자도

공동체에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 해도 교회에 기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내더라도, 우리의 노력은 형제자매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우리와 함께 머물고자 한다면 온전한 제자도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 즉 완전한 공동체적 삶을 증거하는
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본성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자체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일하는 공동체, 생산 공동체, 그리고 밥상 공동체는
이러한 사랑의 열매일 뿐입니다.” 



Fresh expressions of Church, Seattle, US
중산층 백인 중심 전통교회에서
다인종 비그리스도인의
식탁공동체로

https://vimeo.com/28247626


익산 삼일교회(진영훈목사)



서대문 하나의교회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99196


https://youtu.be/1aReY3Va4vE


행복의 조건?

• 게일로드 넬슨, 지구의 날
연설(1070.4.22)

•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Quality)을
국민총생산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을
목표로 국민적 연합을 제안

• 생태의회(Ecology Congress)를 92회
의회로 선출할 것을 제안

• 더 많은 고속도로, 댐, 무기경쟁 대신에
미국 시민들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다리를 놓을 것을 제안



공동체 共同體
COMMUNITY / 
COMMUNITAS

지역사회
공공 / 공유
공존 / 동등



사람들은
여전히
공동체를
원한다. 



지역공동체와 소비

• 생협 운동들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깊이 연계되어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
성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시민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로 붕괴된
우리사회의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려는 활동을 포함
하고 있다. 

• 건강한 먹거리와 자원의 공유를 통한 ‘윤리적 소비’
를 진작시키고, 기업이나 시장 중심의 경제가 아니
라 소비자의 주권과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독려하
고자 한다.





1.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 수준은?
2. 자본주의와 다른 경제체제의 선택?

3. 개인의 윤리적 의지에 호소?
4. 선거로 정치세력에 압력?

5. 다 같이 부자가 되기?

6. 다 같이 행복할 방법 찾기



구제와 자선은 불공평한
삶을 전제한다. 
복지와 공의는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임을 전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