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 질의
수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발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청
‘소’
년네트워크
일시: 2016년 3월 30일~4월 3일
첨부: 제20대 국회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 질의서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님의 건승을 빕니다.
2. 본 정책 질의는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본
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청
‘소’
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이번 제20대 총선 후
보자들의 의견과 정책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유권자들과 공유하고자 마련했습니
다.
3. 보내주신 답변서를 토대로, 언론과 SNS를 통해 후보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
니,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첨부된 문서를 참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회신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제20대 국회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 질의
기한: 2016년 4월 3일(일) 오후 10시
방식: 첨부 문서를 활용한 이메일 답변
(회신 주소: basicincomekorea@gmail.com)
문의: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031-968-6808)

제20대 국회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 질의서
I. (일반 질문)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입장
1. 2014년 기준, OECD 국가 34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평균 21.6%이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10.4%로 28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① 많이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2.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
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교육, 의료 등의 사회복지/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세부담률 인상,
즉 증세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모르겠다.
3-1. 위 질문에 “① 찬성한다.”를 선택하신 경우, 조세부담률 인상, 조세제도 개혁
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한 후보자님의 정책이
있다면, 함께 답해주십시오.

3-2. 위 질문에 “② 반대한다.”를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I. (일반 질문) 국민의 삶과 생계문제에 대한 입장
4. 현재 대한민국의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노동연구
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이제 막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 20대들이 얻는
일자리 중 64%가 비정규 일자리이고, 우리나라 피고용인 전체의 32.5% 즉 627만 명
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OECD 발표에 따르면, 2015년
3사분기의 우리나라 핵심생산인구(25~54세) 고용률이 75.9%로 34개 회원국 중 27위
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낳은 원인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5. 지난 해 20~30대 청년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높은 교육비 및 주거비, 낮은
임금과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빈곤
은 비단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
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년빈곤의 핵심문제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② 낮은 최저임금
③ 높은 물가와 주거비
④ 높은 대학등록금
⑤ 청년들의 도전정신 부족

⑥ 청년 복지 정책 부재
⑦ 기타 (

)

5-1. 위 질문에서 선택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한
후보자님의 정책이 있다면, 함께 답해주십시오.

6.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자동화 기술이 최근 크게 발전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
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첨단과학기술계에서는 앞으로 기계와 로봇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일들을 대신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① 동의한다.
② 반대한다.
③ 모르겠다.
7. 화석연료(석유, 석탄 등)로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교란, 화석연료 고갈로 인
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물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농업
부문과 사회적 약자층에서 가장 심하게 겪는 ‘불평등한 고통’으로 드러나고 있습
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후보자님의 입장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핵발전소 관련
정책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십시오.)

8. 소득 불평등 문제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급기야 세계 상위
1%가 나머지 99%보다 많은 부(富)를 소유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

간은 기본적인 의식주와 사회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세
계인권선언에 근거하여 소득 불평등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
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① 적극 공감한다.
② 공감하다.
③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⑤ 입장이 없다.

III.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입장
9. 기본소득은 정치공동체가 구성원들의 물질적 생존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모두에
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이 보장하는 소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
입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하다.
③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⑤ 모르겠다.
10-1. 위 질문에서 “① 적극 찬성한다.” 또는 “② 찬성하다.”를 선택하셨다면,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0-2. 위 질문에서 “① 적극 찬성한다.” 또는 “② 찬성하다.”를 선택하신 경우,
만일 후보자님이 당선된다면 제20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
시겠습니까?
① 발의하겠다.
② 발의하지 않겠다.
③ 모르겠다.

10-3. 위 질문에서 “③ 반대한다.” 또는 “④ 매우 반대한다.”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
떻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후보자님께서 이미 기본소득을 정책/공약으로 삼으셨다면, 그 정책의 구체적 내
용을 말씀해주십시오.

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