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 1. 2018년 활동 보고

1-1. 회원 및 지역네트워크 현황 (2018년 12월 31일 현재)

가. 회원 현황

회원 509명 (2017년 대비 46명 증가)

개인 정회원 484명 (2017년 대비 27명 증가)

단체 정회원 8곳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2곳 신규 가입)

후원회원 17명

개인 정회원은 2018년 1월 1일 현재, 463명이었는데, 한 해 동안 62명이 가입하고 35명이 탈회했다. 

그 결과로 2018년 12월 31일 현재, 개인 정회원은 485명이 되었다. 단체 정회원은 한 해 동안 2곳이 가입하

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

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총 8곳이다. 2018년 1월 정기총

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 생긴 후원회원으로는 한 해 동안 17명이 가입했다.

나. 지역네트워크 현황

지역네트워크: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등 6곳

지역네트워크 준비 중: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등 5곳

1-2. 2018년 주요 행사

1월, 

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개최(국회경제민주화포럼,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

득’ 연구팀 공동주최

제6차 정기총회 개최

2월, 



기본소득광주네트워크 준비모임 간담회 참가

토론회 ‘빈부격차, “똥 소득”으로 줄인다’ 참가 

2018년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3월,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 면담 및 기본소득 개헌 요구안 전달

온라인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4월, 

2018년 지역네트워크 후속워크숍 개최

온라인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제작

5월,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발족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경기/인천/전북 기초단체장 후보자 정책질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은영 녹색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기본소득 정책협약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신지예 녹색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기본소득 정책협약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지역 기본소득 정책 제안 기자회견

6월, 

‘헨리 조지와 지대 개혁’ 출간기념 열린토론회 참가

세계헌법대회 주최자워크숍 B.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적인 삶과 기본소득에 관한 권리’ 참가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1 ‘민주주의와 기본소득’(with 다비드 카사사스) 개최

7월, 

토지공개념 개헌 및 국토보유세 토론회 ‘가라, 종부세, 오라, 국토보유세!’ 참가

2018년 지방선거 ‘기본소득 후보자 간담회’ 개최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대담 ‘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 그리고 기본소득’ 개최

8월, 

제18차 BIEN 대회 발표 및 참가

제18차 BIEN 총회 참가

9월, 

2018년 세계기본소득주간 포토액션 참가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학교 개최



10월,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2 ‘사회정책과 기본소득’(with 마누엘 프란츠만) 개최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개최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학교 개최

11월, 

기본소득 포럼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with 조 크리습) 개최

제1회 온국민 기본소득 대회 추진단 참가

기본소득경기네트워크(준) '기본소득토크 in 경기' 개최

2018년 기본소득 네트워킹 파티 BIG Wave 공동주최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미래를 비추다' 공동주최

2018년 회원의 날 개최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개최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학교 개최

12월, 

2018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 특별프로그램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 정책세미나 공동주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강남훈), 위원(김찬휘, 용혜인), 사회복지 실무위원장(서정희) 및 실

무위원 위촉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후원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학교 개최

1-3. 강연/발표/방송

1월 11일, 안산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컬처75 기본소득 강연 (강사: 오준호)

1월 17일, 홍성 풀무학교 ‘녹색평론 읽기모임’ 동아리 기본소득 강의 (강사: 안효상, 박선미)

3월 21일, 마포구청 복지공무원 대상 마포복지아카데미 강연 (강사: 오준호)

3월 24일, 천안 녹색소비자연대 청소년 강연 (강사: 오준호)

4월 1일, 전주 KBS TV [뉴스9] <집중1>복지 대안?.. ‘기본소득제’ 실험 

4월 2일, 전라남도의회 경제복지포럼 강연 (강사: 김교성)

4월 9일, 전남도의회 경제복지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강사: 김교성)

4월 10일, 서울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강연 (강사: 오준호)

4월 13일,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정책포럼 ‘제4차 산업시대와 사회보장제도’ 발표 (기조강연자: 홍세화, 

발표자: 백승호, 서정희, 토론자: 이명현, 서희원 등)

4월 13일,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연 (강사: 오준호)



4월 25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관련 인터뷰 (인터뷰이: 강남훈)

4월 30일,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관련 인터뷰 (인터뷰이: 강남

훈)

5월 10일, 17일, 24일, 서울 경동고등학교 ‘기본소득과 리얼 유토피아’ 강연 (강사: 오준호)

5월 12일, 제10회 동아시아 사회복지모델 세미나 발표 “외환위기 20년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 한계” (발표

자: 김교성)

5월 15일, LAB2050 국제컨퍼런스 ‘새로운 상상 2018(REIMAGINE 2018)’ <세션 3. 전환의 시대 정책실험, 

어떻게 정책혁신으로 이어갈 것인가?> 토론 (연사: 백승호)

5월 29일, 충북 진천 광혜원고등학교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강연 (강사: 오준호)

5월 29일, 한겨레신문 인터뷰기사 “국민부담률 OECD 평균으로 올리면 모든 국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가능” 

(인터뷰이: 안효상)

5월 30일, 마포 기본소득포럼 발표 (발표자: 강남훈)

5월 30일, 서울 강서구 아름다운행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강사양성 심화과정 ‘장애인과 기본소득’ 강연 

(강사: 김찬휘)

5월 30일, 서울 마포기본소득월례포럼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강연 (강사: 강남훈)

6월 4일, 경제채널 SBS CNBC 방송 <용감한 토크쇼 직설> 출연 (출연자: 안효상)

6월 17일, 서울 대방동성당 특강 ‘빈곤과 기본소득’ (강사: 백승호)

6월 19일,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출간기념 열린토론회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한반도 경제를 향하여’ 

발표 “대한민국을 살리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 정책패키지” (발표자: 강남훈)

6월 21일, 2018년 세계헌법대회 주최자워크숍 ‘전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적인 삶과 기본소득에 관한 

권리’ 토론 (토론자: 백승호, 안효상)

6월 25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월례포럼 ‘미래 가족 변화와 대응 방안’ 발표 “기본소득 변화의 안전망인가 

변화의 지렛대인가” (발표자: 오준호)

6월 27일, MBC 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4부 “미래를 위한 실험, 기본소득제, 왜 필요한

가?” 출연 (출연자: 안효상)

6월 29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제7차 포용사회정책포럼 발표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 

변혁적 대안” (발표자: 김교성)

7월 4일,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 정책토론회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 토론 (토론자: 강남훈)

7월 18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 학교’ 기본소득 특강 1강 ‘기본소득? 그게 뭐죠? 왜 필요해진 

건가요?’ (강사: 김찬휘)

7월 21일, 노동당 기본소득정치연대 강연 “2018년 7월, 기본소득은 어디까지 왔나?” (강사: 안효상)

7월 25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 학교’ 기본소득 특강 2강 ‘기본소득론은 언제 생겼나요? 정당

한 것인가요?’ (강사: 김찬휘)

7월 28일, 김해 독립서점 페브레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저자 강연 (강사: 오준호)

8월 1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 학교’ 기본소득 특강 3강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소득과 권력

을 어떻게 나누나요’ (강사: 이건민) 



8월 4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여름캠프 기본소득 강연 “우리는 꼭 일해야 할까” (강사: 김찬휘)

8월 8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 학교’ 기본소득 특강 3강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소득과 권력

을 어떻게 나누나요’ (강사: 이건민) 

8월 14일, '똥본위화폐' 연구팀 주최 토론회 토론 (토론자: 오준호)

8월 24일, 2018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발표 “기본소득은 어떻게 노동자 소유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발표자: 이건민)

8월 25일, 2018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발표 “공유의 분배정의와 보편복지의 새로운 체제 - 마이드너

의  임노동자 기금론에 대한 비판과 변형” (발표자: 권정임, 강남훈)

8월 25일, 2018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발표 “글로벌 기본소득과 글로벌 공유지” (발표자: 곽노완, 

안현효)

8월 25일, 2018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발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새로운 보편주의로서의 기본소득의 

필요성: 한국의 사례” (발표자: 서정희, 강남훈)

9월 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KPF 디플로마 사회보장제도 마스터과정 ‘복지국가의 변화와 변혁적 대안’ 

(강사: 김교성)

9월 14일, 구로 브런치 인문학 ‘당신의 삶에 기본소득이 생긴다면’(열린숲작은도서관) 강연 (강사: 오준호)

9월 20일,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세계의 기본소득을 묻다’ 강연 (강사: 오준호)

9월 8일, 반포초등학교 독서동아리 ‘책나들이’ 특강 (강사: 오준호)

10월 5일, 한뼘인권행동 <'권리'로 알아가는 인!권?교육> 1주제 기본소득 강의 "기본소득이 무엇이며 왜 필요

한가" (강사: 오준호)

10월 8일,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현권/설훈/송옥주/정성호/조정식 국회의원 주최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

세 토론회 발표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발표자: 강남훈)

10월 12일, 2018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2018년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DNA를 찾아서> 기획주제 

II. ‘분배 4.0, 새로운 분배 패러다임의 모색’ 발표 1. “플랫폼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발표

자: 백승호/남재욱/이승윤)

10월 12일, 2018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2018년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DNA를 찾아서> 기획주제 

II. ‘분배 4.0, 새로운 분배 패러다임의 모색’ 발표 2.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발표자: 서정희)

10월 12일, 2018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2018년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DNA를 찾아서> 기획주제 

II. ‘분배 4.0, 새로운 분배 패러다임의 모색’ 토론 (토론자: 안효상)

10월 12일, 한뼘인권행동 <'권리'로 알아가는 인!권?교육> 1주제 기본소득 강의 "세계의 기본소득 실험과 

실제" (강사: 김찬휘)

10월 19일, 경기도의회 2018년 추계정책토론 대축제 ‘지역언론의 공공성, 언론기본소득 토론회’ 주제 발표 

(발표자: 강남훈)

10월 19일, 한뼘인권행동 <'권리'로 알아가는 인!권?교육> 1주제 기본소득 강의 "우리는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강사: 오준호)

10월 20일, 부산 사하구 주민 기본소득 강연 (강사: 오준호)

10월 26일,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년 추계 학술대회 기획주제 발표 “새로운 분배 실험: 전북기본소득네트워



크의 쉼표 프로젝트의 의미” (발표자: 서정희)

10월 30일, 고양 행신고 기본소득 특강 (강사: 안효상)

10월 30일, 안산 와리마루 작은도서관 & 중앙대-한국외대 '접경인문학연구단' 주최, 안산 ‘우리마을 인문학’ 

강연, “‘가사노동에 임금을!’ 하고 외친 여성들” (강사: 오준호)

10월 30일, 안산 우리마을 인문학 프로젝트 특강 ‘왜 그녀들은 가사노동에 월급을 달라고 했을까’ (강사: 

오준호)

10월 31일, 노원시민인문학당 강연 “당신의 삶에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강사: 오준호)

11월 7일,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주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 청년복지

정책 토론회’ 발제 “경기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제자: 강남훈)

11월 7일, 기본소득경기네트워크 준비모임/노동당 경기도당 공동주최, 토크콘서트 ‘기본소득 in 경기: <기본

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작가와의 만남’ (강사: 오준호)

11월 8일, ‘2018 정책과 대안 포럼 - 장애 정책 박람회’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 토론회 

발제 (발제자: 김찬휘)

11월 8일, 15일, 22일 하자네트워크학교 ‘교사연수 02 기본소득이 온다. 새로운 상상이 온다’ 강연 (강사: 

김찬휘)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당원모임 기본소득 강연 (강사: 강남훈)

11월 21일, 경기도 주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주제 발표 “소득주도성장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발표자: 강남훈)

11월 22일, 2018 경기학 학술대회 기획 섹션 3: 경기지역 공동체 ‘세대 공존’ “주제 3. 기본소득, 미래 세대 

일자리의 대안인가?” 발표 (발표자: 곽노완)

11월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11월 토론회 "지역사회 복지운동 길을 묻다. 두번째: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만나는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발제 (발제자: 서정희)

11월 27일, 전주 JTV 인터뷰 (인터뷰이: 서정희)

11월 28일, 노동당 울산시당 월례강좌 “왜 기본소득이 우리의 권리인가” (강사: 오준호) 

11월 29일, 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 세미나 “기본소득실험: 핀란드의 경험” 발제 (발제자: 백승호)

12월 3일,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주최, 2018년 12월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미사 "12월 특강: 품위 

있는 삶은 가능할까?(기본소득에 대해)" (강사: 강남훈)

12월 4일,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 토론회 '청년의 삶과 기본소득' 강연 (강사: 용혜인)

12월 7일, 광주광역시/광주청년센터 주최, 2018 청년도시컨퍼런스 '정책회의 1 오픈테이블 세션 2 : 광주 

청년 기본소득 실험의 가능성' 토론 (토론자: 조문영, 성이름, 용혜인)

12월 18일, 유승희 의원실 토론회 ‘포용적 성장과 기본소득’ 발제 (발제자: 강남훈)

1-4. 도서/논문/기고문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지음,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년 2월.



가이 스탠딩 지음, 안효상 옮김,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비, 2018년 7월.

정기석 지음,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삶창, 2018년 11월.

곽노완, “지구기본소득과 지구공유지의 철학”, <마르크스주의 연구> 15(3), 2018년.

권정임, “에너지 전환과 공유사회”, <인문사회 21> 9(5), 2018년.

______, 강남훈, “공유의 분배정의와 보편복지의 새로운 체제: 마이드너의 임노동자 기금안에 대한 비판과 

변형”, <사회경제평론> 31(3), 2018년.

금민, “최저임금제는 앞으로도 유효할까?”, <시대> 제57호(2018년 4월호), 박종철출판사.

____, “탈노동 사회(post-work society)와 탈자본주의(Postcapitalism)”, 2018 비판사회학대회 “신자유주의 

극복과 포용을 위한 사회적 모델” 기획세션5 <대안>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의 포용적 사회경제모델 

탐색” 발표문, 2018년 10월.

김교성, 이나영, “젠더협곡을 넘어 젠더정의로: 가부장적 복지체제의 균열과 변혁적 대안”, <한국사회복지

학> 70(2), 2018년.

김태호, “[서평] 복지가 아닌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어떻게 해야 시행할 수 있을까?(『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이 스탠딩 지음, 안효상 옮김, 창비, 2018년)”, <시대> 제61호(2018년 10월호), 

박종철출판사. 

박선미, “[기본소득 소식]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회원의 밤, 그리고 BIG Wave”, <시대> 제64호(2018년 

12월호), 박종철출판사.

______, “[기본소득 소식]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참가기”, <시대> 제61호(2018년 9월호), 박종

철출판사. 

백승호, 기획 4.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복지국가 혁명”, <복지동향> 제232호(2018년 2월호), 참여연대.

______, “플랫폼 노동자와 소득보장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복지이슈Today> 67, 2018년. 

______, 남재욱, 이승윤, “한국 플랫폼경제의 노동시장구조와 일에 대한 질적 연구”, 2018 사회정책연합 공동

학술대회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DNA를 찾아서” 발표문.

______, 이승윤,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3호, 2018년.

서정희, “새로운 분배 실험: 전북기본소득네트워크의 쉼표 프로젝트의 의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년 추계

학술대회 기획주제 발표문, 2018년 10월.

______,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실현”, <시대> 제59호(2018년 6월호), 박종철출판사. 

______,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45(4), 2018년.

______, 백승호,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장 개혁”, <시대> 제56호(2018년 3월호), 박종철

출판사. 

안효상, “[서평] 구체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

상>”, <시대> 제57호(2018년 4월호), 박종철출판사.

______,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국가보너스 계획을 위한 합리적인 혁명”, <시대> 제57호(2018년 4월

호), 박종철출판사.

______,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삼중 혁명”, <시대> 제56호(2018년 3월호), 박종철출판사. 

______,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해터슬리의 국민배당”, <시대> 제64호(2018년 12월호), 박종철출판사.



오준호, “임대수익을 시민에게로: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참가기“, <한겨레21> 제1231호(2018년 

10월 1일).

______, “핀란드와 캐나다의 기본소득운동을 듣다: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얀 오토 안데르손•

에블린 포르제 인터뷰”. <시대> 제61호(2018년 10월호), 박종철출판사. 

용혜인,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활동을 돌아보며”, <시대> 제61호

(2018년 10월호), 박종철출판사. 

이건민,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Labour Supply”.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1호, 2018년 2월.

______, “기본소득은 어떻게 노동자 소유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경제민주주의를 향한 투 트랙 전

략”, <시대> 제61호(2018년 9월호), 박종철출판사. 

______,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테크니컬 노트”. Alternative Working Paper No.5.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년 10월.

______, “[대전환의 밑그림] 삶 전환의 열쇳말, 기본소득”. <녹색전환연구소 전환소식>, 2018년 10월.

______, “안심소득제 (연구) 비판”, <시대> 제56호(2018년 3월호), 박종철출판사. 

______, “지금 여기,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비판사회정책> 59, 2018년, 비정규 논문.

______, “‘탈자본주의 기본소득론의 입장에서 기술유토피아주의와 러다이트 좌파에 대한 비판: 탈노동사회

(post-work society)와 탈자본주의(Postcapitalism)의 구분을 중심으로’에 관한 토론문”, 2018 비판사

회학대회 “신자유주의 극복과 포용을 위한 사회적 모델” 기획세션 5 <대안>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의 

포용적 사회경제모델 탐색”, 2018년. 

이지은,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조문영, “공생을 위한 기본소득”, <한겨레> 2018년 7월 4일.

한인정, “기본소득 담론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년.

1-5. 기본소득 뉴스레터 오피니언

[2월 오피니언] 암호화폐, 금융위기의 불씨인가 공유경제의 타산지석인가 (기고자: 곽노완)

[3월 오피니언] 복지국가 혁명과 기본소득 (기고자: 백승호)

[4월 오피니언] 기본소득에 우호적이었던 여건들이 그 확대를 구속하는 여건이 되지 않으려면… (기고자: 

신종화)

[5월 오피니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실현의 가능성과 바람직성 (기고자: 서정희)

[6월 오피니언] 가족의 변화에서 기본소득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기고자: 오준호)

[7월 오피니언] 기본소득실험 쉼표프로젝트와 지역네트워크의 방향 (기고자: 정우주)

[8월 오피니언] 성서에 비추어본 기본소득 (기고자: 이영재)

[9월 오피니언] 데이터 기술 R&D PIE는 ‘공유지분권에 입각한 사회배당’과 결합되어야 한다 (기고자: 금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