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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해설

  이 글은 오스트리아 법학자인 안톤 멩거(Anton Menger, 1841-1906)의 ｢노동수익

권(Das Recht auf den vollen Arbeitsertrag in geschichtlicher Darstellung;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제1장(Introduction)을 옮긴 것이다. 본고

는 영문판(Macmillan, 1899)을 기준으로 번역하였으므로 독일어로 저술된 원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안톤 멩거는 오스트리아의 법학자로 비엔나 대

학 법학과 학장을 역임하였다. 세간에는 형제지간인 경제학자 칼 멩거(Carl Menger)

가 더 잘 알려져 있으나, 안톤 멩거의 노동수익권 및 생존권과 근로권 개념에 대한 

정리는 19세기 이후 근대적 사회적 기본권의 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

히 현대적인 근로권 개념을 법적으로 최초로 정립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법학에서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노동수익권｣은 1886년 비엔나에서 제1판이 출간되었으며, 총 14장, 전체 271면

으로 구성되어 있다. 멩거는 제1판 서문에서 “이 책의 목적은 사회주의의 다양한 이

론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적, 철학적 수사학을 모두 벗겨내고 ‘법적 개념의 골격’만을 

정립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이론이 법적으로 정리되어야만 고통받는 대중을 위하여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 번역한 제1장

은 3대 사회주의 기본권(노동수익권, 생존권, 노동권)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이하 제2장∼제14장에서는 다양한 사회주의 이론가들(Godwin, Hall, Thompson, 

Saint-Simon, Proudhon, Robertus, Marx, Blanc, Lassale) 및 독일의 보수적 사회주

의와 영국의 토지 국유화 사상 등을 소개 및 분석하며 이들 사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노동수익권의 개념을 추출하였다. 

  후세의 연구자들은 멩거의 사상을 ‘법조사회주의’로 분류하고 전투적인 방법으로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목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온건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

나, 멩거의 노동수익권 개념은 무노동수익(unearned income)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회주의 사상의 혁명성을 계승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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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사회주의 이론의 법적 정립을 시도한 이유는 급진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함

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는 편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1899년 영문

판의 서문을 쓴 동시대인인 영국의 경제학자 H. S. Foxwell은 멩거의 사상을 ‘혁명

적 사회주의(revolutionary socialism)’라고 소개한 점을 볼 때, 법조사회주의를 일률

적으로 온건하다고 평가하는 오늘날의 관점은 재검토를 요한다고 하겠다. 

  멩거는 노동수익권은 하나의 이상적인 모토이며, 사유재산 체계와 실정법으로서의 

재산법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노동수익권이라는 이상

의 실현을 위해 생존권과 노동권 개념을 주창하고 정립한 멩거의 사상은 ‘노동의 위

기’가 회자되는 현 시대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신자유주의적 탐욕이 빚은 

‘오늘의 위기’를 고전을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글을 번

역․소개한다. 이 또한 ‘상생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일찍이 ‘일터보람권’을 주창

하신 범하(凡下) 이흥재 선생님의 가르침이시기도 하다.

Ⅰ. 재산법의 모순, 사회주의의 목적, 그리고 ‘무노동수익’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공통된 열망은 인류의 경제생활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은 물론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일종의 법적 계기로 포착되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인 재산권

(물권법, 채권법, 재산 양도에 관한 법제 등)에 대한 구조적인 재조정이 포함된다. 

많은 사회주의 제도들은 이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남녀의 성(性)관계에 대한 재조

정, 국가의 폐지, 심지어 종교의 폐지마저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견되는 사회주의의 수많은 학파들의 공통분모는 모두 전통적 재산법에 대한 재조

정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상황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

기 위해 노동하며, 모든 노동은 그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노동과 노동의 결과물, 개인의 필요와 그 충족은 전 인류의 경제생활을 

가능케 하는 원인과 결과를 이룬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이고 완벽한 재산법

이란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노동수익권, 勞動收

益權)를 가지며, 그 노동이 자신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는 제도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정치적 조건에 좌우되는 현재의 실정법으로서의 재산법은 

그렇지 못하다. 심지어 이러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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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부분의 국가의 기원을 살펴보면 침략과 정복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기존의 

재산분배는 무력에 의해 손쉽게 변경되곤 했다. 국가가 소유권에 대해 입법을 하

기 시작했을 때 실제의 재산관계를 잘 반영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니 우리 사회

의 현행 재산법은 실물경제와는 별로 상관이 없으며, 노동자의 노동수익권을 온전

히 보장해 주거나 노동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우리의 현행 재산법은 사적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노동자에게 그 노동

수익권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는다. 우리의 재산법은 현존하는 부와 생산수단을 각 

개인의 처분에 맡기고 있으며, 이를 소유한 개인들에게 지배력을 부여하여 전혀 

노동을 하지 않고도 불로소득을 얻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실정법 하에서 이득을 얻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는 사회에 전혀 제공하지 

않는, 이러한 수익을 생시몽주의자들 및 부셰(Buchez)와 로베르투스(Robertus)의 

추종자들은 ‘Rente’라고 불렀으며, 톰슨과 마르크스는 ‘잉여가치’(surplus value, 

Mehrwert)로, 나는 이를 ‘무노동수익(無勞動收益, Arbeitsloses Einkommen)’ 이라 부르

겠다. 이러한 무노동수익이 법으로서 인정되고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행 재산

법은 노동자가 그 노동의 결과물 전체를 얻도록 하는 것에는 무관심하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무노동수익의 성격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및 대출에서의 이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소유주는 임차인 또는 채무자로부터 임대료와 이자를 챙기는 것 외

에 다른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스로의 농장을 경작하는 지주라든

지, 혹은 직접 사업을 하는 자본가조차도 각각 임대료 및 이윤이라는 형태로의 무

노동수익을 얻게 된다. 그 이익의 양은 간단히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으

로부터의 전체 수익으로부터, 본인이 노동하지 않고 대리인을 사용하기 위해 지출

한 금액을 빼면 된다.

  우리의 현행 재산법은 모든 사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사법(私法)의 법전에는 개인이 생존하기 위

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와 서비스를 개인에게 할당하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

지 않는다. 이러한 지금의 상황은 맬서스의 가혹하지만 그 솔직함으로 인해 유명

해진 이 글귀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소유가 이미 정해져 있다. 부모가 그를 부양해주지 

않거나, 사회가 그의 노동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주 약간의 음식조차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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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으며 사실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자연의 여신이 벌이는 성대한 잔칫상에 그를 위해 마련된 자리는 없다. 여신은 

그에게 없어져 버리라고 명령한 뒤 이를 곧 수행한다.”1)

  여기에서 맬서스가 말한 ‘음식’은 다른 모든 수요에도 해당할 것이다. 물론 현

행법은 공공 정책에 의해 어느 정도는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구빈법(Poor law)

이 제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비교적 최근에 독

일과 오스트리아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장 긴급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

을 시작한 바 있다.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법의 모습은 현행법과는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사

회주의의 수많은 학파들 사이에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노동자 

계층에게 노동수익권을 보장하거나, 개인의 필요와 그 충족수단의 균형을 어느 정

도 맞추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목적을 실현

하기 위한 분배 시스템을 지향하며, 정치적 조건에 좌우되는 분배 시스템은 폐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회주의 조직도, 그 이상이 아무리 유토피아적인 것이라 하

더라도, 두 가지 근본적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꿈꿀 수는 없다. 왜냐하

면 노동과 수요는 현실에서 그 어떤 형태의 사회에서도 완전히 일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노동자의 노동수익권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실현하려는 시도를 한

다면, 노동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하게 무노동수익에 기대어 살아가야만 하는 사

람들(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II. 사회주의의 3대 경제적 기본권(노동수익권, 생존권, 노동권)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운동의 목표이며 이는 지난 

세기 말부터 많은 문명국으로부터 점차 큰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17∼18세기의 

1) [원주] Malthus, 인구론 (제2판), 1803, p.531. 이 유명한 단락은 사회주의자들에게 빈번

히 인용되었는데, 1806년의 제3판부터는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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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소요가 결국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헌법적인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기본권”의 보장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나는 정치권의 보장은 현실에서 그다지 큰 실질적 효용을 갖지 못하

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 

권리의 형성은 각종 정치적 및 사회적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이정표로 자

리를 잡았으므로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가 그의 노동으로서 얻은 결과물에 대해 갖는 정당한 권리는 첫 번째 기

본적인 경제권으로서, 이를 ‘노동수익권(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r)’이라 

한다. 그리고 모든 수요에 대하여 이를 충족할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법

의 의무임을 전제할 때, 두 번째 경제권인 ‘생존권(right to subsistence)’이 도출된

다. 이 두 종류의 경제적 권리는 모든 논리적인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제도라면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제권은 

‘노동권(right to labor)’으로, 노동권은 생존권이 독특한 모습으로 수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등장에 있어 특히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 이제부터 사

회주의의 이 3대 경제적 기본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노동수익권(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수많은 사회주의 제도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의 노동으로 생산한 결

과물의 전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는 의견을 지지한다. 상품은 스스로의 

노동으로 이를 생산한 자에게만 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일 많은 사람들의 동

시적 또는 연속적인 협동의 결과로 노동을 분할할 수 있다면 여기에 참여한 개개

인의 노동자는 자신이 기여한 만큼의 교환가치(exchange value)를 돌려받을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분배시스템은 노동의 모든 결과를 노동자들 사이에 나

누는 것이므로, 이러한 체제에서는 무노동수익(임대료와 이자)과 그 법적 근거인 

사유재산의 존재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노동자들의 협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교환가치는 과

연 어떠한 원칙에 따라 분배할 것인가?

  설사 사회주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사회라 할지라도, 노동의 대가는 일차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될 수밖에 없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다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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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수익의 폐지에 따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조금 상승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계산법은 단지 일반적 원칙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완전히 무

시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를 세우는 것 이상으로 사회를 매우 혼란스럽

게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수익권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인 로베르투스

(Robertus)는 이에 개의치 않고, 금속화폐 대신 노동시간을 화폐로 사용할 것을 주

장한 바 있다. 이러한 분배 방식은 평균 수준의 노동을 해냈다는 전제하에 모든 

노동자들의 단위 근로시간(또는 근로일수)을 동일하게 보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

이다.

2. 생존권(The right to subsistence)

  많은 사회주의 체제들은 ‘노동’이 아닌 ‘수요’를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 관

점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모든 생필품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귀속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한 사회주의자는 

거의 없다. 그리고 개개인의 수요라는 것은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주관적이며 가변

적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실정법에서 개인의 수요를 분배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소규모의 공동체, 예컨대 가족이 아니

고서는 수요를 기준으로 분배한다는 이상은 실행될 수 없는 것이다.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균등한’ 부의 재분배라는 것은 개인의 

수요와 현존하는 충족수단에 비례하는 분배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령, 성

별, 또는 성격에 따른 개인 간의 엄청난 차이를 무시하고 실제로 진지하게 ‘균등

한’ 분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를 ‘절대수요(absolute necessities)’ 

라고 일컫는데, 절대수요는 그 현실적인 중요성 때문에 다른 ‘덜 다급한’ 수요와

는 확연히 구분되며 비교적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므로 분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물론 절대수요조차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절대수요는 생

존권의 기본을 이루므로 모든 시대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며,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존을 위한 생필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개인의 권리

(claim)로서, 타인의 덜 급한 다른 수요를 충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제도, 그리고 지금까지 시도된 공산주의 제도들을 보면, 생존권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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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그 청구인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미성년자에게는 교육과 생계부양이 필요하

지만 성인은 스스로의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로서 최소한의 생필품만이 필요하며, 

노령, 질병 기타 질환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생계부양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논리적인 사회주의적 조직에서라면, 생존권은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실정법 체계에서의 재산권 개념

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만일 노동수익권을 논리적으로 실현한다면 모든 무노동수익과 사유재산은 존립

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생존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 두 가지를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시민의 절대수요를 충족할 권리

가 국가재정에 대한 일종의 담보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타인의 무노동수익에 

우선하는 최우선순위의 권리인 것이다. 우리 시대의 사회적 열망이라는 것은 한편

으로는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유재산에 대한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문자 그대로 실현하는 것은 현재 지주와 자본가들

의 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무노동수익의 너무나 많은 부분을 흡수해 버리며, 사유

재산에서 지나치게 사회적 가치를 빼앗아서 공유재산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편, 생존권과 노동수익권을 공존 또는 결합시키는 방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

다. 노동수익권은 사회주의에서 재산권을 대체하는 개념인데 이는 생존권과 공존

할 수 있다. 만일 무노동수익을 완전히 폐지한 사회주의 체제라 할지라도 모든 시

민에게 본인의 절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일 일정시간을 노동하도록 의무로 강

제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로운 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일정한 한계 내에서 스

스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실현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

존권과 노동수익권을 결합하여 자기실현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자유와 강제

를 결합하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가 개인주의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 나아가야 하는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 권장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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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권(The right to labour)

  (1) 노동권의 고유성과 그 개념2)

  사유재산에 대한 실제의 소유권과, 사회주의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요 또는 

노동량에 따른 부의 분배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타협의 여지들이 예상된다. 이

러한 타협이 바로 소위 ‘노동권’이며, 1848년에 발생한 사건들, 그리고 최근 독일 

제정의회(German Imperial Parliament)에서 비스마르크의 발언3)에 의해 상당한 역

사적 중요성이 부여된 것이다. 노동권은 생존권의 한 종류로서, 우리의 현존하는 

사유재산 체제에 이식된 것이다. 

  노동권의 근간을 이루는 인식은 많은 국가들에서 거의 동시에 입법되기 시작한 

국가 차원의 구빈법(State Poor Law)의 주요 조항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1601년 구빈법, 프랑스의 1791년․1793년 헌법, 그리고 1794년 2월 5일의 

프러시아 민법은 모두 공통적으로 정부 또는 지역정부, 당국은 빈민을 보조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권은 구제를 받

을 권리(right to relief)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심지어 그 구제가 일자리의 

형태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노동권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자들

이 이해하는 노동권은 다른 모든 재산이 그러하듯 권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자선에 의해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반드시 빈민일 것을 요구하

는 것도 아니므로, 받는 이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빈민구제의 형태를 취해서

는 안 된다.

  노동권은 구직권(right to search for labour)과도 구분되어야 한다. 1776년 3월 13

일에 루이 16세, 혹은 튀르고(Turgot)재상 치하의 프랑스에 자유산업을 도입한 유

명한 칙령에서는 ‘노동권’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노동권은 길드 때문에 

일할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의 노동권이었다. 반면에 길드의 옹

호자들은 ‘노동권’을 길드라는 제도 내에서 길드 회원이 해당 분야에서 외부인을 

2) [역주] 소제목 (1), (2), (3)은 역자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붙인 것이다.
3) [원주] 1884. 5. 29. 독일 제정의회에서 비스마르크의 발언: “내 주장을 요약하자면, 노동

자가 건강하다면 그에게 일할 권리를 주시오. 그가 건강하다면 일거리를 주시오. 그가 

병에 걸렸다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늙은 뒤에는 생계부양을 도와주시

오...” (“To sum up my position, give the labourer the right to labour as long as he is in 

health, give him work as long as he is in health, ensure him care when he is ill, and 

ensure him a provision when he is old...”) Report of the Proceedings of the Imperial 

Parliament, Session 1884, vol. I. p.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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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배타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했다. 이러한 해석은 둘 다 틀렸다. 

노동권은 모든 시민에게 일자리를 ‘구할(seek)’ 권리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내

는(find)’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직 정립되지 않은 수많은 이론과 실무에서 노동권을 무엇이라고 보든, 노동권

의 진정한 개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일할 능력은 있으나, 사인(私人)의 고용

주로부터 일자리를 찾지 못한 모든 시민이 국가나 지방 당국에 통상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권리가 바로 노동권이다.

  따라서 ‘노동권’은 ‘노동수익권’과는 분명히 다르다. 노동권에서는, 노동자는 노

동수익의 전부가 아닌 단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생산수단은 정부로

부터 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프랑스 국회에서 노동권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질 때 많은 의원들이 노동권에는 자본에 대한 권리(right to capital)도 포함되

어 있다고 한 것은 정확하지 못한 견해였다. 오히려 노동권의 본질은 현존하는 재

산법을 보충해주는 것이며, 토지와 자본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전제하는 

권리인 것이다.

  노동권의 이 ‘보충적 성격(subsidiary character)'은 노동권과 생존권을 구분하는 

가장 큰 분기점이기도 하다. 생존권은 청구권자가 국가나 지방정부에 대한 즉각적

인 권리로서  최소한의 수요 충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권은 청구권자가 

사인으로부터 일자리를 얻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야만 집행될 수 있다. 또한, 생존

권은 미성년자와 노약자처럼 일할 수 없는 자에게도 해당되지만, 노동권은 일할 

능력이 있는 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2) 프랑스에서 노동권의 도입과정

  다음에서는 노동권의 연혁과 역사적으로 노동권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이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 

  현재의 모습에 가까운 노동권을 최초로 주장한 것은 푸리에(Fourier)의 추종자

들이었다. 푸리에는 피히테(Fichte)와 면식이 있는 사이는 아닌 것 같지만, 많은 면

에서 유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푸리에는 그의 가장 종합적인 작품인 “Traite 

de L’association Domestique-Agricole”에서 자연권을 오직 정치적인 의미에서만 이

해하는 이론들을 격렬히 반박한다. 푸리에는 혁명과 전쟁에서 소위 자유, 평등, 박

애라는 가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건만 그러한 정치적 권리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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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고통받는 다수의 민중에게는 얼마나 희박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를 보여준다.

  푸리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정치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경제권

을 주장한다. 자연상태에서 원시인은 마음껏 사냥하고, 고기를 잡고, 열매를 수확

하고, 가축을 방목하여 생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천연자원을 이미 사용해버린 

지금의 사회에서는 자연상태에서의 이러한 권리를 실현할 통로가 없다. 따라서 자

연상태의 권리는 푸리에가 말하는 노동권, 혹은 최소한의 생존권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푸리에는 이 두 가지 권리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푸리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권리조차 얻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

는 그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푸리에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이론을 많은 팜플렛과 글을 통해 계승, 발전시켰

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꽁시데랑(Considérant)의 노동권에 대한 팜플렛4)으로

서 1848년의 사건들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꽁시데랑이 푸리에와 다른 점은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반드시 사회주의 제도가 

성립될 것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노동권을 현재의 체제에 없

어서는 안 될 보완요소로 보았고, 노동권에 의해서만 사유재산이 온전히 유지된다

고 보았다. 꽁시데랑은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이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

다고 보았고(capital primitif, 원시자본), 반면 토지와 자본을 인간의 노동으로 개선

한 것(capital créé, 창조자본) 은 다툼의 여지없이 그 창조자와 법적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사유재산이라고 보았다. 꽁시데랑은 푸리에가 제시한 원시상태의 인간

에게 주어진 4가지의 권리, 즉 사냥, 낚시, 수확 및 방목-에 ‘참여’할 권리는 지금

의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권’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꽁시데랑은 또한, 

프롤레타리아 한 명이 노동의 대가를 돌려받을 권리는 적어도 그가 자연상태에서 

4가지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생계수단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꽁시데랑의 팜플렛은 매우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여진 것으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며, 1840년대의 노동권에 관한 글들 중에는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2월 혁명 직후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결정적인 요소로 부상

했을 때, 그들은 임시정부의 1848년 2월 4일 선언에서 노동권을 인정하도록 압력

을 넣었고 이는 나중에 프랑스 법전에도 포함되게 된다. 이 선언은 흥분한 군중의 

4) [원주] Considérant, Théorie du Droit de Propriété et du Droit au Travail, 3rd ed. Paris,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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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압력의 결과물로서 매우 급히 작성되어 그 수준은 낮은 것이었지만, 프

랑스 공화정 임시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그 노동에 의존하여 생존할 권리,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게 되었다.5)

  노동권의 실제적인 실현을 위해 1848. 2. 28자 칙령으로 프랑스에 국립 작업장

(national workshop)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동년 4월 27일의 추가령으로 이를 프

랑스의 식민지들에게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국립 작업장

은 파리와 그 주변부에만 설치되었다. 당시 작업장의 책임자였던 에밀 토마스

(Emile Thomas)의 고백에 의하면 사실 작업장의 설치는 그다지 진지한 것이 아니

었으며, 정부는 실제로 작업장 근무자들을 위한 충분한 일자리를 마련하지도 않았

으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의 간접증명(reductio ad absurd-

um) 외에는 별다른 목적이 없었을 뿐이라고 한다.

  국립 작업장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미루기로 하고, 여기에서 언급할 만한 사실

은 당시 토마스는 이 작업장들을 생시몽주의를 따라 대단히 위계적인 질서로 구

성하였으므로 생산을 위한 작업장이라기보다는 마치 ‘노동 군대’의 모습처럼 보였

다는 점이다. 작업장의 노동자들은 각 시(市)의 시장에 의해 아무런 선별작업 없

이 받아들여졌으므로, 5월 19일경에는 작업장에 들어온 노동자들의 숫자가 이미 

87,942명이나 되었다. 

  노동권 폐지 직전의 짧은 시간동안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논쟁은 시민들에게 

일반적인 노동을 제공하면 족한 것인지, 아니면 각 개인의 능력에 맞는 노동을 제

공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국립 작업장에 들어온 노동자들에게는 그 능력

과 상관없이 모두 토목공사와 같은 막노동이 맡겨졌다. 그렇지만 토마스는 목수, 

재단사, 제화공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 작업장 몇 개를 설치했는데 여기서

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의 확장’ 여부는 

프랑스 헌법에 노동권이 인정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반(反)사회주의자들이 들고나

온 주요 논쟁 주제였다. 만일 국가가 사인으로부터 일자리를 얻지 못한 모든 노동

자들을 위해 그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줄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국가에 너

무나 큰 부담이 되어 사회가 지탱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순수한 사회주의 국가를 지금 현존하는 사회로, 노동권을 생존

5) [원주] 이 유명한 선언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익을 위해 최초로 경제권을 인정한 것

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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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대치하지 않는다면, ‘노동권’이 통상임금을 받고 일반적인 노동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노동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노동권의 실현을 위해 파생되는 의무를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 기능을 정부가, 각 지방이, 또는 시 정부가 부담할 것인가? 국립 작업장을 유

지하는 비용을 프랑스 정부가 부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파리의 작업장에는 

파리 시민만을 수용했던 것을 보면 이를 시립 기관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작

업장 가입을 위해 처음에는 특별한 거주 기간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나중

에 이미 작업장의 해체가 결정되어 있을 무렵(1848.6.21)에는 가입을 위해 파리에 

최소 6개월 이상을 거주했을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립작업장에 대

한 이러한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6월 21일 칙령에서 정부는 정부 부처에서 파리 

노동자들에게 토목공사를 맡길 권한을 명시하였다. 이 조항은 1848. 6. 23∼26 사이

의 무시무시한 폭동을 야기한 원인이 되었고 이 때 사회주의는 완전히 참패한다.

  6월 폭동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패배는 노동권의 보장을 주장한 것에 대한 자연

스러운 반응이었다. 6월 폭동 직전에 마라(Marrast)는 의회에 노동권 및 구제를 받

을 권리를 재산권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헌법 초안을 제출한 바 있었고, 노동권의 

그러한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자세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6월 폭동의 결과로 8월 29일에 새로운 헌법초안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노

동권은 삭제되고, 구제를 받을 권리만이 남아 있었다. 이에 마티외(Mathieu)는 다

시 수정안을 제시하여 모든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권, 그리

고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 수정안은 글레-비주앵

(Glais-Bizoin)이 다시 살짝 손을 보았다. 앞서 언급한 푸리에와 그 추종자들의 글

들과 더불어, 이 수정안들을 둘러싼 논의는 노동권의 연혁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역사적 자료이다. 글레-비주앵의 수정안은 596대 187로 패배하였고, 펠릭스 피아

(Felix Pyat)가 11월 2일에 또다시 새로운 수정안을 내놓음으로서 프랑스의 사회주

의는 노동권을 포기하였다.

  (3) 독일에서의 노동권 도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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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도 프랭크퍼트 국회(Frankfort National Assembly)의 제헌과정에서 노동

권이 언급되었다. 국민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2차 논쟁(1848∼1849년)에서 노베

르크(Nauwerk)와 루드비히 시몬(Ludwig Simon)은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주장하며 

노동권의 보장을 위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안은 317대 114로 패배했으

며 그 이유는 빈민들에 대한 구제는 헌법이 아니라 각 지방 법률, 그리고 개별 구

빈법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노동권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

았다. 비슷한 시기인 1850년에 말로(Marlo)도 노동권 보장을 지지하였으나, 이 때

부터 노동권에 대한 문제는 독일에서도 중단되어 버렸고 비교적 최근의 논객들인 

스퇴펠(Stopel), 히체(Hitze), 한(Hahn) 등이 시민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기까지 한동안 잠잠했다. 그러나 이들은, 심지어 스퇴펠마저도, 노동권과 사회주

의 이론의 관련성 및 그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노동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III. 3대 사회주의적 기본권의 구분과 그 한계

  앞서 세 가지의 사회주의적 기본권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으므로, 다음

에서는 지난 세기 중반부터 사회주의 제도에서 노동수익권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

해 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난세기 중반부터의 이론이 현대의 사

회주의 운동과 단절되지 않고 그 맥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그 이전의 논의들, 특

히 매우 유토피아적인 글들은 굳이 소개하지 않겠다. 동일한 이유에서, 나는 노동

수익권을 중점적으로 논하는 글만 소개하고 이후에 생존권에 대해서 더 서술하려

는 미래의 저자들을 위해 여백을 남겨두도록 하겠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제도는 

이 두 가지 원칙들(노동수익권 실현을 전적으로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생존권 실

현을 목표로 할 것인가)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으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따라서 본인이 그은 구분선은 다소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해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 필자가 서술한 독일의 법이론 부분6)이 특히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되는데, 독일의 법이론은 조금이라도 사회주의적 색채를 띄는 한 대부분 생존권

6) [역주] 본서 제2장(Chapter 2. German Jurisprudence)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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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논의된 

경제적 기본권을 살펴보는 일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로 다른 사회주의 이론들을 구분하는 것은 어쩌면 별 의미

가 없을지도 모른다. 결국은 모두 노동계급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반대되는 방

법을 취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수익권에 기반하는 모든 사회

주의 제도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는 지금의 우리 사회의 현실보다 발

전한 모습이다. 노동수익권을 기초로 하는 제도 하에서의 노동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노동자는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무노동

수익을 위해서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존권의 인정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제도라면 당연히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박애의 정신에 의지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두 가지 제도 모두가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으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취급을 요하는 날카롭고도 본질적인 대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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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by Dr. Anton Menger 

- The Juridical Elaboration of Socialist Theory and the Birth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in the Nineteenth Century - 

Anton Menger

Translated by Lee, Cheol Soo*․Lee, Da Hea**

7)8)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concepts of fundamental labor 

rights in Dr. Menger’s renowned work -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Das Recht auf den vollen Arbeitsertrag in geschichtlicher Darstellung, 

1886).” According to Dr. Menger, various kinds of socialist theory could be crystal-

lized into three juridical concepts - first,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r, 

second, the right to subsistence, and finally, the right to labor.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r is rooted on the socialist notion which 

denies the legitimacy of unearned income. While criticizing that the current system 

of private law is indifferent to economic protection of the working mass, Dr. 

Menger admits that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

bor is impossible. A realistic approach would emphasize the right to subsistence and 

the right to labor as complementary rights that could effectively improve the eco-

nomic condition of the society.

  Dr. Menger’s effort to summarize and clarify the main idea of socialist theories 

into a body of legal norms deserves special attention in the history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Later, the suggested norms of legal rights were embodied as the basic 

labor and social rights in the Weimarer Verfassung (1919). To conclude, Dr. Menger’s 

legal approach could be characterized as both practical and revolutionar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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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 that the very purpose of his work was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suffering 

mass.

Keywords: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Right to subsistence, Right to la-

bour, Unearned income, Socialism, Anton Menger, Fundamental social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