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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T 
METAMORPHOSIS
자본주의와 그 변형

자본주의에 대한 비난은 쉽다. 최근 수십년은 신자유주의가 모든 사회문제의 주범이었다. 우리는 
그런 환원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300년 가까운 '근대'와 미래의 세계를 조망하며 '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때,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다. 그래서 물었다. 도대체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

� "You� asked� about� capitalism.�

This� � is� a� very� abstract� concept�

and� � actually� what� it� refers� to� is�

a� certain� force,� which� operates�

on� a� field� in� which� there� are� other�

� forces"� -� Robin� Murray

자본주의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사실 자본주의는 어떤 힘의 

작동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여러 힘들과 

함께 작동합니다.

로빈� 머레이�교수는�이� 프로젝트의� 고비마다�기꺼이� 길잡이를�해주신� 분이다.�선생의�집은� 런던� 해크니구에� 있었다.� 주변에�
군수기지가� 있었던� 탓에� 2차대전� 당시� 폭격이� 잦았던� 지역이라고� 했다.� 인근에선� 드물게� 살아� 남은� 그의� 집은� 아담한� 뒷
뜰과� 거실을�지나� 조그만� 구석,� 다락방� 같은� 서재가�런던� 주택의�전형을� 보여준다.� 해크니는� 런던올림픽� 전후� 이스트엔드
(East� End,� 런던� 북동부)� 개발� 붐과� 맞물려� 근래�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의� 하나다.� 가난한� 이민자들의� 천국이었던�
이곳은� 지금,�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의� 최대� 피해� 지역이� 되고� 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임에도� 불구하고�그는� 먼저� 런던
에�집을� '소유'하고�있다는�사실부터�미안해했다.

로빈 머레이(Robin Murray) 교수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일상을 지배하고 강
제하는 생각 또는 문화다. 자본주의는 세상을 돈으로 환산하고 그 돈(이윤)을 위해 규모로 팽창하
는 힘이다. 그러나 로빈의 답에서 정작 중요한 지점은, 자본의 힘이 여러 다른 힘들과 '함께' 세
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위 문장의 후반부다. 자본주의는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것, 혁신
가는 그 지점을 파고든다.

카프카의 소설 '변신(The Metamorphosis)'은 가족마저 삼켜버린 자본주의적 소외를 벌레로 전락한 
한 인간의 비참으로 그려냈다. 하지만 소설의 극적 묘사와 달리 혈연과 같은 폐쇄적 단위로 묶인 가
족의 일상은 여전히 이윤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관계라 하기 어렵다. 계급지배의 도구로 보았던 
마르크스의 주장과 달리 국가 역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기구라 하기엔 훨씬 



더 복잡한 역사와 매커니즘이 있다. 무엇보다, 산업혁명에 이어 자본주의의 아이디어가 숨통을 틘 영
국이, 여전히 봉건제적 신분과 군주제, 여왕을 모시고 있는 이 아이러니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Birthplace of Co-operation, 협동조합

옥스포드에서 산업경제학을 전공, 서섹스대학교와 런던정경대에서 20년 가까이 경제학을 강의하
던 로빈 머레이는 80년대, 마가렛 대처의 보수당 정부에 맞섰던 런던시청(당시 Great London 
Council)의 산업정책국장으로 발탁된다. 그때부터 그는 본격적인 싱커(thinker)이자 두어(doer)
로서 혁신가의 길을 걷는다. 공정무역(FareTrade)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커피와 초콜렛 
공정무역의 선구자였고, 캐나다 온타리오, 호주를 비롯 세계 곳곳의 지방, 중앙정부의 정책디자이
너로 일했다. 그런 중에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 네스타(Nesta)와 같은 세계적인 사회
혁신기관의  이론적 기초를 다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를 일컬어 코오퍼레이터
(co-operator) 즉, 협동조합운동가 또는 단순히 '조합원'이라 불리길 원한다. 그가 펴낸 가장 최
근 책도 ‘구글시대의 협동조합(Co-operation in the age of Google)’이다.

협동조합도 자본주의 세계의 비균질성을 증명하는 한 예다. 더구나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 내
부에서 성장하고 성공한 비지니스 모델이다. 1844년 맨체스터 인근 로치데일(Rochdale)에서 문
을 연 세계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 가게가 1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유명사 '협동조합(더코업 
The co-operative)'이라는 간판으로 성업중이다. 굳이 '규모'로 따진다면 한해 매출이 100억파
운드(약 16조원)에 이르는 '더코업'은 영국 최대의 식품유통, 서비스 회사 중 하나다. 2015년 기준 
영국내 협동조합 조합원은 1500만명에 이른다.(Co-operative UK 자료)  

자본주의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부정에서 출발한다. 애시당초 협동과는 거리가 
멀다. 농민들을 땅으로부터 떼어내어 도시로 이주시키고 노동자를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떼어내어 
'자유로운 개인'으로 포장한 뒤, 공장 조직과 중앙집권적 국가에 예속 시킨다. 개인주의는 규모화
의 방법이었다. 공권력과 회사의 규율에 치이고 밟히며 사사로운 개인은 도시를 부유한다. '모던
타임즈'의 근대적 신민이다. 그런 첨단의 자본주의가 횡행해야 맞을 영국에 '협동'의 철학이 공존
하고 있는 것이다. 숫자와 과학으로 뒷받침되고 은행의 대리석 기둥처럼 견고한 듯하지만, 세계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음을 이 자본주의 종주국이 웅변하고 있다.  
      



         

                         Steve Wyler                  Ed Mayo
어쩌면 인간 자체가 그리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와 거의 
동시에 협동의 아이디어가 튀어나왔고, 자본과 협동은 여전히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자본주의 안에 공존하는 자본주의 아닌 것에 주목하는 이러한 관점은 인간 역량에 대한 신
뢰가 없으면 기대하기 어렵다. 영국의 경험적이고 공리적인 전통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어떤 사안
을 두고 좋고 나쁨으로 정의 내리지 않는다. 좋게 쓰이면 좋고 나쁘게 쓰이면 나쁘다. 

스티브 와일러(Steve Wyler) 전 '로컬리티 Locality' 대표는 '국가'를 해결사로 여기는 복지국가 
아이디어에 지나치게 기댈 필요도 없다고 한다. 스코틀랜드에서 공동체 토지소유, 자산 공유 운동
이 확산되면서 '사유재산'의 관념이 무색해지고 있는 현상을 주목하자 말한다. 에드 마요(Ed 
Mayo) '영국협동조합연합회 Co-operative UK' 대표는 공유지화하는 동네 선술집(펍, Pub)처럼 
일상의 현장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선 공동체의 역량을 발견하기를 권한다. 

<영상> INTRO-Capitalism



Scotland, 스코틀랜드
작은 섬나라에 불과한 영국이 근대문명을 주도하는 힘은 한 시대의 통념을 절대시 하지 않는 용
기에 있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바꾼다는 자부심이라 해도 좋다. 스티브 와일러가 소개하는 스
코틀랜드 토지공유운동도 그 예다. 1999년 독립한 스코틀랜드 의회의 토지개혁(Land Reform 
Act 2003)이 그런 흐름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다. 창조와 혁신이 변방에서 시작 한다면 영국만
큼 분명한 곳도 없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영국을 새롭게 하는 아이디어의 산실이다. 

과연 사유재산에 대한 관념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 돈과 규
모, 공장식 문화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까? 공동체 토지 소유, 활용을 권장하는 것은 지연된 토지개
혁의 기회를 잡은 스코틀랜드만의 사례일 뿐일까? 마을 단위 공동체에 주어진 토지는 어떻게 쓰일 수 
있고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인가? '스코틀랜드로부터의 시그널'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WHAT IS PROPERTY? 
소유란 무엇인가? 

프랑스의 철학자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은 일찌기 '소유란 무엇인가?'란 글에서 사유
재산(property)은 (그 자체로) 도둑질(robbery)이라 일갈했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인간이 창조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소유한다 할 수 있나?' 되묻는다. 사실 공유지를 사유화한 인
클로저(Enclosure, 18세기)의 역사 자체가 힘으로 철조망을 치고 법(문서)에 기대어 내 땅이라 '
선언'한 것에 불과하니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는 토지
는 소유의 출발이고 소유는 문서로 표현되며 문서로부터 인간의 갈등이 싹튼다고 말했다. 위대한 
문학은 위대한 통찰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무엇을 도둑질 했는가? 푸르동에 의하면, 사유(私有)로부터 사회적 정의, 
공평, 그리고 자유를 잃었다. 박경리 선생이 살아계신다면 아마도, 생명과 평화를 잃었다 하지 
않으셨을까? 이 주장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역으로 토지 공유(共有)를 통해 얻어낼 수 있
는 무엇을 규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공유의 가치 또는 효과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토지의 사유화가 앗아간 그 무엇이 된다. 

스티브 와일러에 의하면 지난 10여년, 스코틀랜드의 공유화 된 섬이 가져온 것은 일자리, 청년 
그리고 마을의 번영이었다. 그동안 국외거주자를 포함한 몇몇 대지주에 의해 방치된 땅, 소작농들
이 겪었던 일상의 가난이 걷혀져 가고 있다. 거기에 이번 장에서 주목해 볼 것은 공동체토지신탁
(Community Land Trust, 이하 CLT) 모델이다. 토지의 공동체 소유는 특히 도시의 열악한 주거
문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먼저 레치워스 가든시티로 가보자



LETCHWORTH GARDEN CITY

레치워스 가든시티는 런던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인구 3만3천명 규모의 작은 타
운이다. 1903년 이곳에 세계 최초의 뉴타운이 건설되었다. 투자수익의 욕망을 부추기는 뉴타운이 
아니다. 위 '세 개의 자석' 그림이 보여주듯, 가든시티 뉴타운은, 대도시의 과밀과 농촌의 과소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양쪽의 장점을 결합해 ‘행복한 주거’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자족도시를 
꿈꾸었다. 운동을 이끌었던 토지사상가 에브니저 하워드(E. Howord)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투자자를 끌어 모아 토지를 매입, 최고 수준의 건축가에게 도시 설계
를 맡겼다. 문제를 발견하고 가치와 명분을 만들고 사업 계획을 짜고 사람들을 규합해 현실화에 
성공했다. 전형적인 영국식 혁신이다. 

FIRST GARDEN CITY LIMITED
토지매입의 직접 주체는 퍼스트가든시티주식회사였다. 사람들은 저렴한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을 구매, 거주할 권리를 얻었다. 임대수익은 모두 레치워스의 개발, 관리에 재투자 된다. 지
난 110년 동안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레치워스의 소유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초기엔 주식회사 형태였지만 이것이 바로 공동체토지신탁모델의 원형이다. 땅을 
자산화하여 공동체 이익에 재투자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가치를 공동체 안에 유지해 시장에 내다 
팔지 않는 것이다. 토지분, 개발이익분 만큼 부동산의 시장가격은 낮아지고 자산 수익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역량은 커진다. 부동산의 집합적 소유를 통해 도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것이
다. 팻 코너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영상> Pat Conaty : Letchworth Garden City 레치워스 가든시티?

 Community Land Trust, 공동체 토지 신탁

한국과 같은 선분양 제도가 없는 영국에서 경제가 웬만큼 안정적이지 않으면 시장이 막대한 금융
리스크를 안고 주택공급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만성적인 경제위기, 긴축재정에 들어간 정부가 이
전처럼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에 나서지도 못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예전 같지 않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민자 유입은 한해 30만명에 이른다. 주택가격은 오를 수 밖
에 없는 구조다.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가 현실화한 배경이기도 하다. 서민들은 
살 수가 없다. 주거는 생명의 문제다. 

팻�코너티(Pat� Conaty)는� 협동조합과�공동체�

비지니스�연구자이자�최근�한국에도�소개된�책�

'전환의�키워드,� 회복력'� 의�공동저자다.�

그는� 오랫동안�공유재(commons)의�창출과��

확보의�중요성을�설파해왔다.�

땅,� 토지의�공유가�대표적이다.�



팻 코너티에 의하면 커뮤니티 주도 주택 개발은 이제 단순히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기획을 넘어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식적 대안이 되고 있다. 여전히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 레치워스 가
든시티의 오래된 경험도 있고, 도심 안 CLT 모델로 저렴한 주택을 구성해 낼 수 있다는 경험도 
쌓이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는 2016년 현재 약 170여개의 CLT가 활동하고 있다. 영
국 CLT 네트워크는 이들로부터 2020년까지 약 3,000개의 새로운 저렴주택(affordable house)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5월 주택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당선된 사디크 칸(Sadiq Khan) 
런던시장은 2025년까지 런던에만 5,000호의 CLT 모델의 주택개발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영국정
부도 최근 CLT를 포함한 커뮤니티주도 개발(Community-led Development)에 30억파운드(약 5
조1천억)의 주택기금 융자지원 방안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CLT가 저렴한 주택공급의 수단에 불과하다면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단계적 수단일 뿐이
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물론 오늘날 여러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주
거, 주택문제의 실질적 대안으로 거론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카운슬하우스 또는 공공임대주택이 
싼 값의 '수용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듯, 문제는 질 높은 주거이고, 그 핵심은 '공동체'다. 주택
은 건축에서 시작하지만 적정수준의(decent)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선 근사한 건축물 이상의 무엇
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 또는 마을이다. 공동체에 의한 토지 가치의 보유가 전제되
고 이를 통한 '관계'의 복원,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때 CLT의 진정한 의미가 발한다. 

Bristol

런던에서 서쪽으로 3시간 거리에 브리스톨이라는 도시가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접경에 위치
한 인구 약 50만의 이 도시는 영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영국 도시 중 하나다. 롤스로이스, 에어
버스 등 항공 엔진 산업과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산업의 좋은 일자리가 있고, 서머셋 지역의 따
뜻한 날씨도 그런 인기의 배경이다. 물론 그래서 더욱, 주택문제는 브리스톨에서도 늘 골칫덩이였



다. 공동체 자산화를 촉진하는 로컬리즘법(Localism Act)이 제정된 2011년, 브리스톨에도 약 
150여명의 회원과 함께 공동체토지신탁(Bristol CLT, 이하 BCLT)이 출범했다. 여느 협동조합과 
같이 BCLT의 회원은 1파운드의 회비로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BCLT가 첫 주택개발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택한 곳은 20년동안 쓰지 않고 버려진 학교 건물과 
그 인근 공공부지였다. 학교 건물은 재건축계획 승인이 떨어진다면 시장가격으로 약 5억원 정도  
되는 건물이었지만 독신 주거용 사회주택 개발을 조건으로 시청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무상(1파
운드)으로 제공 받았다. 그 위에 금융 조달로 6채의 가족 주택을 포함, 모두 12채의 집을 지었다. 
2012년 개발 계획허가를 신청한 이후 3년이 지난 2015년 여름, 마침내 공사의 첫 삽을 떴다. 그
리고 올해 2016년 여름, 드디어 입주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이들을 찾은 것은 뒤늦은 마감과 입
주가 겹쳐져 있던 8월이었다.   

<영상> BCLT, Bristol Community Land Trust

땅값을 제외하더라도 건축비가 부족했다. 비용을 세분화해 그 부족분을 '함께' 부담할 방안을 모
색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노동지분(Sweat Equity)'의 아이디어다. 집의 마감을 입주민들이 직
접, 함께 작업하는 것이다. 이때 관련 사회적 기업, 지역 활동가들이 건축 경험 없는 주민들을 돕
는다. 잭슨 몰딩(Jackson Moulding) 셀프피니시(자체마감) 매니저도 그런 예다. 셀프피니시 매니
저는 그렇게 투입된 작업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노동시간을 기록해 그만큼 절약한 
건축비를 지분으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지분이나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마을을 만들고 땀흘려 일하는 과정에서 속속들이 이웃
과 함께 한 노력과 시간이다. 공개모집과 추첨으로 선정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만나 마을을 만
들어 가며 이웃사촌이 된다. 너른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는 마을 공동의 소득원이 되었다. 



자원을 나누고, 아이디어와 노동을 나누고,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협력해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해결해 낸 것이다.

수전은 더 이상 집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은행 대출 없이 집을 얻었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12살 레이첼은 맨발로 온 동네를 내집 드나들 듯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스페인 출
신의 제롬과 일본인 시호 가족은 더 이상 월세집에서 쫒겨날 위험 없이 둘째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평화와 행복이 그동안 투기대상으로 전락한 집으로부터 
빼앗긴 것들이 아니었을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이웃 공동체
와 누리는 인간다운 삶, 행복할 권리를 잃고 있었던 것 아닐까? 

Report : 피시폰드 브리스톨 공동체토지신탁 사례 연구

BEING MAINSTREAM
주류전략

결국 '관계'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어떤 이는 딱 잘라 '관계는 불편한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의미도 좋고 인간적인 면도 좋은데 사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나면 관계는 쉽게 느
슨해 진다. 내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 에너지 낭비라 생각할 수도 있다. 현실에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런 현실은 그동안 우리가 협동, 협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때문일 수도 있다. 

150년 전 런던에서 근대적 보통교육이 처음 시작될 때, 학교는 '시장'이 요구하는 노동자, 국가의 
부름에 응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도시로 밀려드는 노동자의 아이들을 맡아, 학교는 
근대 민족 국가의 생존 캠프로서의 의무를 부여 받았다. 그런 학교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에
서 온전히 그대로다. 우리는 학교에서 협동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
혁신이다. 교육에서 혁신의 요체는 경쟁체제의 학교를 더 사나운 경쟁으로 줄세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어떻게 협동을 가르칠 것이며 그에 따른 학교의 체질, 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의 질문에 있다.

"People� know� how� to� be� individually� competitive,� but� how� to� be�

socially� co-operative� is� a� different� art.� After� all� in� peoples’� private� lives,�

they� are� within� competition� in� the� whole� time� in� capitalist� society.�

They� don’t� need� to� learn� about� that.� They� know� about� it� in� the� job�

market,� but� how� to� create� co-operatives� is� a� different� thing.� So� that� I�

would� say� the� main� function� of� a� school� will� be� how� to� teach�

effective� co-operation."� -� Robin� Murray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경쟁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협동



하는 것은 또 다른 기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사적인 삶은 항
상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경쟁하는 법을 일부러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취업 시장에서 경쟁이라는 것을 알게되죠. 하지만 협동으로 사업을 만
드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효과적인 협동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
의 핵심 기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 로빈 머레이

영국에서�근대적�보통교육은� 1870년�초등교육법이�통과되면서�시작되었다.� 런던에선� 'London� School� Board(LSB)'가� 설
치되어�런던�전역에�일제히�국민학교를�짓기� 시작한다.� 직선으로�선출된�교육위원들�중에는�여성도�있었다.� 당시가�여성에
게� 투표권(영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차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대다)이� 주어지기� 훨씬�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밀보통선거의� 원칙을� 적용한� 이� 학교위원회는� 강성한� 대영제국의� 자신감,� 사회개혁에� 나섰던� 자선사업가
(philanthropist)들의�진취적,� 계몽적�사고의�산물이었다.� 위� 그림�The� First� London� School� Board� (136� x� 215� cm.� oil�
on� canvas)는� John�Whitehead�Walton� (1815-95)의� 1873년� 작품이다.�그림에서�테이블�너머� 두명의�여성이�보이는데�
서있는� 사람이� 영국� 최초의� 여성� 의사이자�서브러제트(Suffragette� 여성참정권운동)의� 리더였던� 엘리자베스� 앤더슨
(Elizabeth� Garrett� Anderson)이라� 알려진다.� 임기� 3년의� 첫� LSB에서� 그녀는� 최다� 득표� 위원이었다.� 소장,� Guildhall�
Art� Gallery,� London.

The Co-operative School, 협동조합학교

흔히 협동조합은 소규모 점포 수준의 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초거대 규모의 글로벌 
경쟁을 앞에 두고 협동조합식 경영, 조직운영이 작동할 수 있을까 의구심부터 갖는다. 그러나, 한 
해 매출 규모 16조원에 이르는 영국 '협동조합그룹(The Co-operative)'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스마트한 소비자, 복잡다단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1세기 기업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십만의 직원을 거느린 글로벌기업이 역량을 집중하는데 필요
한 방법과 그 구성원의 덕목은 무엇일까? 애플은 애플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발자의 협력없이 존
재할 수 없고, 구글은 세계 곳곳 프로슈머의 협력없이 경쟁할 수 있을까? 지나친 내부경쟁과 독점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파괴하는 예는 너무도 많다. 지금은 협동 역량을 경쟁해야 하는 시대
다.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나눌 줄 알고, 원거리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쉽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더욱, 21세기형 직무역량과 19세기형 학교의 괴리는 더 커졌다. 그러나, 
150년 이상 경쟁만 가르쳐온 학교가 협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묻는다면 쉬운 일은 아니다. 
30년 가까이 시험만 쳐서 교사가 된 선생님, 교육부에서 내려다 주는 권위적 커리큘럼, 학교와 
학교간의 경쟁에 내몰린 교육행정 그리고 경쟁사회의 일원으로 길들여진 학부모를 그대로 두고 
협동교육은 작동하기 어렵다. 협동조합학교가 학교 자체의 소유구조, 거버넌스를 바꾸는 시도에까
지 나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협동조합학교는 학교에 관한 150년 사람들의 상식을 바꾸는 운동
이다. 대안학교 설립운동이 아니라 공립학교를 바꾸는 주류운동이다.

"We� recognised� very� early� that� we� needed� cooperative� ideas� and�

cooperative� schools� to� be� in� the� mainstream� not� simply� on� the�

margins� if� we� were� going� to� make� a� difference."� Mervyn� Wilson� �

우리는 처음부터 협동의 아이디어와 '협동조합학교'를 공교육의 주류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
면, 단순히 변방의 비주류에 머물러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 머빈 윌슨

머빈� 윌슨(Mervyn� Wilson)은� 맨체스터에� 있는�협동조합� 대학(Co-operative� College)의� 전� 총장이다.� 그는� 2008년� 맨체스

터에�첫� 협동조합학교를� 설립한� 이래,� 10년도� 안되� 무려� 843개(2015년� 현재)에� 이르는� 잉글랜드� 지역� 공립학교의� '협동조

합화'를� 지원한� 영국� 협동조합학교의� 산증인이다.� 그는� 협동조합학교� 설립� 운동은�'경쟁하는� 사회,� 경쟁하는� 교육문화를� 싹�

뜯어고치자�강변하는�것이�아니라�협동의�가치가� 21세기�경제에�필요한�덕목임'을�합리적으로�설득하는�일이라�말한다.



호세 마리아(José María Arizmendiarrieta) 신부가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에 대해 '경제행위
를 결합한 교육운동'이라 했듯, 협동조합이 지켜온 가치들은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시민이 지켜야할 가치관에 가까운 것이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 역시 단순한 식료품 소매사업이 아니라 조합원의 일상 전반에 협동하고 협력하는 문화
를 심는 교육활동이고 사회혁신 운동이었다. 영국의 협동조합학교가 커뮤니티와 학교를 잇고 교
직원과 학생을 잇는 협치의 거버넌스를 채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학교는 협동조합이 
되었다. [협동조합은 학교다.]

<영상> [협동조합은 학교다], Co-operative Schools in England

"One� phrase� that� a� colleague� of� mine� said� about� the� model� when�

he� first� saw� it� he� said� ‘what� you� are� doing� with� this� is� you� are�

putting� the� community� back� into� community� schools’�because� we�

call� lots� of� schools� community� schools� but� the� community� had� a�

very� limited� opportunity� for� engagement.�We� provided� a� structure�

model� that� did� that� but� also� seemed� to� have� the� potential� to� last."�

-� Mervyn�Wilson

어느 동료가 처음 협동조합학교 모델을 보고 제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
다. 그는 “지금 당신이 개발하고 있는 협동조합학교 모델은 커뮤니티학교
에 커뮤니티를 돌려주고 있는 거군요”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를 통상 커뮤니티학교라고 불러왔거든요. 
하지만 정작 그런 커뮤니티 학교의 운영에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기회



는 아주 제한적이었죠. 협동조합학교는 지역공동체를 학교 운영에 참여시
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학교운영구조를 제공합니다. - 머빈 윌슨

Michael� Rossington� 13,� Lipson� Co-operative� School.� 2015년,� 한국에선�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불과한� 7학년의� 마
이클은� 1년전� 이� 학교로� 진학하기� 전부터� 협동조합� 학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협동조합학교가� 품고�있



는�핵심� 가치는� 모두가� 차별없이� 평등하며� 어떠한�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 민주주의에� 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영국� 전체
로�따지면� 7%의�아이들이� 연간� 최소�17,000파운드(약� 3천만원)에� 이르는� 학비를�내는� 사립학교를�다닌다.� 그� 7%의�특
권적�아이들�중�마이클의�용기와�자존감을�가지고�있는�아이들이�얼마나�될까?�

OWNING THE STATE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하여

영국�국회의사당,�Westminster� Palace

유수의 사회개혁가들의 후원으로 시작된 보통교육 정책, 공교육은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을까? 
반복되는 도시와 주거 문제를 왜 여태 효과적으로 해소해내지 못하는가? 왜 공공서비스의 비용은 
늘어나고 품질은 저하하는가? 정권의 교체가 일정한 압력이 되고 정부의 자정 역량을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구조와 운영시스템은 조직 안정화의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그 
역(逆)은 없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부서가 통폐합 또는 독립되고 이름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시스템은 선거와 관계없이 견고해지고 보수화 된다. 이제 혁신은 그 안정 지속 상태(state) 자체
에 대한 문제제기, 즉 국가(State)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청하는 지점에까지 이
른다.

지금이 그런 혁신이 요청되는 시기다. 에드 마요(Ed Mayo) 영국협동조합연합회 대표의 주장처럼 
오늘날 국가는 새로운 정통성을 요청받고 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영상> Ed Mayo : Public Service Innovation 공공서비스 혁신?

The Mutual State, 호혜적 국가

제도와 절차의 민주주의가 성숙되면 계약으로서의 국가라는 관념이 확대된다. 유럽의 복지국가는 
국가와 시민이 맺은 복지, 공공서비스라는 사회계약이었다. 사회 안전과 공공의 복리를 지키는 
국가의 역할을 부여하고, 4-5년에 한 번, 주권자로서 이를 대행할 일군의 정치세력을 대리자로 
임명한다. 에드 마요가 말하는 대표성(constituency)의 위기란 그러한 국가-서비스제공자, 시민-
사용자의 이분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민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국가의 위상을 인정
하는 순간, 정교해지는 관료사회로부터 주권자의 소외는 불가피해진다. 열정(morale)은 식고, 약
속은 법률과 예산에 묻혀 잊혀진다. 세금으로 비용을 대는 시민 입장에선 계약의 효용을 근본적
으로 따져 묻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호혜적 국가'(Mutual State) 개념은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나온 새로운 사회계약의 아이디어다.

"There� is,� however,� a� new� vision� for� government,� based� not� on�

serving� citizens� but� on� co-operating� with� them.� The� idea� is� simple.�

Citizens,� on� their� own� or� coming� together� at� a� neighbourhood� or�

some� other� level,� play� a� key� role� in� the� design� and� delivery� of� public�

services."� -� Ed� Mayo

새로운 정부의 비전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
는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 간단히, 시민 스스로 또는 이웃과 다른 공동체가 직
접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집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 것이다. - 에드 마요, 



"The Mutual State ; How local communities can run public services", 
by Ed Mayo and Henrietta Moore

문제는 이때 '파트너'로서 ‘시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가 또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자원이 필요하고 그 자원을 재배치할 때 어떤 주체에게 무슨 근거로 역할을 부
여할 것인가? 그것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무엇이 다르고 그 건강성은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들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 뮤추얼 국가의 개념은 공염불에 불과해 진다. 
우리가 로치데일 상호주택조합(Rochdale Boroughwide Housing, RBH) 사례에 주목한 것은 그 
때문이다. 

RBH, Rochdale Boroughwide Housing 로치데일 상호주택조합

RBH는 원래 구청이 소유한 임대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해 2002년에 만들어졌다. 구청이 소유한 공
기업이라는 점에서 구청이 직접 관리했던 이전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2009년부터 진행된 거
버넌스 개편 논의의 핵심은 주민 참여 제고 방안이었다. 마침내 2012년, 수년간 지속된 회의의 
결과 로치데일 구청은 구청이 가진 모든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아예 이 위탁관리 회사 RBH로 넘
긴다. RBH는 주민과 종업원 그리고 구청이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는 상호조합이 되었다.

여기서 마법이 작동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일개 위탁관리회사에 불과했던 회사는 자산
가치 수십조에 달하는 13,400개의 집을 소유하고 600명의 상근 직원을 거느리며 무려 천억원에 
이르는 한 해 매출을 기록하는 초대형 기업이 된다. 기존 주택의 관리를 넘어서 지역을 위한 투



자 기회를 발굴하고, 그에 따라 자산을 개발하고 재배치하는 권한까지 갖게 된 것이다.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번영을 도모하고, 그 이익은 다시 공동체로 귀속되는 선순환 구조
가 갖춰졌다.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어쩌면 꿈같은 일이고 어쩌면 끊임
없는 반성의 프로세스 그 자체 일 수도 있다. 2012년 소유권 이전 이후 거버넌스 구조는 지속적
인 실험과 리뷰를 반복하고 있다. 특정 부문, 특정 소수의 전횡은 없을까? 주민, 종업원, 구청처
럼 이해관계가 부딛히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민주주의와 협동의 열정은 
유지할 수 있을까? RBH의 이사, 대표자 연석회의를 들여다보자.

이 회의엔 구청CEO가 직접 참석해 구청의 재정상황, RBH와 구청의 관계를 설명하고 약 2시간
에 걸쳐 주민대표, 종업원 대표들과 질의 응답이 진행되었다. 영국에서 구청의 CEO는 선출직 공
무원이 아니라 한국의 큰 지자체의 행정부시장과 같은 최고위급 공무원이다. 그러나 의원내각제
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 지자체 행정조직의 CEO는 선출직 의원들의 대표(한국의 경우 구청장 
또는 의회의장)보다 더 강력한 집행 권한, 조직 장악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영상> RBH, Rochdale Boroughwide Housing

Report : 로치데일 주택상호조합 사례 연구

로치데일은 세계 최초로 협동조합의 아이디어가 성공한 도시다. 협동조합의 이름부터 로치데일 '
공정선구자' 조합 이었다. 그 역사성을 이은 RBH가 선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뮤추얼
(mutual, 상호 또는 호혜로 번역한다)' 협동이다. 과거의 협동조합이 '소비자' 협동조합과 같이 



이해를 같이하는 일부문의 조직에서 출발했다면 뮤추얼, 상호조합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조합원을 포괄하는 협동조합이다. 다름 속에 공통의 가치와 이해를 발견하는 차원 높은 '사회적 
경제' 또는 호혜적 경제다. 
거버넌스, 협치(協治)가 운위되는 것도 이 지점이다. 협치는 단순히 권한을 나누어 주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다. 구청의 자산 이양(transfer)은 소유권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성
격, 작동방식을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협치는 너-나-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하고 일의 가치, 목표, 
프로세스 등 시스템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다. 입주민(사용자), 종업원(서비스제공자), 카운
슬(국가)이 함께하는 RBH의 실험이 진정한 사회혁신,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로치데일�선구자들의�묘소

참고 Report : 웨일즈 정부 공공혁신과 협동조합 정책 연구

REVOLUTIONARY EQUILIBRIUM
관계의 복원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I, Daniel Blake, 켄 로치 감독, 2016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의 배



경은 영국 뉴카슬(Newcastle)이다. 심장 이상으로 목수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 질병급여 신청은 반려된다. 복지국가는 의학적 소견도 아닌 까다로운 급여 신청서류와 점수로 
다니엘을 평가한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편리한’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하라지만 그
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른다. 사회계약은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돕는 이는 쓰레기도 버
릴 줄 모르는 밀수꾼 옆집 청년이었다. 전열비가 밀려 가구까지 다 처분해야 했던 다니엘 역시 주
거비 비싼 런던에서 잉글랜드 북쪽 끄트머리 뉴카슬까지 밀려난 케이티와 그 아이들을 돕는다.

영화는 제도와 규정으로 틀어막힌 행정과 이웃과 시민의 상식적 연대를 대조(對照)한다. 유불리의
 계산없이 인간 존엄과 생명을 지켜주려 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이웃이었다. 수십년 세금을 바친 
복지국가가 외면할 때 이들 평범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과연 그것은 '예외적'인 
선행일 뿐일까? 마지막 장면, 다니엘이 남긴 선언에 ‘함께’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보편
적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기적 경제인' 이라는 통념에 사로잡혀 충분히 윤리적일 수 
있는 경제를 애써 외면해 왔던 건 아닐까?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이윤 동기가 지배하는 경제 매커니즘이 장악한 19세기 이후 서구문명
을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를 문명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시대라 말한다. 이전엔 달랐다는 것이다. 지난 200년 이전 시대 수십만년 동안 인류
는 나름대로 호혜적인 질서를 발전시켜왔다.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생산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도 윤리적으로 구축되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자본주의 이전뿐만이 아니다. 자본주의 내부에도 그만한 균열은 늘 존재했다. 협동조합이 그러하
듯, 자본주의가 한창일 때도 자본주의 아닌 시스템은 곳곳에서 실험되고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한 
예는 많다. 심지어 금융도 예외가 아니다. 

<영상> Pat Conaty : Back To The Future 백 투 더 퓨쳐?



Ashley Vale Self Builders 애슐리베일의 경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이디어에는 그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 자본주의는 
'투자'라는 '꿈'의 기술로 선전되었다. '메리 포핀스(Mary Poppins)'라는 영
국 동화(디즈니의 뮤지컬로도 각색되었다)에도 나오듯, 아프리카의 철도, 나
일강의 댐, 대양의 선박과 운하의 건설이 자본주의의 작동으로 가능했다. 
은행과 보험의 거리, 런던은 그렇게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그 자본의 기술
을 '모두'의 꿈으로 바꾸면 어떠한가? 

애슐리 베일(Ashley Vale) 사례가 시사점을 주는 것은 이 지점이다. 공동체
의 힘으로 난개발을 막고, 자금과 아이디어를 모아 그들만의 새로운 마을을 
건설한다. 협동조합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았다. 개인은 개성을 지키되 개
인주의적이지 않다. 모험에 용기를 주고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지니스
를 창안하며, 미래를 보고 이웃 공동체를 지원한다. 브리스톨 공동체 토지신
탁(BCLT)의 셀프피니시 매니저로 등장했던 잭슨 몰딩의 마을, 애슐리 베일 
이야기다.

<영상> Ashley Vale Self-Build Co-operative

Report : Ashley Vale Self-Build 애슐리베일 사례 연구



The Mutual Future, 호혜의 미래

영국의 사회혁신은 저항의 운동이라기보다 기업가 정신에 충만한 '사회사업'으로 보인다. 이들은 
밖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 정치에 전부를 걸고 전복을 기다리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에서 새로운 방
법,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찾는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미래사회 전체를 걸고 투자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인다. 

그동안 자본주의의 문제는, 사유 재산에 기초한 경제, 사회 운영 시스템의 문제다. 가진자 만이 
그 가진 것(資)을 근거(本)로 자원을 독점하는 구조다. 빈익빈부익부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
식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에 불과하다. 그러나 돈을 부정하는 것으로 돈이 성취한 모든 것을 파괴
해 버릴 수는 없다. 자본(資本)을 ‘돈의 문제’ 로만 해석한다면 부족한 면이 있다. 금융은 문명의 
기술이다. 19세기의 철도, 항만, 운하 뿐아니라 오랜 시간의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의료장비, 다
수의 협력이 필요한 첨단 소프트웨어는 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 장기 투자와 회계시스템 없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

물론, 국가가 그런 투자를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부를 재분배하거나 
재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적소유, 이윤동기의 원리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되는 한 한계는 분명하다. 국가 자체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국가에서의 지위를 또다른 자본으로 
활용하는 관료주의, 지대추구(rent-seeking)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복지국가가 작동을 멈추는 
지점이다. 기를 쓰고 공무원이되고자 하는 청년들의 몸부림은 지위가 자본이 된 시대의 불온한 
자화상이다. 



상호부조, 호혜적 미래는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다. 가치를 나누는 공동체가 자본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신용은 사적 자산에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 필요, 신념과 의지
에도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본을 호혜적인 방식과 목표에 쓰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지원한다. 국가는 공동체의 보증인이며, 자산화와 공동번영을 촉진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민주주의는 이기적 개인을 다수결로 '지배'하는 제도가 아니라 잠재된 
호혜성을 발현시키는 긍정의 에너지로 작동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토크빌(Alexis 
Tocqueville)은 민주주의가 단순한 대중의 지배 이상의 것이 되려면 민주적 상호부조의 정신
(Democratic Mutual Aid Spirit)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자유시장경제는 과도한 개
인주의에 경도되고 국가에 대한 수동적 자세, 정치적 무관심을 낳는다고 비판한다. 협동할 줄 아
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토크빌이 간파한 민주주의 본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변화가 이미 곳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영국의 
로컬리즘법, 스코틀랜드 토지개혁의 취지가 공동체 자산화에 있고, 웨일즈 정부, 로치데일 구청이 
때론 수십조에 달하는 주택소유권을 넘기는 것도 공동체의 역량을 믿고 스스로 번영을 모색할 기
회를 터주는 것이었음을 확인한다. BCLT의 주민과 협동조합학교의 학생, 학부모 그리고 RBH 조
합원과 에슐리베일의 셀프빌더까지 이들은, 협동의 모델로 지역과 사회, 나아가 국가를 새롭게 디
자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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