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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主義 地代論 연구 경향의 변화 

김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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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마르크스 지대론의 재발견， 지대와 자본축적 v. 맺음말 
ffi. 마르크스주의 지대론과 도시적 토지이용 

主要語 : 마르크스주의 지대론 지대와 자본축적 지대와 계급갈등 지대와 도시토지이용. 

1 . 머리말 

토지이용은 지리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 가운 

데 하나이다. 그런데 그동안 연구경향의 특성을 

볼 때 記述的 分析 또는 변수 사이 상관관계 분석 

으로 흐를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地代(rent)가 토지이용과 토지가 

격의 경제적 제어장치로서 갖는 중심성 (D삐pling， 

1985)을 소홀하게 취급한 때문이다1) 

경제학 문헌에서 지대 개념은 고전 정치경제학 

출현 이전부터 있었으나 고전 정치경제학의 발전 

과 더불어 경제이론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신고전파 경제학의 일반균형분석에서는 

생산에 개입된 모든 요소들의 소득 분배를 규제하 

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요소소득의 동시결정) 

지대소득을 일반화하거나 외적 조건， 독점 조건이 

라는 예외적 경우로만 인식(기회비용의 초과분으 

로서 경제지대)한다. 제도학파 경제학이나 공공선 

택이론의 經濟地代(economic rent) 개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리학에서 차용한 토지에 대한 지 

대론적 분석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Knox, 1994). 따라서 수치적 구체성에도 불구하 

고 토지 자체의 실체적 구체성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2) 

최근 지리학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시재구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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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 도시 탈산업화， 도시재개발， 도심부활 

(gentrification) , 유통단지 건 설 등에 따른 토지 이 

용 변화는 과거와 다른 자본과 土地所有Oanded

property) 사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3) 마르크스 

는 저술 계획상 자본론 임노동론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토지문제 일반을 해명해 줄 토지소유 

론을 구성하려고 계획하였지만 완성하지 못하였 

고， 대신에 자본론에 추상화된 지대론만을 포함시 

켰다. 그 결과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혼란 

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이하에서 도시 토지문제 

를 자본주의 경제변동과 연관시킬 수 있는 구조적 

분석의 한 토대로서 서구의 마르크스주의 지대론 

연구 경향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I1. 마르크스 지대론의 재발견， 
지대와 자본축적 

고전 정치경제학의 쇠퇴이후 별 진전이 없던 지 

대문제가 새로이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것은 1960 

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이다. 당시 선진국의 에너 

지 위기와 관련해서 천연자원 문제(석유지대， 광 

산지대 등) 분석에 마르크스 지대론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보다 본격적인 연구는 도시 토지와 

주택가격의 급상승， 교통문제 등과 같은 도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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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악화， 도시 토지이용구조에 따른 인종 · 계 

급 갈등이 심화되면서부터이다(Ball et al, 1985), 

당시 사회문제의 급박성은 토지문제에 대한 근 

본적 연구보다는 당장의 토지 ·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전략의 수립 현실 적용가능성에 춧점 

을 두게 하였다. 그런 만큼 마르크스 지대론 자체 

에 대한 논리적 완결성 문제는 다소 엄밀하게 검 

증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러한 지대론 연구가 70 

년대말 80년대초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 

어든다. 새로운 국면에서는 지대의 사회적 관계보 

다는 지대와 資本홉積과의 관련성이 중요한 사안 

으로 부각된다(Haila 1988, 1990),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재발견 외에 주목해야 할 

측면은 마르크스 지대론 자체 특성의 재발견이다. 

주로 리차르도와의 대비속에서 이루어졌다. 리카 

르도 지대론이 이윤 범주와 지대 범주를 구분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自然的 · 技術的 測面(토지의 

양적 제한성， 토지의 이질성， 수확체감)을 고려하 

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인류 보편사에 적용 

될 수 있는 지대론을 제공한 반면 마르크스의 지 

대론은 산업자본 일반에 적용되는 법칙이 토지소 

유 개입으로 어떻게 수정되는가를 대상으로 한다.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고 하는 구체적 사회관 

계(사회적 과정)가 지대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근 

본이 되며， 자본 분석이 지대 분석의 토대를 이룬 

t:t(Fine, 1979; Bina, 1989)4). 

지대론의 핵심은 超過利潤의 발생과 그것의 固

定化이다5) 초과이윤 발생을 설명하는데 마르크스 

와 리카르도의 노동가치론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 

이 당시의 연구 결과이다. Fine(1979)은 마르크스 

轉型問題의 2단계 과정을 이용하여 초과이윤의 

발생을 분석한다. 1단계는 부문내 경쟁으로 이 과 

정에서 시장가치와 불균등 이윤률이 형성되며， 2 
단계는 부문간 경쟁으로 생산가격과 이윤률 균등 

화가 이루어진다. 1단계(가치수준에서 작동)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시장가치와 개별가치 사이 차 

이)이 差願地代의 원천이고 2단계(생산가격 수준 

에서 작동)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시장가치와 생 

산가격 사이 차이)이 細對地代의 원천이다. 이에 

비해 Ball(1980)은 모든 지대분석이 경쟁이 존재 

하는 상황에서 이윤률 균등화(경향)를 전제로 해 

야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대범주에 따라 초과 

이윤 분석의 수준을 달리하는 Fine과는 견해를 달 

리하여 모두 생산가격과의 관련속에서 초과이윤 

발생을 분석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여러 유형의 

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각 토지마다 생산가격이 다 

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 공 

히 자본주의적 지대는 교환가치 결정과정의 특성 

을 분석해야 하며， 리카르도와는 달리 마르크스는 

노동가치론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에는 

일치를 보인다. Fine의 절대지대 견해가 리카르도 

와 가치론적 차별성을 보여 주는데 정통적 해석으 

로 여겨졌다. Dämpling(1985)은 색다른 해법을 제 

시한다. 農業地代와 位置獨古地代는 평균이윤률 

의 수정을 요구하며 I業差願地代는 그렇지 않다 

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된 평균이윤률 아래서 자 

본 단위당 평균이윤이 축소되어야 하는데 자본주 

의적 토지이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다소간 

수용하기 어려운 관점이 될 수 있으며， 리카르도 

주의의 분배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 진 

다. 농업 토지이용 산물(농산물)의 가치규정과 도 

시적 토지이용 산물(건물 또는 공산품)의 가치규 

정 사이 차이에 대한 논란은 도시 토지이용으로 

마르크스 농업지대론을 확장할 수 있는가를 놓고 

논쟁을 하게 된다6) 초과이윤의 원천문제에 대해 

서는 특별한 견해가 없고 일본에서는 1930년대 

이래 치열한 논쟁을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있다(久留島陽三， 保志뼈， 山田喜志夫 編，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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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마르크스 지대론 연구의 가장 큰 성과 

는 리카르도 차액지대론과 차별성을 밝히고， 자본 

주의 축적과정 속에 마르크스 차액지대론을 연결 

시킨 것이다. 1970년대 다수의 논객들이 차액지대 

보다는 절대지대와 독점지대에 치중하였다. 이유 

는 마르크스의 차액지대론을 더 이상 수정할 필요 

가 없다고 생각한데다 당시의 일반적인 차액지대 

인식은 리카르도와 마르크스 개념 사이에는 차이 

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차액지대는 기술적 · 

초역사적으로 규정된 생산차별이 원인으로 토지 

의 사적소유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차 



액지대는 사회주의 질서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한 

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당시의 주된 사회적 문제 

가 도시의 토지와 주태가격 상승이었고， 가격 상 

승의 원인을 토지소유에 돌렸기때문이다. 따라서 

차액지대는 생산가격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보아 

차액지대는 공범대열에서 빠졌고， 축적의 지연이 

나 여타 사회적 병폐들에 대한 모든 비난들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이다(Haila， 1988, 1990),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크스 차액지대론의 의의 

를 재발견하는데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Bal1 

(1977)의 논문이었다. 이 논문에서 그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마르크스의 한계지 평균생산가격 원리 

가 리카르도의 한계원리와 다르다는 것이고， 마르 

크스 농업지대론은 도시적 상황에는 적용이 어렵 

다는 특수이론(3절 참조)이라는 것이다. 먼저 전 

자부터 살펴보면 차액지대 I 도 鏡作序列이라는 

측면에서 리카르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Murray, 1973a, 1973b), 이는 근본적 비판이 아니 

고 차액지대 H 가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다. 마르크스의 차액지대 H 는 추가적 자본투자의 

효과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자본투자의 

분리가능성 (discrete)을 가정하는 리카르도의 限

界原理와는 근본적 차이 가 있음을 밝혀 낸다. 즉 

자본투자가 중지되는 시점(개별토지의 총자본에 

근거한 평균생산가격과 투하자본의 마지막 한 단 

위에 의한 결정의 차이)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또 

한 토지소유의 존재로 개별토지 평균생산가격의 

균둥화가 저지되어 마르크스 차액지대론은 리카 

르도(한계주의 접근)， 또는 레닌， 카우츠키 그리고 

이후 지대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지대의 존재 

가 생산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본투자 

의 수확체감 원리를 적용하는 한계주의 접근에서 

는 토지소유의 존재가 생산가격에 미치는 효과(축 

적에 대한 효과)는 없다. 

Fine(1979) 역시 인식의 출발점은 같다. 즉 마르 

크스 이론이 리카르도의 조방적 한계 (extensive 

margin) 이론과 같으며， 또한 마르크스 차액지대 

H 는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I 을 리카르도의 집약 
적 한계 Ontensive margin)로 외삽한 것이라는 주 

장을 비판한다. 리카르도 이론은 가장 생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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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최후 자본단위가 교환가치를 결정하기때문 

에 토지소유의 개입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생산 

의 기술적 조건만이 의미를 지님) 축적과 차액지 

대와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마르크스의 차액지대 H는 초과이윤의 원천 

으로서 자본규모의 차이 즉 정상자본(normal 

capital)보다 큰 자본투자이며， 더구나 리카르도의 

미증적 한계 Gnfinitesimal margin)가 아닌 정상자 

본의 총량적 한계(lumpy margin)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농업에서 토지소유의 존재， 지 

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장벽은 바로 토지에서 정상 

자본의 형성， 따라서 자본축적 구조를 수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차액 

지대 I 과 H를 각각 순수한 형태로 분리하여 균등 
한 토지에 불균등한 자본투하를 가정하고 있는데， 

Ball(1980)은 이는 불필요한 가정이며 차액지대는 

투자의 효과를 따로 분리할 수 없기에 총체성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Fine의 추가자본투 

자 단위가 정상자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리카르도 

의 집약적 한계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Bal1의 주 

장은 시장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으로서 각 개 

별 토지의 평균생산성이고 Fine의 주장은 특정 

토지에 투하된 자본의 일정 부분에 의해 정상자본 

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Fine의 의도는 리 

카르도와의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정한 것으로 결국에는 양자 모두 리카르도의 집 

약적 한계를 비판하고 차액지대 I 과 H사이 관계 
는 단순한 산술적 더하기가 아니라는데는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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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되는 차액지대 I 과 H사이 관계 

에 대해서는 Harvey(1982a, 1982b)가 정리를 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리카르도에 비해 또 다른 기여 

를 하는 것으로는 차액지대 I 은 항상 차액지대 H 

의 토대로서 고려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그의 연구 전체에 결쳐 이 두가지 지대가 어떻게 

‘상호간에 한계’로서 역할을 하는가를 밝히려 한 

것 이 Q(Marx, 1990), 자본투하에 따른 “ 개 량은 비 

록 자본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토지의 자연적인 질 

적 차이와 마찬가지로 작용한다"(Marx， 1990). 이 

에 따라 투자가 동일 비옥도 가정을 파괴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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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차액지대 I 의 전유기반을 창출하며 차액지대 

H 는 차액지대 I 로 전화한다. 즉 차액지대 I 은 일 
시적일 수 있는 H 의 성질을 지대전유 발생을 가 

능케 하는 영구적인 효과를 갖도록 전화시킨다. 

이러한 고찰은 地代專有가 모순 기능을 내부화함 

을 보여준다. 

이러한 마르크스 차액지대론 관점에서 Bina 

(1989)는 1970년대 중반에 있었던 석유파동을 해 

석하면서 신고전파 경제학의 해석과는 달리 석유 

위기가 자본축적과 토지소유 사이 모순의 내재적 

발전 결과였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석유산업은 油

田 토지소유의 모순속에서7) 기존 유전에 집약적 

투자를 하게 된다. 한편 석유생산의 국제화는 

OPEC에서 과거의 전근대적 유전 소유관계에서 

근대적 소유관계로 전환하는데 이 결과 미국 유전 

은 가장 자본축적이 이루어졌으면서 열등지가 되 

고， 이 열둥지 생산가격이 국제적 시장가격이 되 

면서 석유가격의 상승과 차액지대 증가를 가져왔 

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산 

업내 경쟁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최열둥지의 시장가격 규정은 시장수요를 고려해 

야 한다. 최근 우르과이 라운드의 결과 한국 농업 

의 경작포기 현상은 위의 석유지대 관계와는 정반 

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Evans(l992)는 이상과 같은 마르 

크스 차액지대론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 

다. 그는 Ball의 논문이 마르크스 차액지대 H 에 대 

한 해석에서는 옳았지만 마르크스 견해는 틀렸으 

며， 추가투자의 점진적 효과가 규정적 역할을 한 

다는 한계주의 접근(marginal approach) , 즉 리카 

르도 지대론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 논쟁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답론에서 Ball(1992)은 기 

본적으로 맑시스트 지대론과 맑시스트 이론 일반 

이 갖는 현대적 유용성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시작한다. 이는 뒤에 살펴볼 마 

르크스 농업지대론을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전환 

시키는 과정에서 회의에 근거한다. 마르크스가 개 

별평균생산가격올 제시한 것은 투자가 어떤 개별 

토지에서 일어나며 무슨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밝 

히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부터 투자에 대한 일 

련의 장벽을 지적할 수 있었고 이 자체의 일관성 

은 하자가 없다고 본다. 비한계적， 비균형적 상황 

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마르크스가 

적용했던 툴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계주의 접근과의 전체 경제학 방법론 논쟁이 되 

었다. 토지는 점증적으로 추가될 수 없고， 투자 역 

시 미증적이라기보다 총량적으로 이루어져 특정 

개별 토지의 전체 경작구조가 변하는 것이 현실이 

기때문에 한계주의 접근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론은 차액지대가 통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고， 자본축적 

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다11) 

마르크스 지대론을 자본축적과정과 연관시키는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서는 지대가 갖는 적극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지대가 자본 

주의 체제의 유기적이고 내생적 요소라는 점， 지 

대는 자본축적에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점， 지대 

는 합리적 토지이용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른바 포디즘 

위기 이후 본격화된 경제재구조화와 생산국제화， 

금융체계의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과 토지시장 변 

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언급을 한다. “지대는 생산물 가격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지만， 많은 양의 자본이 적은 면적 

의 토지에 집중될 것인가 또는 적은 양의 자본이 

넓은 면적의 토지에 투하될 것인가의 여부， 그리 

고 가축 또는 곡물 등 어떤 유형의 생산물이 생산 

될 것인가의 여부등 생산방법을 결정한다"(Marx， 

1971). Harvey가 전형적으로 이런 관점에 서 있 

다. 그는 지주가 비교적 영구적인 초과이윤을 거 

두어 들임으로써 경쟁을 제약하기보다는 강화시 

켜 생산자들로 하여금 더 큰 생산력 발전과 생산 

합리화를 추구하도록 강요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통적 견해와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자본축적과 

관련하여 지대전유가 부정 • 중립 ·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한 자본투자 효과의 지대로 전화라는 모순 

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들은 토지에 대 

한 자본할당， 공간조직의 전체적 구조， 따라서 전 

체적 축적동학에 강력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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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특히 물리 적 자본축적 환경 (built 

environment)의 생산은 지대수취(지대관계의 반 

영)뿐만 아니라 과잉축적된 자본에게 일시적 돌파 

구를 제공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 

기의 돌파는 항상 새로운 공간구조의 생산(지대관 

계의 변화와 재생산)을 전제하기에 계속적인 좌절 

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한다(Harvey 

1982a; 1982b). 신 리 카르도주의 입 장의 Scott 

(1980)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다. 지대가 축적되 

면 즉각적으로 새로운 투자흐름에 진입하기때문 

에 지대는 자본 축적과정에 기여를 하며， 이런 의 

미에서 지대는 자본주의 일반적 생산과정과 축적 

에 더 이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도둑이 훔친 돈을 모 

아 은행에 저축한다는 논리와 똑같은 것으로 리카 

르도 지대론이 갖는 분배주의적 특성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 준다. 자본과 토지소유가 결합하면 

자본과 지대는 모순관계가 해소된다는 입장으로， 

이는 자본주의에서 자본과 토지소유는 모순적으 

로 재생산된다논 것을 망각하고 있다. 

ill. 마르크스주의 지대론과 
도시적 토지이용 

마르크스주의 지대론 연구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이 흔히 도시적 토지이용 좀 더 정확히는 비 

농업적 토지이용에 마르크스 지대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그동안 상당수의 마르크스주의 

지대론 연구가 도시지대론에 춧점을 두었으나 異

見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대의 지대론 

연구경 향에 대 해 Haila (1990)는 “오늘날 지 대 론 

연구자는 현대적 조건에 적용할 수 있는 지대론 

을 추구하는 대신에 과거의 기준을 되풀이하거나 

고전적 권위에 호소하고 있다. 토지지대론은 현재 

진실한 추종자와 회의자의 양 진영으로 나윈 채 

경험적 연구와 동태적 도구라기보다는 절망의 문 

헌이 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한다. Ball(1987)은 

“현재 진영은 마르크스 농업지대범주가 모든 잠 

재적 맑시스트 지대 논의의 확고한 요소를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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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사회적 · 역사적 맥락의 관 

계가 밝시스트 지대론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하는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고 평가한다. 

마르크스 자본 분석체계와 논리적 일관성 여부 

를 분석하는 일본에서의 논쟁과는 달리 서구의 지 

대론은 70년대 도시문제에 현실적 적용가능성 위 

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 

(Lamarsche, 1976; Edel, 1976; Lauria, 1984) 이 마 

르크스의 농업지대 범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연구는 지대범주가 계급갈등 

유형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보고 그로부터 도시 토 

지문제를 둘러싼 계급대립에서 실천적 전략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은 도시 토 

지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특정한 지대범주로 이름 

붙여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대분석 자체에는 아 

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김홍상(1992)은 이러한 

기계적 적용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 토 

지이용 분석에서 위치문제 토지이용 유형에 따라 

지대형성 구조의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고 제시한 

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지적 노통시장 

개념도 포함할 수 있는 위치로서 토지사용가치가 

갖는 경제적 내용 농업과 도시처럼 불연속적 토 

지이용(상이한 지대론 일반론)이 아닌 농업， 공업， 

상업， 사무업무 등과 같은 연속적 관점에서 토지 

이용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연구전략으로는 도시적 상황의 특성을 

감안하여 마르크스 지대범주 가운데 일부만을 인 

정하거나 변형시켜 적용한 경우이다. Harvey & 

Chatterjee(1974)는 도심 주택시장 분석을 위해 階

級獨려地代를 제시한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구조 

화된 활동(주택시장구조화)이 지리적으로 표현되 

어 도시공간의 분할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總對空

間의 생산이며， 이에 기초해서 절대지대가 실현된 

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계급독점지대 개념은 초창 

기 그에게서 보이는 가치론 인식의 결함을 드러내 

주고 있으며， 맑시스트 용어법을 사용지만 결국에 

는 집단사이 불평등 분석으로 귀결 되고， 내용적 

으로도 절대지대가 아닌 독점지대에 가깝다 

(Bruegel, 1975; Murray, 1977a), D삶npling(1985) 

은 위치에 의존하는 독점가격을 근거로한 평균이 

101 



마르크스主義 地代論 연구 경향의 변화 

윤률의 수정을 의미하는 위치독점지대를 제시한 

다. 주택매매자본의 경우 주택임대가격은 개별생 

산가격과 일반적 생산가격의 차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기때문에 위치독점지대의 크기가 그 

높이를 결정하는 독점가격이 문제가 된다. 임대주 

택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비는 건설업의 생산 

성과 관련한 문제이며， 향地價格은 建藥數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위치독점지대에 달려 있게 된다. 

공업분야와 관련해서는 위치(입지)차액지대를 제 

시한다. 차액의 내용은 운송비용의 차이(생산물단 

위당 운송비의 상대적 수준)이며， 공업분야에서 

마르크스가 말한 폭포와 같은 자연적 조건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에 농업분야와는 달리 평균원리 

를 제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업차액지대는 평균 

이윤률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논지에서 황한식(1991)은 공업 입지차액지대를 주 

장하며， 주택지 지대에 대해서는 특수한 범주의 

독점지대로 파악한다(주택지의 독점지대에 대해 

서는 Clarke & Ginsberg, 1976도 참조). 그러나 

Evans(1991)는 이러한 독점지대 논의에 대해 자 

유시장 가격 이상으로 지대를 높이기 위해 토지이 

용을 제한할 수 없고 가격 결정자가 아니라 가격 

수용자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독점지 

대가 아니라 보통 차액지대로 볼 수 있다고 주장 

한다. 하지만 마르크스적 의미의 독점지대도 도시 

적 상황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신고전파 패러다임 

틀로 재해석 하고 있고 비슷한 분석틀과 주장을 

Persky & White(1988)도 하고 있다. 대 부분 도시 

적 토지이용을 독점지대로 분석함을 알 수 있다. 

그 러 나 Ball(1977, 1980, 1985)은 이 러 한 수 정 된 
적용과 마르크스 농업지대론의 가능성을 근본적 

으로 일관되게 비판한다. 그가 일련의 논문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의 도시 

지대론 연구는 축적동학에 비해 분배적 갈등에 부 

당한 중점이 두어 졌다. 둘째 지대관계가 존재하 

는 상황에서 가치체계의 역할을 자세하게 분석하 

지 않았다. 농업부문과는 달리 공업부문에서 가치 

를 결정하는 핵심은 일반적 생산조건(평균원리)이 

다. 세째 마르크스가 농업지대론을 구성하기 위해 

설정했던 사회적 관계들이 도시상황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생산성 차이라는 입장의 토지이용(곡 

물지대， 공업위치차액지대 등)은 도시지역 대부분 

의 토지이용에 맞지 않다. 농업에서 생산한 상품 

은 곡물이고， 도시 토지에서는 건물인데 양자간의 

시장가격 형성과 지대사이 관계가 다르다. 즉 도 

시의 경우 동일 시장가격과 개별 생산가격 차이라 

는 원리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마르크스 지대 

론은 농업 특수 이론이며 도시적 상황에서는 建

物供給構造論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대론 일반론을 사실상 포기한다. 

Ball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지대론의 抽象水準

을 결정하는 문제 토지의 사용가치와 관련해서 

위치를 재개념화 하는 문제를 고찰할 필요성을 일 

깨워 준다. 마르크스의 자본 분석체계에서 볼 때 

농업지대론을 분석하는 것은 추상 수준이 다른 것 

이다. 그는 순수한 지대를 분석하기 위해 농업을 

설정했으며， 토양이 아닌 위치를 고려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농엽지대를 분석한다. 

그러나 위치로서 토지는 비생산적 토지이용이 지 

배적이라고 할 때 지대로서 전화될 수 있는 위치 

의 내용은 무엇인가는 생산성으로 토양처럼 가치 

론적으로 분석하기 쉽지 않다8) 위치로서 토지의 

경우 이윤， 이자， 지대， 조세， 임금 둥으로 잉여가 

치가 분배된 이후 이들간의 재분배에 의해 결정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Harvey(1982b)의 제안은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 그는 지대의 원천을 資本備環과 收入備環으 

로 구분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마르크스의 지대 

론이 자본순환만을 다루고 수입순환에 대한 직접 

적 분석은 배제하고 있기에 부분적이라고 본다. 

그의 논의에서 마르크스 지대론이 자본순환만을 

다루었다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는 토지이용의 

주체로서 산업자본(가)을 설정하고， 산업자본이 

생산한 토지생산물의 가격 형성 논리속에서 지대 

지불， 즉 지대원천의 형성(생산적 노동의 영역이 

자 생산적 토지이용)을 설명했다는 말이 된다. 그 

러나 현실 경제상황을 보면 지대가 직접적으로 산 

업자본으로부터만 지불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 

다. Harvey는 이 부분을 수입순환 영역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의 논의로부터 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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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은 다양할 수 있으며 지주는 지대지불의 직 

접적 기원에 대해서는 무차별함을 알 수 있다. 위 

치문제의 고려는 지대지불의 원천 문제와 관련하 

여 마르크스의 지대론이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준 

다. Ball의 지대론 일반론 부정에 대해서는 

Haila (1988)가 Harvey의 토지 金顧資塵化 명 제 에 

주목함으로써 지대론 일반론 구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리열리즘 방법론을 사용 

하면 현대적 조건에 맞는 지대론 구성이 가능하다 

고 주장하는데， 그가 주목하는 내용은 자본주의의 

경향적 발전과 그에 상응하는 토지소유와 자본사 

이 관계， 토지소유형태 변화와 행태， 토지이용 변 

화이다. 이를 분석하기위해서는 산업입지 변화， 공 

공개입 형태와 그 변화 새로운 주체의 등장， 지대 

형성의 변화， 투자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aila의 논의 

는 土地所有論 全般에 관한 하나의 틀을 제시한 

것이며 지대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Ball의 

문제제기 이후 마르크스 지대론 가운데 지대론 일 

반론에 포함되어야 할 추상수준， 비생산적 토지이 

용과 가치법칙의 관철 사이 관계는 현대 지대론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N. 지 대와 계급갈등， 새로운 
토지소유 유형 

전술한 바와 같이 70년대 지대론 연구의 가장 

큰 특정이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적 행위에 뿌리 

를 둔 ‘사회적 현상’으로서 지대를 취급한 것이었 

다. 이 차원의 논의는 크게 보아 자본가와 토지소 

유자 사이 힘의 관계를 다루는 방향， 토지소유자 

와 노동자 사이 관계 계급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성격을 다루는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본의 토지지배 전략과 관련해서 

Amin(977)은 지대의 움직임을 이해는데 계급관 

계의 상태를 중심으로 삼는다. 북유럽에서 자본이 

지주를 포기하는 것은 보통 사민당에 의해 이루어 

지고 노동자계급동맹이라는 형태를 취했으며， 경 

우에 따라 자본은 좌익 또는 파시스트 정부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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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고 했던 점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자본의 

힘과 토지소유의 힘사이 투쟁을 통해 결국은 전자 

가 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 

다(Haila 1990), 그러나 역사적 경험을 보면 계급 

으로서 토지소유자 계급의 독자성은 자본주의에 

서 약화될 수 있지만 토지소유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Sheppard & Bames (990) 

는 이 두 계급차원의 갈등이 주로 지대의 부과와 

토지이용통제를 둘러싸고 일어난다고 제시하고， 

자본가의 해결책중 하나는 산업자본주의 초기 신 

흥부르조아들의 토지국유화론처럼 전통적인 토지 

소유계급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빼앗아 지대와 

토지에 대한 통제를 모두 얻는 것이나， 모든 자본 

가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Harvey가 제시한 

토지의 순수한 금융자산화 경향이 두 계급사이 갈 

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Edwards(985)는 유럽 여 러 나라의 토지 

국유화 캠페인이 금융자본이나 생산자체의 체제 

를 바꾸는 시도와 고립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대전유를 둘러싼 계급관계는 기본적으로 산 

업자본가， 토지소유자， 노동자 사이 관계이지만 노 

동자 토지소유자 관계는 자본가-토지소유자 관계 

보다는 덜 직접적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 

가 갖는 토지소유와의 이해관계는 자본가가 자신 

의 잉여가치중 일부를 지주에게 떼어 주는 직접적 

관계와는 달리 일상적 생활속에서 간접적으로 이 

해관계를 형성한다. 금세기초 영국에서 주거비용 

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전쟁에서 보이듯이 

可變資本 費用의 한 요소로서 주택의 역할이 주요 

한 잠재적 갈등 원천이다. 노동자와 지주사이 관 

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것은 Harvey & 

Chatterjee(974)의 계급독점 지 대와 Lauria(1984) 

의 재개발지역에 대한 지대론적 분석이다. 

Harvey & Chatterjee의 논의 는 지 역 에 구속된 노 
동자， 공간적 함정에 걸린 노동자의 공간적 이동 

성 제한이 높은 지대를 부담할 수 밖에 없음을 분 

석한다. Lauria의 연구는 지역사회 투쟁전략과 지 

대형태 사이 관계를 밝힌 것으로 지대추출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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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주거지 재개발 전략 개발을 위해서 맑시스 

트 지대론이 유용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지대의 존재가 노동력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토지소유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자 

와 자본가가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다는 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후 이탈리아 좌익 

의 지대와 토지소유에 대한 노동자 계급운동 전략 

을 검토한 Bentivegna(l985)는 이탈리아 좌익의 

논리는 지대를 재분배 차원에서만 접근했던 결과 

나타난 오류라고 지적한다. 자본의 토지지배가 강 

화되는 상황， 자본과 토지계급 사이 모순이 자본 

내부의 모순으로 되어가는 상황에서 자본가와 노 

동자가 토지이해관계에 대항하여 재분배 차원에 

서 동맹을 맺을 여지라고는 없다는 점을 제시한 

다. 우리나라의 토지공개념 논의는 이러한 연구경 

향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도시지대론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이러한 연구 

들은 구체적 토지소유관계 새로운 토지소유 유형 

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1980년대 들어 가장 활 

발한 연구 경 향중의 하나가 토지 소유(자)의 구체 

적 상황과 새로운 토지소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이 다(Massey & Catalano, 1978; Kivell, 1993). 

토지소유의 구체성에 대해 마르크스는 푸르동을 

비판하면서 “각 역사적 시기마다 소유는 각각 다 

르게 발전해왔고， 일련의 전혀 다른 사회적 관계 

하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 소유를 독립 

된 관계， 고립된 범주 영속적인 관념으로 정의하 

는 것은 단지 형이상학이나 법률학의 환상일 뿐이 

다"(Marx 1988, 155)라고 말함으로써 토지 소유를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로서 즉 자본주의적 토지소 

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주장한다.70년대 

맑시스트 지대론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토지소유 

자를 동질 계급으로 묶어서 다른 계급의 이해와는 

구분되는 이 계급의 독자적 이해관계를 다루었다. 

그러나 자본이 토지소유 장벽을 극복하는 가장 

나름대로 확실한 방법이 지대를 적극적으로 자신 

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 즉 자본가 스스로 토지소 

유자가 되는 길을 택함에 따라 한계를 맞이 한다. 

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지대수입은 자본의 이윤 

에 합체되어 토지개발에 따른 지대수입이나 자본 

의 이윤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제 자본은 지대가 증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지대추구 활동을 전개한 

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유형의 토지소유 출현 

을 가져오고， 그에 따른 모순관계의 복잡성을 제 

기 하며 , 토지 소유의 擬制資本化(fictitious capital) 

와 신용제도의 발달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9) 자본 

이 아닌 것이 스스로 가치증식하는 자본처럼 운동 

하는 이러한 가짜 자본의 문제는 遊休貨網資本이 

누적적으로 증대하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중 

요한 문제이다(Harvey， 1982; 최병두， 1990; 황한 

식， 1991; 김홍상， 1992). 결국 토지시장과 자본시 

장이 결합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자본시장으 

로 포섭은 경제활동에 따른 실물적 토지수급과는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토지수급관계를 강화한다. 

지가차익을 얻기 위한 유휴화폐자본의 토지시장 

침투가 증대되어 투기적 토지수요가 증대되기 때 

문이다. 바로 토지의 금융자산화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신용능력이 뛰어난 산 

업 · 유통 · 금융부문 등 기능부문의 토지소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새로운 유형의 

토지소유가 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 

다. Downs(l985)는 이러한 전환을 부동산 금융과 

제도에서 혁명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전환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연구가 

Massey & Catalano(1978) 연구이다. 이들은 영국 

토지소유형태를 구토지소유(교회， 왕실， 토지귀 

족)， 산업적 토지소유， 금융적 토지소유(보험， 연금 

기금， 은행， 부동산회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형 

태의 발전과정과 구체적 모순관계를 분석한다. 토 

지소유 유형에 따라 축적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기때문에 오늘날 영국의 사적 토지소유가 응 

집 력 있는 하나의 資本分派로 볼 수 없다는 결론 

을 내린다. 이들 세가지 기본 유형중 현재 가장 중 

요한 형태가 金顧的 士地所有이며 이러한 소유형 

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고 본다. 첫째， 토 

지소유가 순수한 금융적 형태로 되는 상황을 지배 

하며， 이러한 사정은 부동산회사에 직접개입(참 

여) 함으로써 확고히 된다. 둘째 금융적 토지소유 

는 토지소유형태나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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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토지이용부문(농업과 3차산업)에서 그 

지배를 확립하고 있다. 셋째 오늘날 공간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금융적 

토지소유가 그 지배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것이다. 

자본과 토지소유 사이 모순이 발전한 결과인 토 

지소유의 의제자본화 토지의 금융자산화 경향， 금 

융적 토지소유의 증가는 바로 자본이 토지와 부동 

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는 것올 보 

여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고 

하여 토지소유의 모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윤이라는 범주와 지대라는 범주는 여전히 구조 

적 범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예컨대 지대가 토지 

구입가격이라는 형태로 미리 지불된다는 사실에 

서 명백히 드러난다. 그러나 복잡한 토지소유형태， 

자본시장과 토지시장의 결합을 감안할 때 토지와 

부동산 투자라는 영역에 들어가면 토지와 부동산 

이용의 다양성， 투자 특성의 다양성， 상이한 이용 

자 · 투자자 · 투자 동기 있게 되며， 그만큼 이론화 

가 어렵고 복잡하다. 이러한 측면이 다수 연구자 

들에게 마르크스 지대론을 도시 토지이용에 적용 

할 수 없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토 

지투자에 대한 이론화는 유발수요이론， 투자전환 

이론， 재구조화 조건이론， 부동산부문 고유의 동학 

이론 둥 네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Haila 

1991). 이렇게 자본시장과 토지시장이 밀접해짐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관계들이 형성되는데， 

대표적인 유형이 대규모 상업부동산 회사로서 오 

늘날 대표적인 생산자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10) 

영국의 경우 이러한 회사들 가운데 200여년이 된 

것도 있고， 현재는 세계 각국에 支社를 설립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Leyshon et al, 
1990). 

v. 맺음말 

고전정치경제학의 죄퇴 이후 관심영역에서 사 

라졌던 마르크스 지대론은 이른바 포디즘의 말기 

에 각종 도시문제가 폭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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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재발견 초기 연구의 대부분은 마르크스 

지대론의 실천적 의의를 환기시키는데는 공헌을 

하였으나 기계적 적용에 따른 분석적 의의와 논리 

적 일관성은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Ball, 

Fine 등의 논문은 마르크스 지대론과 리카르도 지 
대론을 구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마르크 

스 노동가치론과 지대론 사이 관계， 자본축적과 

지대관계를 분석의 중심으로 올려 놓았다. 바로 

자본주의 생산과정속에서 토지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한편 그동안 도시 토 

지이용에 마르크스 지대론을 적용하려는 많은 연 

구가 있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마르 

크스 지대론 가운데 지대론 일반에 포함되어야 할 

추상수준， 비생산적 토지이용과 가치법칙 사이 관 

계는 현대 지대론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초과이윤 발생 메커니즘과 더불어 지 

대론의 또 다른 한 축은 토지소유의 사회적 관계 

이다. 그간의 연구 결과 70년대의 단순한 논리가 

극복되면서 자본과 토지소유 사이 모순의 발전으 

로부터 토지소유의 의제자본화， 토지의 금융자산 

화 경향， 금융적 토지소유 증가 경향의 논리를 분 

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거대 

도시 재구조화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마르크스주의 토지론은 이데올로 

기적 편견과 토지국유화론이라는 단순한 이해로 

인해 최근 몇 편의 본격적인 지대론 연구외에 그 

분석적 의의가 전혀 연구 되지 않고 있으며， 기껏 

해야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통해 초보적인 내용만 

이 소개되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마르크스주의 

토지론의 강점은 토지문제를 자본주의적 생산과 

정속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자본 

주의 토지문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 

주의 발전에 따라 토지문제가 질적으로 상이한 차 

원속에서 재생산 된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게 함 

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이론적 근 

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마르크스 토지론과 마 

르크스주의 토지론의 핵심은 자본주의하에서 토 

지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임을 인식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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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主義 地代論 연구 경향의 변화 

< 註 >

1) 지대가 완전한 제어장치라는 것은 아니다. 토지 

가격， 토지이용과 지대사이 관계에 대한 보다 구 

체적인 고찰로는 김홍상(1992)을 참고할 수 있다. 

2) 신고전파 지대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이정전 

(1991)을 참고할 수 있다. 

3) 우선적으로 토지의 사용가치 가운데 服決度보다 

는 位置가 중시된다. 자본주의 발전은 단위 면적 

당 자본투하 증대가 용이한 위치로서 토지를 더 

욱 더 중시해 왔고， 현대 토지문제의 대부분은 위 

치로서 토지와 관련된 것이다. 둘째로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유휴화폐자본의 누적과 신용제도의 

발달로 인해 토지소유의 의제자본화가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 토지소유의 의제자본화는 토지를 

하나의 자산증식 수단(포트폴리오)으로 간주하면 

서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는 역할(자산으로서 토 

지)과 토지이용을 강제하는 역할(소득이득으로서 

지대의 적극적 전유)을 한다. 세째는 자본이 토지 

소유와의 모순을 토지지배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토지소유 형태， 특히 금융적 토지소유가 점차 중 

요해지고 있다. 노동자계급도 무산자계급이라는 

고전적 통념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택 

을 소유한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가 토지 

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같을 수는 없게 된다. 네째 

는 이러한 자본과 토지소유 사이 밀접한 관계의 

형성으로 지대전유 메커니즘이 복잡해졌고， 독점 

자본의 위치생산 능력이 제고되면서 차액지대와 

독점지대가 중요해졌다. 다섯째로 위치의 중요성， 

자본시장의 발달과 토지소유의 의제자본화， 토지 

소유형태의 다양화， 독점자본의 위치생산 등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지대형성구조를 더욱 복잡하 

게 만들었으며， 그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의 메커 

니즘이 더욱 더 복잡해졌다. 끝으로 이상의 모든 

변화는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반영된다. 

통상 자본가적 농부， 토지소유자， 노동자라는 틀 

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지만 이제 현상적으로는 더 

욱 더 복잡한 이해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이해 

집단을 형성한다(김용창， 1993) , 

4)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토지의 私的所有는 필수 

불가결한 전제도 아니고， 토지소유 자체가 생산 

과정에 어떤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봉건제적 생산양식에서 처럼 그렇게 중심적이지 

도， 근본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자본주의 지대는 

노동착취조건에서 직접적으로 유도되는 봉건지 

대와는 완전히 다른 범주로서 자본들 사이 경쟁 

의 산물로부터 발생한다. 봉건제의 지대에 해당 

하는 범주는 자본주의에서는 잉여가치이다 

(Massey & Catalano, 1978) , 

5) 초과이윤으로부터 지대가 파생한다는 사실은 지 
대분석에 즉각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축적과정에 

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은 자본간 경쟁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것이 일반적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지대 

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초과이윤이 항구적으로 존 

재해야 한다. 따라서 지대분석은 초과이윤의 제 

거를 막는 지대관계의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한다 

(Ball, 1980) ,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원리는 자본가 

에게는 정상이윤을 보장해야 하고， 近代的 士地

所有라고 하는 변형된 토지소유제 아래서는 지주 

에게 지대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지대의 원천은 

초과이윤이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가치가 토지 

와 같은 자연의 산물이라고 본다면(하나의 생산 

투입요소) 토지가 생산한 가치는 당연히 토지소 

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따라서 초과이윤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토지를 외적 조건， 독점 조건으로서 인정하여 경 

제지대 개념을 도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일 

반균형분석의 요소소득의 동시결정과 모순된다. 

따라서 가치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노동가치 

론 입장에 서게 된다. 

6) 김홍상은 도시적 토지이용의 산물은 건물이지 공 

산품이 아니라고 하면서 농산물과 공산물을 직접 

대비하는 Ball, Dämpling 등의 논의는 잘못된 것 
이라고 비판하고 Ball의 건물공급구조론은 마르 

크스 지대론과 동일선상에서 대치되는 것은 아니 

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건물가격 결정원리， 그 

리고 공산품이 생산조건으로 하는 건물의 공간 고 

착성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분석을 하 

지는 않는다. 

7) 이 상황에서 자본투자의 선택은 기존의 유전 채 

굴， 기존 유정에서 증산， 외국 유전으로 진출이다. 

8) 1970년대 지대론 연구의 특징은 지대가 자본축적 

에 장애로 작용하며 모순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장애와 모순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김홍 

상(1992)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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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적 토지이용에서 가치론적으로 분석할 때 흔 
히 예로 드는 것이 운송비의 차이이다. 마르크스 

는 유통비용은 상품에 어떠한 가치도 첨가할 수 

없지만 장소의 변동， 즉 운수업은 가치를 생산하 

다고 보았기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운송수단의 

생산업과 단순한 장소이동으로서 운수업을 구분 

하여 전자는 당연히 가치를 생산하지만 , 후자는 

운송수단올 소유하며 재화의 공간이동을 담당하 

는 상업자본의 범주를 기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 

다는 점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 

부분 상업적 토지이용은 교통비의 차이가 아주 

작음에도 간선도로에서 거리별로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서울과 중소도시 사이 지가차 

이 만큼이나 클 것이다. 

10)토지소유의 의제자본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인 

간노동의 산물이 아닌 토지가 어떻게 가격을 가 

지고 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 

대론을 통해서 해명된다. 매매되는 것은 토지가 

아니라 토지에서 산출되는 지대에 대한 청구권이 

다. 이때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투하된 화폐는 이 

자 낳는 자본 투자와 동일하다. 구입자는 예상되 

는 미래 수입에 대한 청구권， 즉 노동의 미래성과 

에 대한 청구권을 획득한다. 따라서 토지소유권 

은 의제자본의 한 형태가 되어 주식소유가 일정 

한 이자 또는 배당을 요구하는 것처럼 토지소유 

권을 소지한 사랍에게 잉여가치의 일부를 넘겨 

줄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소유권도 하나의 독자 

적인 상품으로 둥장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 

토지소유 매매가 상품으로서 매매되고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 되는 과 

정을 반복함에 따라 구체적인 의제자본으로 변하 

게 된다. 이제 개별자본가 입장에서는 주식과 채 

권구입이나 토지소유권구입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이렇게 토지소유가 유휴화폐자본시장 

의 발달과 더불어 의제자본의 일부가 됨으로써 

토지소유 명의가 이자낳는 자본과 함께 자본시장 

에서 자유롭게 매매되고 이동할 수 있다(Harvey ， 

1982; 최병두， 1990; 황한식， 1991; 김홍상， 1992) , 

11)이들이 수행하는 주요 활동은 @ 일반적 업무 : 

점유용 또는 투자용 부동산의 평가와 관리， 부동 

산 거래 대행，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제공，(2) 건설 

프로젝트 비용과 관리 상담 @ 농업관련 부동산 

일반 업무，@ 빌딩과 관련한 경제 · 기술 ·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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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설계적 측면 상담，(5) 토지와 건물 자원의 

잠재적 이용 계획，@ 토지조사，(1) 광물자원조사 

및 관련 토지관리 상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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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gress Report 00 the Studies of Marxist Rent Theories 

Y ongchang Kim * 

Summary 

Little futher development in the analysis of rent occured after the dec1ine of c1assical political 

economy. But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saw a considerable revival of interest in Marxist rent 

theory. Early in the revival most Marxist rent scholars mechanically applyed Marx ’ s agricultural 

rent categories to urban social problems, especially to land and housing problems. But they 

aroused practical significance of Marx ’ s rent theory. 

Arnid mechanical applications Ball(1977, 1980) and Fine(1979) made a contribution to 

discriminating Marx from Ricardo. The relationship between Marx ’ s theory of value and theory of 

rent, the contradiction between capital and landed property came to understand, which placed land 

problems at the general process of capitalist production and accumulation. On the other hand, 

inspite of many efforts applying Marx' s rent theory to urban land use, there are splits of opinion 

on the urban rent theory, i.e., the true believers and the sceptics. Contemporary rent theory has 

problems to be solved; abstraction levels to be inc1uded in rent theory in general out of Marx 

agricu1tural rent and relationships between unproductive land use and law of value. 

One of the core themes of rent theory with the mechanism generating the surplus profit is social 

relations of landed property. Simple logic have been overcomed, we get to analyze the mechanism 

in which the landed property becomes a form of fictitious capital, land as financial assets, financial 

land ownership. The highest value of Marxist rent theory is to show that capitalist land problems 

are not fixed but Qualitatively reproduced according to capitalist accumulation. 

Key words Marxist rent theory, rent and capital accumulation, rent and urban land use, rent 

and c1ass struggle.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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