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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 관계 



人間=사람사이 



COMMONS= 

자원+공동체+사회적규약 



P2P+COMMOING= 

POSTCAPITALISM 



직접민주주의를 말하기에 앞서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흔히 민주주의라는 체제와 운영원리는 서양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이식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그 기원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는 이미 지난 5000년의 

역사에서 많은 부분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사상적 논쟁과 

실천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홍익인간부터 맹자가 주장한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주장과 다산의 보민 정책, 동학혁명의 

인내천은 바로 우리 조상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증거이다. 또한 풀뿌리 공동체가 이미 

전국적으로 두레나 품앗이 등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서구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불과 

200년의 역사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며 또한 여성 투표권도 

미국은 1920년,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는 스위스는 1971년에 

프랑스는 1944년에 주어졌듯이 그 역사가 일천하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와 분단체제를 거치며 남쪽은 미국중심의 

이식된 천민 자본주의와 함께 보통투표라는 제도를 통해 

전체주의를 거쳐 대의 민주주의 체제로 현재 자리잡고 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가져온 우리의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는 

모두 해체되고 부정되었다. 

그렇다고 민중 혹은 다중들의 자발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다. 항일투쟁, 해방후 인민위원회 

전국적이며 자발적인 조직,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 87년 97년 노동자 대투쟁 , 광우병 촛불집회, 

작년 세월호 집회 등을 거치며 많은 반성과 실천의 과정 속에 

있다. 우리는 이런 빛나는 조상과 선혈들의 사상과 실천 

그리고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실천을 이어 받아 

다중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조직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실천의 과제이다. 



직접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란 그럼 무엇인가? 

 

직접 민주제(直接民主制)는 유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과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로 실시되었으며 현재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 국가는 방대한 

영토와 엄청난 규모의 인구, 구성원의 다양한 이질성, 정책 

결정의 전문성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실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사전적 의미이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그 벽은 하나하나 허물어지고 

있으며 다중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전세계적으로 점차 그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그 사례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공유가 이루어 지고 있다. 혹자들은 이를 

전자민주주의라고도 정의한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자원의 사용과 소유 문제 – 소비와 공유 

 

인간에 대한 문제 – 인간해방과 공동선 

 

관계의  문제  - 연대와 협력의 문제 

 

과제 – 전문가 집단지성, 직접행동 

 

 



전 세계의 정치적 변화 
 
왜 변화가 모색되는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 – 다중의 이해를 담아내기 힘들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대안을 모색 -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다원주의, 시민 공동체주의, 네오아나키즘, 자율주의 등 

 

세계적 사례 

 

멕시코 - 사파티스타 민중봉기 및 자치 

 

에콰도르의 사례 – 커먼즈 기반의 화폐 개혁, 정치, 경제 변화 

 

아르헨티나 – 네트워크정당 실험인 데모크라시 OS  개발중 

 

해적당 – 스웨덴을 시작으로 설립되어 40개국에서 설립 

 

그리스 – 20개 정파가 연합한 다원적 급진좌파연합 집권 

 

이탈리아 – 코메디언 출신  정치인이 만든 오성운동이라는 

전자 민주주의 정당으로 짧은 기간에 원내3당으로 입성 

 

스페인 – 포데모스 15M운동의 유산으로 탄생한 

네트워크정당으로 전자민주주의를 표방 다원주의 정당 

 

영국 – 노동당 당수선거에서 좌파대표인 제러미 코빈 당선 

 

미국은 민주당 에서 민주사회주의자인 샌더슨이 약진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공산당의 당원이 32만명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크게 약진하고 있음                   

 



우리는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사회에 접근하는 

조직, 사람 그리고 정부와 함께 합니다. 



P2P 재단은? 
 

P2P 재단은 우리 사회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기반한 역동적 활
동(Peer to Peer, P2P dynamics)의 지원과 연구에 헌신하는 비
영리 기관이다. 

 

P2P의 역동적 활동은 문화와 지식의 공동생산 과정에서 스스로 

조직화되는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많이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사
례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자유 소프트웨
어와 오픈소스운동, 교육과 과학에서 오픈 엑세스, 인터넷 백과사
전 위키피디아, 오픈 데이타, 개방형 정부와 자유 문화등이다.  

 

이런 P2P 공동체들의 가치와 실천은 해커/독립 제작자의 공간과 

팹랩같은 곳에서  오픈 디자인, 공유경제 그리고 협업을 통해 실
제 현실세계의 물리적인 생산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운동은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 경제적 참여를 통해 문화 혁
신으로 향하게 한다. 우리는 이 운동이 좀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
능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P2P 문화는 공공제의 생산에 있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
과 누구나 운영과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공유하고 

있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나 GPL같
은 라이센스 제도를 통해 보증한다. P2P 재단은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P2P의 역동적 활동이 확대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
다. 우리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우리의 개방형 위키와 보고서 그리
고 현재 벌어 지고 있는 이벤트들에 대해 블로그을 통해 알리고 

있다.   

P2P Dynamics 



우리의 네트워크는 그 풀뿌리 사회 운동과 공공영역과 사적인 조

직에서 P2P 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일하는 독립 연구자와 학

문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P2P 재단의 멤버들은 유럽,아시아, 남/북 아메리카에 편재하는 

전 세계의 활동가 들이다. 우리는 커뮤니티에 새로운 멤버를 환영
하고 범위를 넓히는 일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P2P 재단의 목적 

우리의 현대 사회는 물질자원은 풍부하고 비물질적인 아이디어
는 희귀하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이 지배적인 패러
다임은 마치 우리의 행성이 무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
전하면서, 인간과 동물들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지구
의 자원을 남용한다. 또한 인간지식에 인공의 장벽을 둘러서 가능
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방해하고 금지한다. 

 

우리의 목적은 아래의 문장들로 요약할 수 있다: 

 

1.자연에 대한 근거없는 무한한 풍요로움에 대한 가정에서 

비롯된 현대의 위험한 자연 착취 상황을 널리 알림으로써 자
연 생태계의 파괴를 막는다. (천연 자원이 무한하다는 가정
에 기반하는 주장) 

 

2. 혁신을 저해시키는 아이디어와 지식의 소유권 개념을  포
기함으로써 과학과 문화의 두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을 촉진
한다.  (과도한 저작권들을 통해 부족하게 만든 지식의 흐름
이 제한되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 



3. 연구자 및 비즈니스 그리고 일반대중이 공부와 창조
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P2P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 공유재를 조성한다. 

 

4. 전 세계에 있는 P2P 및 공유재의  최고 콘텐츠를 큐
레이션한다. 

 

5. 다양하고 중요한 담론을 대표하여 새로운 분야의 다
원적 이해를 제공한다. 

 

6. 지지자, 혁신가, 기업가와 공공 정책 입안자 뿐 

만 아니라  예술가와 문화 생산자들을 연결한다. 

 

7. 전문가의 활동적 네트워크와 출판물과 프로모션을 

통해 프로젝트를 확장한다. 



     2015/2016년의 최우선 전략 

방향 1) 공동 작성 및 개방 그리고  협력적 피어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공유재 주위에 경제적, 사회적 권력의 재
건을 활성화한다. 아래와 같은 작업을 포함한다: 

*CopyFair 라이센스 : 공유재 기반의 상호 라이센스 

*오픈 협동조합주의 그리고 같은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의 공
동생산을 통해 윤리적인 기업가연합의 공유재를 만든다.  

 

방향 2) 공유재와 개인간 역동적 활동(P2P Dynamics)에 대한 

힘이 있는 사회 정치적 운동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아래
에서 위로 향하는 것과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전략 두 가지 

방식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의 상향식 전략은 커먼
즈 집합체를 만들기 위한 로컬 수준에서 커먼즈 상공 회의소
를 만들고 커머너들로 모두 시민들을 조직하며 윤리적인 공
유재 친화 기업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포함한다. 

방향 3) 우리의 우선 순위는 공정성과 사회 정의의 협력과 사

회적 연대 경제 부문 세 가지 분야의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수렴을 생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보편적 공유의 의미로 

오픈 지식, 개방형 설계 및 오픈 하드웨어를 통해 기술과 과

학의 발전을 이루고 피어의 생산 부문을 촉진한다. 셋째는 생

태학적인 의미에서 진정으로 지속 발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시 지방화 분산 생산의 가능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1)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2)지속 가능하고 3) 공정한 

것을 방향으로 한다. 

 



P2P 재단의 주요 활동 

 P2P 재단은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P2P 재단 블로그 (영문)  - http://blog.p2pfoundation.net  

현재 진행되는 사건과 경향을 2~5꼭지씩 매일 포스트  

 

우리는 정기적으로 David Bollier, Kevin Carson, Charles 

Eisenstein, David de Ugarte, Nathan Schneider 그리고 재단설
립자인 Michel Bauwens를 포함하여 잘 알려진 작가들과 활동가
에 의해 기록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어와 네덜란드어로 각각  Vasi- lis Kostakis 와 

Jean Lievens가 블러그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더 넓은 청중에
게 알리기위해 스페인어 게릴라 번역 및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다. 

 

P2P 재단 위키 - http://p2pfoundation.net 

특성있는 2만개이상의 항목이  빠르게 진화하고 연구되는 것을 

문서화 하고 있다. 2006년 출시 이후 2700만배 이상 상담 및 기
록되고 있다. 

 

분석 

블러그와 위키 

 

2014년 우리의 뉴스 블로그와 위키는 한달에 평균 10 

만 명이 방문했다. 

http://blog.p2pfoundation.net/
http://p2pfoundation.net/
http://p2pfoundation.net/
http://p2pfoundation.net/
http://p2pfoundation.net/
http://p2pfoundation.net/
http://p2pfoundat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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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와 뉴스 레터: 
50,000 태그 된 소스가 운반되는 북마크 네트워크. 

https://www.diigo.com/profile/Mbauwens 

 

논의와 토론을위한 여러 공공 메일 링리스트. 

http://p2pfoundation.net/P2P_Foundation_Email_Lists 

 

SNS: 트위터: 두개의 가장 활성화된 계정: 

 

@mbauwens - 8979 followers 

       @p2p_foundation - 5390 followers 

 

750만명 이상의 트위터 계정 결합 가능성에 도달  

 

SN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2PFoundation 

 

구글 : 검색: 
 

2014년 12월 우리는 구글에서 429,000의 결과가 검색 

 

자세한 내용은 Twiangulate를 참조  http://bit.ly/13zHunK   

https://www.facebook.com/groups/p2p.open/ 

 

2010년 P2P 재단은 탑시의 분석 결과  200만번의 상호 언급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2006년부터 매년 30%이상의 지지자의 수가 성장하
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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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iigo.com/profile/Mbauw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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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활발한  연구 프로젝트 

 

공유재 전환 (2014 / 2015) 

 

2013년에서 2014년에 P2P 재단의 설립자인 Michel Bauwens은 

에콰도르에서 FLOK(Free Libre Open Knowledge)사회 프로젝트 

연구 책임자로 일을 했다. 

 

에콰도르 정부의 지원으로 에콰도르 ’사회 지식 경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을 시민 사회와 풀뿌리 조직과 함께 FLOK 사회 연
구 작업 및 개발을 실시했다. 

 

사회 지식 경제는 지식이 자유롭고 개방된 공유 경제의 생산성 매
트릭스의 모든 측면에 통합된 경제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제언을 활성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액세스 지식 공유재 창
조를 통해 시민과 사회 혁신에 힘을 주고 농업, 제조업, 협동 조합 

경제, 고등 교육, 과학 연구와 열린 정부 등의 분야에 초점 을 맞
추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FLOK프로젝트의 연구를 2014년 6월에 완성하였다. 이후 

FLOK 프로젝트 관리팀은 프로젝트 제안서의 법적인 구현을 위
해 에콰도르 정부와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P2P 재단은  공유재 전환의 이름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플렛폼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commonstransition.org 
 

FLOK와 공유재 전환의 참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공유재 전환 계획 

http://p2pfoundation.net/Commons_Transition_Plan 
 

> 수집된 연구논문 

https://floksociety.coment.com/ 

http://www.commonstransition.org/
http://www.commonstransition.org/
http://p2pfoundation.net/Commons_Transition_Plan
http://p2pfoundation.net/Commons_Transition_Plan
https://floksociety.co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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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Value (2013 - 2016) 

 

P2P Value는 3년간 이루어지고 있는  다중 이해 관계자인 EU 

FP7의 연구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P2P와 공동체 사회의 

공유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연구한다.  

 

민족지학과 통계적인, 공유재자원 피어생산과 관련된 커뮤니티의 

분석은 프리소프트웨어 도구개발에 사용될 법적 범위와 설계 원
리 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여 P2P커뮤니티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파트너들: 밀라노대학교 (이탈리아), 바로셀로나 자치대학교 (스
페인),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프랑스),  국립 마드리드 콤플루
텐세대학교 (스페인), 공립 서리대학교 (영국) 

 

http://p2pvalue.eu/ 

 

프로젝트 참조: 610961, 자금지원: FP7ICT  

 

http://cordis.europa.eu/project/rcn/109781_en.html 

http://p2pvalue.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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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활동(Publishing) 
 
P2P에 대하여 -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대하여 
Jean Lievens, Michel Bauwens 공저 

2013년 Houtekiet발행. ISBN 978 90 8924 254 9 

 

P2P재단 설립자인 Michel Bauwens와 전직 저널리스트 Jean 

Lievens에 의해 12시간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책의 원
래 제목은 플라망어인 “세상을 구하다”였다. 이 책은 플랜더스 (플
라망) 지역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세 번째 인쇄를 달성했다. 프랑
스어 번역이 진행되었고 우리는 영어 버전의 출판 파트너를 찾고 

있다. 

 

“우리의 오늘날 사회는 물적 자원이 풍부하고 무형의 아이디어는 

부족하다는 터무니없는 개념에 기초한다. 우리는 지구 자원이 무
한한 것처럼 행동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지구를 

이용한다. 한편, 우리는 최대한 공유해야하는 인간의 지식 주변에 

인공 벽을 만들었다. 

 

봉건제도가 로마의 노예 사회의 자궁 내에서 탄생하였고 자본주
의도 봉건제도 내에서 발아되었다. 우리는 지금 사회의 새로운 형
태의 배아를 목격하고 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본주의 내에서 잉태되고 있다. 

우리는 생산의 재 현지화와 지식, 코드 및 디자인 분야의 글로벌 

협력의 확장이 필요하다.” 

 

http://www.houtekiet.be/boeken/p/detail/dewereldre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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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생산(Peer  Production) 

공유 네트워크 와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용어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고 이미 접하고 

있다.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오픈지식, 오픈소스, 오픈디자인, 

오픈소스 하드웨어 등 개방되고 공유되는 여러가지의 비물질적 

부분과 물질적 부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메이커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개방,참여,공유’를 

통한 물리적인  생산이  그것이다 . 아직 이것이  자본주의의 

대량생산을 대처하지는 못하지만 점차 확산이 되고 있으며 

전세계에  생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대량생산에서 

대중생산으로)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어생산은 이렇듯 네트워크를 기반한 글로벌 오픈디자인, 

설계와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생산은  로컬에서 

진행되며 자본주의 생산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급부상중이다. 

 

그중 요즘 가장 눈여겨 봐야 하는 실천중에 하나가 에너지의 

분산화된 생산과 소비일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중앙에서 

공급되던 탄소,원자력 기반의 에너지 공급이 로컬기반 혹은 

피어기반의 친환경 재생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로 바꿔어 가는 

것은 아주  좋은 피어생산의 예라 할 것이고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다. 

 

피어생산은 무계획적 생산이 아닌 필요에 의한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포스트자본주의적이라 할 것이다. 



피어생산(Peer  Production) 

관련한 참고자료 

 

한계비용 제로 사회: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 –  

제레미 리프킨 저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37489511 

 

메이커 운동의 개괄적인 소개 - http://slownews.kr/39006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원칙(한국어) -    

http://www.oshwa.org/definition/korean/ 

 

P2P재단 위키의 피어생산 관련 카테고리 –  

http://p2pfoundation.net/Category:Peer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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