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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보다 정교한 기본소득 논쟁을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본

소득 비판 중 기본소득 시행이 복지국가(특히 사회서비스)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

자들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개념이 무엇인지 정

의하고,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는 비판의 논쟁점들을 세

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서 기본소득과 사회서

비스와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원리적 타당성, 역별 상호보완성, 역사적 

경험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원리적 

타당성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고, 사회서비스

는 현금급여가 아니라 서비스 급여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기본소득 지지

자들이 현물급여 방식으로서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주장하고 기본소득과의 

동반 확대를 결의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었다. 둘째, 역별 상호보완성 측

1) 이 논문은 2015년도 군산대학교 교수장기국외연수경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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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의 고찰은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역인 돌봄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

로 기본소득이 각 부문에 대한 구축이 아니라 오히려 각 부문별 사회서비스

를 어떻게 보완하고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 다. 마지막

으로 역사적 경험 측면에서의 고찰은 예산제약선을 전제한 접근이 한계가 

있고, 역사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에 대한 서비스 국가와 현금이전 국가라

는 이분법적 구분이 최근 발달한 통계학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그랜저 인과

관계상 상쇄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증명됨으로써 반박될 수 있음을 제

시하 다. 

주제어: 기본소득, 사회서비스, 구축, 상쇄관계, 시장화, 현물급여,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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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다. ‘하나의 몽상가적 제안’으로 취급받던 기본소득 

논의는 2016년 이후 본격적인 찬반 논쟁으로 진화하 다(김교성ㆍ백승호

ㆍ서정희ㆍ이승윤, 2017).2) 이는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확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비정합성 문제가 불거지고, 알파고, 제4차 산업혁명, 인지 

자본주의 등으로 노동 없는 혹은 대폭 줄어든 미래가 예견되면서 현재까지

의 사회보장 제도가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이 제기되었다(서정희, 2017). 이러한 

문제제기들에 대한 한 가지 해결방안으로 기본소득이 강력하게 대두되었

다. 모든 시민에게, 자산조사나 근로조사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

되는 기본소득의 특성들이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이는 한국적 상황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초기 기본소득에 대한 시행이나 실험이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가 2016년 스위스가 기본소득 실현에 관한 국

민투표를 실시하 고, 이탈리아의 리보르노 시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

작하 다. 2017년에는 핀란드와 네덜란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국의 스

코틀랜드가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한다. 선진국들을 중심

으로 제기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은 기본소득 논의를 전 세계적인 관심

사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하 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원리를 일부 도입한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시행, 

2017년 대선 후보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혹은 입장발표, 기본소득대전

네트워크의 ‘띄어쓰기 프로젝트’, 『한겨레21』의 ‘기본소득 월 135만원 받으

실래요?’라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의 ‘쉼표 프로

2)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3기로 구분되기도 한다. 2000년대 초반 기

본소득 아이디어가 소개되던 시기(제1기), 2010년 전 후 학술적 논의가 활성화된 시

기(제2기),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찬반 논쟁이 전개되는 시기(제3

기)로 구분된다(김교성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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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춘천기본소득실험기획단의 ‘2017 춘천 기본소득실험프로젝트’와 같

은 시민단체 및 언론사의 실험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학술적 

관심을 반 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폭발적 관심은 학술적인 찬반 논쟁, 비판과 반 비판으

로 이어졌다. 기본소득은 핵심원리의 단순성으로 인하여 좌파와 우파 양측 

모두의 지지를 받기도 하고, 양측 모두의 반대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매우 

독특한 정치적 지형을 형성한다(Fitzpatrick, 1999: 4~5). 기본소득의 독특

한 특성으로 인해 찬성과 반대 논쟁, 비판과 반 비판 논쟁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는 기본소득이 의존성을 키운다는 주장, 

성별 분업을 확대한다는 주장, 대규모 이민자를 유입하게 할 것이라는 주

장, 유급노동을 저해하고, 근로동기를 축소시킨다는 주장, 자본주의로부터 

다른 생산체제로의 이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복지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특히 사회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 이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

는 주장,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현불가능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지점

에서 제기되고 있다(Raventós, 2007; Häni and Philip, 2015). 

라벤토스(Raventós, 2007)는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론을 11가지 쟁점으

로 정리하면서, 반대론을 크게 윤리적(원칙적) 측면과 기술적(실행적) 측면

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쟁점들은 저마다 주요한 논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

에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기본소득 주장이 

복지국가 논쟁의 주변부에 머무르던 2000년대까지는(Fitzpatrick, 1999: 4) 

각각의 쟁점들 중 원칙적이고 윤리적 측면의 쟁점들 위주로 다루어진 경향

이 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기본소득 실험과 2017년 한국의 

대선 국면에서 기본소득이 정치적 아젠다로 부상하면서 기본소득이 하나의 

정책으로 ‘가시성’을 확보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김교성ㆍ이지은, 2017: 

9), 이러한 경향을 반 하듯 최근 논쟁들은 기술적(실행적) 측면에서의 논

의들로 옮겨지고 있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4). 그러나 아직까

지 기본소득의 실행적 측면에서의 논쟁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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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재원마련 가능성에 대한 논의만 본격적으로 다루

어지고 있을 뿐(예를 들어 강남훈, 2010a; 2015; 2017; 김교성ㆍ이지은, 

2017; 백승호, 2010; Raventós, 2007: ch. 8),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회서

비스를 확대시키지 못하고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 비판 

및 이를 통한 논쟁이 본격화되지 못했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이 주제에 관

한 논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구축

할 것이라는 주장이 주로 미국과 한국의 학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 

때문일 수도 있다. 유럽의 학자들은 기본소득의 도입이 사회서비스의 확대

를 저해하거나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는 유럽 국

가의 경우 어느 정도 사회서비스가 갖추어졌고 보편수당의 확대를 통해 기

본소득보다는 제한적이긴 하나 보편적인 현금 급여가 복지국가의 사회서비

스를 구축해 온 역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그들은 기본소득의 도입이 이민

자의 유입으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 처할 것을 우려하거나, 유급 노동 중심

의 기존 복지제도의 조건성을 탈각화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주어진 조건이 유럽과는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복지급여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복지

국가 정책의 완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되지는 않을까하는 두려

움이 엄습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실행적 측면에서

의 기본소득 논의는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국가를 구축(crowding out)할 것

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가 위축되거나 확대되

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러하다(양재진, 2017a; 2017b; 윤홍식, 2017; 

이상이, 2017a; 2017b; 김 순, 2017; 김병인, 2016; 박석삼, 2010).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는 비판, 다시 말해 기본소

득 제도가 복지국가 그 중에서도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의 내용과 타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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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들을 검토하여 기본소

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숙고

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비판과 반 비판의 초점을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구축하는가에 맞출 것이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는 비판의 논쟁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기본

소득이 사회서비스를 구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원리적 타당성, 역별 

상호보완성, 역사적 경험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다룰 것이다. 

Ⅱ.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기본소득이 사회
서비스를 시장화하고 구축할 것이다

1.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 정의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

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매우 단순한 정책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는 기본소득을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이고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정

의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이론화 작업에 가장 큰 역할을 해 온 판 파레이스(Van Parijs, 

2006)의 정리를 통해 기본소득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본소득은 첫째, 중앙 

또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급되고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가정한다. 둘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은 최소한의 거주기간이나 조세목적으

로 규정된 거주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포괄한다(Van Parijs, 2006: 

26-27). 셋째, 개인이 속해 있는 가구유형에 무관하게 그리고 규모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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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고려한 가구균등화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 구성원에게 지급하여 개

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한다(Van Parijs, 2006: 28~29; 48~50). 넷째, 시민

권적 권리 차원에서 지급되는 현금 급여이며, 장애인과 같이 추가적인 비용

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기본소득과 무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Van Parijs, 2006: 26~28). 다섯째, 수급의 권리는 모든 형태의 노

동행위와 단절되어 있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완전하

게 독립되어 있다(Van Parijs, 2006: 29~30; 35~36). 여섯째, 기본소득은 현

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개별 시민 스스로가 소비와 투자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실질적 자율성을 실현하고 확대하

기 위한 선택이다(Van Parijs, 2006: 26~27). 

사회서비스는 전통적 복지에 비해 시간적으로 뒤늦게 발전한 복지국가

의 현물급여 정책 중 하나이다.3) 그러나 사회서비스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는 단순하게 정의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과 반 비판 논의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하거나 저해할 것인가를 규명하

기 위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사회서비스 개념을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돌봄 서비스 비중이 전폭적으로 

확대되자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실제로 국가들마

다 학자들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Muuri, 2010). 국가 정책 수준에서 그리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사회서비스

3) 전통적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체계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이하 ILO)가 1952년에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No.102))에 잘 드러나 있다. ILO는 동 협약에서 현대 

산업사회 국가가 보장해야 할 9가지 사회적 위험들을 열거하고 각각의 위험에 대응하

는 사회보장 급여를 제시하 다. 전통적인 복지국가 시스템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주요한 대응 방식은 현금급여 방식의 소득보장과 현물급여 방식의 의료보장이었다

(ILO, 2010). 이는 ILO가 사회보장에 관한 두 가지 핵심권고로서 1944년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ILO Income Security Recommendation, 1944(No. 67))와 ‘보건의료에 관

한 권고’(Medical Care Recommendation 1944(No. 69))를 제안한 것에서도 잘 드러

나는데,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사회보장의 ‘본질적 요소’(essential elements of 

social security) 다(ILO, 2010: 14). 복지국가의 초기 혹은 황금기까지 사회보장 급

여로서의 현물급여는 의료보장이 거의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 당시에는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역시 아동수당이 언급되었지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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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의는 돌봄 서비스 외에 보건의료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교육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포괄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교육서비스를 사회서비

스에서 제외하고, 직접적인 대인서비스인 돌봄 서비스에 국한시켜 사회서

비스를 협의로 범주화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문진 ㆍ김윤 , 2015; 박수

지, 2009; 김용득, 2008; Munday, 2007; Bahle, 2003; Muuri, 2010 등). 독

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 국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

다. 유럽 대륙 국가들은 사회서비스를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는데, 이때 공공서비스는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

육서비스, 고용관련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이다(Munday, 2007).4) 

다른 하나는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보건의료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교육서비스, 돌봄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김수  외, 2012; 윤자  외, 2011; ILO, 2010; 2014; Minas, 

2016; Taylor-Gooby, 2004; Esping-Andersen, 1990; 1999; Kautto, 2002; 

Aaberge et al., 2010; Gilbert and Terrell, 2005 등). 국가로는 연방 국

가, 스칸디나비아 국가, 한국이 여기에 속한다.5)6) 

4) 이런 이유로 사회서비스를 돌봄 서비스에 국한시키는 경우 돌봄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

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social care services), ‘개별화된 사회서비스’(individualised 

social services), ‘개인중심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처럼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Muuri, 2010). 

5) 국을 포함한 연방 국가의 경우 사회보장에 대한 베버리지(Beveridge) 방식의 5

가지 기둥(five pillars)을 기준으로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서비스를 사회서비스에 포

함한다(Munday, 2007). 이와 관련하여 Esping-Andersen(1999: 214~216)은 서비스

를 경 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혹은 소비자)서비스, 사회서비스라는 4가지 역으

로 분화하여 정의한다. 개인(혹은 소비자)서비스는 과거에 존재했던 노예, 집사, 하

녀, 요리사, 정원사, 기타 가사 도우미 등의 근대적인 대응물에 해당하는 서비스로서 

세탁하기, 수선하기, 오락, 식사 제공, 이발, 목욕 등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과 경쟁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서비스는 건강, 교육, 일련의 돌봄 제공 활

동들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규정한다.

6)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개념

이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 시기의 사회서비스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상담, 재활, 직업소개, 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ㆍ주거ㆍ교육ㆍ고용 등의 분야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로서

의 ‘관련복지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후 2007년 제정되어 시행된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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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소득 비판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지체 혹은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은 크게 3가지 

지점에서 제기되어 왔다. 첫째, 예산 제약과 복지 제도 간 상쇄관계

(trade-off)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기본소득의 도입은 양립할 수 없

고,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사회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서비

스의 확대를 지체,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는 한정된 예산 제

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하고, 이 경우 기본소

득은 사회서비스보다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Bergmann, 

2006; 김 순, 2017; 이상이, 2017a; 2017b; 김병인, 2016). 

이러한 논의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관대한 사회서비스와 보편적 

기본소득은 재정 문제로 인하여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논의를 전

육성법」에 처음으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등장하 는데, 동법에 의한 사회서비스

는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로 규정되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

3호). 이를 토대로 2012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

계를 기존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사회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고, 사회보장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

하 다. 2012년 법 개정을 토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를 광의로 정의하고 있

는 국가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의
서비스 

분류체계
해당 국가 이론적 논의

협의: 

돌봄 서비스에 

국한

공공서비스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 

국가들

문진영ㆍ김윤영, 2015; 박수지, 2009; 

김용득, 2008; Munday, 2007; Bahle, 

2003; Muuri, 2010 등

광의: 

의료, 교육, 

돌봄 서비스 

포함

사회서비스

(의료, 교육, 

돌봄 서비스) 

영연방 국가, 

스칸디나비아 

국가, 한국

김수영 외, 2012; 윤자영 외, 2011; ILO, 

2010; 2014; Minas, 2016; Taylor-Gooby, 

2004; Esping-Andersen, 1990; 1999; 

Kautto, 2002; Aaberge et al., 2010; 

Gilbert and Terrell, 2005 등

<표 1> 사회서비스 정의 방식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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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해 나간다(Bergmann, 2006: 195~196; 김 순, 2017: 11). 이러한 제약 

하에서 사회서비스와 기본소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고, 기본소득을 선

택하게 되면 의료서비스나 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제

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Bergmann, 2006: 202), 지속적인 복지확

대가 아니라 복지 축소 압력에 노출되어(김병인, 2016: 101~102; 이상이, 

2017b), 결국 기본소득 기획은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체하려는 기획에 불과

하기 때문에(이상이, 2017b), 기본소득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대 전략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Bergmann, 2006; Häni and Kovce, 2015: 

110). 

“세율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누적되는 문제 때문에 관대한 복지

국가와 높은 수준의 보편적 현금 급여는 양립할 수 없다. 각 국가가 보편

적 기본소득 도입을 고려하는 시기는 재정이 안정적인 복지국가를 수립한 

이후이다. …… 현재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사회적 지분급여보다 우선적

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할 다른 분야가 있다. 특히,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공익성을 띤 재화와 서비스, 즉 ‘가치재’(merit goods)는 정부가 보편

적으로 제공해야만 최선이 된다.” (Bergmann, 2006: 195~196)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제도는 그 자체로는 모든 시민에게 어떤 

가치재도 제공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잘 발달된 복지국가가 먼저 

구축되지 않으면 현재 많은 미국인이 겪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종류의 가

치재가 부족한 사람들은 기본소득 급여에도 불구하고 가치재가 없는 상태

에 머무를 것이다. 이 제도 아래에서 직업이 있는 저소득층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의료보험을 구매하지 못

할 것이며, 수준 낮은 공공 교육을 받고 보호의 수준이 낮은 아동보육서비

스를 이용하고,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슬럼가에서 살아

갈 것이다.” (Bergmann, 2006: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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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고용사정이나 사회보험 포괄범위가 유럽에 비해 훨씬 열악하

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소득의 도입을 당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충

분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품을 좋아하는 정치가와 언론이 잘 눈

길을 주지 않는 구상품들, 즉 실업급여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누리과정 예산 확보,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이 더 급한 과

제일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시점에서 재정확대 여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 정책과 대체관계에 놓이며, 결국 우

선순위가 문제가 된다.” (김 순, 2017: 11)

“최근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기본소득의 핵심 내용들을 숨

기고 애매하게 포장해서 유포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장차 복지국가의 

걸림돌이 될 게 자명하다.…… 결국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의 복지국가 체

제를 대체하려는 기획이다. …… 좌파의 방식이든 우파의 방식이든 장차 

기본소득 제도가 복지국가의 역할을 대체하면, 국가는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경우에 따라 거의 대부분)을 국민 개개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소극적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이상이, 2017b)

둘째, 현금 이전 중심 국가로의 경로 선택이라는 비판이 있다. 기본소득 

급여는 현금 급여 방식의 확대이기 때문에 서비스 국가로의 복지국가 경로

가 아니라 현금급여 중심의 복지국가 경로를 선택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

은 복지국가 경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윤홍식, 2017; 

Bergmann, 2006).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소득의 제도

화는 한국복지 체제의 성격을 동유럽 또는 남유럽 복지체제보다 더 현금 

중심적인 체제로 변화시킨다. …… 공적 사회서비스의 균형적 확대가 없

는 한 어떤 수준의 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한국 복지체제는 동유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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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 복지체제와 같은 현금 중심형 복지체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

다.” (윤홍식, 2017: 108)

“현금 중심 복지체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극단적인 현금 중심의 복지체제로 가야될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기본소

득 지지자들은 한국분배체제에서 현금과 서비스 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윤홍식, 2017: 112)

셋째, 기본소득의 도입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

장이다(예를 들어 김병인, 2016; 양재진, 2017a; 2017b). 이러한 주장은 기

본소득의 도입이 기존 복지국가의 축소, 특히 사회서비스의 축소를 가져와

서 사회서비스가 공공 역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료 및 돌

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사회서비스를 민간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집합적으로 조직된 소득보장 시스템이 축소압력에 

노출될 여지가 있다. 소득보장 시스템의 해체는 사회보장 부문에서 대규

모의 인력구조조정을 수반할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민 화를 의미한

다. …… 완전 기본소득의 경우 사회보험까지 전부 대체한다. 소득대체 

개념과 무관한 완전 기본소득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중산층에게 기존생

활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소득보장을 제공해 줄 수 없다. 소득상실을 충분

히 보상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민간보험시장에서 복지를 구매할 수밖에 없

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소득보장제도의 축소나 소멸은 민간보험시장

의 활성화를 추동할 것이다.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기본소득은 사회서비

스 시장화 담론과 조응할 수 있다.” (김병인, 2016: 101~102)

“미래 사회의 사회적 분배가 현금배당 중심이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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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도입과 확대가 사회복지의 시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

문이다. 초기에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시작될지라도, 완전기본소득을 추

구하면 추구할수록,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진다. …… 만약 현금배당의 비중이 늘어간다면, 필연적으로 공공서비스

의 비중은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복지 분야 시장에서 기본소득으로 최

소한의 복지서비스만 구매하는 사람과 그 이상의 사람들로 나뉘는 이중국

가(Dual Nation)의 모습을 띨 가능성이 커진다.” (양재진, 2017b: 45)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금배당을 통한 자유의 확대가 곧 집합적인 수준

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공보육이나 의료 등이 시장에서의 

구매로 바뀌게 되거나 그 비중이 커지게 되면, 개인의 선택권은 확대될지 

모른다. 하지만 시장실패의 비용도 고스란히 그 개인과 사회가 나눠지게 

된다. 기본소득은 사회복지적 고려를 배제한 채 무조건적 보편성과 개별

성을 핵심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 도입되더라도 사회문

제 해결에 큰 역할을 못할 것이다.” (양재진, 2017b: 45) 

Ⅲ.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 설정

본 장은 원리적 타당성, 역별 상호보완성, 역사적 경험 측면으로 세분

화하여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와의 관계를 재고찰함으로써 앞에서 논의한 

기본소득 비판들에 대하여 반론하고자 한다. 원리적 타당성 측면에서의 재

고찰은 사회서비스 급여의 원리적 속성이 기본소득 급여와 대체관계가 아

니라는 이론적 근거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입장 및 

원칙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 비판 지점에 대한 원칙적인 반론에 

해당한다. 역별 상호보완성 측면에서의 고찰은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역인 돌봄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동반 확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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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고찰하고 시장화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기본소득이 각 부문

에 대한 구축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서비스를 보완하고 공존하는 방식의 가

능성과 그 방향성에 대한 숙고라 할 것이다. 첫째, 셋째 비판에 대한 반 비

판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경험 측면에서의 고찰은 예산제약선을 

전제한 접근의 한계 및 예산의 실행가능성을 논의하고, 역사적으로 복지국

가의 발전에 대한 서비스 국가와 현금이전 국가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최근 

발달한 통계학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상 상쇄관계가 아니

라 보완관계로 증명되고 있는 논의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첫째, 둘째 비

판지점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1. 원리적 타당성

원리적 타당성 측면에서의 고찰은 우선 이론적 원칙적으로 사회서비스 

급여의 원리적 속성이 기본소득 급여와 대체관계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현물급여인 재화와 서비스 중 서비스에 

해당한다. 복지국가에서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

지만, 초기 복지국가의 급여 논쟁에서는 수급자의 소비 행동을 통제하여 바

람직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Myrdal, 1968; Gilbert and Terrell, 

2005: 226에서 재인용)에서 현물 급여가 옹호되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행

위 통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효용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반박되었다

(Gilbert and Terrell, 2005: ch.5). 현금 급여냐 현물 급여냐의 문제는 모든 

정책 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정책 역에서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선택적

으로 결정된다. 

현물 급여를 국가가 생산하고 분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적 설

명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정의’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Barr, 

2008: 113). ‘경제적 효율성’을 근거로 하는 국가 개입은 시장이 효율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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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정이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효율성

은 시장기구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시장 균형적 생산량이 효율적인 생산량의 조합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

에서 출발하는데, 이 전제조건은 완전경쟁, 완전한 시장, 시장실패 없음, 완

전한 정보 등이다(Barr, 2008: 128). 이와 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못

하면 시장 기구에 의한 생산량은 비효율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따

라서 시장 교정자 차원에서 국가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Barr, 2008: 

128). 4가지 가정 중 복지국가가 사회서비스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이론

적 근거는 완전한 시장, 시장 실패 없음, 완전한 정보라는 전제가 성립하기 

어려운 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완전한 시장이라는 가정이 깨지는 

경우는 공공재의 경우처럼 시장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Barr, 

2008: 129). 이는 시장실패 없음이라는 가정과도 연동되는데, 시장실패는 

공공재,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로 인해 발생한다(Barr, 2008: 130). 공공재

는 비경쟁성, 비배제성, 비거절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해 공공재가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비효율적인 수준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

고,7) 외부효과 역시 긍정적 외부효과나 부정적 외부효과 모두 시장의 기능

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국가 개입이 정당화된다.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공공재는 교육과 의료이다. 최근 돌봄 서비스 

역시 공공재로 다루어지기도 하는데(윤자 , 2016), 교육, 의료, 돌봄 서비

스는 불완전한 정보, 높은 거래비용, 긍정적 외부효과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서 시장실패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8) 그러므로 시장실

7) 바아(Barr, 2008: 130)에 의하면, 비배제성(non-rivalness)은 무임승차자 문제를 초래

하여 시장의 성립을 방해할 수 있다.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를 사용하

려는 개인의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비배제성) 시장 가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공공재의 생산을 기피하게 되고, 시장의 성

립이 불가능해진다. 비경쟁성(non-excludability)은 개인이 공공재를 추가로 한 단위 

더 소비하더라도 부담하는 비용(한계비용)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공공재의 가격이 완전한 차별가격(perfect price discrimination)이 되어

야 하는데, 이는 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공공재의 생산에 비효율

적이 된다(Barr, 200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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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 전제된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 방식은 시장이 아닌 국가가 현금이 아

닌 재화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 의료, 돌봄 서비스와 같은 

현물 급여는 사회적인 욕구를 그 사회가 서비스 방식으로 충족시킨다는 특

성으로 인해서 사회서비스로 명명된다. 

4번째 가정인 완전한 정보는 최근 경제이론에서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이다(Barr, 2008: 133).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필

요로 하는 재화의 종류와 성질에 관한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하

는 것인데, 이러한 가정은 일반적으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상품

의 질, 가격, 전망이라는 3가지 형태의 정보가 구비되어야 한다(Barr, 2008: 

133~134). 상품의 질과 관련하여 정보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는 

국가개입이 없더라도 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게 하거나 국가가 규

제의 형태로 직접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가공, 처리하는 데 실패하

는 불완전한 정보 문제의 경우는 국가 개입이 시장의 해결책보다 더 효율적

인 방식이다(Barr, 2008: 134~135). 대표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는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이 과도할 수 있고, 의학정보 자

체가 고도로 기술적이며, 정보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국가보다 비효율적 기제가 된다(Barr, 2008: 133~134). 의료

서비스와 같은 역에서의 정보실패의 문제는 잔여적 복지국가로도 해결이 

안 되고, 오직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Esping-Andersen, 1999: 92). 유사한 문제가 교육과 돌봄 역에서도 발

생한다.9) 이 역에서 소비할 상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는 획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비용이 많이 든다(Gilbert and Terrell, 2005: ch.5). 

8) 교육과 의료에서의 불완전한 정보, 높은 거래비용,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Barr(2004)의 12장, 13장, 14장 참조.

9) 정보를 가공, 처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완전한 정보 문제는 다음 5가

지 경우에는 시장이 효율적이 된다. ① 소비자 정보가 점차 개선될 경우, ② 이러한 정

보의 생산이 보다 저렴해지고 효율적인 경우, ③ 확보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쉽게 이

해될 경우, ④ 정보를 잘 못 선택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⑤ 소비자의 기호가 점차 다양해지게 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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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복지급여를 모두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하는 우파의 기획도 존재한다. 미국의 머레이나 독일의 베르너

(Werner)와 같은 우파는 복지급여의 재정 축소와 효율성을 목표로 기본소

득으로 모든 복지급여를 단일화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Murray, 2006; 

2008; 2016; 곽노완, 2007).10) 그러나 기본소득 도입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만들어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확대가 필수 사회서비스의 지체나 축소, 구축을 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고, 기본소득과 기본적 현물서비스의 동반 확대를 주장한다

(Raventós, 2007: 172).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2016년 서울 총회에서 기

본소득과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의 동반 확대를 결의하여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나고 모든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회 서비스와 결합해서 제공되는 정책 전략의 한 

부분으로 규모와 주기에서 안정적이고, 충분히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우리는 사회서비스나 수당을 대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

한 계층, 취약계층, 또는 중ㆍ저소득층의 처지를 악화시킬 경우 그러한 대

체를 반대한다.” (BIEN-ASIBL 수정 동의안 2, 서울총회, 2016. 7. 9; 강남

훈, 2017: 10에서 재인용)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2016년 결의문은 기본소득은 다른 사회서비스

와 함께 제공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다른 모든 사회 서비스를 없애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소위 극단적인 우파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를 분명

히 한 것이다(강남훈, 2017: 10). 

그동안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판 파

레이스(Van Parijs, 1995)는 자유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현물

10) 베르너의 주장에 대해서는 곽노완(2007;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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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국가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Van Parijs, 1995: 93~97). 

첫째, 형식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물 서비스로서 군대, 경찰, 

법원이 제공되어야 하고, 둘째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현물 서비스인 교육이나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 의료 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하고, 셋째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국가 공급이 더 효

율적인 현물 서비스로서 청정 공기, 좀 더 나은 거리, 한적한 산책로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Van Parijs, 1995: 93~97).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강조로 판 파레이스와 기본소득 운동 진 에서는 

현물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현금 지급이

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서울 총회

에서 현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본소득이 아닌 것으로 제외시켰고(강남

훈, 2017: 10), 사회서비스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 있

다는 것을 분명히 하 다. 

완전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현금 급여이다. 

이 현금급여에는 시장 실패가 전제되어 시장에서 올바르게 실현될 수 없는 

공공재의 구입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서비스는 원리적 타당성 측

면에서도 기본소득 구상에서도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연합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필수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기본소득의 동반 확대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을 통한 기본

적인 생활은 보편적인 사회서비스가 동반될 때, 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영역별 상호보완성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에 관하여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전개되

고 있는 역은 돌봄 서비스 역이다.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은 기

본소득의 도입이 울스톤크래프트 딜레마(Wollstonecraft Dilemma)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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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집중되었다.11) 이와 관련하여 기본소득이 

가치는 있지만 가격이 없는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승인

하고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Van Parijs, 1995)이 오히려 여성으로 하여

금 무급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선택을 뒷받침함으로써 반여성해방적인 정책

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본소득 반대론12)과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돌봄 

노동이 사회적 유용성을 인정받음으로써 모든 젠더가 실질적으로 평등한 

시민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사회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 등

을 보장함으로써 젠더 정의 실현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본소득 찬성론(권정

임, 2013; 윤자 , 2016; Pateman, 2002; 2004; McKay, 2005; Zelleke, 

2008; Christensen, 2008)으로 전개되어 왔다. 

여성해방론 차원에서 제기되는 돌봄 노동과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한 논

의 이외에,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기본소득 비판론은 기본소득의 도입이 돌

봄 서비스 역에서의 시장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제기되었

다. 이는 재정 제약의 문제와 연계되어 제기되었는데, 재정은 한정되어 있

기 때문에 현금 지급이 증가하면 사회서비스의 구축이 발생하고 이는 필연

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시장 구매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재정 제약의 문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충분히 다룰 것이므로 본 절에서는 이 문제를 제외하고,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돌봄 서비스의 시장화로 귀

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금급여의 확대가 

시장에서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시장의 역할이 강화될 

11) 울스톤크래프트 딜레마(Wollstonecraft Dilemma)는 18세기 국 여성주의 운동의 

선구자인 월스톤크래프트가 여성주의에서 젠더 간의 평등과 젠더-중립적인 사회에 

대한 요청과 출산 등과 같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차이 및 여성의 특수한 능력과 욕구

에 대한 인정에 대한 요청이라는 두 가지 요청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여성주의자

는 이 두 요청을 하나의 선택이 다른 하나를 배제하게 되는 ‘딜레마’로 해석한다는 것

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권정임(2013) 참조.

12) 버그맨(Bergman, 2006), 로베인스(Robeyns), 독일의 니다-뤼멜린(Nida-Rümelin)

과 슐레히트(Schlecht) 등이 이러한 이유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반대한다(권정임, 

2013: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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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예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금급여의 확대가 시장

의 역할 강화라는 인과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가정에

서의 무급노동(돌봄 노동이나 가사노동 등)이 시장에서의 서비스 구입으로 

대체되기 위해서는 엥겔법칙, 보몰의 비용질병 문제, 시간 부족이라는 3가

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Esping-Andersen, 1999: 124~130). 이 중 보

몰(Baumol)의 비용질병(cost-disease) 문제는 서비스의 장기적인 생산성

은 제조업의 재화 생산의 생산성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 제

공자의 임금을 상대적인 생산성에 맞추어 결정한다고 한다면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장기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이르러 결국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공

급 측면에서 사라져버릴 것이고, 생산성이 높은 부문의 임금에 맞추어 결정

하면 가격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설

명이다(Esping-Andersen, 1999: 124~125). 노동에 대한 과세가 높고, 임

금구조가 평등주의적으로 짜여 있는 경우(대부분의 유럽 경제들) 노동집약

적인 대인 및 사회서비스의 상대적 비용은 높아지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

장에서의 수요는 제한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의 저임금 산업예비군이 

존재하는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노동집약적이고 낮은 비용의 돌봄 서비스

를 이용할 여지가 생기게 되고, 그렇지 않은 유럽 전역에서는 돌봄 서비스

의 시장화가 어려워진다(Esping-Andersen, 1999: 124~125). 그러므로 기

본소득 급여 지급으로 인한 가정의 소득 증대가 곧장 돌봄 서비스의 시장화

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기본소득 지급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로 귀결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사회서비스 역 노동시장

의 임금구조 방식의 형성 및 변화에 달려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는 사회서비스가 사회적

으로 규제되고 통제되는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진다(Bahle, 2003: 7). 사회서

비스 제도화의 방식 중 시장화는 국가의 권한, 비 리기구들의 세력 정도가 

중요한 요인변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비 리 기구들이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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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폭이 매우 제한된 반면, 그렇지 못

한 국은 민 화와 시장화가 증가하 다(Bahle, 2003). 최근 복지국가 정책

에 대한 시장 원칙들의 향력은 정책 전반적으로 커졌다(Taylor-Gooby, 

2004: 33). 유럽 국가들에서도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이행 

직전에 사회보험 지출 제약을 위한 개혁들이 줄을 이었다. 이 개혁들을 수

행하면서 각 국가들은 비용효율성과 소비자 책임성을 강화하 고, 국가가 

서비스를 규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

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에서 이러한 흐름이 반 되었다

(Saltman et al. 1998: 4, 5: Taylor-Gooby, 2004: 33에서 재인용).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기본소득 도입이 돌봄 서비스의 시장화로 귀

결되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 가격이 매우 낮으면서 동시에 대규모의 저임

금 산업예비군이 존재할 경우, 돌봄 서비스 역에서 비 리 기구들의 세력 

정도가 낮을 경우,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

비스를 규제하면서 시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독려할 경

우라는 조건들이 수반될 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돌봄 서비스 역에서 시장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2000년대 이

전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전근대적 상황이었다. 교육서비스와 보건의료서

비스를 제외하고 돌봄 서비스와 상담, 재활 등의 사회서비스 역은 공적 

역에서 공공부조 전달체계 이외의 공공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고,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해 

왔다(김용득, 2008: 6~7). 2000년대 들어 건강보험 통합 및 급여항목의 확

대, 2002년 중학교 무상교육 단계별 전국적 실시 및 2005년 중학교 무상교

육 전면 실시,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작, 2008년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실시, 2013년 무상보육(전 계층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급) 실시 

등 대폭적인 사회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졌다. 돌봄 서비스의 경우 2007년 

시작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경우 2007년 약 1천억 원에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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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20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 고(<표 2> 참조), 보육시설이나 유

치원 등의 재정지원 규모는 유아교육 2011년 현재 1초 8천억, 국고지원 보

육사업은 2012년 현재 5조에 이른다(김진 , 2012). 돌봄 서비스의 시장 규

모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전체적인 돌봄 서비스 역에서의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국고 지원액 7조 원을 상회하는 것은 분

명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의 돌봄 서비스의 확대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돌봄 서비스는 주로 가정에서 제공되거나 시장에서 제공되어 왔

고, 비 리기관에 제한되어 있던 상담 및 재활 서비스와 특정 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2007년 리기관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

업과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시작으로 시장화되었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확대는 보편

사회서비스 분야 사업명 시작연도 시작연도 예산 2016년 예산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07.5월 19,910 115,980

노인 단기 가사서비스 14.2월 1,728 2,743

치매환자 가족휴가 지원서비스 14,7월

장애인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11.11월 77,658 754,314

시도 추가지원 10.10월
(2015년)

67,675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07.8월 70,000 242,356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 08.2월 25,776 51,941

가사간병 방문지원 08.9월 53,625 27,565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09.2월 29,009 97,898

언어 발달지원 10.6월
(2013년)

2,765
758

발달 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14.2월 956 1,326

※ 출처: 박홍엽(2013); 보건복지부(각년도), 공공데이터포털(2013; 2016) (공공데이터 제공 신

청 자료); e-나라지표 

<표 2> 돌봄 서비스 예산 증가 추이

(단위: 백만 원)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29

적인 서비스의 확대라기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시장화의 성격을 띠는 사회

투자 전략으로 제기되었다(윤자  외, 2011; 김혜원 외, 2006; 양난주, 2015 

등). 보건복지부가 사회투자전략을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해 소득보장 위주의 전통적인 복지정책이 아니

라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보건복지가족부, 2008: 125; 양난주, 2015: 195에서 재인용)

하는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높은 고용 창출 잠재력을 가

지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내생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며 서비스 역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 등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회서비스 확대가 사회투자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 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128; 양난주, 2015: 195에서 재

인용). 특히 정부는 사회서비스 발전 전략으로 시장 육성을 통한 사회서비

스 산업화로 나아가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초기 시장 형성기에 

정부가 공공투자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중기에 공공투자를 줄이고 시장

을 확대하여 2013년 이후 시장이 완성되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양난

주, 2015: 196~197). 정부의 이러한 의도는 보건복지 관련 일자리가 “일자

리 창출의 블루오션”이라는 정부의 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0. 8. 18.)의 

슬로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대로 인한 일자리의 

‘수’가 중요했지 그 ‘질’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의 취

업유발계수와 생산유발계수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다(예를 들어 

이건우, 2012).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서비스는 이미 시장화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화(marketization)는 상업화의 다른 말로 서비

스 등의 급여 제공이 비 리기관에서 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

다(Gilbert and Terrel, 2005). 개념적 엄밀성을 고려한다면 기본소득 비판

론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제공주체

가 리기관으로 전환된 사회서비스 역에서 개념적으로 성립하기 어렵



30 비판사회정책

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다면 이는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시장화의 각 요소들

을 고려한다면 두 번째 요소인 돌봄 서비스 역에서 비 리 기구들의 세력 

정도가 낮을 경우와 세 번째 요소인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를 규제하면서 시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독려할 경우라는 조건들을 충족한다. 첫 번째 요소인 돌봄 서비스 

가격이 매우 낮으면서 동시에 대규모의 저임금 산업예비군이 존재할 경우

라는 조건 역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시장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투자전략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 강도와 근로 조건은 열악하게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인원은 

2007년 약 4만 명으로 시작하 으나, 2016년 기준 약17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표 3> 참조). 돌봄 서비스 중 노인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
사업명 시작연도

시작연도 

제공인력

2016년 

제공인력

아동 돌봄 보육서비스
(2000년) 

82,231

(2015년) 

321,067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07.5월 4,499 26,141

노인 단기 가사서비스 14.2월 612 1,369

치매환자 가족휴가 지원서비스 14,7월 자료없음 자료없음

장애인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11.11월 26,008 72,855

시도 추가지원 10.10월 25,70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07.8월 34,872 20,969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 08.2월 3,977 12,321

가사간병 방문지원 08.9월 5,391 5,794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09.2월 2,688 11,479

언어 발달지원 10.6월 42 454

발달 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14.2월 230 200

※ 출처: 박홍엽(2013); 보건복지부(각년도), 공공데이터포털(2013; 2016) (공공데이터 제공 신

청 자료); e-나라지표.

<표 3> 사회서비스 사업 제공인력 증가 추이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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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2012년 두 분야의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상시근로자의 주 40시간 노동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77.3만원으로 최저임금

에도 미치지 못했다(강혜규 외, 2012). 2010년 제공인력의 월 평균임금과 

월 근로시간은 노인돌보미 42.3만원(70시간), 산모신생아도우미 65.5만원

(110시간), 장애인활동보조 71.8만원(118시간), 가사간병방문 72.1만원

(126시간)으로 조사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0; 이재원 2012에서 재인

용). 급여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4대 사회보험 보장도 낮은 수

준인데, 2008년 10월 현재 사회보험 가입률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종

사자는 65.8%, 장애인 활동보조 종사자는 65.6%, 노인돌보미 종사자는 

80%에 불과하고, 사회서비스 사업이 1년마다 정부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

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단기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관계 속

에서 근무하고 있다(김선화 외, 2010: 343~344).

사회투자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회서비스 시장화는 이 시장에서 종

사하는 근로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고, 이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로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저임금 구조는 앞에서 살펴본 보

몰의 비용질병 문제와 결합하여 사회서비스 시장 자체가 공급 측면에서 사

라질 수도 있고, 대규모 저임금 산업예비군이 존재할 경우 낮은 비용의 시

장 서비스가 확대될 수도 있다. 실업률이 상승하여 산업예비군 규모가 상당

하고, 지속적으로 저임금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점

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었을 때 사회서비스의 시장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 역에서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문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

금 구조의 개선, 돌봄 서비스 역에서의 비 리 기구들의 비중 및 세력의 



32 비판사회정책

강화, 국가의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 확대가 수반될 때 시장화의 가속화

를 막을 수 있다. 이는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돌봄 서비스 역에서 공공성

의 강화 및 근로시간 단축 정책, 최저임금 상향을 결합할 때 기본소득이 젠

더 평등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윤자 , 2016)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본소득의 도입이 이윤극대화나 국가의 기술 관료적 합리성에 

종속된 생산뿐만 아니라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조직되어 생

산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다양한 종류의 보살핌 활동들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적 경제 서비스를 조직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에도 향을 

미쳐서 유용한 노동의 확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Wright, 2005)을 고려한

다면 기본소득의 도입과 노동시장 정책의 개선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확장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역사적 경험 측면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중 예산 제약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 확대와 기본

소득 도입이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일차적으로 재정 제약(fiscal con-

straint)을 전제하고, 사회서비스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 두 제도 간의 상쇄

관계를 전제하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사회서비스를 동반할 수 

없고,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두 가지 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하나는 재정 제약선을 

어디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의 복지예산 규모로 제약선을 설정

할 경우 기본소득의 도입은 사회서비스는 물론 기존의 현금 급여 역시 축소

시킬 수 있다. 머레이(Murray, 2006; 2008)나 베르너처럼 기본소득 도입으

로 사회서비스 및 현재의 복지급여를 모두 대체하자고 주장하거나, 기본소

득 급여보다는 부의소득세 방식의 급여가 재분배효과가 크다는 변양규

(2017)의 분석 등이 현재의 복지예산을 재정 제약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대

표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우파의 몇몇 주장을 제외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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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사람들은 재정 제약선을 현재의 복지예산 규모로 설정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반대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재정 

제약을 현재의 예산 규모로 전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추가적인 재

정잠재력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 수준으로 복지급여를 확대한다고 가정하면 2018년 예산의 추

가적인 재정잠재력은 188.6조원이고 스웨덴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276.3조 

원(강남훈, 2015), 덴마크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449~565조원에 이른다(김

교성ㆍ이지은, 2017). 김교성 외(2017)의 기본소득의 단계별 이행경로를 

기준으로 전환적 기본소득의 예산 규모는 1단계에서 약 33조원, 2단계 49조

원, 3단계 85조원, 4단계 109조원이 요구된다(김교성ㆍ이지은, 2017). 완전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166~288

조 원) 역시 재정 잠재력을 고려할 때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김교성ㆍ이지은, 2017). 또한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납세는 직접

적인 가처분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일반 재정 지출이 아니라 각 개인의 소

득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이 때문에 총조세를 기준으로 명목조세만을 

고려한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의 문제를 제거할 경우, 다시 말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납세분과 기본소득으로 매월 수급하는 급여액을 고려한 순조세 

증가규모는 더욱 축소된다(금민, 2017).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다면 재정 제약의 문제는 기본소득 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

의 근거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선택의 문제로 전환된다.

두 번째 논의 지점은 사회적 합의와 선택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사회적 

위험을 다루는 복지국가의 방식은 현금 이전 국가와 서비스 국가라는 두 가

지 경로가 존재하고 이 중 서비스 국가로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한 방향성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금 

이전 국가로의 경로 선택이 될 수 있다(윤홍식, 2017). 역사적으로 사회정

책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대응방식은 개별 복지국가가 국가, 시장, 가족의 삼각 구도를 어떤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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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현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이하게 진화되어 왔다(Esping-Andersen, 

1999: 78). 사회적 위험은 온전하게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

분의 위험은 사회학적 규칙성을 띠고 발생하는데, 계급에 따라, 생애주기에 

따라, 세대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나타난다(Esping-Andersen, 

1999: 93~100).13)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돌봄 공백이라는 사회적 위험

은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적 위험이 불균등하게 분배된다는 ‘생애주기 위

험’(life-course risks)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성 주부양자, 여성 돌봄 제

공자라는 가족구성과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에서 생

애주기 중 성인기의 사회적 위험은 다른 생애주기에서의 위험보다 위험률

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포스트 산업사회는 가족의 불안정성과 실업의 만

연, 고용 불안정의 증가 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들은 이제 

생애주기 위험들이 청년기와 중년기, 즉 성인기의 삶에까지 확산되고 있고

(Esping-Andersen, 1999: 97), 이를 자유주의 국가는 값싼 서비스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에서, 보수주의 국가들은 가정에서, 사회민주주의 국가

들은 공적인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해 복지국가 레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해결해 왔다(Esping-Andersen, 1999: 제3장, 제4장). 현재까지 복지국가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유형화의 일환으로 복지국가를 ‘서비스 국

가’(service states)와 ‘현금이전 국가’(transfer states)로 구분하려는 공통점

이 있다(Kautto, 2002). 현금이전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면, 노르딕 복지

국가가 종종 상대적으로 확실한 이전 지출(transfer spending)과 높은 서비

스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로 묘사되고(Esping-Andersen and Korpi, 1987: 

42; Castles, 1998), 사회민주주의 레짐은 현금 급여의 관대함 때문이 아니

라 표준적 소득보장을 사회서비스로 보충하는 것에 의해서 ‘서비스 국가’가 

되었다(Esping-Andersen, 1999: 제3장, 제4장). 반대로 보수주의 국가들은 

현금 급여를 더욱 강조하고 가족을 강조하면서 서비스를 간과하게 되었다

13)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9: 93)은 사회적 위험이 불균등하게 분배되

는 3가지 유형을 ‘계급 위험’(class risks), ‘생애주기 위험’(life-course risks), ‘세대 간 

위험’(intergenerational risks)으로 명명하 다.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35

(Esping-Andersen, 1990; 1999; Van Kersbergen, 1995; Scharpf, 2000).

기본소득 비판에서 기본소득의 확대가 사회서비스를 구축하여 서비스 

국가가 아니라 현금이전 국가의 노선을 걷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추정컨대 

이러한 복지국가 유형화론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설명은 최근 반박되고 있다. 서비스 지출 중심과 이전지출 중심으로 

복지국가 레짐을 구분했을 때,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화의 레짐

과 동일하지 않은 결과가 산출된다는 것이다(Kautto, 2002).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1990년대에는 선도적으로 서비스 중심 국가로서 선도했으나, 

1997년 분석 결과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선두에 있기는 하나 위계군집분

석 결과 서비스 지출과 이전 지출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전 지

출 전략과 서비스 지출 전략은 상호 배타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

(Kautto, 2002). 보다 최근 연구 역시 이 주장을 증명하고 있는데, 복지국가

의 지출 분석 결과 사회보장의 역사에서 소득보장이 높은 국가에서 사회서비

스 정책이 발전함으로써 두 정책은 서로 보완관계임을 보여준다(문진 ㆍ김

윤 , 2015).

최근 방법론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인해 제도와 정책변화의 동태적인 성

격을 반 한 시차적 접근이 가능해졌다.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

적 관계’라기보다는 과거의 행위와 이후의 변화라는 ‘예측적인 관계’, 즉 그

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이고, 이러한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이 개

별 국가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최근 통계학의 

진일보로 인해 그랜저 인과관계를 한 국가에 국한시켜 분석하는 것을 넘어 

국가 간 비교분석을 수행하는 방법론인 그랜저 패널분석이 가능해졌다(문

진 ㆍ김윤 , 2015: 213~214). 그랜저 인과관계 규명의 발전으로 인해 복

지국가의 이전 지출(현금급여)과 서비스 지출(현물급여) 간의 상쇄관계

(trade-off) 유무를 시차적 변화를 반 하여 규명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실

제로 복지국가의 이전 지출과 서비스 지출 간에는 상쇄관계가 아니라 하나

가 늘면 다른 하나도 증가하는 그랜저 인과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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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 2017; 문진 ㆍ김윤 , 2015). 이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사회서비

스 지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최근까지의 복지국가 경로로 확장

적으로 분석할 때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Ⅳ. 결론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이처럼 빠른 속도로 전개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2010년에서 2011년 무상급식 논쟁

이 벌어졌을 때, “세상에 공짜는 쥐덫 위에 치즈밖에 없다”던 오세훈 전 서

울시장의 말은 단순히 보수여당의 생각 없는 소수 지배층의 언어만은 아니

었다. 공공부조 방식의 제도가 만연해 있고,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한 기여

조건 복지제도가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 사회에서 최초의 보편적인 급

여 도입에 대한 저항은 당연하고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기본소득이라는 가장 급진적인 방식일 수도 있는 보편적인 현금급여의 

확대가 단순히 몽상가들의 제안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진지하게 논의할 

사회적 의제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복지 논의는 불

과 6~7년 만에 불가능할 정도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OECD 회원국이

자 세계 경제 10위권이라는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있어서는 후

진국의 취급을 받아온 대한민국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기본소득을 검토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보다 정치한 기본소득 논쟁을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본

소득 비판 중 기본소득 시행이 사회서비스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자들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기본소득

이 사회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는 비판의 논쟁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

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원리적 타당성, 역별 상호보완성, 역사적 경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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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세분화하여 재고찰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원리적 타당

성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점, 사회서비

스는 현금급여가 아니라 서비스 급여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기본소득 지

지자들이 현물급여 방식으로서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주장하고 기본소득과

의 동반 확대를 결의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었다. 둘째, 역별 상호보완성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역인 돌봄 서비스 부문으로 국한하여 기

본소득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구축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보완하고 

이를 통해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고찰하 다. 마지막으로 역사

적 경험 측면에서 예산제약선을 전제한 접근이 한계가 있고, 역사적으로 복

지국가의 발전에 대한 서비스 국가와 현금이전 국가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최근 발달한 통계학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상 상쇄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증명됨으로써 반박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사회제도의 혁신은 기술 혁신에 비해 그 이행이 어렵다(Koistinet and 

Perkiö, 2014: 28). 사회정책 제도들은 다양하게 상호 연관된 이해관계가 

있고 복잡한 경로 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은 종종 대규모 

개혁을 이행하기를 꺼려하고, 이런 이유로 사회제도에 대한 정책결정은 상

호적이고 점증적이다(Greener, 2005; Pierson, 2000, 2004; Thelen, 1999). 

변화의 가능성은 종종 대규모의 위기로부터 생겨나고, 현재의 제도를 통해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실패할 때 생긴다

(Hall, 1993).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이 현실화 되고 잘 기능하

는 제도로 발달하는 데에는 몇 십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Koistinet and 

Perkiö, 2014: 28). 핀란드에서 아동급여와 아동돌봄 시스템은 20년, 실업

보험은 의회에서 몇 십년동안 논쟁되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국제

적으로 용인되고, 제도화되고, 사회권으로 비준되는 데 거의 50년이 걸렸다

(Koistinet and Perkiö, 2014: 28).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라는 획기적인 사회혁신

을 받아들이고 시도하기란 녹녹치 않아 보인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치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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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혁신은 지속적으로 연기하고 밀어내는 것

만으로 이루기는 어렵다. 퍼거슨(Ferguson, 2015)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결론의 마지막 문장을 대신한다.

“우리의 정치는 연역적이라기보다 귀납적이어야 하고, 판단적이기보다 

실험적이어야 한다. …… 그러한 급여가 급진적 사화변화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얻어야 할 빈자들에게 동전 몇 푼을 쥐어줌으로써 정치적 순응을 

유도하고 이들을 동원 해제시켜버리는 장치는 아닌가? 그러한 프로그램

이 기본소득과 같은 직접 분배를 요구하는 정치의 동조자들이 주장하듯

이, 노동과 소비의 연결을 끊어내고 분배 정치의 포문을 열면서 정치적 요

구와 동원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이론적

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확신 있는 대

답은 오직 경험과 실험을 통해 주어질 것이다. 함께 찾아보기로 하자!” 

(Ferguson, 201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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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Income 

and Social Service: Focusing on Anti-criticism against 

Crowding-out Social Service

Jeonghee Seo

Associate professor in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more sophisticated basic income 

disputes to refute the criticisms of basic income which basic income 

implementation will crowd out a welfare state (especially social serv-

ice system). To this end, I define the concepts of basic income and so-

cial service concepts that are used in different ways by the authors, 

and examine the issues of criticism that basic income will crowd out 

social services. And the anti-criticism was divided into the principle 

aspect, the historical aspect and the sectoral aspect. Specific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in principle, basic income and social services have 

not trade-off relationship, soci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as serv-

ice benefits rather than cash benefits, and basic income supporters 

have insisted on expanding social services as in-kind benefits with ba-

sic income. Second, the anti-criticism in the sectoral aspect suggests 

how basic income will be complement and coexist social services in 

each sectors, especially care service sector which are a representative 

social service area. Finally, in the historical aspect, the approaches 

based on the premise of the limited budgetary system are restri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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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dichotomy between the service state and the cash transfer 

state for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is refuted through utiliz-

ing the recently developed statistical methodology, (i.e. Granger cau-

sality), name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vice and the cash 

transfer have proofed that it is not trade-off but complementary. 

Key words: basic income, social services, crowding-out, trade-off, 

marketization, in-kind benefit,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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