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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쟁점토론회 의제 수정(안)

2020.07.29. 초고, 2020.08.09. 수정

■ 문제제기

- 쟁점토론회 개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까지 6개의 의제를 다루고, 1개의 의제 의결. 

-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개혁 전략’을 내는 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 방식과 일정이 다소 느슨함. 

- 원론적인 의제 중심의 토론이 구체적인 정책 토론까지 이어지지 못함. 

- 주제와 형식의 약간의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됨.

- 대안으로 전체적인 주제 범주를 5가지로 재구성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수정안 마련.

○ 수정 주제

- 5가지 범주(재정원리 및 재정모델,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유사 제도와의 관계, 정책효과 및 

정책 mix)

1. 재정원리 및 재정 모델

- flat tax(강남훈 시민소득세 모델), 누진 모델, 지급 수준 논쟁

- 탄소세, 디지털세 등

2. 유사 제도, 부분 제도와의 관계

- 기본자산, 참여소득, 일자리보장(노동), 범주형 기본소득

3.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 (공공부조, 사회보험, 수당과 사회서비스 또는 보편기본서비스(UBS))

4. 정책 원리 및 정책 mix

- 기본소득 정의, 공유부, 생태, 젠더, 데이터 배당, 부동산 불평등, 노동의 협상력, 

5. 이행 전략 및 로드맵

- 경기조절형 기본소득, 지역화폐, 화폐론, 정치적 실현가능성, 제출된 실험 및 시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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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

일정 주제 발제

2020년

2월 4-1. 기본소득 정의 금민

3월 4-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안효상

4월 4-3. 기본소득과 데이터 공동소유권 금민

5월 4-4. 기본소득과 젠더 이지은, 김수연

6월 4-5. 자산 불평등, 부동산 불평등 강남훈

7월 2-1.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사회적 지분 급여) 금민, 서정희

8월 2-2.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백승호

9월 1-1. 재정원리, 시민소득세(지급수준 논의 포함) 금민, 강남훈

10월 1-2. 누진 모델 등 모델, 소득세 제외 공유부 재원 이건민, 금민

11월 2-3.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노동) 이건민

12월-1 2-4. 범주형 기본소득(농민, 청년, 장애, 플랫폼 등) 안효상, 서정희

-2 5-1. 경기조절형 기본소득, 화폐론 금민, 유승경/안현효/전용복

2021년

1월-1 5-2. 정치적 실현가능성, 지역화폐 안효상, 서정희

-2 (워크숍) 4-6. 정책 mix(모든 주제별 구체적인 정책) 모든 발제자

2월 3.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3월 5-3. 제출된 실험 및 시행안 검토 박선미

4월 1차 초안 기획팀

5월 초안 보완 및 수정 기획팀

6월 초안 보완 및 수정 기획팀

7월 로드맵 발표 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