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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

의 현재 가계 지출 및 소비지출을 바탕으로 ‘생활비용’ 수준을 파악하고, 청

년의 적정소득수준 산출을 시도하였다. 이어 한국에서 본격적인 청년기본

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가능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정책 아이디어로, 청년최

저임금의 생활임금화(youth living wage), 청년임금보조수당(conditional 

to employment), 청년기본소득(flat rate, unconditional)을 제안하였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은 19~24세 청년들의 적정생활소득 수준과 최저임금으

로 계산된 월 최저소득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인 약 30만 원을 정액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안이다. 본 연구

1) 교신저자 (sophia.sy.lee@ewha.ac.kr). 본 연구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3A204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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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청년의 생활비용을 산출하고,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제안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 논의에서 청년수당뿐만 아니라 사회

수당 및 기본소득의 논의가 확대되고,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청년, 불안정노동시장, 최저임금, 청년수당,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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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최소 백만 원이 필요해요. 제가 서울에 살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지요. 그걸 오천 원으로 나눠

보면 결국 한 달에 몇 시간이죠?” 한 달에 백만 원. 한 달에 200시간. 학기 

내내 돈을 벌어야 했고, 주말, 주중, 고정, 단기 알바까지 문자 그대로 ‘끊

임없이 일해 온’ 주영의 일 경력은 알바만으로도 촘촘하고 빼곡하다. (나

만 힘든가?, p13)2)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인구는 2000년 약 1,200만명(25.3%)에서, 

2014년에는 990만명(19.4%)으로 전체인구 대비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

소해왔다. 청년층의 인구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은 노동시장

의 구조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불안

정성과 그로 인한 프레카리아트의 확산에 대한 연구들은 서비스경제로의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 저숙련, 비정규

직 고용 위주의 서비스 부문 확장을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

목한다(백승호, 2014; 이광일, 2013; 이진경, 2012; 곽노완, 2012).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서비스 부문의 노동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여성, 이주민, 

청년 등의 불안정 노동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전선에서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가 청년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청년 노동시장의 불

2) “나만 힘든가? 20~30대 여성들의 이야기”(2015,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발췌한 인

터뷰 내용임. 주영(가명)은 연구소 계약직(인턴)으로 ○○양성과정을 듣다가 

취업으로 연계가 됐다. 면접은 정규직처럼 세 번 다 봤는데, 계약직 인턴으로 

3개월씩 세 번째 일하고 있다. 콜센터, 예식장, 과외, 김밥집, 악세서리 매장, 카

페, 레스토장, 모니터링 알바 등등의 일 경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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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은 청년들의 인적자본 형성의 저해와 함께 생애소득 감소로 인한 빈

곤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손혜경, 2009). 또한 청년층의 노동시장의 경험은 

중장년기의 노동시장 참가양태 및 평생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안주엽ㆍ홍서연, 2002). 결국 청년 세대의 불안정성은 노후 생활의 불안

정으로까지 이어진다. 더 나아가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빈곤의 세습

과 같이 전 생애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이병희 외, 2010; 민병희, 

2010; 변금선, 2012) 적절한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한국 복지국가의 지

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문제는 이들이 고학력임에

도 불구하고 잠재실업, 장기실업 그리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자로 전전

하거나, 청년들이 니트, 히키코모리 등 노동시장을 떠나는 선택이 늘고 있

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청년 불안정노동의 문제는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이라는 ‘세대’의 

문제와 ‘불안정한 삶’의 문제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면서 급부상하고 있다

(Dörre, 2010: 52-69, 곽노완, 2013, 재인용). 특히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에 이르지만,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자의 비율

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고등교육을 받고도 좋은 일자리의 전망을 상실한 

청년세대의 절망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6년 

7월 발표된 Mckinsey & Company의 보고서는 청년세대 소득불안정성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이상 부모세대의 경우 

98%가 지속적인 소득증가를 경험한 반면, 2005년 이후에 사회생활을 시작

한 청년들의 경우 소득이 제자리이거나 줄어든 경우가 65~70%에 달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ackinsey Global Institute, 2016). 

이러한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국에서도 

청년대상의 고용 및 복지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 되고 있다. 이전까지

는 주로 청년의 고용활성화에 정책들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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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서울시에서 청년대상의 현금급여 성격을 가진 청년 배당 또는 청년수당

에 대한 정책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성남시는 2015년 12월 

18일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공표, 2016년 1월 20일부터 접수를 시

작해 1/4분기의 청년배당을 집행하였다. 성남시는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간 50만 원으로 분기별 12만 5천 원을 청년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청년배당신청이 진행된 이후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 

10,574명에게 청년배당이 지급되었다고 보고되었다(성남시 보도자료. 

2016. 1. 27.). 또한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

당)’을 통해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취ㆍ창업 

준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

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으로 1차 정량평가(경제ㆍ사회적 조건)와 2차 정성평

가(사회활동 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ㆍ적적성 등)를 통해 총 3,000명

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 보도자료. 2016.04.12.).

이렇듯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배당 및 청년수당에 대한 정책논의 그리

고 정책 실행은 한편으로는 한국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특히 한국 청년노동

시장에서의 심각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수당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

에서 청신호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정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발

전, 그리고 보다 넓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수당 확대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청년수당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리적 근거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청년의 불안정성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근거

로 청년수당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가격은 얼마인지 분석함으로써, 현재 제

안된 청년수당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한국 청년들의 소비 실태를 근거로 하여 먼저 청년

들의 생활비용 수준을 분석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생

서울대학교 | IP: 147.46.182.*** | Accessed 2017/05/01 17:03(KST)



370 비판사회정책

활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이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데 필요하

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현재 가계 지출 및 소비지출을 바탕으로 ‘생활비용’ 수

준을 파악하고, 청년의 적정소득수준을 산출할 것이다. 이어 한국에서 본격

적인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가능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정책 아이디

어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청년의 생활비용

을 산출하고,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제안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 논의에서 

청년수당뿐만 아니라 사회수당 및 기본소득의 논의가 확대되고, 청년 기본

소득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청년층 대상 연구경향과 정책들

1) 청년층 대상 연구경향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노동과 일, 취업으로의 이행 및 성

과 그리고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과 관련된 논의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

들 연구들을 개략적으로 분류해 보면 첫째,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남춘

호, 2015; 박미희ㆍ홍백의, 2014; 이시균, 2011; 장상수, 2008; 김기헌, 

2003; 안주엽 등, 2000) 및 성과(변금선, 2015; 남춘호, 2015; 김종성ㆍ이병

훈, 2014)와 관련된 연구들, 둘째, 청년실업의 현황과 요인들을 분석한 연

구들(김유빈, 2015; 신선미 등, 2013; 남재량, 2011, 2006; 김경아, 2008; 김

안국, 2003 등), 셋째,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청년들의 고용불안정(금재호, 2013; 박성재ㆍ반정호, 2012; 

남재량ㆍ김태기, 2000)이나 NEET(정준영, 2015; 최용환, 2015; 김기헌, 

2005) 문제에 주목해 왔다. 일부 연구들이 청년빈곤(김문길 등, 2015; 박수

명, 2013; 김태완 등, 2012; 김수정, 2010), 청년주거문제(최은영, 2014; 최

병숙 등, 2013; 정민우ㆍ이나영, 2011)를 다루어 왔을 뿐이다. 

이상과 같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은 ‘청년들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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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 문

제의 해법도 청년고용에 집중하여 찾고 있다.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의 문제

는 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청년은 노동시장에서의 일을 통해 삶을 영위해야 

하는 존재(변금선, 2012)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청년 소득보장이라는 개념은 그 개념 자체가 생소할 만큼 찾아볼 

수 없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의 문제는 일자리 문제로 대치되어 

왔다(변금선, 2012). 최근에 와서야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시행하면

서 청년 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성희, 2016). 이 외에도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에서 중요한 영역인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관심이 일

부 제기되고 있을 뿐(변창흠, 2014; 최은영, 2014 등), 청년들의 불안정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주로 단기고용을 제공하는 인턴제 등의 고용정책에 

집중되어 왔다(김성희, 2015). 

물론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고용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동시장 수요, 양질의 노동시장 수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은 더 이상 청년들에게 이를 보장하는 열려 있는 공간

이 아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과거의 청년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수요와 맞물려 취업난과 저임금 일자리로 인한 소득 불

안정, 사회적 배제 등과 같은 위험에 놓여 있다(유형근, 2015). 그럼에도 불

구하고 청년들의 소득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들과 연구들은 거의 전

무하다. 다만 정책적 차원에서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고용촉진 및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생활임

금정책, 청년수당으로 명명되는 사회수당 방식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정책적 접근들을 검토하고 청년들을 대상으

로 하는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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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청년불안정노동시장과 정책적 접근

그렇다면 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

요가 있는가? 이는 청년 불안정노동시장과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 확대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의 고용 중심적 접근만으로는 청년들의 소득 불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

는 현실에서 고용 중심적 청년정책은 한국 사회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청

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보다는 저임금이 고착화된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되거나, 노동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선

택을 하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이러한 선택은 비단 청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청년의 불안정한 삶은 노후의 불안정한 삶과도 직

결될 뿐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년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은 어떠한가?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 청년층의 불안성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기로 한

다. 먼저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패턴을 통해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

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들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참여현황을 보면, 

청년들의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47.2%에서 2015년 

45.7% 수준으로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 고

용률은 2015년 현재 41.5%에 불과하다. 2015년 청년실업률은 9.2%로 

1999년 공식 통계 집계이후로 가장 높으며, 청년니트 비율은 18.5%로 

OECD 평균 15.4%를 상회하고 있다(이병희, 2015).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취업준비자 구직 단념자 등을 포

함한 청년 실질 실업률은 2014년 청년 공식 실업률 10.2%의 세 배보다 많

은 30.9%에 달한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5).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0년 1,408천명에서 2015명 970천 명으로 그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

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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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활동

인구

전국 5,308 4,836 4,254 4,199 4,156 4,124 4,255 4,335

서울시 1,408 1,235 1,033 1,045 986 964 972 970

경기도 1,029 1,185 1,126 1,113 1,073 1,036 1,076 1,129

비경제

활동인구

전국 5,934 5,084 5,452 5,390 5,361 5,424 5,248 5,152

서울시 1,330 1,048 1,134 1,080 1,073 1,069 1,023 1,003

경기도 1,028 1,093 1,292 1,302 1,273 1,287 1,257 1,217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47.2 48.8 43.8 43.8 43.7 43.2 44.8 45.7

서울시 51.4 54.1 47.7 49.2 47.9 47.4 48.7 49.2

경기도 50.0 52.0 46.6 46.1 45.7 44.6 46.1 48.1

고용률

전국 43.4 44.9 40.3 40.5 40.4 39.7 40.7 41.5

서울시 47.2 49.2 43.6 45.1 43.9 43.3 43.7 44.6

경기도 47.0 48.1 42.7 42.8 42.6 41.3 42.3 43.8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1> 청년노동시장현황

(단위: 천 명, %)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들이라 해도 상황이 다르지는 않다. 임금근로

자 중 29세 이하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보수적인 통계치를 제시해주고 

있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3.6%에서 2015년 35%로 증가추세에 

있다.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층의 수는 감소한 반면에 비정규직에 종

사하는 청년층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연령층에서는 비정규

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청년층이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월 급여에서도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위 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청년층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15년 

30% 수준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층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른 

연령층의 저임금 비중이 지난 5년간 감소한 것과 비교해도 청년층의 저임

금 비중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정준영, 2015). 구체적으로, 고용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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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0

임금근로자 3,627(100.0) 4,757(100.0) 4,541(100.0) 2,852(100.0) 1,272(100.0)

정규직 2,410(66.4) 3,647(76.7) 3,188(70.2) 1,731(60.7) 387(30.4)

비정규직 1,217(33.6) 1,110(23.3) 1,352(29.8) 1,121(39.3) 885(69.6)

2011

임금근로자 3,656(100.0) 4,789(100.0) 4,647(100.0) 3,058(100.0) 1,360(100.0)

정규직 2,413(66.0) 3,626(75.7) 3,230(69.5) 1,846(60.4) 401(29.5)

비정규직 1,243(34.0) 1,163(24.3) 1,417(30.5) 1,212(39.6) 959(70.5)

2012

임금근로자 3,587(100.0) 4,800(100.0) 4,664(100.0) 3,241(100.0) 1,443(100.0)

정규직 2,375(66.2) 3,692(76.9) 3,306(70.9) 2,024(62.4) 426(29.5)

비정규직 1,211(33.8) 1,108(23.1) 1,358(29.1) 1,217(37.6) 1,017(70.5)

2013

임금근로자 3,543(100.0) 4,794(100.0) 4,844(100.0) 3,480(100.0) 1,581(100.0)

정규직 2,337(66.0) 3,730(77.8) 3,525(72.8) 2,188(62.9) 514(32.5)

비정규직 1,206(34.0) 1,063(22.2) 1,319(27.2) 1,292(37.1) 1,067(67.5)

2014

임금근로자 3,672(100.0) 4,801(100.0) 4,867(100.0) 3,710(100.0) 1,726(100.0)

정규직 2,400(65.4) 3,755(78.2) 3,575(73.5) 2,428(65.4) 541(31.3)

비정규직 1,272(34.6) 1,046(21.8) 1,293(26.6) 1,282(34.6) 1,185(68.7)

2015

임금근로자 3,740(100.0) 4,804(100.0) 4,909(100.0) 3,905(100.0) 1,955(100.0)

정규직 2,431(65.0) 3,785(78.8) 3,631(74.0) 2,555(65.4) 638(32.6)

비정규직 1,309(35.0) 1,019(21.2) 1,278(26.0) 1,349(34.5) 1,317(67.4)

※ 자료: 통계청, 성/연령별 근로형태(비정규직)별 취업자.

<표 2> 고용형태

(단위: 천 명)

월 급여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29세 청년층의 정규근로자의 월 평균급여액

은 2010년 1,708천 원에서 2014년 2,039천 원으로 331천 원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 또한 2010년 997천 원에서 2014년 1,046

천 원으로 49천 원 증가하였다. 하지만 정규직근로자의 급여 증가율에 비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의 증가율은 아주 작은 폭으로 상승되

었으며,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청년층은 전반적으로 월급여액

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수준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또한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청년층의 고용형태는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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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1 2012 2013 2014

정규

근로자

29세 이하 1,708 1,795 1,876 1,924 2,039

30~39세 2,330 2,399 2,501 2,527 2,698

40~49세 2,611 2,735 2,835 2,877 3,027

50~59세 2,517 2,604 2,728 2,839 2,932

60세 이상 1,896 1,919 2,149 2,233 2,288

비정규

근로자

29세 이하 997 1,076 1,064 1,082 1,046

30~39세 1,387 1,454 1,530 1,635 1,572

40~49세 1,313 1,351 1,419 1,506 1,431

50~59세 1,321 1,365 1,427 1,503 1,401

60세 이상 1,163 1,227 1,201 1,267 1,179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표 3> 고용형태별 월급여액

(단위: 천 원)

직보다는 비정규직에 종사하게 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이

는 근로소득을 통한 세대 간의 격차를 더 벌리게 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

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가입의 경우, 15~29세의 청년층은, 2013년 국민연

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1%, 70.8%, 69%였으며, 2014년에는 

70.5%, 71.2%, 70.6%으로 각각 소폭 상승하였다. 하지만 2015년에는 

69.2%, 70.8%, 69.4%로 오히려 가입률이 감소하였으며, 2013년 이후로 지

속적으로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감소하고 있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이외에도 청년들의 지출 및 총소득과 관련이 높은 

주거 불안정 현황을 추가로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청년 주거빈곤율은 전

국 가구 주거빈곤율인 14.8%보다 훨씬 높은 36.3% 수준이다. 또한, 2012

년에 비해 2014년으로 갈수록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인구의 수

는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30대 이하의 청년층에

서의 주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2.4%에서 1.9%로, 2.3%에서 1.9%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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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

국민1)2)

연금

건강1)

보험

고용

보험

국민1)2)

연금

건강1)

보험

고용

보험

국민1)2)

연금

건강1)

보험

고용

보험

15~29세 70.1 70.8 69 70.5 71.2 70.6 69.2 70.8 69.4

30~39세 81.9 82.3 80.4 82.8 83.2 81.9 83.3 83.8 82.8

40~49세 72.8 73.1 70.4 74.3 74.7 73 74.6 74.8 73.3

50~59세 64.3 65.2 61.5 66.3 67.3 64.6 66.3 67.5 64.8

60세 이상 16.7 44.1 22.9 18.2 44.9 28 20.9 45.9 34.3

※ 주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포함

※ 자료: 통계청, 사회보험가입현황.

<표 4>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주택 아파트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전국

총계 12,033 12,399 12,650 7.459 7,654 7,907

20대

이하
283(2.4) 253(2.0) 240(1.9) 170(2.3) 151(2.0) 147(1.9)

30대 1,943(16.1) 1,878(15.1) 1,842(14.6) 1,497(20.1) 1,438(18.8) 1,420(18.0)

40대 3,114(25.9) 3,172(25.6) 3,236(25.6) 2,344(31.4) 2,395(31.3) 2,466(31.2)

50대 3,107(25.8) 3,252(26.2) 3,318(26.2) 1,963(26.3) 2,071(27.1) 2,151(27.2)

60대 1,945(16.2) 2,036(16.4) 2,120(16.8) 934(12.5) 996(13.0) 1,073(13.6)

70대 1,243(10.3) 1,346(10.9) 1,389(11.0) 452(6.1) 490(6.4) 521(6.6)

80대

이상
398(3.3) 461(3.7) 505(4.0) 99(1.3) 114(1.5) 129(1.6)

<표 5> 청년주거현황

(단위: 천 명, %)

소하였다. 특히나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는 점

에서 청년층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구하는 데 있어서

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최근의 전세대란과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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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청년층이 주거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표 5> 참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의 청년층은 실업과 고용관계,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보험의 배제율 등의 측면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불안

정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기존의 청년과 관련한 정책은 단기적 성과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었고, 실업, 일자리와 관련 정책이 주류였다. 청년 대상 정

책은 2003년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05년, 2008년 “청년고용 

촉진대책”, 2009년 “청년고용추가대책”, 2014년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 2015년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으로 이어졌지만, 정책별 세부적

인 지원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김성희, 2015). 또한 기존의 청년대상 정

책적 접근은 주로 노동수요 측면의 임금보조방식이었다. 이하에서는 기존

의 청년대상 정책인 임금보조 방식과 더불어 최근 들어 주목 받고 있는 노

동공급 측면의 정책적 접근인 생활임금과 기본소득 방식을 함께 살펴본다. 

(1) 임금보조 방식

현재 청년층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임금보조 정책은 ‘고용촉진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이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

여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고용노동부, 2015). 고용촉진 지원사업

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

하여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고용노동부, 

2015)로서 청년들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이들에 한정하

여 고용촉진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인턴 신청 당시 미취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을 대상으로 청년에게는 취업지원금을, 기업에게는 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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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이나 음식, 숙박업 등은 참여가 제한되고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청년

에게 지급되는 취업지원금은 청년인턴이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근무시 

제조업 생산직은 1인당 최대 300만 원, 그 외 업종은 180만 원을 지급하며, 

기업에게는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월 60만 원의 인턴지원금이, 이후 청년 인

턴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월 65만 원씩 6개월분 최

대 390만 원의 정규직전환지원금이 지급된다. 인턴은 3개월 이내의 단기계

약직 근로자이며 해당 기업에게는 4대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고 인턴

기간은 3개월이다(고용노동부, 2015). 국회 예산정책처의 청년고용대책평

가 보고서(2010)에 따르면 청년인턴제의 정규직 전환율이 80%라고 밝히고 

있으나 류장수(2015)의 분석에서는 2009~2013년 평균 정규직 전환율이 

61.4%로 나타났다. 이 제도로 인해 고용창출이 확대되었다고 응답한 기업

은 78.4%로 이를 통해 순고용효과가 있다고 평가되었으며(남재량 외, 

2009) 청년인턴 참여자의 연도별 평균 임금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어(류장수, 2015) 임금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

나 기존에 존재하던 고용촉진지원금제도와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 

그리고 예산 대비 취업성과가 낮은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3).

이들 정책들은 청년층에 대한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직접적 소득보장 정

책이 아니라, 구직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고

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수요 측면의 임금보조 정책이다(김용성, 2014). 하

지만 이 정책들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경력과 직업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기보다, 일시적으로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능에 머무르고 있다

(김용성, 2014).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우, 2013년 150

만 원 이상 일자리 취득률은 21.8%,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18.9%에 불

과했다(이병희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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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임금보조 방식의 청년 정책들이 주로 

노동수요 측면의 개입에 치중해 있었고, 청년고용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질의 측면에서 그 성과는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은 개선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임금보조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노동 공

급측면에서 직접적인 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생활임금과 기

본소득 방식과 같이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정책적 접근들에 대한 비판적 검

토가 필요하다.

(2) 생활임금방식

생활임금제는 낮은 사회안전망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권순원, 2014), 2013년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한 뒤 급속

도로 확산되어 2015년 현재 전국 지자체 244개 중 53개 지자체가 시행 중

이거나 2017년 전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생활임금추진단, 

2015). 이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시작된 운동이 미국과 영국, 캐나

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황선자, 

2014)과 맥락을 같이 하며, 국내에서는 2007~2008년 노동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생활임금 캠페인의 성과가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다. 

국내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포괄성이 매

우 낮지만 금액은 더 높은 일종의 준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다. 금액 수준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의 포괄 범위, 임금구성체계에서 산입 범위, 결정 기

준, 결정 방식 등 모든 측면에서 각기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임금제 운

영의 결과는 대상자에게 선별적,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민주정책연구원(2016)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

은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본청 소속의 직접고용 근로자만 대상으

로 하는 경우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의 직접고용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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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위탁 및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협소

한 포괄 범위의 주요 원인은 상위법 위반 가능성, 그리고 제한된 지자체 예

산이다. 이는 20% 이상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수는 극히 적은 이유이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생활임금제의 

적용 범위가 선별적인 탓에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이 지역 내에서 

제도 시행 이전보다 더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최저임금이 생활비용으로 불충분하므로 떠오른 대안이 정

말 충분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이에 비하면 차라리 부차

적이다. 게다가 다양한 결정 기준, 산입 범위는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의 지

역별 격차까지 발생시킨다. 최저임금은 효과적으로 운영될 때 임금격차를 

축소시키지만 생활임금제는 지역별로도, 지역 내에서도 동일노동에 지불되

는 임금의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통일되지 않은 결정기준, 산입범위, 적

용 대상으로 인해 지역별, 지역 내에서 동일노동에 대해 다르게 지불되는 

임금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문제인 것이다. 

(3) 기본소득 방식

앞서 논의한 임금보조 방식과 생활임금 정책이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

로 임금과 연동된 정책적 지원 방식이라면, 기본소득 방식은 고용이나 임금

과 연동되지 않는 보편적 소득보장으로서 새로운 청년지원 정책으로 논의

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서비스경제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복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로써 등장하였다(김혜

연, 2014). 완전고용이 전제되었던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노동과 복지급

여를 연동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전략이 지속 가능하였으나,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완전고용이 붕괴되고 더 이상 이러한 전략은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백승호, 2010) 새로운 대안적 복지제도로서 기본소

득 논의가 확대되어 왔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실업과 고용관계, 임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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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보험의 배제 등의 측면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불안정

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용을 전제로 한 청년 정책은 더 이상 지속이 

어렵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물론 

기본소득 관련 논의에서 청년 기본소득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

은 최근의 일이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도덕적ㆍ철학적 

원칙(강남훈ㆍ곽노완ㆍ이수봉, 2009 ; Van Parijs, 1995, 2010 등), 기본소

득의 장단점과 필요성(서정희ㆍ조광자, 2008; Ackerman and Alstott, 

2010; Wright, 2010 등),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강남훈, 2009, 2010; 

김교성, 2009; 백승호, 2010 등)를 주로 다루어 왔고(백승호, 2010) 청년 기

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다만, 기본소득 모델을 

분석했던 일부 연구들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차등적 기본소득 수준을 제

시하고 있을 뿐이었다(김교성, 2009; 백승호, 2010).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 

또한 왜 청년들에 대해 차등적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 수준은 어

떤 근거에서 도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최근 한국에서 청년 기본소득 논의는 성남시와 서울

시에서 청년만을 위한 청년배당 및 청년수당을 정책으로 도입하면서 확대

되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

여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취업 여부나 소득, 재

산 수준과 상관없이 분기별 125천 원씩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3)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수급조건과 급여 형

태에 있어 성남시와 다른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의 지급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

3) 청년배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청년배당 지급신청서를 관

할 동사무소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청년배당은 매분기의 시작 월 20일 개인별

로 지급된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달리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에 맞는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며, 발급되는 상품권

은 성남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흥업소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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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수당은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시험등록비, 그룹스터디 운영

비 등 실질적으로 취ㆍ창업 준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매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배당 및 청년수당 정책을 살펴보면, 현재 만 24

세를 대상으로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거나, 자산조사 등이 수반되는 정량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형적인 기본소득의 성격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

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 정책들은 왜, 어느 정도 수준의 청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청년정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청년들의 생활비용과 청년수당의 가격결정 

본 연구에서는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가 기존의 고용 중심적 접

근에 머물렀던 임금보조 방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나 기본소득 방식의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소득 성격의 청년수당이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청년 수당의 적절한 수준은 얼

마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의 실제 

소비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청년 수당은 어느 정도이며 그 예산 규

모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다. 

1) 생활비용 파악 방식과 자료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 수준이 적절한지에 관한 판단은 이 제도의 실행이 

갖는 의의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효과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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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소득은 소비를 위한 자원이므로, 기본소득의 목적이 탈상품화든지 아

니면 경제적 행위나 거시경제적 흐름에 있든지, 수급자의 생활비용에 대한 

상대적 수준은 효과의 크기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생활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

나는 이론적으로 도출된 구성 항목들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또는 소비액의 실태 계측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15년 12월 개정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 

계측에 의한 전자의 방식으로부터 중위소득에 의한 후자의 방식으로 변경

한 사례이며,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매년 

제출하는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실태 계측 방식으로 도출된다. 두 방

식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후자는 실태를 반영하여 도출된 

결과이며, 실제 생활비용에 비춰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본

소득 수준을 결정하고, 그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일반적인 소

비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기본소득 수준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19~29세 청년들의 현

재 ‘생활비용’ 수준을 파악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다. 첫

째, 청년이 속한 가구규모와 형태에 따라 생활비용은 달라진다. 청년이 가

구주인 1인 독립가구인지 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2세대 가구인지, 가구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양부모 가구인지 청년 가구원 수가 더 많은 한부모 가

구인지에 따라 생활비용은 다르다. 둘째, 주거형태에 따라 경상적인 소비지

출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월세 생활자의 생활비용은 임대료 지출이 발생하

지 않는 주거형태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고정비용으로 인해 높아지고 소비

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된다. 셋째, 소득의 유무와 규모가 생활비용과 상관

관계를 갖는다. 즉,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 생활자는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

맨다.’ 이는 가구 내에 취업자가 몇 명이고 취업자의 일자리 지위가 소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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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빈도

(비중, %)

경상소득

(원)

가계지출

(원)

19~24세 25~29세

수 비중(%) 수 비중(%)

1
3,801,374 

(22.28)
1,472,286 1,319,201 63,243 2.85 163,929 8.54 

2
4,143,657 

(24.29)
2,981,465 2,397,369 177,971 8.03 357,665 18.64 

3
3,662,667 

(21.47)
4,315,789 3,364,505 625,688 28.24 653,753 34.07 

4
4,287,568 

(25.13)
4,871,295 4,029,145 986,995 44.55 552,415 28.79 

5
966,984 

(5.67)
5,253,227 4,309,902 285,900 12.90 141,506 7.37 

6
164,995 

(0.97)
4,510,876 3,823,813 59,264 2.67 34,532 1.80 

7
23,495 

(0.14)
5,003,357 4,056,669 16,419 0.74 5,675 0.30 

8
9,897 

(0.06)
8,185,352 6,223,842 0 0 8,494 0.44 

9
885 

(0.01)
6,888,449 7,890,697 0 0 885 0.05 

전체
17,061,523 

(100)
3,556,125 2,901,814 2,215,481 100 1,918,853 100

주거 

형태
비중(%)

경상소득

(원)

가계지출

(원)

월세평가액

(천원)

가구주 일

자리 지위

경상소득

(원)

가계지출

(원)

자가 63.22 3,799,248 3,107,700 958 비취업 1,534,876 1,543,026 

무상 주

택
4.09 2,574,357 2,342,076 610 

임금근로

(상용)
4,797,177 3,816,846 

사택 0.56 4,824,367 3,862,875 538 
임금근로

(임시일용)
2,583,068 2,082,013 

전세 16.73 3,585,041 2,788,358 936 고용주 4,974,525 4,093,839 

영구 임

대
1.73 2,908,694 2,225,305 353 자영자 3,480,452 2,716,058 

보증부

월세
13.67 2,720,381 2,302,283 587 

무급가족

종사자
4,804,510 2,983,928 

※ 주 1. 모든 수치는 가중치를 부여한 것임.

2: 월세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점유 면적을 월세로 거주한다고 가정할 때의 금액으로,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함.

<표 6> 월간 경상소득 및 가계지출액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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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 외에도 거시적으로 소득이 위축된 시기에 소비 또

한 위축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함의한다. <표 6>은 이러한 세 가지 고려 사

항에 관한 일반 통계량을 제시한 것이다.

 2) 연령대별 생활비용의 차이와 원인

가구원 수와 가계지출의 상관관계는 소득의 제약으로 인해 단순한 선형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다. <표 6>에서 주거 형태별로 살펴보면 경상소득과 

가계지출 역시 단순한 형태의 상관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보증부 월세 생활

자는 영구임대 생활자에 비해 평균 경상소득이 더 낮지만 가계지출액은 더 

높으며, 전세 생활자보다 평균 가계지출액은 약 50만 원 적지만 평균 경상

소득액의 차이는 85만 원 이상이다. 가구주의 일자리 지위는 경상소득 수

준을 크게 좌우한다. 이와 같이 생활비용 수준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복합

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상의 요인들에 의한 대상의 한정은 파악하고

자 하는 소비 실태의 종류와 긴밀히 연관된다. 본 논문은 자신의 소득 활동

으로 자립하는 청년의 생활비용 규모 추정을 목표로, 보증부 월세 생활을 

하는 1인 가구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정한다.4)

<그림 1>은 보증부 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1인 가구 임금근로자의 연령

대별 평균 소득 및 지출액을 나타낸 것이며, 이때 가계지출은 소비지출에 

조세, 보험료, 이전지출 등을 포괄하는 비소비지출을 포함시킨 금액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임금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연령대에 따른 소득곡선

은 가파른 종모양이다.5) 반면 가계지출은 55세 이전까지 비교적 꾸준하다 

4) 전체 청년 인구에서 1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 청년의 비중은 적다. 그러나 청년이 

가구원으로 속해 있을 때 개별 생활비용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외

에도, 본 연구가 청년의 자구(自救)에 드는 최소 비용 산출을 목표로 하므로 대

상을 한정했다.

5) 30~34세 연령구간의 저점은 일자리 지위 구성에서 비롯한다. 분석 대상 중 

25~29세 연령대의 임시직 비중이 11.5%,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비중은 31.5%

인데 30~34세에서는 각각 39.2%와 3.9%로 임시직 비중이 크게 뛴다. 원인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참가 후 2인 이상의 가구를 구성하는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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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대별 평균 근로소득 및 지출 (2014년 기준)

(단위: 원)

이후 크게 하락하며 소비지출은 가계지출보다 더 완만하게 나타난다. 따라

서 연령대별로 보면 25세 이전과 65세 이후는 소비지출이 근로소득을 초과

한다.

19~24, 25~29세 및 전연령 구간의 평균 근로소득과 지출의 세부 항목별 

지출액 등을 나타낸 <표 7>에서 보듯이, 19~24세의 평균적인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의 규모는 각각 근로소득의 115%와 105%로 부채나 이전소득 없

이 충족할 수 없다. 이 연령대의 소비지출액은 가장 높은 편이지만 근로소

득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평균 근로소득이 거의 두 배인 25~29세의 소

비지출은 단 10만 원 높을 뿐이다. 대부분 소비항목에서 근로소득이 높은 

이 연령대의 지출이 높게 나타나지만 주거 및 수도광열비에 대한 지출은 

19~24세 연령구간에서 더 많이 하고 있다. 물론 연령을 불문하고 12개 소

비항목 중 주거 및 수도광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월

세평가액을 산출하면 전 연령 평균 약 46만 원, 19~24세는 36만 원, 25~29

세는 48만 원이므로, 19~24세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 지출액은 주거에 

연령대라는 점이 복잡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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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19~24 25~29 전연령

근로소득 1,319,669 2,679,696 1,906,606 

가계지출 1,516,421 1,903,486 1,526,765 

소비지출 1,384,845 1,488,285 1,150,61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72,886 
(5.26) 

92,695 
(6.23) 

120,969 
(10.51) 

주류 및 담배
20,096 
(1.45) 

27,718 
(1.86) 

32,653 
(2.84) 

의류 및 신발
118,815 

(8.58) 
130,887 

(8.79) 
73,322 
(6.37) 

주거 및 수도광열
358,299 
(25.87) 

278,726 
(18.73) 

291,587 
(25.34)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10,371 
(0.75) 

18,013 
(1.21) 

18,136 
(1.58) 

보건
31,136 
(2.25) 

99,327 
(6.67) 

59,122 
(5.14) 

교통
247,426 
(17.87) 

265,277 
(17.82) 

128,367 
(11.16) 

통신
51,997 
(3.75) 

78,568 
(5.28) 

64,137 
(5.57) 

오락문화
47,674 
(3.44) 

87,589 
(5.89) 

56,805 
(4.94) 

교육
1,403 
(0.10) 

4,064 
(0.27) 

2,470 
(0.21) 

음식숙박
311,017 
(22.46) 

299,350 
(20.11) 

227,525 
(19.77)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13,725 

(8.21) 
106,072 

(7.13) 
75,518 
(6.56) 

비소비지출
131,576 

(9.50) 
415,200 
(27.90) 

376,154 
(32.69) 

※ 주: 괄호 안은 소비지출 총액 대비 비율(%)

<표 7> 연령대별 평균 지출액 

(단위: 원)

대한 높은 소비성향 때문이 아니라 자산이 없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월세 평가액과 실제 주거비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3) 청년의 자구를 위한 적정기본소득 수준 산출

자산이 없는 청년이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자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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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만약 2014년에 최저임금(5,210원)을 주는 일자리에 취업하여 주 40시

간 전일제로 일했다면 받았을 월 급여는 약 109만 원이다.6) 그러나 평균적

인 가계지출 약 152만 원으로, 전일제 최저임금 일자리의 월급여로는 단 

72% 미만을 충족할 수 있었다. 역으로 전일제로 일하며 가계지출과 소비지

출액을 충족하는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려면 아래 <식 1>에 대입하면 된다. 

는 시간당 환산액, 은 월 지출액이다. 주 5일간 40시간 일했다면 8시간

의 유급주휴를 포함하여 48시간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된다. 

   ×  ÷  ÷ 


   <식 1>

<그림 2>는 <식 1>을 활용하여 연령구간별 평균 가계지출과 소비지

출을 충족하는 시간당 임금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독립 생활자가 자신

의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적정생활임금’이라고 한다면 현

재 최저임금은 적정생활임금에 크게 미달한다. 19~24세 청년이 가계지출 

또는 소비지출을 충족하려면 각각 최저임금보다 약 40%와 27% 이상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90~110%를 받는 영향률은 25세 미만에서 16.1%로 다

른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높고 미달자 비율도 28.1%로 29.5%인 55세 이상 

다음으로 높다(김유선, 2015). 즉, 한국의 청년들이 맞닥뜨린 노동시장 조

건에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조

건 개선을 위한 투자에는 금전적 투입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의 배분이 요

구되지만,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

한 투자는 요원하다. 더 높은 근로소득을 확보하려면 장시간의 노동 또는 

6) 주휴수당의 지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위

반되며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구분하게 하는 통계적 착시

를 일으킨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주 40시간 전일제 최저임금 일자

리의 월 급여는 905,548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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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가계지출과 소비지출

(단위: 원)

부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이는 거시경제적 전망까지 

불안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부양받는 생활을 지연하여 독립을 미루거

나 포기하는 청년들의 선택은 완전히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 청년 

기본소득은 부채 없이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자구 수준으로부터 출발하여

야 한다. 그리고 2014년 현재 불안정한 한국 청년 노동시장 조건하에서, 이

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전일제 최저임금 월 급여와 청년 평균 소

비지출액의 차이 약 30만 원은 일하는 청년의 자구를 위한 최소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19~24세 청년이 소비지출로 정의된 생활비용을 감당하기 위

해서는 최저임금보다 27% 이상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최저임금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어

느 연령대보다 높다. 이하에서는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이와 같이 높은 불

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세 가지 정책설계 모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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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기본소득과 세 가지의 정책구상 

본 연구에서는 앞서 청년층의 실질가계지출 및 소비지출을 살펴봄으로

써 현재 청년들의 소득불안정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따르면, 소득불안

정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청년층 내에서도 19~24세의 청년의 불안정성

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청년을 대상으로 적정생활임금을 위한 

세 가지 정책구상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청년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youth living wage)

첫 번째 정책구상은 19~24세의 청년대상으로만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생

활임금화 하는 것이다. 연령기준을 19~24세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먼저, 최저임금의 90~110%를 받는 임금 근로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25세 

미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고, 근로소득이 가계지출의 72% 미만으로 부

채율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안되었다. 

이러한 대상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사실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 예를 들

어, 영국에는 2016년 올해부터 지역별로 두 종류의 생활임금이 있게 되었

다. 하나는 2001년 런던 동부 지역에서 시작된 캠페인의 성과로 마련된 것

으로, 생활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생활임금재단(The Living Wage 

Foundation)이 설정하는 런던시(London Living Wage)와 런던 외 지역

(UK Living Wage)의 생활임금이다. 다른 하나는 2016년 4월부터 실효되

는 전국생활임금(The National Living Wage)으로, 전국최저임금 수준 설

정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기구인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가 전국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일종의 준최저임금이다. 

두 생활임금 간에 눈에 띄는 큰 차이는 금액인데, 2016년 9월부터 적용

되는 전국최저임금이 ￡6.95, 전국생활임금이 ￡7.20인 데 반해 런던시의 

생활임금은 ￡9.40(런던 외 지역은 ￡8.25)이다. 이와 같은 금액의 차이는 

생활임금 설정의 서로 다른 기준에서 비롯한 것인데, 런던시 생활임금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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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전국생활임금은 중위 소득의 55 %에서 생활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결정

된다. 그러나 제도의 설계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는 전국생활임금이 25세 

이상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숙련과 경력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류 경제학적 관

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낮은 임금이더라도 일자리가 있는 게 낫다는 

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생활임금재단은 전국생활임금이 시장이 수용할만

한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지 생활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19~24세 청년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의 해소를 목표로 최

저임금의 역의 차등화를 고려할 수 있다. 즉, 19~24세 청년에게 할증 적용

되는 생활임금수준의 최저임금 기준선을 도입하는 것이다. 앞의 분석 결과

에 따르면 대상 청년층의 소비지출을 바탕으로 적정기본소득을 계산하였을 

때 월 1,384,845원의 생활비용이 필요하다. 적정생활소득금액이 청년들에

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책정되어야 할 시간당 임금 수준은 <식 1>에 근거

하려 도출해볼 수 있다. 

   ×  ÷  ÷ 
원

,   h=약 6,640원

위와 같이, 청년층을 위한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경우 6,640원으로 ‘청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청년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청년 고

용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한 청년들의 소득안정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추가재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저임금 일

자리가 대부분 저숙련의 서비스직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고용주가 청년

대신 유휴 노인 등으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청년

실업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청년임금보조수당 (conditional to employment) 

두 번째 정책구상은 청년임금보조수당은 위의 소비지출로 계산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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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득금액(1,384,845원)을 19~24세의 청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

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정하고, 청년이 고용되어 얻는 임금수준의 부족 

분 만큼을 임금보조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임금보조 방식

의 형태로 청년에게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도 기준 최저임금만큼의 임금을 받는 청년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이므로, 주 40시간 전일제로 일할 때 월 소득이 1,086,657원이

다. 그런데 19~24세의 적정생활소득이 1,384,845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은 그 차액인 298,188원이 된다. 청년들의 임금이 최저

임금의 90~110%로 수준 및 시간제 또는 단기간의 불안정노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조건을 청년임금보조수당을 지급하여 개선시키고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임금보조수당은 앞서 설명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에서, 취업 

시 청년에게는 취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청년

인턴제를 통해서 청년에게 지급되는 취업지원금과 기업에게 지원되는 인턴

지원금은 일시적 성격의 지원금이며,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법상 ‘중견기업’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독일의 경우도, 사회보험료를 면제하여 사실상의 임금을 보조하

는 방식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90년대 후반 독일은 통일 이후 노동시장

개혁을 진행하면서, 월 325유로 이하, 주당 15시간 이하의 일자리의 종사자

에게는 사회보장부담금은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미니잡의 증

가를 억제하고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해 포괄되는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용주가 임금비용의 22%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이는 고용주에게 큰 차이를 주지 않았으며, 피고용

인들도 정규적인 고용으로 이전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못

하였다(노사발전재단, 2012). 

이후 2003년 독일 사회당 정부가 단행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대

한 전반적인 개혁인 ‘하르츠개혁(Hartzreform)’ 이후의 노동형태로서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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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월 시장 소득 청년임금보조수당 적정생활임금

48 시간* 5,210원** 1,086,657 298,188 1,384,845원

48 시간 6,000원 1,251,429 133,416 1,384,845원

48 시간 6,500원 1,355,714 29,131 1,384,845원

48 시간 6,640원 1,384,845 0 1,384,845원

35 시간 5,210원 792,354 592,491 1,384,845원

30 시간 5,210원 679,161 705,684 1,384,845원

25 시간 5,210원 565,967 818,878 1,384,845원

20 시간 5,210원 452,774 932,071 1,384,845원

*(주당 40시간 + 주휴 8시간)

**(2014년 기준 법적최저임금)

<표 8>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보조수당

(단위: 원)

잡(mini job)이 확산되었는데, 미니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자 보

호법 적용대상을 줄이는 대신 파트타임 근로형태로 최고급여 400유로(약 

58만원)까지는 세금과 공적 사회보험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3년 

1월 1일 미니잡의 소득기준 기존 400유로에서 450유로로 인상되었다(이승

협, 2014). 

임금보조의 경우,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

지만,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임금을 생활임금수준으로 인상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개선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급보다 나을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임금 지원은 고용이 조건이 되는데, 고용주 역시 청년고용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 다만, 두 가지의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용주가 임금보

조를 감안하여 임금인상에 대하여 더욱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최저임금 수

준으로 임금이 하향평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적정생활임금수

준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청년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인 5,210원에서 상승됨에 따라 수당액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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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같은 시간제 근로의 경우도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청년임금보조수

당이 감소하여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다(<표 8> 참조). 

3) 청년기본소득 (flat rate, unconditional)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수정형 기본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명현, 2006).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인구학적 구분이나 근로 여부 등에 

대한 어떤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 완전 기본소득이라면, 수정형 기본소득은 

생애주기에 따른 자격 부여, 급여수준, 사회활동 참여 등의 조건을 부과한

다는 측면에서 완전 기본소득과 다르다(김교성, 2009; 백승호, 2010). 수정

형 기본소득은 첫째, 청년기본소득, 노인 기본소득과 같이 특정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 기본소득(Offe, 1997), 둘째, 기본소득 급여수준 결

정시 국가 재정수준을 고려하여 공공부조 수준보다 약간 낮게 지급하는 부

분 기본소득(van Parijs, 2010), 셋째, 유급 노동뿐 아니라 돌봄, 학업 등 사

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의 참여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참여소득

(Atkinson, 1996)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일시적 기본소득에 

해당하지만, 급여 수준에서는 부분 기본소득과 결합하여 설계될 수도 있고, 

사회적 활동을 전제한 참여소득과 결합하여 설계될 수도 있다.

먼저 기본소득 모형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청년기본소득이 고려될 수 있

다. 하나는, 19~24세의 청년에게 적정생활소득 수준의 기본소득을 무조건

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및 기여, 그리고 미

래의 기여에 대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앞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현재 한국의 19~24세의 소비지출로 계산된 월 1,384,845원의 생활비용 전

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2014년 경활 자료로 해당 연

령 인구가 3,605,100명이었으므로 월간 약 5조 5천억, 연간 예산은 65조 6

천억 원 이상이 예상된다. 이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며, 국가재정수준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는, 이보다 현실적으로 제안될 수 있는 기본소득은 부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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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부분소득의 계산은 앞서 계산한, 19~24세의 적정생활소득 수준인 월 

1,384,845원과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으로 계산된 월 최저소득인 월 

1,086,657원의 차액인 298,188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19~24세의 청년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19~24세의 청년들에게 일

시기본소득으로 정액인 약 30만 원을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은 특정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일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2013년부터 도입된 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 부분기본소득 모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논란의 여지가 존재

한다. 이 중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 재원마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절

에서는 재원관련 문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나머지 논쟁지점들은 

결론에서 간략히 다룬다.

정부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4년 기초연금 소요 예산이 연간 5조 

2천억 원 정도인데, 앞서 설명한 방식의 부분기본소득을 19~24세의 모든 

청년에게 지급할 경우, 기본소득 예산은 연간 12조 9천억 원으로 기초연금 

예산의 2.5배에 해당된다. 따라서 노인, 청년, 여성 등 정책의 우선순위 문

제는 차치하고라도, 청년 부분기본소득의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재정모형은 

강남훈ㆍ곽노완ㆍ이수봉(2009)에서 제안된 이후 강남훈(2010, 2015), 하승

수(2015) 등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최근의 기본소득 재정모형들은 

본 연구의 청년 부분기본소득에서 제안되는 것과 비슷하게 국가재정 여력

을 고려하여 1인당 매월 30~40만 원을 지급하는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

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다. 이들은 증세를 기본적으로 전

제하고 있으며, 생태세, 토지세,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 종합과세,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등을 제안하고 있다. 강남훈(2016)은 모든 개인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예산액을 158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앞서 제안

한 증세 및 세원발굴을 통해 163조 원의 재정마련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

다. 기본소득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홍순탁(2016)은 소득세 등의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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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에 20%를 부과하는 사회복지세 등의 복지증세를 

통해 55.5조 원에서 69.5조 원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 매년 약 15조 원의 예산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약 5조 원이 

청년일자리 정책에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소요예산 약 13조 원은 현재 제안되고 있는 재정모형

에서 고려해 볼 때 재원조달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추가 

세수확보를 청년기본소득에 투입할 것인지 다른 사회복지정책에 투입할 것

인지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복지국

가의 발전과정에서 노동가능인구에 대한 공공사회복지지출보다는 상대적

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지출수준이 높았다는 점(백승호ㆍ안상훈, 2007), 청

년세대의 불안정성 문제는 비단 청년세대에서 머물지 않고, 노후의 생활안

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세수 확보 등 한국 복지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

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가재원을 청년들이 불

안정한 삶의 악순환을 벗어나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본 논문은 한국 청년들의 소비 실태를 근거로 하여 먼저 청년들의 생활

비용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

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적정기본소득이 필요한지를 산정해 보았다. 구체적

으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현

재 가계 지출 및 소비지출을 바탕으로 ‘생활비용’ 수준을 파악하고, 청년의 

적정소득수준 산출해 보았다. 또한 불안정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청년

의 현황 특히, 19~24세의 청년들이 근로소득과 가계지출 간의 차액 분석을 

통해 이들 대상의 적정기본소득 수준을 제안하였다. 이어 한국에서 본격적

인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가능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정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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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였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하였지만, 청년 부분기본소득 제안과 관련하여 다양

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복지국가가 제대

로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청년보다는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88만 원 세대, 3포 세대, 7포 세대’ 등으로 대

표되는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의 악순환은 노후의 생활불안정으로까지 이어

지고, 이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보

다 적극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에 투자가 필요가 있다. 청년은 다른 취약

계층보다 사회적 공공재의 성격이 더 강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관점

에서 비교했을 때도 유례없는 높은 학력에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현재 우리

나라가 청년노동시장과 소득보장에 보다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

요성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노동시장 정책, 과도한 사교육 등 교

육제도의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청년 기본소득만으로 청년

들의 삶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물론 기본소득만으로 모

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함께, 노동시장정책, 교육정

책, 조세 정책, 직업훈련 정책 등에서 근본적인 개혁인 동시에 진행되는 것

은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논쟁 지점들이 존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

른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 부유한 청년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

론, 소득보장보다는 기회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논쟁의 출발로서 청년기본소득 논의가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논쟁들이 활성화되어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의 문

제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과 한국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사

회보장제도의 설계에 대한 논의가 현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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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청년에 대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과 구체적인 정책설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청년수당뿐만 아니라 한국복지

국가에서 사회수당 및 기본소득의 논의가 확대되고,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현실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국 불

안정노동시장과 고용 없는 성장, 확대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고려하였

을 때, 기존의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투자’의 원리가 아

닌, 시민으로서 청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의 

원리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청년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다

변화되고 있는 고용관계 및 청년층의 사회보험 미가입률을 고려한다면, 기

존의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청년불안정 노동시장과 청년들의 소득불안정성은 이제 한국 

사회가 새로운 복지정책의 설계를 구상할 때라는 것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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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precarious youth labour market and policy 

ideas for youth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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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s to calculate the decent level of income for youth 

through examination of the ‘living expense’ level based on the current 

household expenditur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of the youth, 

utilizing the 2014 raw data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by Statistics Korea. Based on our analysis, we suggests three 

possible policy ideas to introduce Youth Basic Income in Korea: Youth 

Minimum Wage as living wage (Youth Living Wage), Youth Wage 

Subsidy (conditional to employment), and Youth Basic Income (flat 

rate, unconditional). Especially, Partial basic income is suggested to be 

provided to youth between 19 and 24 unconditional benefit that is cal-

culated through the difference between youth optimum living income 

서울대학교 | IP: 147.46.182.*** | Accessed 2017/05/01 17:03(KST)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405

level and monthly minimum income based on minimum wage, 

300,000KRW(flat rate) as temporary basic income. This study aims to 

expand discussions on not only the youth allowance but also the social 

allowance and basic income in Korean welfare state, and promote pos-

sibility of actually introducing the Youth Basic Income policy, through 

the analysis and discussions of specific policy design based on the em-

pirical data regarding Korean youth.

Key words: Precarious labour market, Youth employment, 

Youth basic income,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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