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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소득의 개념



• 정의: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정기적 현금배당

• 특징: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배당, (충분성)

기본소득의 정의와 특징

•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

공유부(공통부)의 정의

• 자연적 공유부(토지, 햇빛 등), 역사적 공유부(지식 등), 인공적 공유부(빅데이터 등)

•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 Herbert A. Simon: 197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모든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에 의해서 축적된 지식에서 유래한 공유부

• 70%를 과세하여 공공재정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본소득으로 분배

공유부의 종류와 특징



기본소득의 개념적 위상

추상화수준

고수준범주 복지국가

중수준범주 소득보장 의료보장, 서비스보장

저수준범주1 기본소득,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돌봄서비스 등

저수준범주2 예산중립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충분기본소득등
확정기여국민연금, 범주형공공부조등

• 잘못된 비교들: 기본소득 vs 복지국가(보편적 복지)

• 기본소득이 아닌 제도들: 예술인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안심소득제, NIT

• 청년기본소득 ?



복지의 두 가지 원리와 기본소득

• 복지의 제 1 원리 : 권리보장

• 시민권에 기초한 자연적, 천부적 권리

• 공유부배당 기본소득, 인구학적 범주의 수당(아동수당 등)

• 사민주의 복지체제가 지향하는 주요 원리

• 평등, 사회적 연대, 탈상품화 수준이 높은 사회

• 복지의 제 2 원리 : 욕구보장

• (신, 구) 사회적 위험이라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욕구

• 자산조사, 기여-보상, 전문가 진단(장애 등)의 기준

•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체제가 지향하는 주요 원리

• 강한 이중구조(수급자-납세자), 시장에서의 계급/계층화 수준이 높은 사회

• 재분배의 역설

• (선별적)욕구보장과 (보편적) 권리보장의 원리가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된 사회에서 불평등 수준이 낮음



2. 기본소득의 필요성



1) 자본주의의 변화와 복지국가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플랫폼자본주의

균열일터, 균열노동 확산
SER 해체:불안정 노동자 양산

자본주의의 변화: 토지, 노동, 자본 à 가상토지, 액화노동, 디지털자본

자본축적방식 변화: 노동력 → 데이터
불안정 노동의 공고화: 플랫폼 노동

노동력의 상품화에 기반한 자본축적
표준적 고용관계(SER)

상품생산: 노동자à기계

의사결정(생산,유통,물류, 재
고관리 등): 전문경영인의 경
험적 데이터 à 사물인터넷
으로 축적된 빅데이터



1) 자본주의의 변화와 복지국가

노동 없는 미래 전망들(WEF 2016, Frey & Osborne 2013 등 )

700만개

200만개

1차적 분배의 왜곡 !!



1) 자본주의의 변화와 복지국가

생산성과 고용의 탈동조화(Brynjolfsson &McAfee,2014) 1차적 분배의 왜곡 !!



1) 자본주의의 변화와 복지국가

1차적 분배의 왜곡 !!

2015



1) 자본주의의 변화와 복지국가

1차적 분배의 왜곡 !!



1) 자본주의의 변화와 복지국가

제조업 남성고용 감소
서비스업 여성 불안정 노동의 증가



1) 자본주의의 변화와 복지국가

보상받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 자유노동, 그림자노동

고용형태의 다각화 (액화노동)à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제도적 부정합 확대

Youtube creator 배달앱

1차적 분배의 왜곡 !!

2차적 분배의 왜곡 !!



2) 플랫폼 자본주의의 특징 :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데이터의 기록과 추출, 저장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데이터의 양과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빅데이터) à 생산, 물류, 유통과정 최적화, 노동통제 à 수익창출

•데이터의 추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두 개 이상의 그룹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인프라

•소비자, 광고주, 물리적 물체 등 다양한 사용자들을 모두 엮어주는 매개 역할을 함

à 데이터를 추출, 기록 저장하는 특권적인 접근권을 가지게 됨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독점화됨 à 선순환적 데이터 추출이 가능

•종류: 광고플랫폼, 상품플랫폼, 중개플랫폼, 클라우드플랫폼(이상 서비스업), 산업플랫폼(제조업), 

‘플랫폼 자본주의’



2) 플랫폼 자본주의의 특징 :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1962년 1982년 2002년 2012년 2017년

기업 피용인 기업 피용인 기업 피용인 기업 피용인 기업 피용인

AT&T 564 AT&T 822 Exxon 93 Apple 76 Apple 123

DuPont 101 Exxon 173 GE 315 Exxon 77 Google 88

Exxon 150 GE 367 MS 51 Google 54 Microsoft 124

GM 605 GM 657 Pfizer 98 Microsoft 94 Amazon 566

IBM 81 IBM 365 Walmart 1400 Walmart 2,200 Facebook 25

플랫폼기업의성장

자료1: Davis, G. F. (2016). The vanishing American corporation: Navigating the hazards of a new economy. Oakland, CA: Berrett-
Koehler Publishers: p.193.
자료2: 2017년자료는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


2) 플랫폼 자본주의의 특징 :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직접적 생산과정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데이터 추출, 빅데이터 구축

à 알고리즘 기술과 결합 à 가치창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산된 부(공유부)는

•빅데이터 형성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되기 보다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



2) 플랫폼 자본주의의 특징 :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자료: Koh, Santaeulalia-Llopis & Zheng(2016)

미국의노동, 전통적자본, 지식재산생산자본소득의분배율변화



3) 플랫폼 자본주의 진단과 비판

플랫폼 기업에 의한 부의 독점 문제

노동권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플랫폼 노동

사회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

• 사회보험법또한근로기준법상근로자기준(직장가입자)

• 플랫폼노동자는소득의약15.2%를 (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료로본인부담

• 고용, 산재보험은배제

• 빅데이터를통해창출한공유부( common wealth)

• 자본축적방식의변화와함께사회정의가왜곡되고있음

• 보호의범위를임금근로자로제한하고있는근로기준법

• 플랫폼노동은근로자성을인정받지못하고있음



3) 플랫폼 자본주의 진단과 비판

개인들의인생계획에따라행동할수있는효과적인능력과자신의삶에영향을미치는
집단적결정에의 실질적참여를가능하게하는능력제한

부와 소득의 불평등

실질적 자유 제한

정치정의 제한

플랫폼자본주의는이전자본주의보다부와소득의불평등을더욱심화시킴으로써개인의
자유와자율의실현을불가능하게한다(Wright, 2012)

부유한사람들과기업들은정책결정자에게접근할수있는더많은
네트워크를가지고있고, 로비를통해정치인과관료에게영향미침
1인 1표라는형식적민주주의는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깊은유착관계로
심각하게훼손됨



4) 대안 논의들 (1) 완전기본소득

플랫폼자본주의에서의사회정의에가장부합하는것은공유부배당기본소득

• 어느 누구의 노동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공유부는 사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모두에게 평등하

게 분배되어야 한다

• 자연적 공유부:토지 등 자연자원을 통해 창출된 부

• 인공적 공유부:지식,정보,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해 창출된 부



4) 대안 논의들 (1) 완전기본소득

플랫폼자본주의에서의사회정의에가장부합하는것은공유부배당기본소득

• 공유부배당아이디어의기원

• 18세기말토마스페인과토마스스펜스의토지소유권에대한문제의식

• 토마스페인(1796)토지정의

• 10%상속세à국가기금à21세에게 15파운드 일시금, 50세 이상에게 매년 10파운드지급

• 토마스스펜스(1797)유아의권리(The Right of Infants)

• 토지점유는 찬탈과 정복에 의한것 à 공유화à임대수익à공무원 봉급, 공공사회서비스확출, 그리고 모두

에게 배당



4) 대안 논의들 (1) 완전기본소득

플랫폼 자본주의에서의 사회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

• 공유부배당아이디어의현재적의미

• 생산의 3요소(토지,노동,자본)의속성변화

• 플랫폼자본주의에서는

• 가상토지(인터넷)에서

• 자유노동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공유자원)를

• 자본이 알고리즘 기술과 결합하여 부를 창출(공유부)

• 이렇게창출된부는공정하게분배되고있지않음à사회적부정의

• 공유부를 어떻게 기금화하고 배분할지는 사회적 합의(정치)의 문제



4) 대안 논의들_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소득 변형들

참여소득형

정치배당형

생태배당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전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
• 수급요건에행위조건을부과함
• + 정치적실현가능성을높일수있는대안
• - 사회적으로유용한활동목록에대한사회적합이용이하지않음→ 비효율적행정비용수반

•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후원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 Ackerman & Ayres(2002): 모든시민에게 50달러직불카드’지급
• 주권자정치배당 (강남훈), 정치기본소득(앤드류양, 피케티)

• 지구적 차원의 기후위기와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는 기본소득
• 녹색기본소득(강상구, 2019) 탄소배출량줄이는활동에참여할경우포인트지급
• 스위스, 환경보호법에따라난방화석연료사용에징수한이산화탄소부담금을모든시민들에게균등하게배당

지역화페
기본소득형

사회수당형

사회적
지분급여형

안정화
기본소득형



4) 대안 논의들_기본소득 변형들

지역화폐형

사회수당형

사회적
지분급여형

안정화
경기조절형

•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 성남시청년배당, 경기도청년기본소득
• 지역경제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미침

• 시민권과 조세에 기반하여 특정 인구집단의 개인을 대상으로 정액의 급여를
소득수준이나 고용상태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

• 성남시청년수당, 청년기본소득(이승윤,이정아,백승호)

•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국가가
일정액의 현금을 한 번에 지급하도록 하는 제안

• Ex. 정의당청년사회상속제

기본소득 + 자동안정적 경기조절장치 요소(Standing, 2018)
통화량의수축에따라불황지속시→ 변동기본소득지급액증대

인플레이션에따른호황지속시→ 변동기본소득지급액감소

참여소득형

정치
기본소득형

생태
기본소득형



3. 단계적 실현 모델들



1)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 모델

김교성(2009): 범주별 차등 기본소득안

백승호(2010): 과세방안을 결합한 기본소득안



1)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 모델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2017): 기본소득 도입 로드맵

무조건성 강조형 → 급여불충분형 → 완전기본소득



1)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 모델

강남훈(2019): 시민기본소득 과세원칙 제안

- 모두에게 정률비례과세(가계귀속소득에 10% 정률과세)

- 목적세 방식(기본소득세) + 토지공통부과제(토지세)+환경세

- 납세액과 기본소득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설계

- 월 30만원 기본소득안(연간 약 180조)

120 30 30

시민소득세 토지세 환경세

재정환상 제거

정치적 실현가능성 높임



1)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 모델

LAB2050의 국민기본소득제안(2021년 월 30만원)

- 기초법 생계급여는 기본소득 액만큼만 대체

- 기존 소득세 재원 활용

- 소득공제폐지, 기본소득세를 통한 조세누진성 강화

- 모두에게 과세, 면세제도 폐지

- 4대보험은 현행대로 유지

- 개인 연소득 4,700만원 이하에게 유리한 기본소득



1) 단계별 기본소득 도입 모델

2017년 기준
111조는 1인당 약 20만원,
282조는 전체 인구에게 약45만원의
완전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

참고: 증세모델들에서 고려하는 한국의 재정 여력

기준 한국 OECD 차이 GDP(조) 재정여력

조세부담률의 차이(2018년) 21.2 24.9 3.7 1,893.5 70조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차

이(2018년)
21.2 34.2 13.1 1,893.5 248조

재정적자비율 차이(2016년) 1 -1.7 2.7 1,740,780 47조

공공사회지출 차이(2018년) 11.1 20.1 9 1,893.5 170조



2) 기본소득 기반 해방적 복지국가 모델(백승호, 이승윤, 2019)

첫째, 공유부 배당의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둘째,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공유부에 대한 과세나 공유부 지분권 등을 통해 마련한다

넷째, 충분한 사회서비스는 기본소득 중심의 소득보장제도가 목적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셋째,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형된 형태의 다양한 제안들을 사회적 맥락과 조건에 맞게 결합할 수 있다

다섯째, 현행 사회보험은 소득 보험의 형태로 개혁한다



2) 기본소득 기반 해방적 복지국가 모델(백승호, 이승윤, 2019)

GDP(10억) 주민등록인구(명) 월 기본소득

Parijs 안
GDP 25%

1,893,497
(2018 기준)

473,374.25 51,826,059 761,158.67 

장기
GDP 15%

284,024.55 51,826,059 456,695.20 

중기
GDP 10%

189,349.70 51,826,059 304,463.47 

중장기 완전기본소득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
즉, 중기단계에서 전체 시민(거주권기준)에게 GDP의 10%(약 30만원) 공유부를 배당하는 기본소득



아동 및
청소년

단기 중기 장기

만19세 - 만29세
(월 30만원)

만19세 - 만24세
(월 30만원)

만0세 - 만18세
(월 20만원)

만0세 - 만12세
(월 15만원)

※19.09 현재 0-7세 월 10만원

청년 중단기 ‘청년기본소득’ 특징

1) 참여소득

정치배당, 녹생활동, 돌봄, 교육, 취업등

2) 청년주체 전달기관관리및 지급

청년청등청년중심의전달체계및운영

3)  모바일 화폐

국내사용만가능

중장년 및 노인 포괄
(만0세-만30세 +)

2) 기본소득 기반 해방적 복지국가 모델

단기(2020-2022년) 정책제안 : 아동청소년 및 청년 기본소득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국가 아동수당 가처분소득대비 총소득대비

오스트리아 435,789 12.4 13.1

호주 481,813 16.1 13.4

벨기에 319,680 10.6 8.2

캐나다 196,197 7.9 7

체코 95,197 12.3 12.1

덴마크 311,145 18.5 6.6

핀란드 269,440 10.1 7.7

프랑스 140,693 5.3 4.4

독일 394,240 11.6 9

아일랜드 356,053 10.3 10.5

이태리 142,827 6.8 5.9

일본 81,300 2.9 2.4

룩셈부르크 589,760 13.7 13.7

네덜란드 183,040 5.8 4.5

뉴질랜드 147,043 7 6

노르웨이 309,965 7.7 6.1

폴란드 71,040 5.5 5

슬로바니아 35,721 6.2 6

스웨덴 261,857 9.6 7.4

스위스 361,015 8.1 7.3

영국 229,779 6.4 5.2

OECD평균 257,790 9.3 7.7

2) 기본소득 기반 해방적 복지국가 모델
단기(2020-2022년) 정책제안 : 아동청소년 및 청년 기본소득

현재 : 0-7세 대상 월 10만원
- 만 12세 확대, 월 15만원 인상
- 만 18세 확대, 월 20만원 인상

대상 및 급여수준 국제비교분석
• 한국 6세 미만
• 스웨덴 16세 미만
• 독일 18세 미만
• 영국 16세 미만
• 호주 15세 미만

기본내용

<표 4> OECD 주요 국가의 아동수당 급여 규모 (단위: 원, %)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2) 기본소득 기반 해방적 복지국가 모델

단기(2020-2022년) 정책제안 : 아동청소년 및 청년 기본소득

<표 5> 아동청소년기본소득도입시소요재원추계

1) 0-12세의 경우 2022년까지는 월 15만원, 2023년부터는 월 20만원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0-12세(명) 5,386,197 5,241,049 5,074,185 4,890,179 4,750,770 4,629,950 

소요재원(연간, 십억)1) 9,695 9,434 9,134 11,736 11,402 11,112 

13-18세(명) 1,731,020 1,563,572 1,441,368

소요재원(연간, 십억) 4,154 3,753 3,459

총 계(십억) 9,695 9,434 9,134 15,891 15,154 14,571

GDP 대비(%) 0.5 0.5 0.4 0.7 0.7 0.6 

소요재원



청년
기본소득

2) 기본소득 기반 해방적 복지국가 모델

단기(2020-2022년) 정책제안 : 아동청소년 및 청년 기본소득

기본내용

- 2018년 기준 총 GDP 10%를 주민등록 인구에게 모두 배당할 경우 예상되는 금액 1인당 약 30만원.
- 우선 청년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인구집단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감 (무조건성 강조형)

• 단기 : 19-24세 청년 월 30만
• 중기 : 19-29세 청년 월 30만원

왜 청년 기본소득이어야 하는가?

1. 플랫폼 자본주의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고용중심적 접근으로는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 문제 해결하기 어려움

2. 청년세대의 불안정성 문제는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연관

3. 성공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



청년
기본소득

2) 기본소득 기반 해방적 복지국가 모델

단기(2020-2022년) 정책제안 : 아동청소년 및 청년 기본소득

기본내용



청년
기본소득

2) 기본소득 기반 해방적 복지국가 모델

단기(2020-2022년) 정책제안 : 아동청소년 및 청년 기본소득

소요재원

<표 6> 청년기본소득재정소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9-24세인구 3,953,835 3,845,103 3,675,069 3,485,876 3,330,614 3,140,043 

소요재정(연간,십억) 14,234 13,842 13,230 12,549 11,990 11,304 

25-29세인구 3,581,957 3,487,886 3,401,461 

소요재정(연간,십억) 12,895 12,556 12,245 

총 계(십억) 14,234 13,842 13,230 25,444 24,546 23,549 

GDP 대비(%) 0.7 0.7 0.6 1.2 1.1 1.0



아동 및 청년
기본소득

2) 기본소득 기반 해방적 복지국가 모델

단기(2020-2022년) 정책제안 : 아동청소년 및 청년 기본소득

소요재원 : 종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아동청소년 9,695 9,434 9,134 15,891 15,154 14,571

청년 14,234 13,842 13,230 25,444 24,547 23,549 

총계(십억) 23,929 23,276 22,364 41,335 39,701 38,120

GDP대비(%) 1.2 1.1 1.1 1.9 1.8 1.7

<표 7> 아동청소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소요재원



3) 기본소득 실행 시 결합 가능한 대안들

참여소득형 모델 지역화페형 모델 새로운 전달체계
생태배당

기본소득

•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자원봉사활동, 정치활동, 시
민사회활동)

• EX. 서울시 청년수당
• 어떤것이 사회적으로 유용

한 활동인가? → 활동제한

•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
• 경제적 효과 극대화
• EX. 성남시, 경기도
• 모바일 화폐
• 지지기반 확대 및 실현가

능성 상승

전환적 발상
• 청년이 주체가 되어 기본

소득을 관리하는 조직
• 다양한 활동 개발 및 진행
• EX. 서울 청년청

오염원천에 부과하는 방식
VS 부가가치세 방식

2017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약 15.6조원(GDP의 0.9%),
여기에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30조원을 목표로 환경세를 추가적
으로 부과하여 GDP의 약 2.6%를 생태배당에 사용

(강남훈, 2019)



4. 기본소득 논쟁



예산제약론

•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것의 본질이 사회정의, 분배정의 실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산과 비용이 많이 든

다는 이유로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이다혜, 2020). 

• 국제인권법,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하는데도 이미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이주영, 2016), 인종과 성

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 노동3권을 실현하는데 집행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이다(이다혜, 2020).

•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의 크기는 그 사회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 성숙도가 낮은 경우 낮은 수

준에서 시작하여 높은 수준으로 예산의 크기는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본소득의 충

분성 수준이 낮은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권리는 돈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정’ 그 자체

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충분성에 대한 비판은 복지를 욕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역사

가 권리의 확대 과정이었다는 것의 의미는 복지의 관대성, 충분성이 확대되는 과정이었음을 의미한다.

• 그 동안 한국복지국가가 저발전에 머물렀던 이유는 복지보다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가 우선이라는 예산제약론

에 있었다. 예산제약론의 본질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저지하는데 있다.



예산제약론

•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제한을 두는 우려는 하나의 관념에 기초한다. 정부의 재정도 가정경

제 혹은 기업과 마찬가지 원리로 운영된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민간의 재정 운영 원리에서 결정적

으로 중요한 차이를 무시하는 주장이다. 정부는 스스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지만, 민간은 그렇지 않다. 어색하

지만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은, “정부는 스스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데, 왜 빚을 내야 할까?”이다.

• 정부 부채는 후세대가 갚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도 정부부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환한 사례가 없다. 과

거 빚은 차환될 뿐입니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건강한 경제, 생산성 높은 경제다. 긴축재정은 미래세대

에 저생산성, 후진 경제를 물려주게 된다.(전용복, 2020, 정부가 빚을 져라 : 코로나 이후 세상을 위한 경제학. 

발간예정)



예산제약론

• 부과방식(pay-as-you-go) 연기금이 파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만큼 통화를 창조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지급하는데 그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

렇습니다. (연금을 포함하여 사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보다는) 연금 수급자들이 구매할 실물 자산을 충

분히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 (미국 연준 전 의장 그린스펀의 발언 https://www.youtube.com/watch?v=vDMgGmk4vYA).

https://www.youtube.com/watch%255C%3Fv=vDMgGmk4vYA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 비교에서 숨기고 있는 것들

“한국의 모든 현금복지지출을 더하면 총 73.4조원이 된다. 이를 전국민을 상대로 1/n로 기본소득화하면 월 11만7

천원이 된다.” ??

à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가정임(폴 피어슨 비난회피의 정치)

à 이런 기본소득 제안은 없음. 우파에서 제안하는 안심소득제 조차 이런 전제를 하지는 않음.

“2년 치 공공부조 예산인 30조원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도 5만원이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

인 가구 수급자는 생계급여로 최대 월 52만원, 주거급여로 26만원을 받는다. 실업자도 최대 198만원을 받는다.”

à 감추어진 진실들

à 영화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다니엘이 구직수당,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 경험해야했던 진실들

à 영화 미안해요 리키에서 리키는 실업급여 대상도 못됨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 비교에서 숨기고 있는 것들

이승윤·백승호·김윤영(2019). 한국 이중노동시장과 노후소
득보장제도의 이중화: 공적연금개혁안 시뮬레이션 분석. 
비판사회정책, 제63권, pp.193-232)



기본 복지 강화론의 한계: 복지정치의 실종

• 복지는 정치임

• 취약계층 우선론의 온정주의적 시각은 오히려 취약계층 복지확대에 부정적임

• 다시 재분배의 역설론

• 사회보장 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하도록 제도가 설계되면

•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 이것은 조세저항 또는 복지확대 반대로 이어진다. 

• 결국 복지재원의 규모를 확대하기 어렵다. 

• 실제로 현행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두배로 증액하는 것이 가능할까? 

• 국민기초보장제도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났지만 그 20년은 우리에게 그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 두 배는커녕 생계급여 10만원을 증액하는 것도 쉽지 않다. 

• 기초연금은 어떠한가? 노인빈곤율이 5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인상이 어렵다는 것은 지난

국민연금 논쟁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기본소득의 소득보장 기능



기본소득의 소득보장 기능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증세 정치의 가능성(시사IN, KBS 공동조사 결과, 2020)

• 기본소득은 예산제약론과 제도적 제약 때문에 달성하지 못했던, 생계급여인상, 기초연금인상, 실업자들의 삶의

안정성 확보 등을 더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기본소득 논쟁 국면을 활용하여 예산제약론을 극복하는 것은 기존 복지국가 제도들을

강화하는데에도 유용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증세 정치의 가능성(경기도 숙의 포럼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증세 정치의 가능성(경기도 숙의 포럼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증세 정치의 가능성(경기도 숙의 포럼 결과)

증세 의향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백승호(2010).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백승호(2010).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 t% 개인소득세에 기반한 기본소득 모델은 지니계수를 t% 감소시킨다(이건민, 2018)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조세-급여체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11-14%이다. 

• 27.4%의 국민부담율이 달성한 소득재분배 효과다. 

• 만약 이 정도의 재원을 t% 개인소득세-기본소득 모델에 대입하면, 

• 27.4%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예상된다. 

• 현행 모델보다 1.9-2.4배 정도로 기본소득 모델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5. 결론: 우리 앞에 놓인 과제



예산제약론을 넘어 해방적 복지국가로

• 기본소득이 구상하는 미래의 진화된 복지국가는

• 1차적 소득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을 배치하고

• 2차적 소득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하며

• 의료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양질의 보편적 접근권을 완성하는 것임

•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 예산제약론임

• 예산제약론에 기반한 기존 복지국가 강화론은 복지국가 확대가 아닌 현행 유지 또는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 기본소득 논쟁을 매개로 예산제약론을 넘어 권리와 욕구가 조화롭게 충족되는 해방적 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