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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정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를 감내할 

유인과 복지사각지 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지급된다는 이유 때문에 일하는 자에 

한 일하지 않는 자의 착취나 무임승차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글은 주로 판 파레이스의 논의에 의거해 이런 비판들에 해 답하고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론을 명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먼저, 생산적 

기여를 하지 않는 자발적인 여가 선호자에게는 기본소득의 수급자격을 박탈

해야 한다는 비판에 해 그런 주장이 암묵적으로 노동선호자를 우 하고 

여가선호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이 일하

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착취라는 

비판에 해 자연자원과 같은 자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착취가 

아니며 기본소득은 분배정의를 구현함으로써 호혜적 관계가 제 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반론했다. 또, 기본소득이 불공정한 여타의 

관계들을 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면적으로 착취로 해석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는 자의 무임승차를 정당화한다

는 비판에 해 차등의 원리와 무임승차자의 비무임승차자화에 근거해 기본

소득 지급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마지막으로, 더 높은 보장성과 더 나은 

실질적 자유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분급여보다 기본소득

이 더 우수한 지원 방안임을 보여주었다. 또, 모두가 일자리 자산의 가치에 

해 1인당 몫과 자격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자산의 가치를 

노동의향이 있는 사람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근로연계복지의 기능과 현실에 한 우리의 발상이 전환

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통일 후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해 사고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켰다.

주제어 기본소득, 분배정의, 실질적 자유, 호혜성, 복지국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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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향후 10년 내 가장 큰 전지구적 위기가 소득격차”1)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두되

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그 정도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유층과의 소득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역시 이러한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다. 2011년 전체 임금 근로자 1,751

만 명 중 비정규직은 599만 5천명으로 34.2%이고, 정규직 비 시간당 

임금은 65.3% 수준이다. 다시 말해, 정규직이 시간당 1만원을 받는다면 

비정규직은 653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미화 환산 3.90달러로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과 비슷한 그리스 및 스페인과 

비교해도 적다. 자산불평등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최근 보건사

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단위의 가처분소득 지니계

수는 0.4250인데 반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14로 자산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수치가 높았다. 가처분 소득은 상위 10%가 전체 가처분 

소득의 29.1%를 보유하고 하위 40%가 13.4%를 갖고 있었던 반면, 

순자산은 상위 10%가 43.7%, 하위 40%가 5.9%를 보유하는데 그쳤다. 

특히, 은퇴 전후 시기에 자산불평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

나 노년의 경제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한 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basic income)이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

1) 가디언, 2014년 1월 16일자.

http://www.theguardian.com/business/2014/jan/16/income-gap-biggest-risk-global-co

mmunity-world-economic-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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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편성) 노동의무나 자산보유 여부와 상관없이(무조건성) 개인단위

로(개별성)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작년 말 스위

스에서 국민 모두에게 한 달 2500 스위스 프랑(약 2800달러・약 297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발의안이 제출되면

서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다. 특히 “월급은 제자리이고 

실업률은 높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 해도 최저 임금을 받고서

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2)시 에 기본소득은 유력한 하나의 안

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안에 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에서부터,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엄청난 조세저항을 몰고 올 것이라는 반론까

지, 다양한 반론이 제시되었다. 특히, 일하는 사람에게 과세해서 얻은 

재원으로 일하지 않거나 일할 의향이 없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

는 것은 부정의하지 않은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향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판이 맞다면, 

기본소득은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힘들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라는 치명적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정치적 공감을 얻고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곽노완3)은 기본소득이 일하는 자에 한 일하지 않는 자의 착취라는 

지적에 한 파레이스의 논의를 재구성하고 마르크스의 수탈 개념에 

한 재발굴을 통해 이 문제의 논의지평을 확장시켰다. 또, 권정임4)은 

2) 뉴욕타임스, 11월 12일자.

3) 곽노완,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 의 기본소득: 게으른 자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정의로운가?｣, 시 와 철학 제24권 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3, 

7~29쪽. 수탈 개념의 마르크스주의적 재구성에 해서는 동 저자의 다음 글을 

참고하라.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 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의 

재구성｣, 시 와 철학 제21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149~179쪽.

4) 권정임, ｢판 빠레이스의 후기기본소득론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시 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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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지급이 ‘젠더 정의’의 실현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답하려고 했다. 이명현5)

은 호혜성 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기본소득에 한 비판을 소개하고 

가능한 다양한 해법들을 소개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

로 화이트, 엘스터의 기본소득론 비판6)에 한 분석과 검토를 토 로 

기본소득이 일하는 자에 한 일하지 않는 자의 착취 혹은 기생이라는 

비판에 해 기본소득론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답하려고 한다. 화이트

와 엘스터의 논의를 주요한 분석 상으로 삼은 것은 이들이 한편으로 

기본소득에 한 중의 윤리적인 반감을 논리적으로 잘 정형화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호혜성의 원리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함으

로써 이 글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에 한 비판

론을 논박하기 전에 2절에서는 먼저 호혜성의 원리에 입각한 기본소득 

비판이 무엇이고 그런 비판에는 어떤 유형의 것들이 있는지 소개할 

것이다. 이어서 3절에서는 주로 판 파레이스의 논의에 기 어 앞서 

소개한 비판들 하나하나에 해 반론을 전개할 것이다. 4절에서는 이상

의 논의가 한국 사회의 현실, 특히 복지국가 및 통일에 관한 논의에 

어떤 함축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본소

득론에 한 비판에 반론하고 기본소득론의 정의관을 재구성함으로써 

호혜성 원리에 기반한 기본소득 비판이 부적절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제24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3, 7~46쪽.

5) 이명현, ｢시민권과 기본소득: 호혜성 원리 중심의 고찰｣, 사회보장 연구 제26

권 제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433~457쪽.

6) 화이트의 비판에 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S. White, “Liberal Equality, Exploita-

tion and the Case for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Political Studies 45(2), 1997, 

pp.312~326, “Reconsidering the exploitation objection to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1(2), Article 4, 2006, pp.1~17. 엘스터의 비판은 다음을 참고하라. Jon 

Elster, “Comment on van der Veen and Van Parijs”, Theory and Society 15, 1986, 

pp.709~721, Solomonic Judg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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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혜성에 기반한 기본소득 비판의 여러 유형들

호혜성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을 논박하기 전에 먼저 호혜성에 

기반한 기본소득 비판이 무엇이고, 그런 비판에는 어떤 유형의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호혜성’(reciprocity)은 여기서 ‘호혜성 원리’의 

줄임말이다. 호혜성 원리란 “사회적 협동으로부터 나온 경제적 이익을 

자진해서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이익을 제공한 협동공동체에, 할 수 

있다면, 생산적으로 기여할 상응하는 의무가 있다”7)는 것이다.8) 여기

서 호혜성의 의무란 사회적 협동으로부터 나온 경제적 이익을 수취했

을 때, 그 수취자가 그에 상응하는 생산적인 기여를 할 의무를 말한다. 

물론, 화이트의 지적 로, 기여가 자신이 받은 이익의 가치에 정확히 

비례할 필요는 없다. 장애나 여타 재능의 차이로 인해 자신이 받은 

이익만큼 기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과 관련된 호혜성의 원리는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는 “적절

한 최저소득에 한 보답으로 각 시민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최소한

의 기여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9)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바로 이러한 호혜성의 원리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기본적 필요의 수준을 만족시킬 만큼 놓은 수준의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존재하는 사회에 사는 여가선호자를 생각해 보

자. 이 사회에 사는 여가선호자인 민수는 그의 아파트에서 TV를 보거나 

7) White, 위의 글(1997), p.317. 

8) 이밖에도 다양한 의미의 호혜성 개념이 가능하다. 가령, 마샬 살린스는 일반적 

호혜성, 균형적 호혜성, 부정적 호혜성이라는 세 가지 틀을 통해 사회정치 현상을 

설명한다. 이에 해서는 마샬 살린스, 박충환 옮김의 석기시  경제학, 한울아

카데미, 2014를 보라. 마샬 살린스의 호혜성 개념에 한 개괄적인 소개와 비평으

로는 리처드 R. 윌크 리사. C. 클리젯 외가 쓰고 홍성흡, 정문 이 옮긴 경제인류

학을 생각한다, 일조각, 2010의 6장을 보라.

9) White, 앞의 글(1997), p.319.



호혜성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과 한국 사회에서의 그 함축｜ 373

독서를 하면서 소일한다. 그는 이따금씩 술집이나 화관에 가긴 하지

만 특별히 사회에 기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는 아무런 상품도 

생산하지 않으며 아이도 낳지 않는다. 또, 가족이나 친지를 부양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순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민수에게는 정기적으

로 높은 수준의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이런 무조건적 기본소

득의 재원의 일부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소득에 한 과세로부터 나오

기 때문에 민수는 호혜성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

이 받는 적절한 최저소득인 기본소득에 한 보답으로 최소한의 기여

활동을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호혜성

의 원리에 기반한 기본소득 비판이란 민수의 사례처럼 사회적 협동으

로부터 나온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는 의무의 불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기본소득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소득의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이나 실행

가능성이 아니라 그 불공정이나 부당함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에 한 윤리적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호혜성의 원리에 기반한 기본소득 비판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자유주의적 중립성에 한 반 , 착취, 무임

승차, 안적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기본소득 비판론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자유주의적 중립성 원리(이하 ‘중립성 원리’로 약칭)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은 명시적으로 완전주의에 의지하는 입장과 암묵적으로 

중립성 원리를 거부함으로써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입장으로 세분할 

수 있다.10) 전자는 노동이 인간을 더 완전하게 하는 인간의 본질이라거

나 노동하는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일종의 가치판단을 전제하고 이에 근거해 일하지 않는 자를 지원하는 

10) 암묵적으로 중립성 원리를 거부하는 입장은 White, 앞의 글(2006)의 pp.3~4를 

보라. 이는 화이트가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화이트의 논리로부터 함축

적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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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런 비판은 그 자체로는 

호혜성 원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호혜성 원리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

으로 볼 수 없다. 반면 후자는 노동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택한 사람들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삼는 기본소득을 받는 것은 

일하는 자에 한 일하지 않는 자의 기생을 용인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앞의 비판과 달리 명시적으로 완전주의를 전제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생산적 기여를 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호혜적 

의무의 위반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호혜성 원리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에 해당한다. 또, 이런 호혜성의 원리에 한 위반을 근거로 노동하

지 않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중립성 원리를 거부하

거나 혹은 중립성 원리보다 호혜성 원리를 우위에 두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호혜성 원리에 근거한 두 번째 유형의 기본소득 비판론은 착취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이다.11) 여기서 ‘착취’(exploitation)란 다른 어떤 

이의 노동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다는 넓은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 이에 근거해 착취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론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여가선호자 혹은 일하지 않는 자가 일하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착취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착취가 다른 어떤 

이의 노동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다른 어떤 이의 노동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착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다른 이의 노동에 한 

11) 이는 화이트 같은 기본소득 비판론자 뿐 아니라 판 파레이스 자신이 가능한 

반론으로 제시한 입장이기도 하다. White, 위의 글(2006)을 보라. 또, Van Parijs의 

Real Freedom for All, Clarendon Press, Oxford, 1995의 5장을 보라. 이들과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기본소득이 착취라는 비판을 하는 판 돈젤라의 논의에 해

서는 Van Donselaar The Right to Exploit: Parasitism, Scarcity, and Basic Income, 

Oxford University Press, 2009를 보라. 판 돈젤라의 기본소득 비판에 한 반비판

에 해서는 곽노완의 앞의 글(2013)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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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가나 보상을 지불하거나 반 급부의 이익을 주는 노동을 

할 때 부당한 이익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호혜성의 

원리를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의 기본소득 비판론은 무임승차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이다.12) 여기서 ‘무임승차’(free-riding)는 누군가가 솔선수범해 집

안 청소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청결함과 쾌적함의 편익을 누리는 

경우처럼 긍정적인 외부성에 힘입어 다른 누군가의 노동으로부터 이익

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자의 근로소득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여가선호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외부성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때 어떤 강압적인 권력도 개입되

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무임승차의 한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무임승차자’란 말에서 드러나듯, 일하지 않는 자에 한 기본소득의 

지급이 무임승차라는 비판은 긍정적 외부성의 효과에 의해 이익을 

누린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기여나 보상을 하지 않음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호혜성 원리의 위반에 한 비난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의 기본소득 비판론은 안적 정책에 기반한 기본소득 

비판론이다. 이 입장은 기본소득론이 호혜성의 원리를 위반한다는 비

판이 어떤 의미에서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자연자원

이나 이전가능한 비자연적인 부와 같은 상속된 자산(inherited assets)에 

해 모든 시민들이 1인당 몫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재산권 제도의 

제약 때문에 이런 권리를 활용하거나 행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속된 자산에 한 과세를 재원으로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이는 각자가 가진 상속된 자산의 1인당 몫에 

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호혜성의 원리에 

12) 이 반론은 판 파레이스 자신과 엘스터 그리고 앤더슨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 

Van Parijs, 앞의 책(1995)의 5.2절과 Elster의 앞의 책(1989)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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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여가선호자 역시 노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된 자산에 한 1인당 몫을 

동등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적 정책에 기반한 기본소득 

비판론자들은 정기적으로 정액의 현금이 지급되는 기본소득보다는 

일시에 전액지급되는 사회적 지분급여나 정기적인 현물들의 묶음으로 

지급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다.13) 또, 일자리와 같은 

자산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실제로 개인의 노동할 의향과 독립적인지

의 여부도 문제 삼는다.14)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나누거

나 일자리 자산의 가치를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호혜성 원리 자체의 위반과는 무관하지만 호혜성 원리

에 한 비판을 통과한 기본소득론이 답해야 할 중요한 쟁점들을 포함

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 상세히 다루려고 한다.

3. 호혜성에 기반한 기본소득 비판론에 대한 반론

3.1. 중립성 원리의 거부에 기반한 기본소득 비판론에 대한 반론

중립성 원리의 거부에 기반한 기본소득 비판론은 다음과 같은 논증

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1)노동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택한 사람들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삼는 기본소득을 받는 것은 

일하는 자에 한 일하지 않는 자의 기생이다. 2)일하는 자에 한 

일하지 않는 자의 기생은 호혜적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호혜성 

원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3)노동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택한 사람들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삼는 기본소득을 받는 것은 

13) White, 앞의 글(2006), pp.9~10.

14) White, 위의 글(2006),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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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 4)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 기본소득의 지급은 부당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최저소득 보장제도는 용인될 수 없다.15)

이 논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소득의 부당성을 

논하는 1)에서 3)까지가 한 부분이고, 기본소득의 부당성으로부터 일하

지 않을 권리가 무조건적인 최저소득 제도를 통해 보장될 수 없음을 

논하는 4)가 또 다른 한 부분이다. 일하지 않는 자에 한 기본소득의 

지급이 일하는 자에 한 기생이라는 이유로 기본소득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첫 번째 부분은 결국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노동윤리를 함축하게 된다. 이 부분에 해서는 이후에 나올 착취에 

근거한 반론이나 무임승차에 근거한 반론을 다룰 때 상세히 논박할 

것이기 때문에 논증의 두 번째 부분인 일하지 않을 권리가 무조건적인 

최저소득 보장제도를 통해 보장될 수 없다는 주장 4)에 해 검토해 

보자.

이미 언급했듯이, 일하지 않을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상당수의 기본

소득론자들이 지지하는 중립성 원리에 어긋난다. 중립성 원리는 “정의

로운 사회로 간주되는 사회가 좋은 삶에 한 특정한 실체적 개념에 

기반해 규정되어선 안 된다는 견해”16)를 의미한다. 중립성 원리를 동등

한 존중(equal respect)이라는 일반적 공준과 동격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17), 이는 각자가 가진 좋은 삶에 한 관점을 

15) 물론 전제 1)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이 자연자원 등에 의해 완벽하게 지속가능하

게 조달될 수 있다면 호혜성과 관련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런 반론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소득도 과세를 통해 기본소득

의 재원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또, 4)에 나오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가선호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유급노동이든 비시장적 무급노동이든 자기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위한 노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16) Van Parijs, 앞의 책(1995), p.28.

17) Van Parijs, 위의 책(1995),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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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국가나 정부가 좋은 삶에 한 어떤 특정 관점을 다른 관점보다 선호하

거나 장려해서는 안 되며, 특정 관점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귀결이 따라 나온다.18) 다시 말해, 

중립성 원리에 따를 때 국가의 역할은 개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좋은 

삶에 한 상이한 관점들에 해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

는 것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선관을 추구할 수 있도록 권리와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해 주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처럼 중립성 원리에 따라 각자가 추구하는 좋은 삶에 

한 관점을 실현할 실질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며, 

이때 여가 선호자 역시 배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가 선호자를 배제하

는 것은 국가 정책의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고 여가 선호자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 정책의 중립성 의무는 좋은 삶에 한 

모든 관점을 허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적이거나 여성차별

적인 가치관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배제 상이 

된다. 왜냐하면 해악의 원리(harm principle)에 따라 인종차별이나 여성

차별 같은 가치관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통해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중립성 원리는 

또한 모든 삶의 이상들이 사회에서 동등하게 번성할 것을 국가가 보장

하는 결과적 중립성(consequential neutrality)을 의미하지도 않는다.19) 

예를 들어, 일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노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다수

고 여가 선호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때 좋은 삶의 방식을 

18) 중립성 원리의 함축에 한 좀더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193; p.238. R. Dworkin,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특히, p.281; p.440를 보라.

19) 결과적 중립성에 해서는 주동률, ｢자유주의와 완전주의｣, 철학 제73집, 한

국철학회, 2002, 171~196쪽, 특히 174쪽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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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정도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가 두 집단의 비율을 비슷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중립성 원리와는 무관한 시도다. 이런 조치는 

오히려 개인의 삶의 방식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중립성 원리는 국가가 특수한 취향. 

이를 테면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삶을 

사는 사람의 취향을 만족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20) 

오히려 기본소득과 관련된 중립성 원리는 개인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얻을 수단인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지급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삶의 기획을 동등하게 우하는 것이다. 피아노연주자가 되기

로 선택한 사람이 콘서트홀과 청중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콘서트 홀 안의 청중 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재능을 

키우기 위한 수단에 접근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유급노동을 

자제하기로 선택한 여가 선호자도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만큼이나 

유리한 조건에서 추구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21) 따라서 중립

성 원리에 따를 때 자발적인 여가 선호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여가의 

선호를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는 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수단을 지급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혜성의 원리만을 근거로 여가 선호자의 기본소득에 한 

권리와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노동 선호자들을 우 하고 

여가 선호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악의 원리에 따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삶의 방식을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면, 또 여가 선호자에 한 기본소득의 지급이 타인에게 

20) 이는 복지의 평등을 추구할 때 발생되는 문제다. 즉, 복지를 선호만족으로 정의

하고 이러한 선호만족을 최 한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삼는다면 사치스

런 취향을 가진 사람의 선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사치스런 취향의 문제(expensive taste)라고 부른다.

21) K.Widerquist, “Reciprocity and the Guaranteed Income”, Politics and Society 33.3, 

1999, pp.386~401, 특히 p.107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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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끼친다면 여가 선호자에 한 기본소득의 지급은 해악의 원리에 

따라 제재의 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22) 다음 절에서는 여가 선호자

의 상황을 현실의 자본주의라는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이 문제와 

함께 기본소득론이 착취를 정당화한다는 반론에 동시에 답할 것이다.

3.2. 착취에 기반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착취에 기반한 기본소득 비판론은 다음과 

같이 그 논증을 재구성할 수 있다.23) 1)“사회적 협동의 경제적 이익을 

자진해서 누리는 사람은 이런 이익을 제공한 협동 공동체에, 할 수 

있다면, 생산적 기여를 할 상응하는 의무를 가진다.”24) 2)기본소득은 

노동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급된다. 3)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익을 제공한 협동 공동체에 생산적 기여를 할 상응할 의무

가 있지만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4)따라서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 협동의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중립성 원리에 한 거부에 근거한 기본소

득 비판론과 유사하게 호혜성 원리의 위반을 착취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착취 반론에 한 답은 앞의 문제에 한 해법도 시사해 

줄 것이라 기 할 수 있다.

착취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에 한 판 파레이스의 반론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 자산에 근거한 반론, 공정의 균형 

반론, 교환적 정의에 한 분배정의의 우선성 반론이 그것이다.25) 먼저, 

22) 이는 스튜어트 화이트의 문제제기다. 이에 해서는 White, 앞의 글(1997), p.322

를 보라.

23) White, 위의 글(1997).

24) White, 위의 글(1997), p.317.

25) 외적 자산에 근거한 반론과 공정의 균형 반론이라는 명칭은 화이트에서 따온 



호혜성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과 한국 사회에서의 그 함축｜ 381

외적 자산에 근거한 반론은 순수한 자연자원, 비자연적인 상속된 부, 

일자리 자산을 포함한 외적 자산에 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몫의 

자격이 주어지며, 모두에게 지급되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모두가 이

용가능한 이러한 외적인 부의 1인당 몫에 한 가치에 해당한다는 

논지의 반론이다. 이러한 반론은 모두에게 권리자격이 주어진 외적 

자산의 가치에 한 과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지급

하는 것은 호혜성 원리의 적용 상이 아니며 따라서 호혜성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음을 함축한다. 다시 말해, 이 반론은 모두가 1/n의 권리와 

자격을 갖고 있는 외적 자산의 1인당 몫을 돌려받는 것이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결코 착취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반론은 사회적 협동의 산물이 아닌 순수한 자연자원의 경우에

는 쉽게 수긍할 수 있지만 비자연적인 상속된 부에 해서는 그 성립 

여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파레이스는 상속되거나 유증된 

부에 해 원칙적으로 100퍼센트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테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치가 갑자기 상승해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맹목적인 운에 의해 피상속인의 자산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파레이스의 주장처럼 고율의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상속자가 상

속자의 외적인 부의 창출에 큰 공헌을 했다면 상속된 부에 100퍼센트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26) 따라서 상속된 

비자연적 부 가운데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 부분과 맹목적 운의 결과

것이다. 이 명칭에 해서는 White, 앞의 글(2006)을 보라. 마지막 반론은 판 

파레이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필자가 붙인 명칭이다. 반 파레이스의 논의에 해

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Van Parijs “Reciprocity and the justification of an Uncondi-

tional Basic Income: Reply to S. White, Political Studies 45(2), pp.327~330.

26) 이것이 좌파 자유지상주의자인 발렌타인과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자인 파레이스

의 분배이론과 쟁점을 이루는 지점이다. 발렌타인의 비판에 해서는 다음을 

보라. Peter Vallentyne, “Self-Ownership and Equality: Brute Luck, Gifts, Universal 

Dominance, and Leximin” Reviewed Work: Real Freedom for All by Philippe Van 

Parijs's Review by: Ethics Vol. 107,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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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는 한 상속된 비자연

적인 부에 한 과세를 재원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호혜성의 원리를 위반한 착취라는 반론에 직면

할 수 있다.

파레이스의 또 다른 반론인 공정의 균형 반론은 기본소득이 호혜성

의 원리는 위반하지만 그것을 도입함으로써 더 큰 부정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에 답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공정의 

균형 반론은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에서 호혜성의 원리를 위반하지만 

부정의를 예방하는 더 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상쇄될 수 있는 부정의의 표적인 

예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취약성이다. 특히,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직자들은 낮은 임금의 열악한 임금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기본소득은 이런 상황에서 모든 시민에게 

노동력의 판매와 무관한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시장취약성을 

예방하는 훌륭한 방법을 제공해 준다고 파레이스는 진단한다. 다시 

말해, 호혜성의 위반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시장 취약성이 있는 사회와 

시장 취약성이 없고 어느 정도의 호혜성의 위반이 있는 사회 중 후자가 

더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호혜성의 위반이라는 결점은 

메꿀 수 있다고 파레이스는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소득의 지급이 수급자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앞 절의 문제제기를 무력화하거나 최소한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호혜성의 측면에서 볼 때 재원을 조달한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지만 공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으로 훨씬 큰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규직 고용시장이 포화상태에 있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7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자. 매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고 할 때 수급

자격을 갖춘 부부는 고된 아르바이트를 굳이 하지 않고 그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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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거나 여가를 선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본소

득의 액수가 더 클수록 열악한 조건과 낮은 임금을 감내하고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할 유인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공정의 

균형 반론은 앞서 제기된 기본소득의 해악의 문제에 한 답을 준다고 

볼 수 있다.27)

화이트와 같은 기본소득 비판론자는 이러한 반론을 수용하지만 그것

이 호혜성의 원리에 기반한 착취 반론에 한 ‘결정적인’ 답을 제공하

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한다. 흥미로운 것은 화이트가 이런 

주장을 통해 암묵적으로 정의의 원리를 호혜성의 원리와 공정의 원리

로 이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부

정의보다 더 큰 부정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28) 기본소득을 실시해

야 한다는 주장이나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호혜성의 위반으로 이끈다

고 하더라도 정의를 촉진하는 효과들에 의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다”29)

는 주장에서 이런 정의의 원리의 이원화는 명백히 드러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의 이원화는 두 가지 정의의 원리 중에서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낳게 한다. 가령, 화이트는 노동시

장 취약성의 예를 통해 호혜성 원리에 한 위반이 없고 공정의 원리에 

한 위반이 있는 사회보다는 호혜성 원리에 한 위반이 있어도 공정

27) 물론, 호혜성의 위반을 바로 잡는 방식이 반드시 기본소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와이더퀴스트의 지적 로 략 네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모든 사적 소유

자들을 포착해서 모든 수익을 세금으로 거두어 자산소유자들이 노동하게 하거

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활의 기반이 되는 

땅을 주거나 노동요건의 형태로 외적 자산의 소유에 한 조건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는 현  사회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 

방법은 가혹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가장 유력한 방식이라는 

것이 와이더퀴스트의 논지다. 이에 해서는 Widerquist, 앞의 글(1999), p.321을 

보라.

28) White, 앞의 글(2006), p.5.

29) White, 위의 글(200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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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사회가 더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호혜성의 원리보다 공정의 원리가 더 중요한 정의의 원리이며 따라서 

두 원리가 충돌할 때는 공정의 원리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함

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화이트는 공정의 원리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으며 모든 경우에 공정의 원리가 호혜성의 원리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착취 반론에 한 반 파레이스의 마지막 반론인 교환적 정의에 한 

분배정의의 우선성 반론은 이러한 정의의 원리의 이원화를 문제 삼으

면서 착취 반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반 파레이스는 

호혜성과 공정의 관계에 해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다. 

“호혜성이라는 ‘교환적 정의’(commutative justice)는 모두를 위한 실질

적 자유라는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배경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우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권리자격(basic entitlements right)

을 주고 나서 호혜성이 특권들의 배분을 지배하게 하라.”30). 반 파레이

스의 이러한 주장은 호혜성의 원리는 교환적 정의의 원리인 반면 실질

적 자유는 분배정의의 원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일반적으로 교환적 

정의는 시장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의 교환과 관련되는 반면, 분배 정의

는 재화 이외에도 정치적 권리와 의무의 분배와 관련된다. 따라서 동일

한 조건에서 거래나 경쟁을 보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권리와 

재화의 분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분배정의가 교환

적 정의에 우선한다는 관점이 힘을 얻는다.31)

반 파레이스는 이런 사유노선을 계승해 교환적 정의의 원리인 호혜

성의 원리보다 분배정의의 원리인 실질적 자유가 더 중요하고 우선적

30) Van Parijs, 앞의 글(1997), p.330.

31) 콘라트 파울 리스만・엘리자베스 홀츠라이트너, 서정일 옮김, 정의, 이론과 

실천, 2014, 18쪽.



호혜성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과 한국 사회에서의 그 함축｜ 385

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파레이스가 분배정의의 원리로 제시하

는 실질적 자유(real freedom)란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의 줄임말이

다.32) 실질적 자유는 자기소유권과 권리보장구조(security)를 포함한 

형식적 자유(formal freedom)에 기회라는 요소가 추가된 개념이다. 내

가 내 몸을 가지고 있고 수 을 아주 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자기소

유권)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호수를 건너갈 수는 없다(권리보장구

조). 그러나 비록 호수주인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호수를 

건널 만큼의 수 실력이 없거나 수 실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양공급

이 부족한 상태라면 호수를 건너고 싶어도 건널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형식적 자유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와 능력 및 여타 요인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우리의 기회는 제한될 수 있다.33) 따라서 

반 파레이스는 기회집합을 축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내적.외적 요인들

을 제거하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이처럼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

는 분배정의를 통해 기회를 제한하는 가능한 모든 조건들을 최 한 

제거하고 실질적 자유를 극 화할 것을 요구하고 지속가능한 최고의 

기본소득을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하는 정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 자유로서의 분배정의관 이후에 비로소 호혜성의 원리

가 올 수 있다는 판 파레이스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조건의 평등이 

확보된 후에야 공정한 거래나 계약에 따른 상호이익의 추구가 제 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공정의 균형 반론이 호혜성의 원리는 위반하지만 공정

의 측면에서는 더 큰 부정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분배 정의를 

실현한 이후에야 교환적 정의가 제 로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다른 

32) “자유사회는 실질적 자유를 축차적으로 극 화 하는 사회, 혹은 훨씬 더 거칠게 

말해,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실현한 사회라고 간략히 표현할 것이다. 또, 

나는 실질적 자유지상주의를 이런 의미의 자유로운 사회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

를 파악하는 견해로 부를 것이다.”(Van Parijs, 앞의 책(1995), p.27.)

33) Van Parijs, 앞의 책(1995),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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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의 측면에서 더 큰 부정의를 

예방한다는 주장은 곧 기본소득을 통해 분배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실질

적 자유의 극 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3. 무임승차에 기반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

기본소득에 한 세 번째 비판은 무임승차에 근거한 반론이다. 여기

서 ‘무임승차’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외부성에 힘입어 다른 

누군가의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누군가가 솔선수

범해 집안 청소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청결함과 쾌적함의 편익에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에 

편승해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여가 선호자가 무임승차를 한다는 것이 

이런 반론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은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부의 노동가능한 사람들이 빈둥거리는 즐거움을 위해 일을 그만두

게 될 것”34)이라는 비관적 전망으로 이어진다. 이런 비관적 전망의 

밑바탕에는 기본소득이 “책임없는 자유를 고무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

가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의무의 이상을 모욕하는 동시에 훼손한다”35)

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런 비판에 해 파레이스는 최소수혜자에게 최 한의 지원을 해

야 한다는 차등의 원리에 근거한 전략과 무임승차자의 비무임승차자

화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차등의 원리에 근거한 전략은 정의로운 

사회라면 최소수혜자에게 최 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롤스의 발상

34) E. Anderson, “Optional Freedoms, in Symposium: ‘Delivering a Basic Income”, 

Boston Review October-November, 2000 http://bostonreview.net/forum/basic-income- 

all/elizabeth-anderson-optional-freedoms

35) E. Anderson,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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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본소득론에 적용한 것이다. 롤스는 그의 노동중심적인 윤리 때문

에 여가선호자를 최소수혜자에 포함시키는 데 주저했지만 판 파레이

스는 여가선호자를 최소수혜자에 포함시킨다. 주요한 생산수단들이 

사적으로 소유되기 때문에 생산수단이나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남을 위해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가 선호자는 정부의 보조금이 유일한 소득원인 취약계층일 가능성

이 크기 때문이다.

무임승차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에 한 판 파레이스의 또 다른 

반론 전략은 무임승차자의 비무임승차자화다. 이는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설사 생산적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임승차자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을 말한다. 이런 전략의 근간이 되는 것은 

자연자원이나 일자리 자산에 한 지 론적 접근36)이다. 앞에서 자연

자원에 해 모든 시민이 1인당 몫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이런 

1인당 몫의 가치를 국가나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모두가 사용할 권리를 가진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데서 생긴 수익, 즉 지 에 과세함으로써 지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게 해야 한다는 헨리 조지의 발상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 파레이스는 이런 지 론적 발상을 일자리로까지 확장해 고용

지 (employment rent)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공급이 부족한 일자리를 

전유한다는 것에서 유래하는 수익인 고용지 는 구체적으로 취업자가 

직업으로부터 얻는 소득(및 여타의 이점들)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거래되었다면 얻었을 (더 낮은) 소득 간의 차이에 

의해 측정된다.37)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용지 의 존재는 비자발적인 

36) 판 파레이스가 말하는 지 (rent)는 ‘공급부족 상태의 자산의 전유에서 오는 소

득’으로 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에 해서는 Van Parijs의 

앞의 글(1997)을 보라.

37) 판 파레이스는 Real Freedom for All의 4.6절에서 고용지 의 발생을 효율성 

임금모델, 특히 그중에서 근무태만 모델(shirking model)과 선물교환 모델(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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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동일한 외연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 한 고용지 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일자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매력적인 

다른 일을 하려는 의향이 있으며 또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연자원 뿐 아니라 일자리 자산에 해 모두가 1인당 몫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몫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되거나 심지어 박탈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무임승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파레

이스의 무임승차자의 비무임승차자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파레이스 자신의 논리는 아니지만 무임승차자의 비무임승차자화는 

또 다른 각도에서도 제시될 수 있다. 캐롤 페이트만은 무임승차 현상이 

공공재의 사용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일어나는 광범위한 현상이라

는 파레이스의 지적은 단히 중요하지만, 누가 무임승차자이고, 왜 

무임승차가 일어나는가에 한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비판

한다. 특히 페이트만은 집안 청소의 예에 주목하는데, 이는 부분의 

가사노동의 경우 남성이 무임승차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레이스가 이러

한 무임승차의 원인을 청결함에 한 취향이나 순수한 자기이익의 

동기와 같은 개인적인 취향과 동기의 문제로 환원하려고 하기 때문이

다.38) 페이트만이 반 파레이스의 분석에서는 “결혼제도와 ‘아내다움’, 

‘남편다움’에 한 사회적 신념이 사라지고 단지 두 명의 개인만이 

존재할 뿐”39)이라고 혹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성별 노동분업 

체계에 한 판 파레이스의 이러한 몰이해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exchange motive model)을 통해 설명한다. 근무태만 모델은 고임금을 지불하면 

노동자의 태만을 방지할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모델이다. 반면 

선물교환 모델은 자본가의 선물인 고임금을 노동자의 맞선물(counter-gift)인 노

력과 교환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모델이다.

38) Van Parijs, 앞의 책(1995), 5.2를 보라.

39) 캐롤 페이트만, ｢시민권의 민주화｣, 너른복지연구모임 옮김, 분배의 재구성, 

나눔의 집, 2010, 170~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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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지급된다면 남성이 가사노동을 선택할 

유인을 증가시키는 한편, 여성이 노동시장에 더욱 많이 참여하도록 

결혼 유무와 무관하게 경제적 독립성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정 내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페이트만은 전망한다.40) 페이트만의 이런 주장에 따를 때, 기본소득은 

가사노동에 한 남성의 무임승차를 완화하고 남성과 여성의 상호협동

을 통해 호혜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4. 대안적 정책에 기반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

마지막으로 검토할 기본소득 비판론은 안적 정책에 기반한 기본소

득 비판이다. 이 입장은 자연자원이나 일자리 자산과 같은 외적 자산의 

가치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지급이 호혜성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자산들에 해 모든 시민들이 1인당 

몫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재산권 제도의 제약 때문에 이런 권리를 

활용하거나 행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의 지지자들은 이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자연자원이나 일자리 자산의 지 에 과세해 마련된 재원이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기본소득보다는 일시에 전액지급되는 사회

적 지분급여나 현물혜택들의 묶음으로 지급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41) 또, 상속된 자산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실제로 개인의 노동할 의향과 독립적인지의 여부도 물을 수 있다.42)

(White 2006). 굳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일자리를 나누거나 

40) 캐롤 페이트만, 위의 글, 172쪽을 참고하라.

41) White, 앞의 글(2006), pp.9~10. 

42) White, 위의 글(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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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자산의 가치를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하나씩 검토해 보자.

3.4.1.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먼저, 상속된 자산의 가치에 과세해 얻은 재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서비스나 시설 같은 현물로 지급해야 하는지, 현금으로 지급한

다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번에 전액지급해야 하는

지를 보자. 이 문제는 단순히 주어진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라

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선택 밑바탕에는 자유, 

자기책임성 원리의 범위와 한계, 온정적 간섭주의와 같은 철학적 쟁점

들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노동기여와 무관하게 사회의 상속된 자산들

에 한 과세를 통해 그 재원이 조달되지만 한 번에 전액지급되는 

제도로 제안되고 있는 것 중 표적인 것이 브루스 액커만과 앤 알스톳

의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다. 이것은 성년기에 도달한 

21세의 청년들이 인생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미국에서 4년 동안 학에 등록할 수 있는 금액인 

8000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자는 정책제안을 말한다. 액커만과 알스

톳은 이것이 자신의 전반적인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자유와 기회를 

청년들에게 줌으로써 거시자유(macro freedom)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3) 액커만과 알스톳은 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전환해 개인

이 유의미하게 쓸 수 없다면 개인의 자유를 확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청년기에 8000달러를 지급

받아 그 돈을 유의미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탕진할 수도 있지

43) 액커만 & 알스톳, ｢거시자유｣, 너른복지연구모임 옮김, 분배의 재구성, 나눔

의 집, 2006a, 298~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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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각자의 판단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위험을 감수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액커만과 

알스톳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약판”44)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해 파레이스는 분명한 반 입장을 표명하는데 일시금 급여를 탕진하

여 미래의 자유를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다.45) 건설

현장에서 일하거나 차에 탑승할 때 치명적인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강제로 안전벨트나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것처럼, 미래의 커다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보다 결과로

서의 복지 개선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라고 하는데, 파레이스의 주장은 

미래의 치명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는 점에서 이런 온정적 간섭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온정적 간섭주의에 해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 자체를 제한

할 뿐 아니라 그런 선택을 통해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역시 박탈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합리적이고 자율적

인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화이트 같은 

기본소득 반 론자는 이런 맥락에서 온정적 간섭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생길 수밖에 없는 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문제 삼는다.

알스톳과 화이트의 지적 로, 파레이스는 온정적 간섭주의에 근거해 

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전환하는데 반 하지만 이런 반 가 그 자체로 

44) 액커만 & 알스톳, ｢왜 사회적 지분인가?｣, 너른복지연구모임 옮김, 분배의 재

구성, 나눔의 집, 2006b, 24쪽.

45) Van Parijs,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재분배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무엇이 

더 적합한가?｣, 너른복지연구모임 옮김, 분배의 재구성, 나눔의 집, 2006,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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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자유나 기회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판 파레이스의 주장 로, “기회의 여지는 선천적 자질과 사회적 수단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46)데, 이런 자질과 사회적 수단이 

성년기에 막 진입한 21세의 청년에게 많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레이스가 온정적 간섭주의를 도입하는 이유가 미래의 치명

적인 위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은 보장성(security) 면에서 

사회적 지분급여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 한 번 

지급되는 사회적 지분급여와 달리 기본소득은 평생 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이나 노령과 같은 상황에 더 잘 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

다. 더욱이, 사회적 지분급여는 각자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게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적 성공이라는 획일

적 방향으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다원적 가치와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액커만과 알스톳은 사회적 지분급여

를 낭비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게는 적절한 시험을 통과할 때만 8000달러를 지급하자고 제안한다.47) 

거시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능력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학력으로 거시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

할 능력을 진단한다는 발상도, 또 ‘성공을 위한 도약판’을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검증한다는 발상도 반 파레이스가 말하는 자유주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결국 상속된 사회 전체의 

자산의 가치에 한 재분배를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로 제한한다

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  사회적 지분급여는 각자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한 바를 실현할 실질적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론과 사회적 지분급여안 모두 상속된 자산의 가치에 

46) Van Parijs, 앞의 글(2006), 292쪽.

47) 액커만 & 알스톳, 앞의 글(2006a), 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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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분배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둘의 방향은 상당히 다르다. 이는 

자유와 자기책임성의 원리를 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이다. 사회적 지분

급여안에서 개인은 일상적인 소소한 결정사항들에 한 선택의 자유인 

미시적 자유(micro-freedom) 뿐 아니라 인생의 향방을 결정할 중 한 

결정을 선택할 자유인 거시적 자유를 가진 존재로 상정된다. 이는 자신

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할 정도로 적극적인 역할을 개인의 

자유에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분급여 안에는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리 역시 강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기본소득론이 보는 개인의 자유는 이와 다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

소득론에서는 인간의 자유가 여러 내적.외적 요인들에 의해 상당히 

제한된다고 본다. 게다가 자신이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연

적 요인들에 의해 안 좋은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선택의 역은 더 좁아진다. 이처럼 기본소득론에서는 선택하지 않은 

우연적 요인들에 의한 맹목적 운(brute luck)이라는 요인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책임성의 원리는 약화된다. 선택의 역과 운의 

역은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채로 뒤섞여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4.2. 상속된 외적 자산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노동기여와 독립적인지의 여부

이제 자연자원이나 일자리 자산의 가치를 나누어 가질 권리가 실제

로 개인의 노동할 의향과 독립적으로 주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보도록 하자. 기본소득론자들은 상속된 외적 자산에 해 누구나 동등

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리에 기초해 무조건

적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자원과 같은 상속된 자산의 경우 모두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이때 호혜성의 원리는 적용될 수 없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의 경우 공적으로 소유되는 채굴권의 판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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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재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모든 알래스카 주의 시민들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데, 이는 자연자원의 경우, 노동기여와 무관하게 

상속된 자산에 한 동등한 몫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자리 자산과 같은 경우는 이와 다르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일자리 자산의 경우는 노동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

에 일자리 자산 자체나 일자리 자산에서 나온 지 의 가치를 나눌 

때 노동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판 파레이스는 이런 제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먼저, 실업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전략을 보자. 

이는 강제적인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전략이다. 일자

리 나누기 전략을 비자발적 실업자, 곧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업자

가 된 사람들로 국한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는 정부에 의해 상속

된 자산에 과세해서 얻은 재원이 보조금으로 투입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일자리 나누기 전략의 수혜자가 비자발적 실업자로 국한된다

면, 기본소득이 거의 유일한 소득원인 자발적 실업자는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파레이스는 이렇게 비자발적인 실업자들에게 초점을 맞

추는 정책은 희소한 자산에 한 사치스런 취향(expensive tastes)을 

가진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비자발적 실업자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비판한다.48) 다시 말해, 그 가치가 공유되어야 할 

자산을 편파적으로 분배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 논리가 일자리 자산

의 지 의 공유에 해서도 성립한다. 장애인과 같이 일반인과 기능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에게 상속된 자산가치를 재원으로 

하는 추가적인 소득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능력이나 재능이 비슷하거나 동일하지만 성향이 다르

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된 자산가치를 공유할 기회를 자발적 실업자에게 

48) Van Parijs, 앞의 책(1995), pp.109~11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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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노동기여를 조건으로 한 일자리 나누기나 일자리 자산의 

가치에 한 분배는 희소한 자원을 선호하는 사람을 특권적으로 지원

하는 사치스런 취향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파레이스

는 기본소득이 이러한 차별을 배제하고 상속된 자산의 가치를 최 한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실업자들의 노동할 권리를 소득에 한 권리

로 체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 실업자들의 노동권을 구적으로 

박탈하고 그것을 소득에 한 권리와 맞바꾼 것이 아닌가? 파레이스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표준적인 최저소득보장제도와 다르게 

기본소득은 임금노동이나 자 업으로부터 추가소득을 벌 때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높을수록, 소비능력뿐 아니라 

어느 정도 호감이 가는 일자리에 접근할 능력 역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49) 다시 말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기본소득의 한 기능이라면, 저소득 노동에 한 

묵시적 보조를 통해 직업을 유지하게 하는 것 역시 기본소득의 또 

다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50) 이렇게 기본소득은 또 다른 면에서 

노동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할 권리를 소득의 권리로 체하게 

한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9) Van Parijs, 앞의 글(2006).

50) 이는 최저보장소득의 형식이 피해야 할 두 개의 함정인 실업함정과 노동하지 

않을 자유를 희생시켜(구직자로 최저보장소득 수급자격이 제한됨이 없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것이 롤스적인 최소극 화 

원리에 근거한 지원과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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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혜성과 관련한 논의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축: 복지국

가와 통일

이화여  이주희 교수가 2012년에 실시한 심층면접 조사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한 소득을 제공해 주는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

된다면 찬성하겠느냐는 물음에 해 80명 중 33명(41.3%)만이 찬성한

다고 응답했다.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어 세수부족 등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리라는 것과 부자들에게도 지원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것이 주요한 두 개의 반  이유 다.51) 이는 다수의 국민

들에게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잔여적 개념으로 각인

되어 있으며 또한 기본소득이 노력없이 얻는 또 다른 ‘불로소득’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는 노동윤리가 얼마나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구직이나 지속적인 노동 등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에만 선택적으로 복지혜택을 주자는 복지 계약주의(Welfare Contractua-

lism)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통해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한

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오히려 

빈곤선 이하로 추락시켰다.52) 근로연계복지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

한 노동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초

적인 소득수준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할 의무만 강요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에 진출한 노동자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 속에서 삶의 질의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호혜성의 또 다른 표현방식인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한 요구는 

이처럼 신자유주의 시 에 복지 계약주의와 결합하면서 권리에 우선하

51) 이주희, 고진로 사회권, 후마니타스, 2012, 176~177쪽.

52) White, 앞의 글(2000), 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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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무 내지 평등한 권리 없는 의무라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53) 이때 호혜성에 한 요구는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능한 한 많이 포함시키는 논리가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최 한 배제하려는 논리로 기능해 광범위한 

복지사각지 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복지 계약주의의 근로연계복지

와 조적으로 기본소득론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시민의 복지수급권의 

연계고리를 끊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광범위한 복지사각지 가 존재할 뿐 아니라 조기퇴직과 

불안정노동으로 인해 사회보험이나 공적 부조제도가 적절하고 충분하

게 기능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본소득은 중요한 사회안전

망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실업률의 증가와 소득 불평

등의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안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구동

독 지역은 서독보다 높은 실업률의 증가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심화

를 겪었다.54) 특히,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측정한 지니계수가 동독지역

에서는 1992년 0.205에서 2011년에는 0.245로 늘어났는데, 이는 통일 

당시 서독의 불평등 수준에 근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수치상의 

결과는 소득격차에 한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불만이나 공정한 몫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답 속에 반 되어있다.55) 통일 직전 동독의 1인

당 국민소득이 동구권에서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 

기반이 상당히 약화된 북한과의 통일 이후에는 실업률의 증가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에서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

을 배제할 수가 없다. 북한 지역에서 소득 증 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53) 이주희, 앞의 책, 35쪽.

54) 한국정치학회, 통일편익연구, 통일부, 2013, 38~40쪽.

55) 한국정치학회, 위의 책, 40~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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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지역의 인구가 남한 지역으로 몰리게 되어 또 다른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비관적 전망과 다르게, 통일 후 독일의 노동시장정책처럼 막

한 재원의 투입을 통해 실업률을 현격히 감소시키고 소득의 점차적인 

증가를 유도하는 성과를 낼 수도 있다.56)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을 넘어 

고용없는 불황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서 독일처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따른 막 한 재원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특히, 노동집약도가 점차 떨어지

고 자본집약도와 기술집약도가 높아진 한국의 생산방식이 북한지역에 

적용될 경우 량실업 사태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57) 그렇다

고 남한과 달리 북한을 저임금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도 낮으며 지역 간 양극화와 지역 간의 반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역 주민들의 빈곤문제에 처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58) 일단,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라는 발상은 사회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체제 모두와 양립가

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북한의 제도 및 문화와 충돌하는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59) 물론,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을 지급하

기 위한 재원의 문제는 남지만, 토지를 국공유화 하면서 토지 사용자에

게 사용권을 설정해 주고 그 가로 임 료를 징수하는 토지공공임

제도 등을 통해 토지가치를 환수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재원

56) 한국정치학회, 위의 책, 161쪽.

57) 한국정치학회, 위의 책, 160쪽.

58) 물론, 이것은 남한과 북한이 합의에 의해 한 체제가 나머지 한 체제를 완전히 

흡수하지 않은 채 통일이 이루어지며 이미 남한에서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

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전제한다.

59) Van Parijs, 앞의 책(1996), 6.1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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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60)

물론, 이런 장밋빛 전망을 제시할 만큼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인 자본주의 질서가 통일 이후 더 강고하게 자리잡는다면, 통일은 기본

소득의 확 를 위한 기회나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본소득의 시행을 

지체시키거나 상당 기간 유예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현실을 핑계로 북한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불행한 결과를 모른 체 하고 방관할 수만은 없다. 그런 방관의 

가는 훨씬 더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피해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 이후의 기본소득에 해 서서히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논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자. 누구에게나(보편성) 노동의무나 자산보유 여부와 상관없이(무조

건성) 개인단위로(개별성)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제도는 불안정한 저임금의 일자리를 감내할 유인과 복지사각지 를 

줄일 수 있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발상이라는 이유로 그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그 무조건성과 보편성에 의해 일하

지 않는 사람이나 여가 선호자에게도 지급되기 때문에 보장된 최저소

득에 한 보답으로 적절한 최소한의 생산적인 기여활동을 해야 할 

60) 이는 다음 문헌에 근거한 것이다. 전강수・남기업・허문 , 북한토지개편방안, 

통일부, 2009. 특히 여기서 제시된 토지공공임 제도 방안을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와 연관시킨 것이다. 토지공공임 제도에 해서는 이 보고서의 IV장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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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강조하는 호혜성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특

히, 기본소득이 호혜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기저에 깔고 있는 

기본소득 비판론을 중립성에 한 반 에 근거한 비판, 착취에 근거한 

비판, 무임승차에 한 비판으로 나눌 수 있다.

중립성에 한 반 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은 호혜성의 원리에 

기반해 자발적인 여가 선호자에게 최저소득 보장에 한 자격을 박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나는 판 파레이스를 따라 호혜성의 원리만

을 근거로 여가 선호자의 기본소득에 한 권리와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노동 선호자들을 우 하고 여가 선호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착취에 근거한 비판은 기본소득을 누구에게나 무조건 지급함으로써 

여가선호자 혹은 일하지 않는 자가 일하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착취가 일어나며 따라서 기본소득은 부당한 착취를 정당화한

다는 기본소득 비판론을 말한다. 이에 해 나는 판 파레이스에 의지해 

외적 자산에 근거한 반론, 공정의 균형 반론, 교환적 정의에 한 분배

정의의 우선성 반론으로 답했다. 다시 말해, 외적 자산에 근거한 반론

을 통해 모두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특정 재산권 제도 때문에 

접근하지도, 이용하지도, 못 하는 자산의 1인당 몫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돌려 받는 것이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착취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또, 공정의 균형 반론을 통해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에서 

호혜성의 원리를 위반하지만 부정의를 예방하는 더 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교환적 정의

에 한 분배정의의 우선성 반론을 통해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이의 

실질적인 자유가 확보될 때 비로소 호혜성의 원리가 제 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호혜성의 원리의 위반만을 문제삼을 수 없음을 보여주

었다.

무임승차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은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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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본소득에 편승해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여가 선호자가 무임승

차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판 파레이스의 주장에 의거해 차등의 원리에 

근거한 반론과 무임승차자의 비무임승차자화에 근거한 반론으로 이런 

비판에 답했다. 즉, 여가 선호자나 일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소득만을 

소득으로 받는 최소수혜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수혜자에게 

최 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차등의 원리에 근거해 기본소득의 지급

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 광범위한 자산을 소수가 

전유함으로써 얻는 보수인 지 가치에 한 과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수급자를 무임승차자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

다. 하지만 판 파레이스의 무임승차에 한 논의는 성별 분업체계에 

기반한 무임승차의 문제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캐롤 페이트만의 논의에 

근거해 기본소득론이 성차별의 문제에 한 하나의 안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호혜성의 원리에 근거한 반론 이외에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

들, 즉 왜 외적 자산에 한 과세로 얻은 재원을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일자리 자산 같은 경우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재분배를 해야 하지 않은지를 다루었다. 전자의 문제에 

해 사회적 지분급여와의 비를 통해 기본소득이 보장성이나 실질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후자의 문제

에 해 노동기여를 조건으로 일자리를 나누거나 일자리 자산의 가치

를 재분배하는 것은 희소한 자원을 선호하는 사람을 특권적으로 지원

하는 사치스런 취향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호혜성의 원리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이 

완전히 무력화될 수는 없다. 복지혜택을 부정 수급한 사람이나 탈세자

에 한 반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호혜성 원리나 호혜성 개념은 

일반인의 정의 관념에 여전히 지 한 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호혜성에 한 행동경제학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61) 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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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사회적 연 와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설득력을 

얻고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의 성과들을 토 로 기본소득에 한 반감을 줄이고 공감을 확산

시키기 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복지계약주의에 한 논의에서 보았던 것처럼 

호혜성의 원리 내지 호혜성 개념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어느 것이 취사선택 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호혜성에 한 논의는 한편으로 그 규범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도 다른 한편으로 그 정치적 맥락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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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ticism of Basic Income on the Basis of Reciprocity

and its Implications in Korean Society

Jo, Hyun Jin*

62)

The idea of Basic income is planned as a salary paid to regularly all indi-

viduals by central or local government, regardless of the obligation to work 

and means-test. This idea is hotly debated even in progressive groups. The 

opponents claim that it could weaken the motivation of labour and make 

people avoid the hard and low-waged works. They also claim that the basic 

income scheme can cause the risk of abuse as well as increase the free-riding 

tendency of the benefited by its unconditionality.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ply these objections and to elucidate the 

conception of distributive justice mainly based on Van Parijs’ theory of basic 

income. In reply to the first objection that basic income should not be given 

to the leisure-lover who seems not to contribute to society, I answered that 

such an objection would privilege the labour-lover and discriminate against 

the leisure-lover. In reply to the second objection that basic income includes 

the exploitation, which consists in taking unfair advantage of the labour-lover, 

I responded that basic income had nothing to do with the unfair advantage 

for the leisure-lovers, because its source of revenue would be financed by 

taxes on natural resources, and that basic income could provide adequate 

conditions for distributive justice. Furthermore, I showed that basic income 

couldn’t be only interpreted as an exploitation in one direction since it could 

*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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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ify other unfair relations.

In reply to the third objection that basic income will increase the free-ride 

on the labor-lover, I showed that the legitimacy of basic income could be 

assured by means of the ‘Principle of Difference’ and being a non-free-rider.

Finally, I made clear that basic income would be much superior to 

Stakeholder grants, since it could give us more real freedom and provide 

the higher level of security. Moreover, I showed that the exclusive redistribution 

to the future worker would be unfair since it would amount to favour the 

labour-lover. This article emphasized that we should change our way of 

thinking on the function of workfare and its reality and that we ought to 

need to rethink of the possibility of basic income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Key Words Basic Income, Distributive Justice, Real Freedom, Reciprocity, 

Welfare Stat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