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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개요  

행 사 명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주 제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

일 시 2021년 4월 28일(수) ~ 29일(목)

장 소 킨텍스 그랜드볼룸(3F)

주 최 경기도

주 관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CONFERENCE OVERVIEW  

Title     The 3rd Gyeonggi Province Basic Income International Conference 

Theme "From the COVID-19 Disaster to New Great Transition, Basic Income!"

Date April 28(Wed.) ~ 29(Thu.), 2021

Venue KINTEX Grand Ballroom(3F)

Hosted by      Gyeonggi Province

Organized by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Gyeonggi-do Market Revitalization Agency(GMRA), 
KINTEX, Basic Income Korean Network(BI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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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OPENING REMARKS 

이재명 경기도지사
Lee Jaemyung,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Korea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기본소득 박람회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 속에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불가능해지는 
장기적인 경제침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공급 위주의 과거 방식과 달리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수요를 확대해 경제 선순환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 한국형 기본소득,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는 전 방위적이고 다층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우리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는데, 여기에는 취약한 공공성에서 소득보장까지 다양한 
주제와 제도가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완전고용-사회보험-공공부조의 틀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로는 대응이 매우 취약하다는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은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의 타개책이자 기존의 한계를 수정, 보완, 개선 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입니다.

기본소득은 팬데믹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미래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더 나은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번 박람회의 메인 행사인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 주제에 대해 전 세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활발하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두 분의 기조연설과 이틀간에 걸쳐 열리는 각 세션을 통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주제들을 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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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공유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유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둔 
복지적 경제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철학을 담은 주제인 대동법 사상과 종교적 관점에서의 기본소득, 법적 측면에서의 기본소득 등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특별 세션으로 모아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코로나19 이후 대전환의 시대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류의 경제적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가운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사라트 다발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세계 
기본소득 연구자와 활동가 여러분, 컨퍼런스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기연구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조연설과 특별연설을 해 주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님과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새로운 여정에 여기 모이신 모든 분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갑시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지사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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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OPENING REMARKS 

이재명 경기도지사
Lee Jaemyung,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Korea

It is very nice to meet you all. I am Lee Jaemyung,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 welcome to you all participating in the 2021 Korea Basic 
Income Fair. 

This year marks the 3rd anniversary of the Korea Basic Income Fair which is being held with 
garnering greater attentions nation-wide than ever before.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derived from income disparity 
has been ever aggravating in our society. Therefore, we have been in the middle of a prolonged 
economic downturn that would make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mpossible. 

Under the circumstances, we have to stay away from conventional methods focusing only on 
supply, instead, we have to come up with an approach to expand demand suffering from structural 
weakness in order to make economic virtuous cycle possible.

An approach to meet the goal is the very Korean Basic Income, Local Currency based Basic Income. 

The unprecedented economic fallouts of the COVID-19 pandemic are characterized by being multi-
dimensional and multi-layer.

This kind of crisis clearly revealed structural problems that our society has been suffering from. 
Among them diverse agendas and institutions are included, from a lack of public values to income 
security. 

On top of all,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built on the basis of the framework of full 
employment-social insurance-public assistance, has found to be very helpless in responding to the 
crisis.

In this respect, basic income is a breakthrough in the public health and economic crisis, and at the 
same time, the most promising tool to overcom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system. 

Moreover, basic income is not something valid only in a very extraordinary circumstance like in a 
pandemic, but also a quite effective tool to respond to future paradigm which is very changeable 
and to build a better soci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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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event of the fair, the Gyeonggi Province Basic Income International Conference, is 
expected to provide a venue for public discussion that has brought globally renowned experts from 
various sectors together for intensive discussions on the relevant agendas.

Especially, keynote speeches of two Nobel laureates and presentations of all sessions of the two-
day conference would offer opportunities of in-depth discussions.

As you may be well aware of, basic income, the welfare-oriented economic policy, is based on a 
philosophy that benefits from the common wealth are to be shared with everyone. 

With that underlying idea, it could guarantee a minimum standard of human life ultimately to 
contribute to building ‘a community in which everyone is prosperous’. 

The value and philosophy would be delved into during special sessions of the conference such as 
the sessions dealing with the Daedong Law, basic income from religious perspective, and legal 
aspects of basic income. 

The 4th industrialization has brought a rapid change to our society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ushered us into the era of a great transition. In responding to those trends, we need to exercise new 
creativity and come up with practical solutions.

The welfare-oriented economic policy, ‘basic income’ is the only alternative of maintaining a 
sustainable society in that it could realize the basic economic right of all humanity.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appreciation to all global researchers and activists including 
Sarath Davala, president of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for being with us in this meaningful 
occasion. Also, my special thanks go to all officials and researchers of Gyeonggi Research Institute 
who have spared no effort to make this event possible. 

In particular, I am sincerely grateful that two Nobel laureates in economics, professor Abhijit 
Banerjee and Joseph E. Stiglitz will deliver insightful keynote and special speeches for this 
conference.

I am convinced that all of participants here today would join our journey to turning our creativity 
into the reality. Now, let us write a new chapter in our history of this transition period.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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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WELCOMING REMARKS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Hyunkuk Jang, Chairman of Gyeonggido Assembly, Korea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한 이야기

‘2021 기본소득 박람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더 나은 삶,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인 기본소득 
박람회가 벌써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소중한 의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대면 
사회라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이 그동안 우리 안에 잠재해있던 문제점들 역시 하나씩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제의 양적 팽창은 사회 양극화를 가속시켰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혁신이 불러온 산업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은 어떤가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모두가 함께해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정규직이 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는 동안 사회의 한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 
이것이 전체 사회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해 실행에 옮겨냄으로써 이를 증명해냈습니다. 
사람중심의 더 포용적인 복지를 통한 성장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더 안정되고 인간답게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 박람회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변할 것입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앞에 지금보다 더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삶, 함께 누리는 행복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슬로건은 더 인간적인 삶을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더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복지라는 큰 틀에서  
만들어지는 ‘더 인간다운 삶,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더욱 큰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장 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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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a Better Life and a Happier Future for All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2021 Korea Basic Income Fair.’ This year marks the third 
Basic Income Fair, which has been serving as a venue for discussing ways to realize a better life 
and a happier future for all. Thank you for joining the event to share ideas about Basic Income, an 
important agenda of our time. 

Currently, we are in the midst of massive changes spur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COVID-19, which took a huge toll on the world, caused a shift to a ‘contact-free society.’ 
Many latent issues came to the fore in the process. 

Quantitative economic growth aggravated social polariz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ccompanied by technological innovations changed the industrial landscape and consequently, 
the labor market.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re, without doubt, daunting 
challenges as well. 

The unprecedented crisis of COVID-19 reminded us of the importance of solidarity in overcoming 
difficult times. While the number of non-regular workers increased and small businesses tumbled 
one after another, our society could rebound as social safety nets were mobilized to buttress the 
pillars of our society. 

Gyeonggido Assembly proved this last year by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the ‘Gyeonggido 
Disaster Basic Income’ ordinance, which was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nation. We could see how a 
human-oriented, inclusive welfare policy can stimulate the economy.

We need new systems and policies that can ensure a more stable and decent life for all. In this light, 
the Korea Basic Income Fair will present us with a whole new perspective on how to move towards 
a better society. 

Our society will keep on changing. Even bigger changes may be awaiting us in the near future. 
Now is the time to contemplate about how we can bring a more sustainable and happier life to all 
members of society.

Gyeonggido Assembly’s slogan ‘A true Assembly for People and Public Welfare’ is well in line with 
what basic income pursues, realizing a decent life for all. Gyeonggido Assembly will keep working 
on promoting more universal and inclusive welfare policies. 

I hope this year’s fair can produce various ideas about realizing a ‘better life and a happier future 
for all’ within the framework of universal and inclusive welfare and ignite earnest discussions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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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장 이 한 주

환영사  WELCOMING REMARKS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Hanjoo Lee, President,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Korea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오늘은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본소득을 통해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살만한 세상으로 전환을 이루자는 기치 아래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온-오프라인 회의로 진행합니다. 

오늘 기본소득 컨퍼런스를 위해 국내외 석학을 비롯한 전문가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신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MIT 교수님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걸쳐 기본소득을 연구하거나 기본소득 시민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기본소득네트워크 활동을 하시는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님, 필리프 판 파레이스, 가이 
스탠딩, 애니 밀러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님, 밥 제이콥슨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및 기본소득 영국네트워크 이사님 
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를 위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페인, 포르투칼, 케냐, 호주, 과테말라, 
핀란드 등 해외에서 참석하신 폴 니하우스, 아이오아나 마리네스쿠, 스티븐 누네즈, 마누엘 프란츠만, 이노우에 도모히로, 
말콤 토리, 수사나 마르틴 벨몬테, 레안더 빈데발트, 트로이 헨더슨, 다비드 카사사스, 루이즈 하그, 알마즈 젤레케,  
호베르투 메릴, 조르헤 핀투, 얀 오토 안데르손, 훌리오 리나레스, 케럴라인 테티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작년에 이은 세 번째 행사입니다. 기본소득 관련 지난 2년 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성과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2019년 4월 1일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청년기본소득과 
작년에 코로나 19 재난상황에 대비하고자 실시한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무적인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실증적인 근거들과 그동안 기본소득 관련 다양한 탐구, 실천 사례들을 종합하여 국내외 전문가, 행정가, 
시민운동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더 나아가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전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살만한 세상을 여는데 
기본소득이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에 함께 해주신 해외초청인사와 국내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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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everyone. I am Hanjoo Lee, president of Gyeonggi Research Institute. 

It makes today very meaningful to open the 3rd Gyeonggi Province Basic Income International 
Conference. Especially, this year’s conference is held on and off-line inviting prominent experts 
from home and abroad under the banner of achieving transition to a better world through basic 
income in amid the COVID-19 pandemic. 

In order to make today’s conference more meaningful, many domestic and foreign leading experts 
and scholars are with us today. Especially, it is a great honor for us to invite Abhijit Banerjee, a 
nobel laureate in Economic Sciences and professor at MIT, and many outstanding specialists who 
have engaged in BI researches or civic activities around the world. So,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Sarath Davala, Philippe Van Parijs, Guy Standing, Annie Miller, and Barb Jacobson for 
taking time for today’s conference. 

Particularly, this year’s international conference has brought distinguished guests together from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US, UK, Germany, Japan, Spain, Portugal, Kenya, 
Australia, Guatemala, and Finland. So, I would like to convey my special thanks to Paul Niehaus, 
Ioana Marinescu, Stephen Nunez, Manuel Franzmann, Tomohiro Inoue, Malcolm Torry, Susana 
Martin Belmonte, Leander Bindewald, Troy Henderson, David Casassas, Louise Haagh, Almaz 
Zelleke, Roberto Merrill, Jorge Pinto, Jan Otto Andersson, Julio Linares, and Caroline Teti for 
making this year’s conference more significant. 

Also, I would like to thank diverse experts including Namhoon Kang, chair of the Basic Income 
Korea Network for being here with us today. My special thanks go to Lee Jaemyung,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who hosts this meaningful and precious event for the future of Korea. 

This year marks the 3rd anniversary of the Gyeonggi Basic Income International Conference. �
I am convinced that this year’s event could be a venue for us to share accumulated experiences 
and achievements for the past two years in terms of basic income. Indeed, Gyeonggi province 
has confirmed some research results that prove the effects of Gyeonggi’s Youth Basic Income 
implemented from April 1, 2019 and Disaster Basic Income implemented in response to the COVID 
-19 disaster last year. It is expected that we could see more and more encouraging outcomes in the 
upcoming years. 

During this year’s event, empirical evidences, various basic income researches conducted so 
far, and diverse practices will be communicated and shared. In doing so, I hope we could have 
an opportunity to put heads of experts, administrators, and civic activists together from home 
and abroad to build public consensus. Furthermore, I expect this conference would enable us to 
recognize basic income as an imperative policy tool to overcome global crisis and lead to a better 
world.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special guests and experts from home and 
abroad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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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자문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화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박람회를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석학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을 꿈꾸고 목표 수립을 위한 예년의 박람회를 디딤돌 삼아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전세계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코로나 대재난 
시대에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재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년 넘게 지속중인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적인 
민생불안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사회로 전환,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한 민생불안과 일자리 위기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되었고, 기본소득 도입의 설득력과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은 뉴노멀 
시대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아젠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시대정신’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신자유주의 열풍이 몰아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K자 회복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말고는 달리 해결 
방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사다리를 다시 놓는 것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일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회경제 정책입니다.

성남시가 실험했던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정책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로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은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지역화폐로 민생경기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유효수요 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국민이 통합되고 다원적이고 창조적인 사회로 변하는 
사회적 효과가 그 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는 점이 앞으로 더욱 공감대를 얻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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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본소득은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기본소득의 정책효용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과거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핀셋 지원에 만족하던 
선별복지를 넘어 ‘복지 = 보편적 권리’라는 인간의 경제적 기본권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해 갈 것입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적 효과 확대 방안, 기본소득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 등 기본소득의 구체적 실천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참여하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열띤 
토론을 통해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박람회에 참여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우리의 불안과 위기를 해결할 정책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과 재원 마련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공정한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자문위원장 정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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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to meet you all. I am Sungho Chung, Chair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2021 Korea Basic 
Income Fair. 

It is my great pleasure to participate in the 2021 Korean Basic Income Fair, the world’s largest public 
discussion on basic income. Especially,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governor Lee 
Jaemyung and relevant officials who have put utmost efforts for making this event possible. Also,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meet globally renowned scholars and experts from all around the world. 

This year marks the 3rd anniversary of the fair and the two previous events laid a foundation for 
pursuing basic income and setting relevant goals for the future. This year’s fair would provide us 
with an opportunity to talk about ‘basic income in my life’ as basic income is about to become the 
reality. Furthermore, especially at a time when the whole world is suffering from COVID-19, this 
meaningful event would enable us to revisit basic income as ‘a new great transition in the era of 
the great disaster COVID-19’.

The pandemic of COVID-19 has ignited disputes on basic income in Korea. As the pandemic has 
prolonged over a year, our society has turned to non-face-to-face trend and the economic and 
social fallouts of the health crisis have caused instability in people’s lives. Along with the health 
crisis, the 4th industrialization has made people concerned about their job security as well. Under 
the circumstances, the public consensus and support for the basic income introduction have been 
on the rise. Now, basic income is moving towards the center of key agenda for the discussion on 
the New Normal era.

Basic income is based on ‘philosophy of the time realizing a fair society’

As the neo-liberalism has swept the whole world over the past 30 decades,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and polarization have become even worse. Furthermore, lingering COVID-19 has made 
the polarization more aggravating in our economy and society, which is highly likely to result in the 
K-shaped recovery. It is not exaggerating to say that there is no other solution than basic income. 
What our society calls for may be a philosophy of the time that could enable us to share the fruits 
of growth and recover the ladder for social mobility by creating a social safety net without any 
blind spot through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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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is a social and economic policy to make ‘human humanly’

Seongnam’s experiments of ‘Youth Dividend’ and ‘Local Currency’ were developed into ‘Youth Basic 
Income’ and “Gyeonggi Local Currency’ respectively. They have also been proven to be effective 
as well. Recipients of the Youth Basic Income said they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lives and 
became more interested in social issues. Gyeonggi’s Local Currency also contributed to revitalizing 
the community and household economies. Therefore, basic income created effective demands in 
economy, while promoting public integration and a more creative society, which proves that th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far outweigh the costs for basic income. In this regard, basic income is 
likely to see public consensus expanding further. 

Basic income is expected to drive ‘welfare paradigm shift’ in the upcoming future. 

Basic income is being implemented into concrete policies faster than expected. Disaster Relief Fund 
given to the public last year allowed all the public to feel the effects of the policy at first hand. 
Taking this opportunity, the welfare system would see paradigm shift: from a traditional selective 
scheme providing supports only for the certain vulnerable to a system based on a principle 
recognizing ‘welfare = universal right’, that is to say welfare is an economic basic right. 

This year’s conference is likely to become a venue for in-depth discussions on basic income 
financing, economic effects enhancement through local currency, basic income legislation, and 
specific implementation strategies. I hope all presenters and discussion panels would have 
intensive and ardent discussions to draw productive and practical outcomes. 

Also, I would like to ask attendees of general public to actively be involved in the discussions 
and figure out what policies could help us respond to our concerns and crisis. I myself would be 
committed to drawing political consensus for coming up with practical action plans and financial 
resources for making basic income the reality. 

Once agai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opening of <2021 Korea Basic Income Fair> in hopes for 
a fair world that everyone dreams, and a world of respecting humans humanely.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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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 강남훈입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세계 최대 정책 축제인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아브히지트 바네르지를 비롯해서 저명한 해외 및 국내 
석학들께서 연사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 대한민국 경기도가 개최하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연사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소득 박람회가 올해로 3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학자 중 한 사람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내외 
학자들과 국민들을 모시고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을 겪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도 커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고 정치적으로 민주화의 진전을 동시에 이루어 낸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사회 안전망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불공정한 투기 속에서 누군가는 넘쳐나는 불로소득으로 과도한 편의를 독점하고 있는 동시에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노동이 없는 사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수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국민이 지지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만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가 기본소득 활동가, 정부관계자, 연구자 간 국제적 공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보다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본소득 실현에 힘을 보태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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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everyone. I am Namhoon Kang, Co-president of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021 Korea 
Basic Income Fair.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welcome to you all participating in the 2021 Korea Basic Income 
Fair, the world’s largest event regarding basic income and local currency. 

Especially, we have invited globally renowned scholars and experts from home and abroad 
including two nobel laureates in economics, Joseph E. Stiglitz and Abhijit Banerjee as speakers for 
the conference. I also would like to convey my gratitude to all distinguished speakers for taking 
time out of busy schedule to attend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hosted by Gyeonggi Province, 
Korea.

This year marks the 3rd anniversary of the Korea Basic Income Fair. As an advocating scholar for 
basic income, I am greatly honored to host this year’s conference bringing domestic and foreign 
scholars and citizens all together under the theme of basic income. In particular, this year’s event 
is hopefully expected to become more significant in that public expectations on basic income is 
running high in the wake of the disaster of COVID-19. 

In the meantime, basic income would offer South Korea a short-cut to further advance into a just 
welfare state. Korea has been regarded as one of exemplary cases that achieved democratization in 
politics as well as a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If we take a closer look at 
our people’s lives, however, we have a long way to go. Even though inequality in income and asset 
ownership has been ever growing, there is no sufficient social safety net in place. 

While a few people disproportionately monopolize benefits from excessive unearned income based 
on unfair speculations, precarious workers including non-regular workers and the self-employed 
business owners are driven to the verge of collapse.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abor-free society is becoming to the reality. 

I believe basic income is the most essential solution for us to maintain continued economic 
development while complementing existing social safety net. The realization of basic income could 
be dependent on how much supports and interests are shown by the public. Therefore, we have to 
make sure the public discussion on basic income to be conducted more widely and deeply.

This year’s basic income fair is expecte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solidarity 
among activists, government officials and researchers working on basic income. Furthermore, 
I hope it could help participants broaden understanding on basic income and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basic income.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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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WELCOMING REMARKS

심규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  
Gyusoon Shim, Co-president of Organizing Committee of the �

2021 Korea Basic Income Fair, Korea

안녕하십니까?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 심규순입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기본소득 공론의 장으로 성장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컨퍼런스에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기본소득 박람회라는 정책 공론 플랫폼을 통해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제를  
선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믿고 지지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있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산업화가 늦었던 우리나라에는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이 없었습니다.

과거 사회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시절에도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반론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국가의 재정이 약화될 것이라는  
반대 논리와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회복지제도가 노동의지를 약화시킨다거나 국가 성장을 저해하고 재정을 약화시킨다는 반론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제도는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불규칙한 경제변동 속에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는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보완해왔던 사회복지제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사회에서는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경제가 외형적으로 성장해왔음에도, 경제발전이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의 발달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전체 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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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의 중추인 정규직 일자리 수는 지속해서 줄어들었고,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플랫폼 노동자에 머물고 플랫폼 기업을 소유한 소수가 대부분의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맞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다가올 미래의 경제와 사회 구조의 변화에 정책과 행정이 빠르게 발맞춰 나아가야하는 시점입니다. 

요즈음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넓을수록 더 빠르게 우리의 삶속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롭고 확실한 대안인 기본소득을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 심 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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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  
Gyusoon Shim, Co-president of Organizing Committee of the �

2021 Korea Basic Income Fair, Korea

Hello, everyone. I am Gyusoon Shim, Co-president of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021 Korea Basic 
Income Fair. 

It is my great pleasure to be with you in the 3rd Gyeonggi Province Basic Income International 
Conference that has developed into one of the world’s largest public discussion on basic income.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nd its Council have led the policy agenda of basic income 
and local currency through the platform of public discussion on policy known as the Korea Basic 
Income Fair. 

This achievement was made possible thanks to the trusts and supports that Gyeonggi provincial 
residents showed for Gyeonggi’s Basic Income initiatives. 

South Korea, somewhat belated in industrialization compared to other major advanced nations, did 
not have an appropriate social safety net until only 30 years ago. 

Even at a time when a discussion began on social welfare system in earnest, there were fierce 
disputes going on. Some opponents pointed out that the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system was to 
disincentivise people from working and to put burdens on the national finances by providing benefits 
for a large number of people. Thus, we had to counter and challenge those negative opinions. 

These days, however, there are not many who raise questions on social welfare system saying it would 
weaken people’s will to work, undermine the national growth, or cause burdens on the national 
finances. 

Instead, the social welfare system is evaluated that it would prevent people from being directly 
exposed to social and economic risks and function as a social safety net in the wake of unexpected 
economic fluctuations. 

Most of advanced industrial states acknowledge the social welfare system as an essential scheme to 
guarantee happines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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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gard, the social welfare system has successfully dealt with various issues in modern society 
until recently. With the 4th industrialization, however, the system are not likely to properly work in 
the society that we would face. 

Even though the economy has achieved a quantitative growth over the past decade, that economic 
growth fails to guarantee an enhanced quality of people’s lives as a whole. 

With the 4th industrialization and advent of AI, jobs have been decreasing and the share of earned 
income out of the entire income has been continuously going down. 

Regular workers, backbone of industrial society, have been on a constant reduction while a new 
type of workers, platform workers, has replaced them.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might live in a world in which most of people remain 
platform workers while a few, who own platform businesses, monopoly most of wealth. 

Now is time for us to adapt the policy and administration to the changes in economy and social 
structures. 

In Korea, basic income and local currency have recently drawn keen attentions and debates. 

The wider and deeper the public are interested in basic income, the faster it could become a reality 
in our lives. 

I hope the 2021 Korea Basic Income Fair could provide you an opportunity to deep dive into basic 
income, a new and concrete alternative for a sustainable society. 

Thank you very much. 



원본 人(추사 김정희 서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프로그램 
PROGRAM AT A GLANCE

1일 차(4.28, 수) 
1st(APRIL 28(WED), 2021) 

2일 차(4.29, 목) 
2nd(APRIL 29(THU),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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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일 차(4.28, 수)
세션 시간 세션 구성

기조연설 10:30~11:00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

• 발표 -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019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특별세션 (14:00~16:40)

13:40~14:00 휴식

특별세션 
1-1

14:00~15:10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 좌장 - 윤석산 (한양대학교 한국언어문학과 명예교수) 

• 발표 - 정미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 박상훈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

- 유승무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

• 토론 - 강원돈 (한신대학교 신학부 은퇴교수)

- 박동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문동 성당 주임사제)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 소장)   

15:10~15:30 휴식

특별세션 
1-2

15:30~16:40

[기본소득 입법, 현실과 전망]

• 인사말씀 - 소병훈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좌장 -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발표 - 용혜인 (대한민국 국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이다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및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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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시간 세션 구성

16:40~17:00 휴식

특별연설 17:00~17:20
[세계 기본소득 운동으로부터 얻는 교훈] 

• 발표 -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 

17:20~17:30 휴식

세션 
1-1

17:30~18:40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삶의 위기, 기본소득]

• 좌장 -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 발표 - 필리프 판 파레이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공동의장 / 벨기에 루뱅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 

- 가이 스탠딩 (영국 SOAS 런던 대학교 전임연구교수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의장)

- 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

- 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 좌담회 - 발표자 전체

18:40~19:00 휴식

세션 
1-2

19:00~20:00

[현실 세계 속의 기본소득]

• 좌장 -  밥 제이콥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및 기본소득영국네트워크 이사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뉴스 에디터)

• 발표 -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 캐럴라인 테티 (GiveDirectly 수혜자 지원 사업부 국장) 

• 토론 - 호베르투 메릴 (포르투갈 미뉴대학교 윤리・정치・사회 센터 철학과 교수)

-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0~20:20 휴식

세션 
1-3

20:20~21:20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기본소득]

• 좌장 - 유종성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교수)

• 발표 - 조르헤 핀투 (포르투갈 미뉴대학교 연구원)

-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 토론 - 얀 오토 안데르손 (핀란드 오보 아카데미대학교 명예교수) 

-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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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일 차(4.29, 목)
세션 시간 세션 구성

기조연설 10:00~10:30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보편적 재정지출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사회전환] 

• 연설 -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200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0:30~10:50 휴식

세션 
2-1

10:50~11:50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와 의의] 

• 좌장 - 정재헌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 발표 - 폴 니하우스 (미국 UC 샌디에고 경제학과 부교수)

- 김을식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 토론 - 아이오아나 마리네스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정책대학원 조교수)

- 스티븐 누네즈 (미국 제인 패밀리 연구소 기본소득분야 선임연구원)

11:50~13:00 휴식

특별세션 (13:00~16:30)

특별세션 
2-1

13:00~14:00

[기본소득과 젠더, 돌봄, 사회적 재생산] 

• 좌장 -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중앙대학교 기획처장)

• 발표 - 알마즈 젤레케 (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 교수)

- 훌리오 리나레스 (독일 Circles UBI 연구원 및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 토론 -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00~14:30 휴식

특별연설 14:30~15:00
[기본소득과 사회적 모성/영성 - 사냥꾼 세상 넘어 제2의 ‘축의 시대’를 열다 -]

• 연설 -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15:00~15:30 휴식

특별세션 
2-2

15:30~16:30

[대동법,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 

• 좌장 - 김태희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관장) 

• 발표 - 이정철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 토론 - 계승범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 김태년 (퇴계학연구원 퇴계전서 정본화 사업팀 전임연구원)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이관형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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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시간 세션 구성

16:30~17:00 휴식

세션 
2-2

17:00~18:00

[기본소득_ 재원조달]

• 좌장 - 마누엘 프란츠만 (독일 킬 대학교 사회학자 및 기본소득네트워크 과학자문위원회 창립 위원)

• 발표 -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 토론 -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 이원재 (LAB2050 대표)

- 말콤 토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단장)

18:00~18:20 휴식

세션 
2-3

18:20~19:20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 좌장 -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 발표 - 윤성진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초빙연구위원) 

- 수사나 마르틴 벨몬테 (스페인 ACPP 과학 코디네이터)

• 토론 - 인태연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실 비서관)

- 레안더 빈데발트 (독일 Monneta 연구원)

- 김병조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초빙선임연구위원) 

- 천경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혁신융복합전공 부교수)

19:20~19:40 휴식

세션 
2-4

19:40~20:40

[기본소득과 코로나 팬데믹 속의 노동위기]

• 좌장 -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 발표 - 트로이 헨더슨 (호주 시드니대학교 정치경제학 강사)

- 이다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및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 토론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다비드 카사사스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 사회학부 부교수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자문위원회 위원)

- 루이즈 하그 (영국 요크대학교 정치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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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T A GLANCE  

[1st DAY] April 28(Wed), 2021 
SS TIME SESSION COMPOSITION

Keynote 
Speech

10:30~11:00
[Proliferation of Basic Income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 Speaker - �Abhijit Banerjee (Professor of Economics, M.I.T. USA / Novel Prize in Economic 
Sciences(2019))

11:00~14:00 Break Time

Special Session (14:00~16:40)

13:40~14:00 Break Time

Special�
Session 

1-1
14:00~15:10

[Basic Income in Religion]

• Moderator - �Suksan Yoon (Emeritus Professor, Depar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Korea)

• Presentation  - �Meehyun Chung (Professor,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of Yonsei 
University, Korea)  

- �Sanghoon Park (Director, Jesuit Research Center for Advocacy and Solidarity,  
Korea Province of the Society of Jesus, Korea)

- �Seungmu Lew (Professor, Department of Buddhist Sociology,  
Joongang Sangha University, Korea)  

• Discussion - Wondon Kang (Emeritus Professor, Theological Faculty, Hanshin University, Korea)
- Dongho Park (Priest, Imun Catholic Church, Archdiocese of Seoul, Korea)
- �Junggil Yoo (Director, Green Buddhism Research Institute,  

Buddhist Ecological Solodarity (BEST), Korea)

15:10~15:30 Break Time

Special�
Session 

1-2
15:30~16:40

[Basic Income Legislation, Reality and Prospect]

• Greetings - �Byunghoon S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Land Infrastructure  
& Transport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Moderator - �Seungyoon L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Korea)

• Presentation  - �Hyein Yong (Lawmaker, Basic Income Party,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Jeonghee Seo (Professor,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Kun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 Discussion - �Dahea Lee (Lecturer of law, School of law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Fellow, SNU Center for Labor & Welfare Law, Korea)

- Dongsuk Oh (Professor, School of Law, Ajou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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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TIME SESSION COMPOSITION

16:40~17:00 Break Time

Special 
Address

17:00~17:20
[Lessons from Basic Income Initiatives all over the World]

• Addressor - Sarath Davala (President,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India)

17:20~17:30 Break Time

Session�
1-1

17:30~18:40

[COVID-19 Pandemic, Crisis of Our Life and Basic Income] 

• Moderator - Hanjoo Lee (President,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Korea)

• Presentation  - �Philippe Van Parijs (Chair of advisory Board, Basic Income Earth Network  
/ Professeur émérite,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Belgium)

- �Guy Standing (Professorial Research Associate, SOAS University of London, UK  
/ Co-President, Basic Income Earth Network)

- �Annie Miller (Chair, Citizen's Basic Income Trust, UK)
- �Namhoon Kang (Co-president, Gyeonggi Basic Income Committee, Korea)
- �Young Seong Yoo (Head, Basic Income Research Group of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Korea)

• Group Discussion

18:40~19:00 Break Time

Session�
1-2

19:00~20:00

[Basic Income in Actuality]

• Moderator - �Barb Jacobson (Board Member, Basic Income UK and Basic Income Earth Network 
/ News Editor,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UK)

• Presentation  - �Jaeyong Kim (Chief, Policy Commitment,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Korea)
- Caroline Teti (Director, Recipients Advocacy Unit of GiveDirectly, Kenya)

• Discussion - �Roberto Merrill (Professor, Philosophy, Centre for Ethics, Politics and Society 
(CEPS), University of Minho, Portugal)

- �Seungho Baek (Professor,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Catholic University, Korea)

20:00~20:20 Break Time

Session�
1-3

20:20~21:20

[Basic Income Promoting Ecological Transformation]

• Moderator - �Jongsung You (Professor, Gachon Liberal Arts College, Gachon University, Korea)

• Presentation  - Jorge Pinto (Researcher, University of Minho, Portugal)
- �Hyekyung Cho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Political  

& Economic Alternatives, Korea)

• Discussion - Jan Otto Andersson (Emeritus Professor, Åbo Akademi University, Finland)
- Hyosang Ahn (Executive Director, Basic Income Korean Network,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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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T A GLANCE  

[2nd DAY] April 29(Thu), 2021 
SS TIME SESSION COMPOSITION

Keynote 
Speech

10:00~10:30

[Necessity of Basic Income as universal expenditure in COVID-19 Pande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 Speaker - �Joseph E. Stiglitz (Professor, Columbia University, USA  

/ Novel Prize in Economic Sciences(2001))

10:30~10:50 Break Time

Session�
2-1

10:50~11:50

[Basic Income’s Effect in COVID-19 Disaster Situation]

• Moderator - �Jaeheon Jung (Professor, Dept. of Business and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 Presentation  - Paul Niehaus (Associate Professor, Universtiy of California, San Diego, USA)
- �Eulsik Gim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Korea)

• Discussion - �Ioana Marinescu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Social Policy  
& Practi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France)

- Stephen Nuñez (Lead Researcher, Guaranteed Income, Jain Family Institute, USA)

11:50~13:00 Break Time

Special Session (13:00~16:30)

Special�
Session 

2-1
13:00~14:00

[Basic Income and Gender, Care, Social Reproduction]

• Moderator - �Kyoseong Kim (Professor,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Korea  
/ Dean, Office of Planning and Budget, Chung-Ang University, Korea)

• Presentation  - Almaz Zelleke (Professor of Practice in Political Science, NYU Shanghai, USA)
- �Julio Linares (Research & Community Coordinator, Circles UBI of Germany, 

Guatemala) 

• Discussion - Joohee Le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Jayoung Yoo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Jeonghee Seo (Professor,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Kun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14:00~14:30 Break Time

Special 
Address

14:30~15:00

[Basic Income and Social Caring & Spirituality �
- Opening the Second 'Axial Age' After the Hunter’s Age]

• Addressor - �Haejoang Chohan (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Yonsei University, Korea)

15:00~15:30 Break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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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TIME SESSION COMPOSITION

Special�
Session 

2-2
15:30~16:30

[Basic Income and Modern Meaning of Daedong Law]

• Moderator - �Taeheui Kim (Director, The Museum of Silhak, Gyeonggi Culture Foundation, Korea)

• Presentation  - �Jungchul Lee (Associate Researcher, Institute of Youngnam Culture Researc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Young Seong Yoo (Head, Basic Income Research Group of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Korea)

• Discussion - �Seungbum Kye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Sogang University, Korea)
- �Taeneon Kim (Associate Researcher, The Toegyo Studies Institute, Korea)
- �Giup Nam (Director, Institute of Land and Liberty, Korea)
- �Kwanhyung Rhie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Political and Economic 

Alternatives, Korea)

16:30~17:00 Break Time

Session�
2-2

17:00~18:00

[Financing Basic Income]

• Moderator - �Manuel Franzmann (Sociologist, University of Kiel, Germany  
/ Founding Member, Scientific Advisory Board, Basic Income Network)

• Presentation  - �Kibaeg Park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ax, University of Seoul, Korea)
- �Min Geum (President, Institute for Political & Economic Alternatives, Korea)

• Discussion - �Inoue Tomohiro (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Komazawa University, Japan)
- �Wonjae Lee (Head, LAB2050, Korea)
- �Malcolm Torry (General Manager,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UK)

18:00~18:20 Break Time

Session�
2-3

18:20~19:20

[Basic Income and Local Currency]

• Moderator - �Hongwoo Lee (President, Gyeonggi-do Market Revitalization Agency(GMRA), Korea)

• Presentation  - �Sungjin Yun (Visiting Research Fellow, Basic Income Research Group,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Korea)

- �Susana Martin Belmonte (Scientific Coordinator, MedTown Project of ACPP, Spain)

• Discussion - �Taeyeon In (Presidential Secretary of Self-Employment, Office of the President 
,Korea)

- �Leander Bindewald (Independent Researcher and Consultant,  
Monnete(Network for Monetary Diversity), Germany) 

- �Byungjo Kim (Visiting Senior Research Fellow, Basic Income Research Group,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Korea)

- �Kyunghee Chun (Associate Professor, Major in Social Innov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19:20~19:40 Break Time

Session�
2-4

19:40~20:40

[Basic Income and Labor’s Crisis in the COVID-19 Pandemic]

• Moderator - �Donmoon Cho (President, ROH HOE-CHAN Foundation, Korea)

• Presentation  - �Troy Henderson (Lecturer, Political Economy, the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 �Dahea Lee (Lecturer of law, School of law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Fellow, SNU Center for Labor & Welfare Law, Korea)

• Discussion - �Junghoon Park (Chair, Rider Union, Korea)
- �David Casassas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Barcelona, Spain / Member of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Basic Income Earth Network(BIEN))

- �Louise Haagh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s, University of York, UK)



원본 人(추사 김정희 서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세션 연사소개 
SESSION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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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KEYNOTE SPEECH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

Proliferation of Basic Income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특별연설 SPECIAL ADDRESS  
세계 기본소득 운동으로부터 얻는 교훈

Lessons from Basic Income Initiatives all over the World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견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Abhijit Banerjee)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019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Professor of Economics, M.I.T. USA / Novel Prize in Economic Sciences(2019)

사라트 다발라 (Sarath Davala)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 

President,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India

발표 Speaker

발표 Add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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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1  SESSION 1-1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삶의 위기, 기본소득
COVID-19 Pandemic, Crisis of Our Life and Basic Income

이한주 (Hanjoo Lee)
•경기연구원장

President,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Korea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삶의 위기, 기본소득
COVID-19 Pandemic, Crisis of Our Life and BI 

필리프 판 파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공동의장 / 벨기에 루뱅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

Chair of advisory Board, Basic Income Earth Network �
/ Professeur émérite,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Belgium

팬데믹 시대속의 기본소득
Basic Income in an Era of Pandemics

가이 스탠딩 (Guy Standing)
•영국 SOAS 런던 대학교 전임연구교수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의장

Professorial Research Associate, SOAS University of London, UK �
/ Co-President, Basic Income Earth Network

코로나19와 기본소득
COVID-19 and Basic Income

애니 밀러 (Annie Miller)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

Chair, Citizen's Basic Income Trust, UK

경제개혁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
Basic income as a means to economic reform

강남훈 (Namhoon Kang)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Co-president, Gyeonggi Basic Income Committee, Korea

COVID-19 대유행과 새로운 전환의 초석, 경기도형 기본소득
COVID-19 Pandemic & Gyeonggi’s Basic Income as the Basis of New Transformation

유영성 (Young Seong Yoo)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Head, Basic Income Research Group of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Korea

좌장 Moderator

발표 Presentation

발표 Presentation

발표 Presentation

발표 Presentation

발표 Presentation



40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세션 1-2  SESSION 1-2  

현실 세계 속의 기본소득
Basic Income in Actuality

밥 제이콥슨 (Barb Jacobson)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및 기본소득영국네트워크 이사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뉴스 에디터 

Board Member, Basic Income UK and Basic Income Earth Network �
/ News Editor,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UK

내 삶과 함께 하는 기본소득 -경기도의 도전과 성과-
Basic Income coming along with our lives - Challenges and Achievement of Gyeonggi province -

김재용 (Jaeyong Kim)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Chief, Policy Commitment,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Korea 

현실 세계 속의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in Actuality

캐럴라인 테티 (Caroline Teti) 
•GiveDirectly 수혜자 지원 사업부 국장

Director, Recipients Advocacy Unit of GiveDirectly, Kenya

호베르투 메릴 (Roberto Merrill)
•포르투갈 미뉴대학교 윤리·정치·사회 센터 철학과 교수

Professor, Philosophy, Centre for Ethics, Politics and Society (CEPS), �
University of Minho, Portugal

백승호 (Seungho Baek)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Professor,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Catholic University, Korea

토론 Discussion

좌장 Moderator

발표 Presentation

발표 Presentation

토론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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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3  SESSION 1-3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기본소득
Basic Income Promoting Ecological Transformation

유종성 (Jongsung You)
•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교수

Professor, Gachon Liberal Arts College, Gachon University, Korea

기본소득과 생태 그리고 탈생산주의
Basic Income, Ecology and Post-Productivism

조르헤 핀투 (Jorge Pinto)
•포르투갈 미뉴대학교 연구원

Researcher, University of Minho, Portugal 

정의로운 생태 전환과 탄소배당
Carbon dividend as Linkage between Ecological Transition and Social Justice  

조혜경 (Hyekyung Cho)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Political & Economic Alternatives, Korea

얀 오토 안데르손 (Jan Otto Andersson)
•핀란드 오보 아카데미대학교 명예교수

Emeritus Professor, Åbo Akademi University, Finland

안효상 (Hyosang Ah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Executive Director, Basic Income Korean Network, Korea

좌장 Moderator

발표 Presentation

발표 Presentation

토론 Discussion

토론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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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1-1  SPECIAL SESSION 1-1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Basic Income in Religion

윤석산 (Suksan Yoon)
• 한양대학교 한국언어문학과 명예교수

Emeritus Professor, Depar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Hanyang University, Korea

스위스 개혁주의 정신과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 
Basic Incom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wiss Reformed Spirit and Feminist Theology

정미현 (Meehyun Chung)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Professor,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Yonsei University, Korea 

보편적 기본소득과 가톨릭 사회사상 시대의 징표와 세상의 연대
Universal Basic Income and Catholic Social Thought Representing sign of the time �
and global solidarity

박상훈 (Sanghoon Park)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

Director, Jesuit Research Center for Advocacy and Solidarity, �
Korea Province of the Society of Jesus, Korea

승가(Saṅgha)형(型) 기본소득으로서 기본수행권보장
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Guaranteed as Saṅgha’s Basic Income

유승무 (Seungmu Lew)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Buddhist Sociology, Joongang Sangha University, Korea

좌장 Moderator

발표 Presentation

발표 Presentation

발표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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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and Social Caring & Spirituality - Opening the Second 'Axial Age' After the Hunter’s 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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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s and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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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and Social Caring & Spirituality �
- Opening the Second 'Axial Age' After the Hunter’s 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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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he First Round of COVID-19 Stimulus Payments on Consumption

김을식 (Eulsik Gim)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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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엘 프란츠만 (Manuel Franzmann)
•독일 킬 대학교 사회학자 및 기본소득네트워크 과학자문위원회 창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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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Komazawa University, Japan

이원재 (Wonjae Lee) 
•LAB2050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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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콤 토리 (Malcolm Torry)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단장

General Manager,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UK

좌장 Moderator

발표 Presentation

발표 Presentation

토론 Discussion

토론 Discussion

토론 Discussion



48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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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사람을 사람답게  49 

세션 2-3  SESSION 2-3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Basic Income and Loc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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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기회 – 코로나19와 호주 기본소득에 대한 전망
Crisis as Opportunity – COVID-19 and the Prospects for Basic Income in Australia

트로이 헨더슨 (Troy Henderson)
•호주 시드니대학교 정치경제학 강사

Lecturer, Political Economy, the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코로나19, 노동 불평등과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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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소개  SESSION INTRODUCTION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
Proliferation of Basic Income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보편적기본소득(UBI)는 크게 도덕적 차원과 효율성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도덕적 차원에서 UBI는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웰빙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음으로 효율성 
차원에서 대상이 정해진 프로그램들은 종종 최빈층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UBI는 대상설정 오류 가능성을 제거한다. 
또한, 자진대상 설정을 통해 행정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투자기회, 위험감수 증가, 총수여 
안정화 등의 기타 잠재적 이점이 있다.

그러나 UBI에 대한 회의적인 주장도 존재한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이 막대하다. 다음으로 노동에 근거하지 않은 불로소득(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의욕저하 
효과를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미래에 지급될 자금을 차용해서 지불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궁핍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찬반 논쟁에서 어느 쪽의 입장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케냐에서 UBI 평가를 실시하였다. 케냐에서의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UBI는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는다. 둘째, 사람들은 자금(UBI)을 
신중하게 사용한다. 셋째, 가난한 사람은 기회를 잘 활용한다. 이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우리는 기본소득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즉, 위 실험을 통해 UBI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재 확인된 것이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빈곤 문제와 
공공정책의 역할을 연구한 개발경제학자다. 또한 현재 압둘 라티프 자밀 빈곤 퇴치 연구소의 공동창립자이고, 빈곤 퇴치를 
위한 혁신 단체 소속 연구자이며, 재정 시스템과 빈곤 컨소시엄의 멤버이다. 그는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연구했으며, 기본소득이나 취약계층 보조금 등을 주장하였다.

인도 콜카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에서 교수로 
일했고, 2003년 뒤플로 교수와 함께 MIT 빈곤퇴치연구소를 설립했다. 2011년 `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세계 100대 
사상가에 선정된 석학이다.

바네르지 교수는 30여 년간 개발경제학 분야에서 공공정책을 통한 빈곤퇴치를 연구해 왔다. 현재는 MIT에서 개발경제학 
관련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인도 정부 등에 경제정책을 조언하고 있다. 2009년에는 원조 효과를 실증 
평가하는 방법을 개척해 개발경제학 이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포시스 과학재단이 수여하는 인포시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9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바네르지 교수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이나 취약계층 보조금 등은 장기간 추진해야 할 
과제처럼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이 됐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는 많은 지식인들이 
그가 주장해온 ‘좋은 경제학’의 필요성에 더 공감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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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s of UBI lies in morality and efficiency aspects. First of all, with regard to moral aspect, UBI 
acknowledges that everyone in a society contributes to societal wellbeing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socially recognized jobs. Secondly, in terms of efficiency dimension, targeted programs 
often fail to include the poorest. However, UBI gets rid of the possibility of errors in targeting. 
Moreover, self-targeting makes it possible to remarkably reduce administrative costs. Lastly, Basic 
income offers some other potential benefits including new investment opportunities, increased 
risk-taking, and aggregate demand stabilization.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some skeptics about basic income as well. What they 
are insisting is that; it could result in a considerable fiscal burden by providing the payment for 
those not in need of help, it could cause disincentive effects by providing people with unearned 
income(basic income), lastly people could borrow money from the future transfers which makes 
people find themselves in destitute.  

Meanwhile, an experiment was carried out in Kenya in order to determine which stance was 
more justifiable in the arguments for pros and cons on UBI. The experiment demonstrated three 
evidences as follows: first, UBI does not make people lazy; second, people are cautious when using 
UBI; third, the poor make the best use of given opportunities. With the lessons learned from those 
evidences, we could make our cases against the UBI’ opponents. In other words, the experiment 
enabled us to reaffirm that concerns over adverse effects of UBI were groundless. 

Abhijit Banerjee, professor of Economics, M.I.T. USA, is interested in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on poverty and public policy roles and a co-recipient of the 2019 Sveriges Riksbank Prize 
in Economic Sciences in Memory of Alfred Nobel. He is also a co-founder of the Abdul Latif Jameel 
Poverty Action Lab(J-PAL), a research affiliate of Innovations for Poverty Action and a member of 
the Consortium on Financial Systems and Poverty. He has conducted researches on social safety 
net building as a way of eradicating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advocated basic income 
and subsidies for the vulnerable. 

He completed his Bachelor’s degree in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Calcutta and obtained a PhD 
in Harvard University. After that, he taught at Harvard University and Princeton University. In 2003, 
he founded the Poverty Action Lab in MIT in working with Esther Duflo. Also, he was designated as 
one of top 100 global thinkers by the Foreign Policy in 2011. 

Professor Banerjee has been working on poverty eradication through public policy in development 
economics over the last 30 years. He has been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es and delivering 
lectures focusing on development economics at MIT. At the same time, he has advised the World 
Bank and Indian government on economic policy. He was also honored with the Infosys Prize 
2009 in the social sciences category of economics in recognition of his contribution to the theory 
development in development economics.  

Basic income and subsidies for the underprivileged advocated by Professor Banerjee, who jointly 
won the Nobel Prize in Economics last year, seem to be a long-term project.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it has become a reality that lies just ahead of us. Furthermore, this 
unprecedented turmoil has provided many intellectuals with an opportunity to more agree on the 
need for ‘Good Economics’ that he has consistently adv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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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KEYNOTE SPEECH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019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Abhijit Banerjee, Professor of Economics, M.I.T. USA �

/ Novel Prize in Economic Sciences(2019)

발표자료 I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견
 

보편적기본소득에대한찬성및반대의견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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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기본소득(UBI)

• 모든사람들이기본적인생활수준을누릴수있도록해주는
소득을받을자격이있어야한다는생각

• 또한, 무조건적인자격이주어져야한다는생각: 다른소득의
여부등과무관

• 평생 제공한다는 약속 평생 의지할 수 있도록

왜 UBI인가: 도덕적차원

• UBI는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웰빙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 양육을 위해 전업주부가 되기로 선택한 엄마들이 그
예가 된다. 

• 보편적 제도 수립을 통해 복지 수혜자로서 겪는
굴욕감을 없앨 수 있다. 

인도네시아 가정의 모자 사진 :  Stephane Bidouze | Shutters tock.com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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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UBI인가: 효율성차원

• 대상설정 오류 가능성 제거 : 대상이 정해진
프로그램들은 종종 최빈층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 그 이유는, 데이터 품질저하, 관료주의, 부패 및
사회적 오명 때문이다. 

• 인도네시아PKH에 대한 연구를 통해, 20~30%의
최빈층만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최빈층 모두가 대상임)

• 자진대상 설정을 통한 낭비 해결

• 저해 요인 제거 가능

• 노동공급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  소상공인 ,  은행 직원 ,  두 명의 PKH 담당자 동석하여 정부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서비스 제공 .  사진 :  Ivan Mahardika | J-PAL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4

기타잠재적이점

• 새로운 투자기회

• 신용 접근도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 위험감수 증가

• 소비위험을 완화함으로써

• 총수요 안정화

인도네시아 .  현금지원거래를 제공하는 은행직원 .  사진 :  Ivan Mahardika | J-PAL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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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가안되는이유는?

• 재정적 부담

•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제공

• 의욕저하 효과

• “인생이 너무 쉽다”

• 과소비

• 사람들은 미래에 지급될 자금을 차용해서 지불을 하게
될 것이고 , 이는 결국 궁핍으로 이어진다.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쇼핑 .  사진 :  Ahmad Saiful loh | 
Shutters tock.com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6

실제효과에대해우리가알고있는것은? 

• 케냐에서 UBI평가(바네르지, 파예, 크루거, 
니하우스, 수리)

• 195개 마을, 23,000명의 성인에 혜택제공

• 1일 75센트(USD), 매일 성인 1명당 제공
• 국가 빈곤선에 가까움

• 12년 동안 제공한다는 약속

• 케냐에서 잘 알려진 NGO,
기브다이렉틀리(Give Directly)가 시행

• 다른 사회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행

케냐 .  휴대전화를 통한 디지털 지급 .  사진 :  Intersect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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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자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있다는 증거는 없음

• 소비에 있어서 약간의 개선: 다양성 증가, 단백질 섭취 증
가

• 우울감의 실질적 감소

• 사람들이 나태해진다는 증거는 없음

• 노동공급은 다소 증가

• 임금고용에서 자영업으로 상당한 전환이 이루어짐

• 자영업부문에서는, 비농업 자영업으로 전환

• 비농업기업에 투자되었다는 증거는 많지 않음

• 대출증가는 없음

2년후얻은교훈은?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8

무조건적지급에서얻은증거: 사람들을나태하게만들지
않는다.
패널 A: 지난주 일 했음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9

패널 B: 주당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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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현금지급 프로그램과 식량 RCT간 식량구매 및 기타 소비에 있어 차이는
볼 수 없었지만, 현금지급 프로그램에서는 대체로 비용 절약 성향이 나타났다. 

• Hoddinott et al. (에콰도르, 우간다, 예멘)

• Cunha et al. (멕시코)

• 식품의 시장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는 예외다. 

• 니제르, 멕시코 오지

• 현금이 “나쁜”소비를 조장한다는 증거는 없음

• Evans와 Popova는 19건의 연구에서 44개의 추산치를 검토했다: “지급된 돈이 술, 
담배에 지출된다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무조건적지급에서얻은증거: 사람들은자금을신중하게
사용한다.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10

• 빈곤층 중에서도 최빈곤층을 위한 “졸업프로그램”

• 자산이전 + “교육/지원제공(‘독려’(handholding) 프로그램)” + 저축장려

• BRAC 가 고안

• 7개국에서 RCT 실시: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가나, 온두라스, 인도, 파키스탄 및
페루

• 자산 이전 이후 1.5 및 3년 동안 지속된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

•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0년까지도 대규모의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

• 수혜자가 빈곤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제시

• 높은 편익-비용 비율

‘졸업프로그램’에서얻은증거: 가난한사람은기회를잘활용한다.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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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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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링된값 에티오피아 가나 온두라스 인도 파키스탄 페루

종료선

종료선

총자산가치
풀링된종료선 1: $599  (대조군 평균$2619)
풀링된종료선 2: $533 (대조군 평균 $2300)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12

시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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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활동에소비된시간(분)
풀링된종료선 1: 17.5 (대조군 평균 169)
풀링된종료선 2: 11.2 (대조군 평균185)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13

풀링된값 에티오피아 가나 온두라스 인도 파키스탄 페루

종료선

종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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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소비

1 인당소비, 월간
풀링된종료선 1: $4.55 (대조군 평균 $78.80)
풀링된종료선 2: $3.36 (대조군 평균 $68.80)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14

풀링된값 에티오피아 가나 온두라스 인도 파키스탄 페루

종료선

종료선

한 ‘졸업프로그램’에서얻은증거 : 지급프로그램을통해
사람들의본질적생산성이증대

가나에서, 우리는 모든 인풋이 제공되는 실험 설정

• 위험은 없음

• 프로그램 수혜자가 해야 할 일은 가방을 만드는 일 뿐

•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노동 시간 당
생산성은 더 높음

• 이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점을 제시

가나 ‘졸업프로그램 ’수혜자 .  사진 :  BRAC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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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I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증거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

• 아직까지 일부 ‘졸업프로그램’을 통해 편익-비용 비율이 매우 높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음- 아직 압도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함

•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 일시 지급 VS 매월 지급?

• 지원제공 프로그램? 

• 최빈곤층에만 VS 모두

증거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16

UBI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환경에서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한다: 

• 실행역량에 제약이 있을 때(현물이 아닌 현금, 지원프로그램 부재)

• 대상설정 데이터의 품질이 저하될 때/지금은 아니지만 곧 빈곤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UBI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낮아진다:

• 대상설정이 매우 중요한 경우

• 소수의 인구가 겪는 집중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기하는 경우

•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경우

• 대상설정 데이터의 품질이 높고 손실을 본 사람들이 안정적일 때

•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지급되는 금액의 유연성이 중요할 때

하지만, UBI와 특정 대상중심의 BI 그리고 1회성 지급을 조합할 창의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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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Abhijit Banerjee

Universal Basic Income

• The idea that every citizen should be entitled to an 
income that allows them to a basic standard of living

• Plus the idea that this should be an unconditional 
entitlement: something you get whether or not you have 
other earnings

• And the promise that this is for life; you can rely on it

Presentation I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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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UBI: the Moral Dimension

• It recognizes that every citizen contributes 
to the well-being of the society, whether or 
not they have a recognized occupation

• For example, mothers who choose to stay 
home with children

• It removes the humiliation that is often 
associated with being a welfare recipient 
by making it universal, no questions asked

Mother and son at home in Indones ia. Photo: Stephane Bidouze | 
Shutters tock.com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3

Why UBI: the Efficiency Dimension

• Removes targeting errors: targeted 
programs often miss the poorest

• Because of: Poor quality of data, red-tape, 
corruption, stigma

• In a study of Indonesia’s PKH, it was found 
that only 20-30% of the poorest (who are all 
entitled) received the program

• Obviates waste from self-targeting

• Potentially removes disincentives

• To labor supply

Indones ia. A corner shop owner and bank agent serve a government 
ass is tance recipient,  accompanied by two PKH faci l i tators .  Photo: Ivan 
Mahardika | J-PAL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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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potential benefits

• New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 Depends on how it interacts with
credit access

• Increased risk-taking 

• By mitigating consumption risk

• Aggregate demand stabilization

Indones ia. A bank agent providing a cash social  ass is tance transaction. 
Photo: Ivan Mahardika | J-PAL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5

Why not UBI?

• Fiscal burden
• Transfers to many people who don’t

need the money

• Disincentive effects
• “Life becomes too easy”

• Binge consumption
• People borrow against the future transfers

and spend it and end up destitute

Using digita l  payments  whi le shopping in Indones ia. Photo: Ahmad 
Saiful loh | Shutters tock.com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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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we know about actual impacts? 

• UBI evaluation in Kenya (Banerjee, Faye, 
Krueger, Niehaus and Suri)

• Covering 195 villages, 23,000 adults

• 75 cents a day (US), per adult per day
• Close to the national poverty line

• Commitment for 12 years

• Implemented by Give Directly, a reputed 
NGO known in Kenya

• In a context where there is very little other 
social support

Kenya. Digita l  payment via phone. Photo: Intersect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7

• No evidence of a dramatic transformation of beneficiary lives

• Some improvement in consumption: more diversity, more proteins

• Substantially less depression 

• No evidence of people becoming lazy 

• Labor supply goes up slightly 

• Substantial switch to self-employment from wage employment

• Within self-employment, towards non-agricultural self-employment

• Not much evidence of investment in a non-agricultural enterprise

• No increase in borrowing

What are learnings after 2 years?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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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from unconditional transfers: they do not 
make people lazy
Panel A: Worked last week

Panel B: Hours worked per week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9

• A number of cash versus food RCTs mostly find no difference in food 
and other consumption outcomes but large cost-savings with cash.

• Hoddinott e al. (Ecuador, Uganda, Yemen)

• Cunha et al. (Mexico)

• The exceptions are where the market supply of food is very inelastic

• Niger, remote areas in Mexico

• No evidence that cash promotes consumption of “bads”

• Evans and Popova review 44 estimates from 19 studies: “either no 
significant impact or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f transfers on 
expenditures on alcohol and tobacco.”

Evidence from unconditional transfers: people use the 
funds judiciously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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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aduation Program” for the poorest of the poor

• Asset transfers + “training/handholding” + encouragement to save

• Invented by BRAC

• RCTs in 7 countries: Bangladesh, Ethiopia, Ghana, Honduras, India, 
Pakistan, and Peru

• Find consistent positive impacts 1, 5, and 3 years after asset transfer 

• The impact continues to be large and positive for up to 10 years where 
the data is available

• Suggesting the beneficiaries are escaping from a poverty trap

• High benefit-cost ratios

Evidence from Graduation programs: poor people 
make good use of opportunities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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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sset value
Pooled endline 1: $599  (control mean $2619)
Pooled endline 2: $533 (control mean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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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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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tes spent on productive activities
Pooled endline 1: 17.5 (control mean 169)
Pooled endline 2: 11.2 (control mean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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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Capita Consumption

Per capita consumption, month
Pooled endline 1: $4.55 (control mean $78.80)
Pooled endline 2: $3.36 (control mean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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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from one Graduation program: transfers 
raise people’s intrinsic productivity 
In Ghana we set up an experiment where the 
inputs are all provided

• There is no risk

• The only thing the program beneficiaries have 
to do is to produce bags with them

• We see that those who have higher levels of 
benefits are more productive per hour of work

• Suggests a psychological mechanism
at play

Graduation program benefic iar ies in Ghana. Photo: BRAC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15

• Is certainly reassuring: there is no evidence for the concern that UBI 
might backfire 

• Without being overwhelming: we do not yet see the kind of very high 
benefit-cost ratios that some Graduation program generate. 

• What might be the source of the difference?

• Lump sum versus monthly flows?

• Handholding?

• Only the poorest versus everyone

The evidence at this point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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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 is most valuable where the institutional setting is such:
• Implementation capacity is limited (cash not kind, no handholding)

• Targeting data is low quality/there is a lot of churn in need

• Tge

UBI is less valuable where:
• Targeting is very important 

• Say because the need to compensate concentrated losses suffered by a minority of the population

• The fiscal envelope is tight

• And targeting data quality is high and the losers are stable

• Flexibility in the amount transferred is important, such as in a pandemic

However, there may be creative ways to combine UBI and more targeted and 
one-time transfers

On balance

THE CASE FOR (AND AGAINST) UNIVERSAL BASIC INCOME | ABHIJIT BANERJE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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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소개  SESSION INTRODUCTION 

세계 기본소득 운동으로부터 얻는 교훈
Lessons from Basic Income Initiatives all over the World

특별 연설을 맡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의장인 사라트 다발라는 인도의 사회학자로서 인도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자, 
증인, 보고자로서 명성을 떨쳤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부의장을 거쳐 작년부터 의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본소득 운동이 세계화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발라 박사가 이처럼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해 강하게 확신하는 것은 그가 지난 2011년 인도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에서 
연구 책임자로 활동하며 기본소득의 효과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당시 자영업여성연합(Self Employed Womne’s 
Association)은 인도 마디야프라데시 주에서 성인 1인당 200루피(약 3,300원), 어린이 1인당 100루피(약 1,600원)를 매달 
지급했다. 그 결과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크게 개선되고 학교 출석률이 높아졌다. 기본소득을 받은 가정 중 21%의 소득 
수준이 향상된 반면 일반 가정 중 소득 수준이 나아진 곳은 9%에 불과했다.

최소한 지난 십 년 사이에 전 세계는 다양한 수준의 기본소득 실험, 정책, 논의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국면은 
지난 1년 사이에 과거 십 년 동안 겪은 것보다 더 크고 깊이 있는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

사라트 다발라는 특히 지난 1년 동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라는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고 교류한 전 세계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말해줄 것이며, 이에 기초해서 기본소득의 전망이 어떠할지는 열정적이고 실천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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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th Davala, president of Basic Income Earth Network, is an Indian sociologist who has gained an 
extensive reputation as a designer, witness, and reporter of the Indian Basic Income Experiment. 
After serving as vice-president of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he has been devoted to the 
organization as president from last year making a great contribution to the globalization of basic 
income movement. 

What made him strongly convinced about the effect of basic income was his experiences in a basic 
income experiment conducted in India in 2011. At that time, he worked as a researcher in charge 
of the experiment, which enabled him to witness the impact of basic income at first hand. Under 
the experiment, then 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 monthly paid Indian 200 Rupees(approx. 
KRW 3,300) per adult and Indian 100 Rupees(approx. KRW 1,600) per child in Madhya Predesh, 
a large state in central India. As results, malnutrition of children remarkably reduced and school 
attendance rate improved. Also, 21% of recipient households saw income growth while only a 
meager 9% of non-recipient households did. 

The world has been going through experiment, policy, and discussion at various levels over the 
last decade at least. Moreover, the pandemic of COVID-19 has led us to have more extensive and 
broader experiences during the last one year than those during the last decade.    

Therefore, Sarath Davala would elaborate on global experiences collected and communicated 
through the platform of Basic Income Earth Network over the past year. In particular, he would like 
to deliver an outlook of basic income in a very passionate and practical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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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설  SPECIAL ADDRESS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
Sarath Davala, President,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India

요약문 I 세계 기본소득 운동으로부터 얻는 교훈 
 

전세계적으로 기본 소득 이니셔티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 이니셔티브는 시민사회 단체나 정부에서 주도한 기본 소득에 대한 선행 연구다. 기본 소득 선행 연구로는 나미비아 
(2008년-2009년), 인도 (2011년-2012년), 핀란드 (2017년-2018년) 등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있는데 선행 연구의 특성상 
시간과 범위의 제약을 받는다.   

두 번째, 이니셔티브는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본 소득 정책 이니셔티브가 있다. 경기도와 성남시의 청년 배당금, 
인도 텔랑가나 주의 농민 기본 소득,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 소득의 개념은 개인에게 매월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다섯 가지 범지구적 특징을 갖는다. 각 
이니셔티브의 실험은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개별 국가에서 나오는 질문은 그 지역만이 당면한 
문제들이다. 개발도상국들은 개발 결과와 관련된 질문을 한다. 

이 이니셔티브들은 모두 무조건적 소득 제공이 현행 복지 방안들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에 대해 실험해보고 따져보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무조건적” 지급이며, 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조건적 기본 
소득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해당 연구들은 모두 현행 복지 제도는 전달 체계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수혜자들에게 굴욕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며 개인들은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되레 상처를 받고, 시스템은 개인의 상처도 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악순환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연구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현행 복지 시스템은 행정 비용이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며 현안들을 
해결할 만큼 정교하지도 못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현행 복지 제도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순 있지만, 21세기의 
문제들은 해결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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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Lessons from Basic Income Initiatives all over the World
 

Across the world, broadly speaking there have been two types of basic income initiatives that have 
occurred. 

One, basic income pilot studies initiated by either civil society agencies or by governments. They 
include Namibia pilot in 2008-09, Indian pilot in 2011-12, and Finland pilot in 2017-18. Pilot studies 
are by their nature limited in time and scope. 

Two, basic income policy initiatives targeting a particular sub-set of population. They included 
Youth Dividend of Seongnam city and Gyeonggi province, Farmers’ Basic Income in Telangana in 
India, Bolsa Familia in Brazil. 

While basic income is a global idea, with five characteristics: universal, monthly, cash, individual 
and unconditional - what are being tested in different initiatives are very local questions. Each 
country is asking its own local questions. Developing countries are asking question pertaining to 
development outcomes.  

All these initiatives are essentially testing and measuring how far providing an unconditional 
income is a better method than the current ways of doing welfare. Unconditionality is the key factor 
that is being tested across the world. The evidence is overwhelming in favour of the unconditional 
basic income. 

All these studies are demonstrating the fact that the current welfare systems are not only inefficient 
in terms of delivery; but also have become toxic in terms of humiliating the welfare recipient, 
causing a vicious cycle of toxicity transmitting from the welfare system to individual and back to 
the system.

What all these studies finally are saying is that the current welfare system is not only 
administratively expensive and inefficient but also that it is not fine-tuned to solving the current 
problems. In other words, the problems that the current welfare system is solving are those of the 
past, and not this of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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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삶의 위기, 기본소득
COVID-19 Pandemic, Crisis of Our life and Basic Income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의 경제 위기 및 기후 변화와 더불어 우리 삶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인간이 물질주의, 산업주의, 자본주의 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한 위기라는 점이다. 
물질문명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삶이 개선된다고 보는 물질주의, 화석연료의 대량 사용을 비롯해서 자연을 
대규모로 착취하는 것을 통해 물질문명을 뒷받침하려는 산업주의, 다른 무엇보다 이윤의 극대화를 통해 인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 자본주의가 도리어 인간의 삶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다중적 위기, 즉 
경제위기, 기후변화, 팬데믹이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무엇보다 인간의 삶 그리고 인간의 삶과 다른 존재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중심에 놓는, 그런 사회 체제와 
운영 방식을 모색하는 일이다. 현대 기본소득 운동과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베테랑이 참여하는 이 세션은 이런 과제에 대해 
기본소득이라는 원칙과 해법이 어떻게 작동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를 점검하는 라운드테이블이다.

좌장을 맡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글로벌 경제학과 교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특임부총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제13대 경기연구원 원장직을 맡고 있다. 

해외 발표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 가이 스탠딩, 애니 밀러 세 사람은 1986년에 만들어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2004년 
이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창립자들이며, 각자의 나라와 연구 분야에서 정력적으로 활동해왔다. 필리프 판 파레이스는 
1995년에 기념비적인 저작인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출판함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철학적 정당화를 한 단계 
진전시켰고, 2017년에는 그동안의 기본소득 연구를 집대성한 <21세기 기본소득>을 출간했다. 경제학자인 가이 스탠딩은 
오랫동안 ILO에서 일하면서 개발 분야 정책을 입안했고, 인도 기본소득 실험을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17년에 출판한 <기본소득>으로 집대성된 가이 스탠딩의 기본소득론은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를 추적한 <프레카리아트>(2011), <불로소득 자본주의>(2017), <커먼즈의 강탈>(2019) 
등의 방대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애니 밀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영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Citizen's Basic Income Trust)의 창립자이자 의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2017년에 출판한 <기본소득 
핸드북>은 기본소득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다루어지 않았던, 기본소득에 대한 페미니즘적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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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만들어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공동창립자이자 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남훈 교수는 
성남 청년배당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제안자로서 한국 현실에서 기본소득이 정착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데 주력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경제학>, <기본소득과 정치 개혁> 등의 저서를 통해 기본소득의 정당성, 현실성,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해 탐색한, 한국의 대표적인 기본소득 연구자이자 실천가이다. 경기연구원의 기본소득연구단장 
역을 맡고있는 유영성 박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총괄해 오고 있다. 기본소득 
종합연구서 성격의 방대한 분량의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2020)을 출판하여, 이제껏 논의되어 오던 
기본소득 논의의 경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I), (II)를 발간하여 경기도가 
추진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다양한 정책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결합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지니는지를 규명하는 실증연구들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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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소개  SESSION INTRODUCTION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삶의 위기, 기본소득
COVID-19 Pandemic, Crisis of Our life and Basic Income 

The COVID-19 Pandemic has well demonstrated how vulnerable our life is along with existing 
economic crisis and climate change. The point is that the pandemic is an inevitable crisis that 
humanity ha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pursuing materialism, industrialism, and capitalism. 
Materialism that sees pushing for advancement in material civilization could allow human lives 
to be improved; industrialism that intends to back up materialism through exploiting the nature 
at large scale such as using a huge amount of fossil fuels; capitalism that recognizes maximizing 
profits than others could make people’s lives better. Those three principles have been devastating 
humans’ lives, which is the underlying cause of multifaceted crisis that we have currently been 
struggling. In particular, the current multidimensional crisis is the crisis of economics, climate 
change, and pandemic. 

At the moment, what we have to do is to seek for a social system and way of operation in which 
human lives and a newly established relation between human lives and other existence are lied at 
the center. In this regard, this session could become a roundtable bringing renowned experts of the 
modern basic income movement and Korean basic income movement that enable us to check out 
how the principle and solution of basic income could work and what effects would be resulted from 
the basic income.  

Hanjoo Lee moderator for this session, taught global economics at the Gachon University and 
worked as chairman of the Division of Economy1, at the Advisory Council on State Affairs. After 
that, he served as vice president of the Gachon University, and is currently the 13th president of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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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prominent overseas speakers, Philippe Van Parijs, Annie Miller, and Guy Standing founded 
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in 1986, which has been reinvented itself as Basic Income Earth 
Network since 2004. They have been enthusiastic in pursuing their research interests and devo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own nations. In particular, Philippe Van Parijs published a monumental 
book <Real Freedom for All> in 1995 to make a big stride in justification of basic income in terms 
of political philosophy. In 2017, he compiled all his researches so far and published <Basic Income: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Guy Standing, an economist, worked 
at the ILO for a long time. While working at the organization, he proposed bills for development 
policies and took the lead in the Indian basic income experiment to make contribution to verifying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basic income. His theory was all compiled in a book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published in 2017 of which his theoretical fundamentals 
are lied in his in-depth researches including <The Precariat: The Dangerous Class>(2011), <The 
Corruption of Capitalism: Why Rentiers Thrive and Work Does Not Pay>(2017), and <Plunder of 
the Commons>(2019). Annie Miller, a mathematician and economist, is co-founder and chair not 
only for BIEN but also for the Citizen’s Basic Income Trust of the UK. Her book <A Basic Income 
Handbook> published in 2017 deals with economic perception on basic income and attempts to 
justify it based on feminism. 

Namhoon Kang, co-founder of the Basic Income Korean Network which is established in 2009 
and co-president of Gyenoggi Basic Income Committee in Korea, proposed related policies of 
Seongnam city’s Youth Dividend and Youth Basic Income. In particular, his research focus was on 
how basic income could be firmly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Korean reality. He is also a leading 
researcher and practitioner in Korean basic income and has been exploring justification, realistic 
application, and scalability of basic income through his books <The Economics of Basic Income>, 
and <Basic Income and Political Reform>. Dr. Young Seong Yoo, head of Basic Income Research 
Group of Gyeonggi Research Institute, has been in charge of researches and investigation regarding 
basic income initiatives implemented by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s publishing 
<Basic Income for Everyone’s Economic Freedom>(2020), a compiled and comprehensive 
research document, he greatly expanded the boundary of on-going discussions on basic income. 
Furthermore, he revealed Gyeonggi’s Youth Basic Income Policy Effect Analysis(I) and (II) to 
empirically demonstrate that the initiative has had  policy effects in many aspects. Especially, he 
has been leading empirical researches that identify what substantial effects we could expect from 
combining basic income and loc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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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ATION 

필리프 판 파레이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공동의장 / 벨기에 루뱅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
Philippe Van Parijs, Chair of advisory Board, Basic Income Earth Network �

/ Professeur émérite,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Belgium

요약문 I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삶의 위기, 기본소득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우리 삶의 위기 그리고 기본 소득”의 패널에게 드리는 글 

팬데믹 관련 세 가지 기본 소득 제안:

1. 임시 보편적 생존 소득 (적자 지출로 조달하는 “긴급 기본 소득”)

2. 임시 보편적 회생 소득 (화폐 발행으로 조달하는 “국민을 위한 양적 완화”) 

3. 구 무조건적 기본 소득 (소득세 또는 기타 재원으로 조달하는 “최저 소득”)

3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 2번의 단점들로부터 자유롭다. (기본 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지원받은 금액을 사용하지도 
않을) 부자들은 본인들의 영구적 기본 소득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실질적이고 잠재적인)팬데믹과 관련된 
이점들을 보여준다: 영구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행정상의 복잡함이나 지연 없이 모두에게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사회를 더 회복력있게 만든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공공 자원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생산성 저하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건책과 강경책 모두를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I   COVID-19 Pandemic, Crisis of Our Life and BI

Contribution to the Panel “COVID-19 Pandemic, Crisis of Our Life and BI”

There are three types of pandemic-related basic income proposals:

1. Temporary universal survival income (“emergency basic income” funded by deficit spending)
2. �Temporary universal recovery income (“quantitative easing for the people” funded by money 

creation)
3. �Permanent unconditional basic income (“floor income” funded by income taxation or other 

sources)

The third one avoids the disadvantages of the first two: the rich (who don’t need these and won’t 
spend them) pay for their own permanent basic income. It also presents an advantage especially 
relevant to (actual and potential) pandemics: it makes our economies and societies more resilient 
by providing basic economic security to all without bureaucratic complications or delays. But the 
pandemic presents it with a twofold challenge: it triggers fierce competition for public resources 
and depresses productivity. The presentation will explore a number of possible responses to this 
two challenges, both weak and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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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대한민국기본소득박람회

2021년 4월 28일

“코로나19 팬데믹, 우리삶의위기, 기본소득”

필리프판파레이스
루바인대학교교수
BIEN 자문위원회장

발표자료 I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삶의 위기,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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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기간중 제안된 BI의 3가지유형

1. 임시보편적생존소득
(적자지출로조달하는“긴급기본소득”)

2. 임시보편적회생소득
(화폐발행으로조달하는 “국민을위한양적완화”)

3. 영구무조건적기본소득
(소득세또는기타재원으로조달하는 “최저소득”)

팬데믹기간중 제안된 BI의 3가지유형

1. 임시보편적생존소득
(적자지출로조달하는 “긴급기본소득”)

• 장점: 속도와범위
• 단점: 필요없는사람들에게까지지급되어재원낭비

2. 임시보편적회생소득
(화폐발행으로조달하는 “국민을위한양적완화”)

• 장점: 단순및 “공정성”
• 단점: 소비하지않는사람들에게까지지급되어재원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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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기간중 제안된 BI의 3가지유형

3. 영구적 UBI
(소득세또는기타방안의재원마련을통한 “최저소득”)

• 소득상위계층과관련한단점회피:
(지원이필요없거나지출하지않는) 부유층은자신들의

영구적인 BI를스스로지불한다. 

• (실제또는잠재적인)팬데믹과관련한장점:
행정적복잡성이나지연없이기본적인경제적안정성을

모두에게제공함으로써
경제및사회의회복력을증진시킨다.

3. 영구적인 UBI

영구적인 UBI의타당성에대한이중과제를제공하는팬데믹

1. 공공자원경쟁
- 의료보건장비및인력확대부담증가
- UBI도입으로의료보건인력비용증가

2. 생산성저하
-비생산적비용
-학교교육혼란의장기적영향
-공급망부족

따라서, 
나태해질자유를주기기에는적절한시기가아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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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구적인 UBI

이중과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

1. 공공자원의경쟁
-순비용만
-국민의구매력만재분배
-탄소세에대한자연적보완

2. 생산성하락
-북부에서는탈성장이문제가되지않음 (하지만, 남부로이전)
-외생적인기술진보 (자동화, AI)
-생산력으로서의자유

• 차별력
• 취업전후/교육/자생
• 새로운생각을시도할수있는완충재

가장근본적으로: 더암울한시기를위한더큰자유의현실적인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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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Gyeonggi Basic Income Fair

28 April 2021

Contribution to the panel
“Covid-19 Pandemic, Crisis of Our Life and BI”

Philippe Van Parij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Louvain
Chair of the Advisory Board of BIEN

Presentation I COVID-19 Pandemic, Crisis of Our Life and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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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types of pandemic-related basic income proposals

1. Temporary universal survival income
(“emergency basic income” funded by deficit spending)

2. Temporary universal recovery income
(“quantitative easing for the people” funded by money creation)

3. Permanent unconditional basic income
(“floor income” funded by income taxation or other sources)

Three types of pandemic-related basic income proposals

1. Temporary universal survival income
(“emergency basic income” funded by deficit spending)

• Advantages: speed and coverage
• Disadvantage: resources wasted on those who don’t need it

2. Temporary universal recovery income
(“quantitative easing for the people” funded by money creation)

• Advantages: simplicity and “fairness”
• Disadvantage: resources wasted on those who won’t spe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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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types of pandemic-related basic income proposals

3. Permanent unconditional basic income
(“floor income” funded by income taxation or other sources)

• Avoids the disadvantages of temporary top ups:
the rich (who don’t need these and won’t spend them) 

pay for their own permanent basic income.

• Advantage relevant to (actual and potential) pandemics:
makes our economies and societies more resilient

by providing basic economic security to all
without bureaucratic complications or delays

3. Permanent unconditional basic income

The pandemic as a twofold challenge to the feasibility of 
a permanent UBI

1. Competition for public resources
- Pressure for expanded in health care equipment and personnel
- Increased cost of health care personnel induced by UBI 

2. Fall in productivity
- Unproductive expenses
- Long-term impact of schooling chaos
- Shortening of supply chains

Hence: 
It does not seem  the right time to give freedom to work less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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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rmanent unconditional basic income

How this twofold challenge can be addressed

1. Competition for public resources
- Only net cost
- Only redistribution of purchasing power of the population
- Natural complement to carbon tax

2. Fall in productivity
- Degrowth not a problem in North (but transfers to South)
- Exogenous technological progress (automation, AI)
- Freedom as productive force 

• discriminating power
• back-and-forth employment/education/volunteering
• cushion to try new ideas

Most fundamentally:
A realistic utopia of greater freedom for darker times



원본 人(추사 김정희 서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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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ATION 

가이 스탠딩 영국 SOAS 런던 대학교 전임연구교수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의장
Guy Standing, Professorial Research Associate, SOAS University of London, UK  

/ Co-President, Basic Income Earth Network

요약문 I 팬데믹 시대속의 기본소득
 

한국의 대표적인 대통령후보가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기본소득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에 후보자에 경의를 표합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모두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의 
기본권리로서 매월 어느 정도의 자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윤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의의 문제로 공유부를 통해 배당금이 발생하며, 이러한 공유부는 이전 세대로부터 우리에게 전수되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욕구 및 공공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장을 강화하고 자유를 촉진하는 
해방운동(emancipatory)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기원전 2,333년 세워진 하나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홍익인간-
동등한 지위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전체와 이득을 널리 나눈다(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가 바로 그 정신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을 팬데믹과 사회 및 경제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동안 
우리가 배운 분명한 교훈이 하나 있다면, 우리 모두의 회복력은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회복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회복력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포퓰리스트적인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기본소득은 
'지대추구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를 해체하는데 도움을 주는 메커니즘입니다. 지대추구 자본주의하에서는 더 많은 
소득과 부가 재산 소유자에게 흘러들어 가며, 여기에는 금융, 물리, 지적 재산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러한 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프레카리아트의 급격한 증가,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통, 막대한 부채, 
그리고 어두운 미래라는 직접적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적정한 기본소득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역진적인 지원금을 철회하고 생태적인 세금 개혁전략을 추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높은 세율의 탄소세 및 기타 환경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 자체는 역진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세금들은 부유층의 소득에서 보다 빈곤층의 소득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 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환경세가 대중의 지지를 얻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안은 환경세에서 얻은 세수를 
기본소득의 형태, 또는 공동 배당금의 형태로 다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한국이 공유부세, 탄소세 및 
부유세로 걷은 수익에 대한 부과금으로 형성한 국가 공유부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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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요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더욱 분명해지는 이러한 과도기와 연관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2년 윌리암 베버리지가 작성한 보고서가 영국 및 기타 국가들에서 복지국가의 정당화 및 설계에 활용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2페이지에서 베버리지는 ‘지금은 보수(patching)의 시기가 아니라, 혁명(revolutions)의 시기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긴급히 해결해야 할 5개의 거인을 질병, 무지, 나태, 불결, 궁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과도기적 순간에 서 있습니다. 좋은 사회(Good Society)로 가는 길은 8개의 현대 ‘거인’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불평등, 불안정, 부채, 스트레스, 불안, 로봇, 멸종, 그리고 신 파시즘적인 포퓰리즘이 바로 8개의 거인입니다. 
이들은 상호연계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특히 멸종의 위협, 즉, 환경파괴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증명하여 실제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대중적인 행동을 유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은 신파시즘적인 포퓰리즘의 위협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이들은 권위적인 수단과 악의적인 외국인 혐오를 바탕으로 민족주의의 과거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는 포퓰리스트들의 사이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이런 두려운 위협을 쉽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좋은 사회를 위한 좋은 삶을 제공해 줍니다. 실현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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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Basic Income in an Era of Pandemics
 

It is a pleasure to be speaking on basic income at a time when a leading Presidential candidate 
is proposing to introduce it in the Republic of Korea. I salute him. The idea of a basic income is 
that everybody would receive a modest monthly payment without conditions, paid as a right. It is 
justifiable fundamentally for ethical reasons. It is a matter of justice, a shared common dividend 
on the wealth generated and passed down to us by many generations before us. It promotes basic 
security, which is a human need and public good, and it would be emancipatory, strengthening 
freedom. It accords with the ethos on which Korea was founded in 2,333 BC, the ethos of hongik 
ingan – spreading benefits through community based on equal status. 

And it is vital in an era of pandemics and social and economic shocks. If there is one lesson we surely 
have learned during the year of COVID-19, it is that the resilience of all of us depends on the resilience 
of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A basic income would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all of us. 

Critics say that a basic income is a populist policy. That is nonsense. It is a mechanism for helping 
to dismantle rentier capitalism. Under rentier capitalism, more and more of the income and wealth 
is flowing to the owners of property – financial, physical and intellectual. This is unsustainable, for 
many reasons. A direct result is the accelerated growth of the precariat, suffering from insecure 
lives, huge debt, and lack of an attractive future.  

A modest basic income is affordable. The government could start by rolling back regressive 
subsidies and moving towards an ecological tax-reform strategy. We need high carbon and other 
eco-taxes. But by themselves they are regressive – increasing inequality because they represent a 
higher percentage of the income of a poor person than of a rich one. The only way to make eco-
taxes popular and functional is to recycle the revenue from them in the form of a basic income, or 
common dividend. In the longer term, I believe South Korea should build up a National Commons 
Fund, made up from levies on profits from taking the commons and carbon and wealth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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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inal points relate to the transformational moment in which we are living, and which the 
COVID-19 pandemic has made more evident. After the Second World War, a report written by 
William Beveridge in 1942 was used to justify and design the welfare states in Britain and other 
countries. On page 2 of the report, Beveridge wrote, ‘This is a time for revolutions, not for patching’. 
He made that more explicit by saying there was an urgent need to slay five ‘giants’ – disease, 
ignorance, idleness, squalor and want.  

Today we are at another transformational moment, in which the road to a Good Society is being 
blocked by eight modern ‘giants’. These are inequality, insecurity, debt, stress, precarity, robots, 
extinction, and neo-fascist populism. They are inter-related. But I believe that for the young in 
particular the threat of extinction –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 will prove to be the 
decisive factor in inducing popular action to introduce a real basic income. 

Finally, a basic income would help defeat the threat of neo-fascist populism. If millions of people 
are chronically insecure, they will listen to the siren calls of populists, promising to restore some 
nationalistic past, with authoritarian means and xenophobic evil. A basic income would make it 
easier to defeat that fearful threat. It offers a good life for a good society. Let us make it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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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코로나19와 기본소득
 

코로나 19 팬데믹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재난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세계인구의 보건과 
빈곤층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수 많은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고,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입니다. 

정부의 급선무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과 빈곤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증대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란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여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서비스가 마비되지 않도록 하고 노년층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고립 또는 비좁은 생활공간, 강제된 활동 제한 및 신선한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임무는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두를 위한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소득을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국민이 재정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불안을 해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경미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것과 의식주를 위한 소득을 벌기 위해 출근을 하는 것 중 선택을 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BI가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편적인 BI는 공공선이자 모두를 위한 보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갈 
곳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정부는 국민의 소비력 감소로 인한 침체, 더욱이 불황의 위험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주머니에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모두의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 수요가 다시 증가하여 기업 손실이 최소화되고 팬데믹이 사라지면 나타날 새로운 수요의 
기회를 포착할 생존 기업의 수는 극대화 될 것입니다. 

이번 재난의 결과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운송비용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재택 근무로의 전환, 원격회의 추세 등이 계속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매업 분야도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업 및 상업 지구 중심지는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 더 나아가 
스포츠, 레저 및 건강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소셜 라이프를 즐기면서 관광 및 F&B산업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새로운 방식의 관광, 사업, 무역 및 
사회활동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의 맹공격으로 기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간 격차 및 부적합성이 더욱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전례 없이 높아졌습니다. 웰빙 증진, 정의롭고 조화된 사회 구축 및 경제 안정에 있어 기본소득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많은 정치인들, 특히, 원로 정치인들은 평생 동안 유지해왔던 사고와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로 정치인들이 매우 다르지만 현 세대의 요구와 관련된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준비하기 보다는 구시대의 방식을 활용하여 현 세대의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너무 늦기 전에 깨달음을 얻기를 희망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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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COVID-19 and Basic Income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must surely be the greatest disaster to affect the whole world 
since World War II. It potentially affects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it targets the incomes of the 
poorest, and undermines many businesses. The world economy will probably decline by several 
percentage points and recovery could be slow.

The first duty of a government must be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The effects of the 
virus are greatest for people with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and those living in poverty, and 
increase with the age of the patient. In the current situation protection means minimising the spread 
of the virus and thus the number of deaths, ensuring that the health services are not overwhelmed, 
and making sufficient provision of social care for older people and other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It also means protecting the mental health of the population, reducing anxiety about the 
virus, depression from isolation or cramped living quarters, enforced inactivity and lack of fresh air. 

The second duty must be the security of the population, that is, the income security of all, providing 
enough income to prevent poverty, to be financially secure and reduce anxiety. People with mild 
symptoms would not have to choose between staying at home and working for an income to buy 
food or pay the rent, and so a BI could reduce the risk of spreading the virus. Thus, granting a BI to 
everyone would be a public good and help to protect all. Addressing the problems suffered by rough 
sleepers and other homeless people would be another case of acting in our own self-interest.

Thirdly, the government must protect the economy from the risk of recession, or even a depression, 
resulting from the reduced spending power of the population. By putting income into people’s 
pockets, demand for those goods that fulfil the needs of all would be protected, and fewer workers 
would have to be made redundant. This could minimise the loss of businesses, and maximise the 
number of surviving companies which would pick up renewed demand as the pandemic dies down.  

Many things will change, or change more quickly, as a result of this disaster.  World transport will 
probably be more expensive. The shift to working from home and holding business meetings 
remotely could continue. Similarly, retail could continue its shift towards shopping online. The 
emphasis on town centres as places for business and retail could change towards hosting cultural 
and entertainment events, and even for sports, leisure and keep-fit. The hospitality industry will 
pick up again, since people will still want to meet socially over meals and drinks, when it safe to 
do so again. The world will adapt to new ways of travelling, carrying out business and trade, and 
socialising.

The case for a basic income has never been greater than now with the onslaught of the pandemic, 
which has exposed the large gaps in, and the inadequacies of, most current social protection 
programs. The role that a basic income could play in improving wellbeing, creating just and 
harmonious societies, and stabilising the economy, must be obvious. And yet, there will still be many 
politicians, especially of an older generation, who find it hard to change the habit of thought of a 
lifetime, that we may yet find that they are still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of a previous generation 
using outdated methods, rather than preparing to embrace a system radically different but relevant 
to the needs of the current generation. Let us hope that enough politicians become enlightened 
sooner rather than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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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경제개혁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경제개혁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탄소세는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조세저항을 일으킨다. 스위스와 
캐나다는 탄소세 수입을 탄소배당으로 분배함으로써 조세 저항을 극복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심각해서, 토지   
개혁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는 토지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보편적인 토지 보유세 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다. 토지 보유세는 효율성, 효과성, 즉시성, 정밀성, 공정성과 가역성을 갖는 장점이 있지만 
조세 저항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 경우도 조세 저항은 토지 보유세 수입 전체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토지 보유세율이 0.5%일 때 약 84%의 가구가 순 수혜 가구가 된다.

Abstract I   Basic income as a means to economic reform

Basic income can be a tool for economic reform. A carbon tax is necessary to prevent climate 
disasters, but it creates tax resistance. Switzerland and Canada are overcoming tax resistance by 
distributing carbon tax revenues as carbon dividend. Real estate speculation is severe in Korea, land 
reform is needed. Real estate speculation can be prevented by universally imposing a land holding 
tax. All attempts to prevent real estate speculation without a universal land holding tax have 
failed. The land holding tax has advantages such as efficiency, effectiveness, immediacy, precision, 
fairness, and reversibility, but tax resistance is a serious problem. In this case too, tax resistance can 
be overcome by distributing the entire land holding tax revenue as basic income. If the land holding 
tax rate is 0.5%, 84% of households can become net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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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수단으로서의기본소득

강남훈

기본소득의의의

○ 공유부배당토지, 환경, 지식, 데이터는공유부
○ 주권자들은공유부수익의 1/n을가질권리
○ 기본소득을지급하기위해서는

○ 공유부수익을걷는다
○ 똑같이나눈다.

발표자료 I 경제개혁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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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효과

○ 최소소득보장
■ 불안정(가난)이라는 팬데믹에 대해서는 치료제(선별지원)와
백신(기본소득)이 모두 필요.

○ 불평등완화
○ 내수확대
○ 일자리확대

■ 내수를확대해서일자리창조
○ 경제개혁의수단

■ 토지세와 토지 배당
■ 탄소세와 탄소 배당

○ 창의혁신경제
○ 복지국가 촉진

■ 재분배의 역설 극복(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선별적 지원은 가난한 사람의 몫을 줄인다)

탄소배출감소 / 불평등축소

도넛펴기

재난대비하기위한경제개혁

찌그러진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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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홀로세/인류세

• 우리는 기후 위기를
인식한 첫 번째
세대이면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 

• 우리 다음 세대는 막을
수 없다.(조천호 박사)

• 자연은 1만년에지구온도 4도증가시켜 홀로세(Holocene) 시작.
• 인간은불과 100년만에 1 °C 나증가시켰다.
• 1.5 °C 가되면((0.5 °C 더증가)지구위기

기후재난해수면상승

• 남극빙하다
녹으면해수면
10m~60m 상승.

• 60m 상승할
때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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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Akerlof/ Robert Aumann/ 
Angus Deaton/ Peter Diamond/
Robert Engle/ Eugene Fama/
Lars Peter Hansen/ Oliver Hart/ 
Bengt Holmström/ 
Daniel Kahneman/ Finn Kydland/ 
Robert Lucas/ Eric Maskin/ 
Daniel McFadden/ Robert Merton/ 
Roger Myerson/ Edmund Phelps/ 
Alvin Roth/ Thomas Sargent/ 
Myron Scholes/ Amartya Sen/ 
William Sharpe/ Robert Shiller/ 
Christopher Sims/ Robert Solow/ 
Michael Spence/ Richard Thaler/

기후위기탄소세 + 탄소배당

 프랑스
 프랑스는 탄소세수 일부를 특별회계에 편입시키고 에너지전환기금으로 사용
 탄소세수를 배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란 조끼를 입고 시위

 스위스
 탄소세수의 2/3 정도를 전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로 환급. 
 사회적 마찰 없이 세율을 지속적으로 8배로 인상

 캐나다
 2019년 세수 중립적 탄소세 도입
 모든 세입은 발생된 주에게 재분배. 주는 약 90%의 세입을 개인에게 환급. 약 70%의
가계에서 환급액이 에너지 비용 증가분보다 큼.

세계최초전주민기본소득스위스탄소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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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상승 2016~2020상승액최고아파트

도시 구 동 단지 면적 2016 2020 상승액(만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73~77,82,85동) 245 406,783 660,000 253,217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10,11,20,23,24,25동) 198 245,000 497,500 252,5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10,11,20,23,24,25동) 197 283,100 493,000 209,900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208,167 417,000 208,83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8(81동한개동) 210 275,000 477,667 202,667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12,13,21,22,31,32,33동) 196 281,750 480,919 199,169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78 187,500 378,667 191,167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10,11,20,23,24,25동) 160 235,000 425,000 190,0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73~77,82,85동) 197 295,000 483,300 188,3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156 229,167 412,800 183,63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10,11,20,23,24,25동) 161 208,500 392,000 183,500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95 157,460 340,000 182,54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183 275,450 457,700 182,250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77 228,313 410,000 181,688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40 258,880 440,000 181,1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171 247,000 427,000 180,0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78~81,83,84,86,87동) 197 290,333 468,667 178,33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73~77,82,85동) 157 231,571 409,375 177,80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183 259,000 436,800 177,800

최고 상승액 아파트
20개

자료: 
국토부 제공 실거래가

2016년과 2020년 전국
78만개의 거래를 분석. 
연도별로 동일단지
동일면적 아파트의
연간
평균거래가격(산술평
균)을 구한 뒤, 두 연도
평균거래가격 차이를
계산

상승액 25억원은 중위
소득자의 125년치
소득

부동산가격상승 2016~2020시도별평균상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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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소유현황 2019 토지불평등

자료: 
국토부 개인토지소유현황
2019으로부터 토지 무소유 세대
합쳐서 백분위를 구함.

총 세대는 2,248만세대
토지 보유 세대는 1,379만세대
(61.3%)
주민등록 인구 5,185만 명
토지소유자수 1,767만명 (34.1%)

자료: 국토교통부(2019), 
<토지소유현황> 
통계정보보고서, 2019.12

이 자료는 전체 세대 100분위별
토지소유액(경계값) 

지니계수: 0.8114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양극화
 주거비 상승, 지대 수탈
 청년 세대 불공정. 세대간 수탈.
 결혼율 감소, 출생률 감소
 부채 증가, 내수 감소
 기업 혁신 유인 저하
 인재가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
 창업 비용 증가
 국토 불균형 발전

부동산투기결과 부동산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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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세

 투기 원인의 하나는 정부의 부동산 건설을 통한 지방재생 정책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만, 
단기적으로는 투기를 부추긴다.

 투기 수요과 실수요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가려내서
규제하려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기 때문에 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은
비효과적이다.

 중산층과 해외 자본이 투기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다주택자들ㅇ
대하여 선별적으로 종부세를 인상하는 정책은 거의 효과가 없다

 1가구 1주택도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보편적인 토지 보유세는 부동산 투자 수익을 직접적으로 낮춘다. 

필요성

토지보유세

 효율성
 전가가 어렵다
 건축 투자를 억제하지 않는다. 

 효과성
 부동산 수익을 직접 감소시키므로,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하락시킨다.

 즉시성
 조세의 자본화 효과로 부동산 가격 즉각 하락
 이자율 4%를 가정하면, 매년 1,000만원의 보유세는 2억원의 부채와 동일
 30조원 보우세는 부동산 가격 600조원 하락시킴(주택 5% 하락)

 정밀성
 원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공정성
 토지는 공유부.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격차를 줄인다. 600조원 보조금 지급과 동일

 가역성
 거품이 꺼질 때는 조세율을 낮추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장점



114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토지보유세+토지 배당

 토지 보유세의 문제
 토지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불만
 정부의 지지율 하락

 토지 보유세 + 토지 배당
 80% 이상의 가구가 순수혜 가구가 된다
 과세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는다.

 토지기본소득(토지배당)의 역할
 토지 보유세 + 토지기본소득은 대부분의 주택소유자에게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면서도 주택 투기를 불리하게 만든다. 

 토지 기본소득은 토지 보유세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극복하는 해법이다. 

기본소득의필요성

기본소득형토지보유세유인구조의변화

기본소득형토지세 부과 전

2주택 1주택

아파트 80000 가격상승 1200 아파트 40000 가치상승 600

부채 20000 이자 500 부채 0 이자 0

재산세 80 재산세 40

토지배당 0 토지배당 0

토지보유세 0 토지보유세 0

순이익 620 순이익 560

기본소득형토지세 부과 후

2주택 1주택

아파트 80000 가격상승 1200 아파트 40000 가격상승 600

부채 20000 이자 500 부채 0 이자 0

재산세 80 재산세 40

토지배당 180 토지배당 180

토지보유세 240 토지보유세 120

순이익 560 순이익 620

●연간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2.5%,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 . 5 % ,

재산세율이 0.1%일 때 , 부동산에

대하여 0.3%(토지의 0.5% = 부동산

가격의 0.3% 라고 가정)의 기본소득형

토 지 세 가 부 과 되 고 3 인 가 족

180만원의 토지배당이 지급되는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소유한

경우와 2억원의 전세를 끼고 2억원의

부채를 얻어 4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더소유한 경우의수익률을 비교.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1가구 1주택

대다수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도

부동산 투기의 상대적 수익률을

낮추어서 스스로 투기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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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유토지에 0.5%의 토지
보유세 부과(공시지가의
0.8%), 30조원의 추가 조세
수입

 5천만 국민에게 나누면 1인당
연간 60만원의 토지배당

 약 84%의 세대가 순수혜자
 30조원이 5%로
자본환원된다면, 600조원
부동산 가격 인하 효과

 작은 부동산일수록 하락 액수
작음. 격차 축소. 

 토지 보유세 지분 납부 가능… 
250년 동안 보유세 안 내고 살
수 있도록.

 순부담액이 음수인 세대가
순수혜 세대

토지보유세+토지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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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as a means to economic reform

Nam-hoon Kang 

Meaning of basic income

● Land, environment, knowledge and data belong to common wealth.
● People have the right to 1/n of revenue generated from common wealth.
● How to pay basic income 

 First, it is necessary to collect the revenues generated from the common wealth.
 Second, the revenues collected must be divided equally.

Presentation I Basic income as a means to economic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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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basic income

○ Guarantee of minimum income 
■ Both treatments(selective assistance) and vaccines(basic income) are 

needed in the pandemic of poverty(instability).
○ Inequality reduction
○ Domestic demand expansion
○ More job creation

■ Creating more jobs by expanding domestic demands.
○ A means for economic reform

■ Land tax and land dividend
■ Carbon tax and carbon dividend

○ Creative and innovative economy
○ Promoting a welfare state

■ Overcoming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Selective assistance only for 
the poor would only make their shares smaller.)

Reduce carbon emissions / inequality

Restoring the dented doughnut

Economic reform

Dented doughnut

Starved to death

Sick to death

Reduce inequality

Green New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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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disasterHolocene/Anthropocene

• We are the very first 
generation to recognize 
the climate crisis and the 
last that can prevent it at 
the same time.

• Next generation cannot 
prevent it.(Dr. Chun-ho 
Cho)

• The nature caused the earth temperature to rise by 4°C in 10,000 years, which ignited 
Holocene.

• Human activities raised the earth temperature by a whopping 1°C in just 100 years.
• The earth will face climate crisis if the temperature further rises by 1.5°C. (0.5°C higher)

Average temperature change of earth

Cho, Chun-ho, atmospheric 
scientist talks about 

Climate crisis and our future 

Now

Y
e
a
r

Temperature

Climate disasterSea level rise

• Sea level will 
rise by 
10m~60m if 
the  entire 
glacier in 
Antarctica 
melts.

• This is what it 
looks like when 
the sea level 
rises by 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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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risisCarbon tax + 
Carbon dividend

● France
○ France incorporated part of the revenue raised from the carbon tax to special 

account and used it as an energy transition fund.
○ People took to the streets and waged the Yellow Vest movement as the government 

didn’t return the revenue back to them.
● Switzerland

○ The government took out 2/3 of carbon tax revenues and redistributed it to everyone 
equally. 

○ The government was able to increase the tax rate by 8 times without  backlashes.
● Canada

○ Canada implemented a revenue-neutral carbon tax in 2019.
○ All the taxed money will be distributed back to the provinces from which they were 

generated. The provinces will in turn rebate about 90% the revenues back to 
individual taxpayers. The rebates are anticipated to exceed the increased energy 
costs for about 70% of Canadian households.

Carbon Dividend Switzerland and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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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estate price increase 
between 2016 and 2020

Apartments with the 
largest increase in price

City gu dong Apartment complex Area 2016 2020
Increase

(10K won)

Seoul Gangnam Apgujeong Hyundai 7(Bldg no.73~77,82,85) 245 406,783 660,000 253,217

Seoul Gangnam Apgujeong Hyundai 2(Bldg no.10,11,20,23,24,25) 198 245,000 497,500 252,500

Seoul Gangnam Apgujeong Hyundai 2(Bldg no.10,11,20,23,24,25) 197 283,100 493,000 209,900

Seoul Gangnam Daechi Raemian Daechi Palace 114 208,167 417,000 208,833

Seoul Gangnam Apgujeong Hanyang 8(Bldg no.81) 210 275,000 477,667 202,667

Seoul Gangnam Apgujeong Hyundai 1(Bldg no.12,13,21,22,31,32,33) 196 281,750 480,919 199,169

Seoul Songpa Jamsil Asia Athlete Village Apartment 178 187,500 378,667 191,167

Seoul Gangnam Apgujeong Hyundai 2(Bldg no.10,11,20,23,24,25) 160 235,000 425,000 190,000

Seoul Gangnam Apgujeong Hyundai 7(Bldg no.73~77,82,85) 197 295,000 483,300 188,300

Seoul Gangnam Apgujeong New Hyundai 12 156 229,167 412,800 183,633

Seoul Gangnam Apgujeong Hyundai 2(Bldg no.10,11,20,23,24,25) 161 208,500 392,000 183,500

Seoul Gangnam Daechi Raemian Daechi Palace 95 157,460 340,000 182,540

Seoul Gangnam Apgujeong New Hyundai 11 183 275,450 457,700 182,250

Seoul Gangnam Dogok Dogok Rexle 177 228,313 410,000 181,688

Seoul Seocho Banpo Banpo LH complex 1 140 258,880 440,000 181,120

Seoul Gangnam Apgujeong New Hyundai 11 171 247,000 427,000 180,000

Seoul Gangnam Apgujeong Hyundai 6 (Bldg no.78~81,83,84,86,87) 197 290,333 468,667 178,333

Seoul Gangnam Apgujeong Hyundai 7(Bldg no.73~77,82,85) 157 231,571 409,375 177,804

Seoul Gangnam Apgujeong New Hyundai12 183 259,000 436,800 177,800

20 apartments with the 
largest increase in 
price.

Source: MoLIT

Estimated the average 
traded price annually 
among apartments of 
the same size within 
the same complex 
(average price), then 
calculated the price 
increase between 2016 
and 2020.

2.5 billion won increase 
in price is an amount 
which people in 
median income bracket 
can make by saving 
their entire income for 
125 years.

House price increase between
2016 and 2020

Average house price increase 
by si and do

Average price increase (unit:100 million won)

Seoul

Sejong

Gyeonggi

Sejong

Daegu

Dajeon

Gwangju

Jeollanam-do

Incheon

Busan

Jeju

Gyeongsangnam-do

Jeollabuk-do

Gyeongsangbuk-do

Chungcheongbuk-do

Chungcheongnam-do

Ulsan

Gangwon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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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f land ownership by 
household in 2019

Land ownership inequality

Number of households:
22,480,000

Land holding households:
13,790,000 (61.3%)

Number of the registered citizens: 
51,850,000

Number of land holders:
17,670,000 (34.1%)

Source: MoLIT(2019)

The reference shows the value of 
land owned by all households in 
the percentile(threshold).

Gini index: 0.8114

Percentile

La
nd

 v
al

u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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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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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w

on
)

 Polarization due to unearned income 
from real estate

 Rising in living and rental cost
 Exploitation between generations
 Falling marriage rate, lowering birth 

rate
 Increasing debt, dropping domestic 

demand, 
 Disincentives to corporate innovation.
 Talented persons concentrated in non-

productive sectors
 Increase costs for starting businesses
 Regional unbalanced development

Consequence of speculation in 
housing market Housing ownership inequality

<Table1> Changes in the land held by top 10 corporates 

Land holding

Officially published 
land value

(Yeouido area: 880,000 py, Pangyo area: 2.7million py)

Increase

98 million py

102 trillion won 385 trillion won 283 trillion won (3.8 folds)

570 million py 470 million py(5.8 folds)

4.89 million houses were 
supplied in 10 years. Of 

those, 2.50 million houses 
are owned by multiple 

homeowners!!

Increase of 
2.48 million 

houses

Multipl
e 

homeo
wners 
own(7.

00 
million 
houses)

Multiple home 
owners 

own(4.52 
million 

houses)

Changes in the number of houses and homeowners in 10 yrs
Multiple homeowners bought half of houses supplied

CCEJ

2007 2017

2008 yr 2018 yr 2008 yr 2018 yr

Increase of 4.89 
million houses.

Total number of 
houses

(15.10 millions )

Homeowners
(10.58 millions)

Total number 
of houses

(19.99 
millions)

Homeowners
(12.99 

m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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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holding tax

 One of the causes of speculation is the government's policy of local regeneration 
through real estate construction.

 The government's policy to expand housing supply stabilizes real estate prices in 
the long run, but in the short run can encourage speculation.

 Sinc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speculative demand and real demand, 
and policies to identify and regulate speculative demand are bound to fail.

 Becaus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influence demand, policies to regulate 
demand are likely to be ineffective.

 With middle class and foreign capital participating in speculation, the selective 
increase in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argeting very few multi-houseowners 
has little effect.

 Even one house for one household can be a means of speculation.
 The universal land holding tax directly reduces the return on investment in real 

estate.

Necessity

Land holding tax

● Efficiency
 It is hard to shift land tax.
 Increases investment.

● Effectiveness
 As it directly reduces speculative return on real estate, it certainly stabilizes real estate prices.

● Immediacy
 Real estate prices are immediately lowered through the process of tax capitalization.
 Buying a house with an annual holding tax of 10 million won is equivalent to having a debt 

of 200 million won, assuming a bank interest rate of 4%.
 A land tax of 30 trillion won lowers the housing price by 600 trillion won (about 5% of the 

housing price).
● Precision

 You can change the real estate price as precisely as you like.
● Fairness

 Land belongs to common wealth.
 It reduces the price gap while reducing all real estate prices at the same rate.
 Lowers the housing and startup costs.
 It is the same as giving 600 trillion won in subsidies to non-houseowners.

● Reversibility
 When the bubble blows, the tax rate can be lowered to stabilize property prices.

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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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holding tax + Land dividend

● Problem of imposing land holding tax
 Anyone who owns house(s) and land(s) will complain 
 Government approval rate will fall.

● Land holding tax + Land basic income
 More than 80% of households will become net beneficiaries. 
 Approval rate won’t suffer despite the taxation.

● Role of land basic income(land dividend)
 Land holding tax + land basic income policy makes housing speculation 

disadvantageous, even though it gives money to most of the people including 
homeowners, instead of taking it away from them. 

 Land basic income is a solution to overcome a political backlash from imposing 
land holding tax.

Necessity of land basic income

Basic income-oriented land holding taxChanges in incentives

Before imposing land tax with land dividend

2 houses 1house

Apart
ment 80000 Value increase 1200

Apart
ment 40000 Value increase 600

Debt 20000 Interest 500 Debt 0 Interest 0

land tax 80 land tax 40

Land dividend 0 Land dividend 0

Land holding 
tax 0 Land holding tax 0

Net profit 620 Net profit 560

After imposing land tax with land dividend

2 houses 1house

Apart
ment 80000 Value increase 1200

Apart
ment 40000 Value increase 600

Debt 20000 Interest 500 Debt 0 Interest 0

land tax 80 land tax 40

Land dividend 180 Land dividend 180

Land holding 
tax 240 Land holding tax 120

Net profit 560 Net profit 620

 Assumptions

 Annual interest rate 2.5%,

 Expected increase in property value

1.5%,

 property tax rate is 0.1%,

 Land tax of 0.3% (assuming 0.5% of

the land value equals 0.3% of the

property value)

 Land dividend of 1.8 million won

 A comparison between owning an

apartment worth 400 million won and

owning an another one by taking 200

million won from lumpsum rent and

borrowing 200 million won.

 The land dividend with land tax is a

policy to discourage people from

participating in speculation by lowering

the relative profit from speculation

while giving money to most of the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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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sing the land holding tax 
of 0.5%  on the privately 
owned land(0.8% of the 
officially published land value) 
will generate tax revenue of 
30 trillion won.

 Land dividend 600 thousand 
won per person

 The households with negative 
amount of net burden will be 
net beneficiaries.

 About 84% of households will 
become net beneficiaries.

 If the discount rate is 5%, 30 
trillion won tax will bring 
down the value of real estate 
by 600 trillion won. 

Land holding tax +
Land dividend

Perc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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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ATION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Young Seong Yoo, �

Head, Basic Income Research Group of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Korea

요약문 I   COVID-19 대유행과 새로운 전환의 초석, 경기도형 기본소득

코로나19 대유행이 진행 중이다. 과거 역사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러한 위기를 일으키는 사회경제적 충격은 인류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며, 사회변화를 촉진시켰다. 예를 들어 14세기 흑사병이 그랬다. 공동체 인식이 바뀌고 
저축행태가 변화하여 봉건제가 해체되고 상품경제가 도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대전환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진화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 계기를 기본소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의 정당한 나눔을 통해 인간들이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도록 해 줄 수 있다. 현대와 같이 양극화, 일자리 불안정,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고, 
기존의 고용-복지 패러다임이 무력화하여 새로운 사회보장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경기도형 기본소득은 지역화폐와 같은 현금성 지불수단을 채용하고 범주를 정해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완전형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적용하는데 유용하며 그 정책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는 정당한 경제적 기본권리의 실험적 실현이며, 사회적 기울기를 교정하고 경제순환의 순기능을 증대시키고 있다. 새로운 
사회 전환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Abstract I COVID-19 Pandemic & Gyeonggi’s Basic Income as the Basis �
of New Transformatio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COVID-19 pandemic. As human history tells, the societal and economic 
fallouts of this kind of crisis have prompted humans to seek for new values and facilitated social 
changes. It was, for instance, the case of the Black Death in the 14th century. Changes were brought 
to community awareness and behaviors in savings, which eventually led to the collapse of the 
Feudalism and introduction of economy of goods. Such a great transformation could bring us an 
enormous hope and advancement. I am convinced that basic income has a potential to do it. Basic 
income ensures that a fair sharing of the commons enables human beings to secure their freedom 
in economy. In modern society, bipolarization, job insecur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could 
make the people’s lives more instable and the existing employment-welfare paradigm useless. 
Under the circumstance,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an innovative social security system. 
That is why basic income is becoming more noteworthy. Especially, Gyeonggi’s Basic Income has 
employed the local currency as a means of transferring cash and been designed to provide benefits 
to a certain category of targets. In this regard, it could not be considered as a complete form of 
basic income; however, it is very useful for practical application. What is more encouraging is that 
it has been proved with its policy effects in the real world. Therefore, the Gyeonggi’s basic income 
initiative could be viewed as an empirical realization of a legitimate economic basic right, while 
tackling the Social Gradient and maximizing a virtuous function of economic circulation. As a result, 
it has potentially shown a sign of innovative social transition as well.



사람을 사람답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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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 3. 15 기준

전세계 확진자 수 :

119,603,761명

전세계 사망자 수 :

2,649,722명

세계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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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일자리 기술혁신

기존 고용-복지 패러다임 무력화
새로운 사회보장시스템 요구 증대

임금과는 다른 형태의 소득 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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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지역내에서사용되는특수목적의화폐(지역사랑상품권)

✓ 특정목적을추구하는지자체유일의재정‧금융정책

✓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집중 지원

✓ 지역 내 화폐를 순환시켜 지역 유동성 확대‧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성 강화

✓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해결하는 지역자치 정책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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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I COVID-19 Pandemic & Gyeonggi’s Basic Income as the Basis �
of New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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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f Mar. 15, 2020

Global confirmed cases 

of Covid-19:

119,603,761

Global death toll from 

Covid-19:

2,649,722

Covid-19 confirmed cases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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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growth 
outlook by 
region

Outlook 
in Jun. 
2016
Outlook 
in Jan. 
2021

G
lo

ba
l Advanced Emerging Economies

US
Euro
zone

East 
Asia-
Pacific

Latin 
America

Europe/
Central 
Asia

Middle 
East/
North 
Africa

South 
Asia

Sub-
Sah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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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O, 『Guns, Germs, and Still』Epidemics throughout history

BC 1600

BC 431

1346

1918

1957

2009

Asian flu

Swine flu (H1N1)

Spanish flu

The Black Death (Pest)

Smallpox

Measles/smallpox 
(estimated)

Source: https://news.joins.com/article/23692959

Smallpox marks were found on the face of an Egyptian mummy.

Mysterious disease killed one-third of the Athenian Army.  

More than 75 million people died across Europe.

More than 25 million people died across the world.

70,000 in the US, 1 million across the world died.

318,000 in 191 countries were infected (3,917 were killed)

8

Source: Je-yong Yoon (2020), KB Environment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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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olarization Job Loss Tech Innovation

Existing employment-welfare paradigm is no longer effective. 

Demand for a new social security system has increased.

A new form of income different from wage is require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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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pecially designed currency that are accepted within a certain area
(gift certificate of local currency)

 Gyeonggi’s local currency is the only fiscal/financial policy with a specific purpose.

 Providing intensive support to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self-employed, and 
traditional market, and alley commercial district of small businesses

 Expanding and reinforcing the liquidity by ensuring that the currency circulates 
within the community

Revitalizing local economy and enhancing solidarity of local community

 Local currency is a local autonomy policy to adjust and address various interests 
related to the social & economic problems of the community.

Local currency for Gyeonggi citizens

Gyeonggi’s Local Currency

Policy 
dividend

IncentiveRechargeable 
card

Income
deductio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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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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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소개  SESSION INTRODUCTION 

현실 세계 속의 기본소득
Basic Income in Actuality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이 꽤 오랫동안 무해하지만 무익하기도 한 의미에서 몽상가의 발상처럼 취급되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실험과 시범사업을 벌어졌고,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요구도 커지면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남 청년배당에서 시작된 기본소득의 현실적 흐름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성큼 
다가왔다. 또한 당면한 과제를 직접적으로 풀기 위한 국토보유세-국토배당, 탄소세-탄소배당 등도 깊이 있게 논의되고 
제기되고 있다.

좌장을 맡은 영국의 밥 제이콥슨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벌인 인물로, 2013년에 만들어진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 의장을 지냈고, 현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뉴스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 

발표에는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과 캐럴라인 테티 GiveDirectly 수혜자 지원 사업부 국장이 참여한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진행된 기본소득의 의미 그리고 기본소득의 전국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캐럴라인 테티는 케냐에서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 개발도상국의 보통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 전체는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토론에는 호베르투 메릴 포르투갈 미뉴대학교 윤리・정치・사회 센터 철학과 교수와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포르투갈의 호베르투 메릴과 한국의 백승호는 그동안 전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기본소득 실험, 
제안, 논쟁 등을 꾸준히 추적해 왔으며, 각국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과 이행 전략을 탐구해왔기 때문에 종합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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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as a new paradigm, has long been treated as a dreamer’s idea in that it is useless as 
well as harmless. In the 2010s, however, basic income experiments and pilot projects were carried 
out everywhere around the world whether in the underdeveloped, developing, and developed 
nations. These days, as there are growing political calls for basic income, it has been emerging as 
an realistic alternative. 

In Korea, the trend began with Seongnam City’s Youth Dividend followed by Youth Basic Income 
and Disaster Basic Income that have currently driven us to make a huge stride in realistic trend. 
Additionally, we have had in-depth and intensive discussions on land holding tax-land dividend and 
carbon tax-carbon dividend in order to address the most pressing issue of financing. 

Moderator Barb Jacobson is a longtime activist who waged the basic income campaign in Europe. 
She also served as chair of Unconditional Basic Income Europe which is established in 2013, and 
currently is working as a news editor at BIEN. 

During this session, Jaeyong Kim, Chief of Policy Commitment at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nd Caroline Teti, the Director of Recipients Advocacy at GiveDirectly, Kenya, are going to deliver 
presentations. Especially, Jaeyong Kim would present the significance of Gyeonggi’s Basic Income 
initiatives and a way of moving towards Universal Basic Income. Caroline Teti would elaborate on 
what impacts would a long-term basic income experiment in Kenya have on ordinary people and 
how it would change the whole community.   

Roberto Merrill, professor in the Philosophy, Centre for Ethics, Politics and Society(CEPS), University 
of Minho, Portugal, and Seungho Baek, professor at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Catholic 
University, Korea, would have an in-depth discussion. Roberto Merrill from Portugal and Seungho 
Baek from Korea have continuously kept their eyes on basic income experiments, proposals, and 
disputes held around the world and in Korea. In doing so, the two panels have deep dived into 
models and implementation strategy of basic income in line with the context of each nation, so 
they would have a very comprehensive and intensiv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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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Jaeyong Kim, Chief, Policy Commitment,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Korea

요약문 I   내 삶과 함께 하는 기본소득 -경기도의 도전과 성과-

경기도 기본소득은 이제 도전과 실험을 넘어 현실의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성남시 청년배당을 시작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효과가 알려지면서 이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아젠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경기도 기본소득이 주목을 끄는 것은 기본소득의 핵심 가치인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유지하면서도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설계하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지역 화폐’를 ‘기한’ 내에 쓰도록 함으로써 
경제 정책으로서의 효과도 입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나의 삶’에 든든한 동반자로서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국민들의 평가는 불평등해소와 경제적 기본권 확보라는 시대적 가치로서 
기본소득의 현재적 의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가 제안하는 기본소득의 전국화는 점진적・단계적으로, 기존 
복지제도와 조화를 이루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면서 재원마련과 법적・제도적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전략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은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자 모델이다. 경기도는 ‘내 삶과 함께하는 기본소득’을 
향해 끊임없는 노력과 연대를 해나갈 것이다.

Abstract I Basic Income coming along with our lives
- Challenges and Achievement of Gyeonggi Province-

Gyeonggi’s basic income has become more concrete as a practical policy going beyond a challenge 
and experiment. Starting from Seongnam City’s Youth Dividend, Gyeonggi province has introduced 
Youth Basic Income, Disaster Basic Income, and Rural Basic Income. In so doing, as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s of basic income have been widely recognized, basic income is 
becoming a key agenda across the nation beyond the Gyeonggi province. Gyeonggi’s Basic Income 
garners attention in that BI has been developed into a feasible policy while core values of BI, 
universality and unconditionality, were maintained. On top of all, Gyeonggi’s Basic Income was paid 
out in a specially designed ‘local currency’ that needed to be used within ‘prescribed period’ so 
that it was proved to be effective as an economic policy. Especially, the public evaluated Gyeonggi’s 
BI became a reliable life partner and enabled them to overcome adversities derived from COVID-19. 
Furthermore, people said that BI created an environment in which they could draw a plan for the 
future. In particular, the present significance of BI has been clearly demonstrated as the value of the 
times, resolving inequality and securing economic basic rights. The nation-wide UBI proposed by 
the Gyeonggi province is based on a phased and gradual strategy, on which we could make the UBI 
harmonized with the existing welfare system, gradually expand public consensus, secure financial 
resources, and prepare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step by step. In this regard, Gyeonggi’s BI is 
our experience and exemplary model that we want to share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The 
Gyeonggi province will continuously put efforts in and pursue solidarity for ‘BI, a partner of ou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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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I Basic Income coming along with our lives
- Challenges and Achievement of Gyeonggi provi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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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라인 테티 GiveDirectly 수혜자 지원 사업부 국장 
Caroline Teti, Director, Recipients Advocacy Unit of GiveDirectly, Kenya

요약문 I 현실 세계 속의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UBI)은 개발에 대해 폭넓게 논의되는 패러다임이다. 이에 대해 회의론자만큼이나 많은 지지자들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주의 및 옹호자들의 화합은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진정한 보편적인 접근법의 실제적인 
이행을 바탕으로 우리가 탄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기브디렉틀리(GiveDirectly)가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케냐 농촌지역에서 UBI를 실험하고 수년 동안 증거를 거두어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공정책이 실현되도록 한다. 기브디렉틀리에서는 UBI접근법에 대한 지식에 대해 학습과 증거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UBI가 사람들의 웰빙, 해방, 선택 및 권한부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 지역, 및 세계적 담론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와 같은 연구의 다양한 맥락 및 영향을 고려하고 UBI 옹호자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반추해 보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는 기브디렉틀리가 진행한 12년 간의 UBI 실험을 통해 케냐에서 지속적인 혜택을 본 남녀노소의 이야기와 
실생활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기본소득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적어도 빈곤층의 손에 선택권을 
다시 돌려주고 UBI 실험과 같은 대규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브디렉틀리와 같은 기관들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큰 
맥락에서는 UBI에 대한 세계적 담론 및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 세대 동안 수 백만 명 사람들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혜자들의 자체적 보고를 통해 수집된 증거로서 일화들은 매월 지급금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기존의 사업을 더 크게 키웠다.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대해 더욱 낙관적이었고, 
가족들이 더욱 화목해졌고, 청년들은 더 큰 회복력을 보였으며, 저축과 투자를 위한 커뮤니티 조직이 형성되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UBI 영향에 대한 신속한 평가를 통해 팬데믹의 충격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쉽게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지급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이행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수혜자들이 쉽게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고,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단기간 동안만 받은 사람들과 비교 했을 때,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으로 덜 고통 받았다. 또한, UBI 수혜자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에 대비와 관련하여,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준비를 더 잘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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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Universal Basic Income in Actuality 
 

Universal Basic Income is a widely discussed paradigm to development. It has as many allies as 
it has skeptics. However, the harmonization of both protagonists and antagonists lie in our ability 
to provide solid evidence based on actual delivery of a truly universal approach to providing basic 
income to different populations. This is what GiveDirectly is doing in Africa; testing a Universal Basic 
Income in rural Kenya and harnessing evidence over the years to inform decision making and where 
possible public policy. We, at GiveDirectly, hop e to contribute learning and evidence to the large 
body of knowledge on universal basic income approaches. This is critical because Universal basic 
income is about people’s well being, emancipation, choice and empowerment. It is only right that 
we do it right. As we continue to engage in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discourse of basic income, 
we reflect on outcomes we see in various contexts and the impact that studies like this provide to 
UBI advocates. 

This presentation takes us through the reality of providing a basic income, diving into the stories 
and realities of men, women and children in Kenya who continue to benefit from the 12 year UBI 
experiment by GiveDirectly. At the least, this study will put back choice in the hand of the poor and 
help organizations such as GiveDirectly run large scale programs like the UBI experiment. At most 
this experiment will influence global discourse on Universal basic income, influence public policy 
and impact millions of lives for generations.

Anecdotal evidence collected through recipient self reports show lives that have been impacted 
positively by the monthly transfers. They have started new businesses or grown older ones, they 
are more optimistic with their plans, there is more harmony at the family level, younger people has 
demonstrated more resilience and community organizing for saving and investments have been 
observed. A rapid assessment of the impact of UBI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dicates that 
that shocks could easily wipe out the benefits of a program like this but when there is sustained 
delivery of the transfers, recipients easily bounce back to normalcy and suffer less from these 
shocks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who either received nothing or received a shorter term 
income. Universal basic income recipients were also seen to have better preparedness for their 
healthcare in readiness for pandemic related 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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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o Merrill, Professor, Philosophy, �

Centre for Ethics, Politics and Society (CEPS), University of Minho, Portugal

토론문 I
 

보장 소득을 위한 시장단 학습 의제[Learning Agenda of the 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Castro Baker &Matin-
West, 2020)]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팬데믹에서 시작된 대중 논의 및 압력이 팬데믹의 증거보다 더욱 신속하게 움직임”에 
따라, 무조건적 기본소득(Unconditional Basic Income, 이하 UBI)에 관한 정책 및 학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UBI는 사회 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소외를 해결하는 강력한 방안으로 옹호되고 있다. UBI는 
전통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할 뿐 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 보장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사회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다수의 UBI 옹호자들은 “긴급 UBI”를 주장하기도 
했다(Neves & Merrill, 2020). 지난 30 년 동안UBI를 정당화하는 이론과 규범적 원칙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현재의 
논의 방향은 실증적 과제 및 정책 입안 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서방 국가에서 진행된 전통적인 조건부 현금지원정책 및 자산조사급여 프로그램이 지닌 한계점은 한편으로는 UBI의 
기조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명백한 한계점으로 인해 수 많은 지방자치단체, 지방 및 중앙 정부가 이러한 정책이 
빈곤과 소외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UBI (또는UBI 유사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일부 실험이 여러 국가(나미비아, 몽골,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이란)에서 수행된 바 있으며, 여전히 일부 국가(미국, 덴마크, 케냐, 우간다, 마카오, 
브라질)에서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스코틀랜드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향후에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증거에 대한 실험과 그 실험 결과의 수집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UBI 실험에 관한 실제적인 관심을 감안할 때, 해당 토론에 참여하는 연구자, 정책 입안가, 옹호자 및 비평가들은 UBI 
실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실험과 관련된 주요 
방법론적, 인식론적, 규범적, 사회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험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직면 했을 
때, 다양한 실질적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토론문을 통해 칼 와이더키스트(Karl Widerquist)가 
"UBI를 정책적 제안으로서 평가하기 위한 질문에 답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 실험들에 접근하십시오."(Widerquist, 2018: 11) 
라고 제안한 것처럼, 실험과 관련된 몇 가지 난제를 청중과 공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Castro Baker, Amy & Marin-West, Stacia (2020). 보장 소득을 위한 시장단 학습 의제. 보장 소득 연구 센터, 펜실베니아 
대학교 사회 정책 및 실천 학교.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ee2a523bbc68e71ffac27c9/
t/5f9046ab03730c5288b6185f/1

-  Neves, Catarina & Merrill, Roberto (2020). 유럽 연대성 장려: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 사회주의적 유럽.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 
https://www.socialeurope.eu/encouraging-european-solidarity-an-unconditional-basic-income

-  Widerquist, Karl (2018). 연구원, 정책 입안자 및 Cham, 스위스: Palgrave Macmillan 시민을 위한 기본 소득 실험의 비판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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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Now that “public conversation and the pressure created by the pandemic is moving faster than 
the evidence” as is written in the Learning Agenda of the 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 (Castro 
Baker & Martin-West, 2020), Unconditional Basic Income (UBI) is attracting even more policy and 
academic interest. UBI is now defended as a tool to deal with new forms of poverty and exclusion 
while re-boosting social protection policies. However, UBI is not seen just to reinforce traditional 
social protection systems, but also as a new way of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welfare regimes. 
Also, as a response to the current economic and social crisis triggered by the COVID-19 pandemic, 
several UBI advocates have argued for an “emergency UBI” (Neves & Merrill, 2020). After the last 
three decades discussing theories and normative principles justifying UBI, the debate is now 
focused on empirical and policymaking challenges. 

On the one hand, the boundaries and limits of traditional conditional cash transfer policies and 
means-tested benefits in western countries, have advanced the idea of UBI. 

On the other hand, by making explicit the limitations of those policies, several municipal, regional 
and national governments are realizing that these policies are not wellequipped to eliminate 
poverty and exclusion and hence they are exploring innovative policies to deal with these 
phenomena. So far, some experiments on UBI (or quasi-UBI) schemes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countries (Namibia, Mongolia, Finland, Spain, Netherlands, Canada, Iran), while others are 
still running (USA, Denmark, Kenya, Uganda, Macao, Brazil), or being designed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Germany, France, Scotland). Hence,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experimenting and 
gather new policy-evidence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inequality. Given the actual interest in 
UBI experiments, researchers, policymakers and advocates as well as critics involved in the debate 
need now more then ever to clarify the multiple stakes involved in UBI experiments, allowing us 
to not only have better grasp of the main methodological, epistemic, normative and social issues 
involved in the experiments themselves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but also helping us to 
understand how to confront many practical issues when dealing with communication difficulties 
around the experiments. In this communication I will expose some of those difficulties, oriented 
by Karl Widerquist’s general recommendation: “treat experiment(s) as a small part of the effort to 
answer the questions necessary to evaluate UBI as a policy proposal.” (Widerquist, 2018: 11) and 
will propose ways to overcom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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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o Baek, Professor,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Catholic University, Korea

토론문 I
 

기초지자체인 성남시 청년배당에서부터 출발한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긴급재난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은 이상 속의 기본소득을 현실 세계로 끌어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현실 세계의 
기본소득이 이상 속의 기본소득으로 이어지기 위해 우리 앞에 남겨진 과제 또한 던져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도의 
기본소득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발표문에서 현실 속의 기본소득을 잘 평가해주셨기 때문에, 본 토론자는 이러한 현실 세계의 기본소득을 발전시켜 
기본소득이 본래 목표하고 있는 지향을 어떻게 달성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독점이 심화되고 있는 공유부의 일부를 환수하여 모두의 몫으로 돌린다는데 있다. 
경기도 기본소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을 현실세계 속에 실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들이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세계는 생존 노동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사회다. 한나 아렌트의 용어를 빌리면 인간의 
조건에서 핵심적인 활동(activity)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 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기본소득의 충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세계는 탈성장 자본주의 세계다. 성장 담론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탄소배당 기본소득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정치경제적 기반이 성장담론의 제약속에 
있다는 점에서 현실 속 기본소득은 소비효과 등 경제적 효율성 담론을 활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미래지향적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담론에 매몰되기 보다, 미래지향적 비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넷째, 경기도 기본소득 모델에서 가장 큰 성과는 공론화 모델의 구체화에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공론화 모델은 앞서 
언급한 기본소득의 지향과 모델들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론화 모델의 논의 주제, 구현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본소득이 현실세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거버넌스, 전달체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그것이 앞서 언급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프로그램 등을 주관할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혁신센터 등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수당 전달체계를 구축했던 사례는 유용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일반시민들을 기본소득의 수동적 
수급자가 아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방향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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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Youth Basic Income that began as Seongnam City’s Youth Dividend, Gyeonggi’s Youth 
Basic Income, Disaster Basic Income, and Rural Basic Income have played critical roles in turning an 
ideal basic income into the reality. It is believed that Gyeonggi Basic Income is truly significant in 
that it has cast challenges ahead of us to further expand the real world’s basic income into an ideal 
basic income.  

Through presentations, the basic income in the reality was well evaluated. Therefore, I would like to 
point out some matters on how to achieve intended targets of basic income by advancing the real 
world’s basic income. 

First, the most noteworthy implication of basic income is to convert part of commonwealths 
severely monopolized to everyone’s share. To that end, we need to move one step further from 
Gyeonggi’s Basic Income and to have public discussion on a more concrete and sustainable model 
that could realize the commonwealths dividend basic income in the real world. 

Second, basic income primarily pursues a society in which rights of choice for survival labor 
are guaranteed. According to some terminology of Hannah Arendt, in human conditions, key 
activities should be possibly guaranteed for everyone. To achieve this principle, we have to begin 
consideration on how to acquire sufficiency of basic income that has not been dealt with in 
discussions so far. 

Third, basic income aims at de-growth capitalism. So, we need to begin discussion on a basic 
income model that could overcome discourse on growth. Carbon dividend-basic income could be 
the case in point. Since the current political and economic basis is constrained in the discourse of 
growth, in most cases the current basic income tends to employ discourse of economic efficiency. 
Basic income, however, has to draw and take future-oriented vision instead of being encroached by 
the current discourse in order to meet newly emerging needs in the near future.  

Fourth, it is evaluated that the most remarkable achievement of Gyeonggi Basic Income is a 
concrete public discussion model. This public discussion model is expected to play a very critical 
role in informing and persuading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basic income purposes and mode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tantly develop discussion topics and implementation plans of the 
public discussion model. 

Fifth, in order to see basic income successfully taking a deep root in the reality, we need to 
earnestly ponder on the governance, a delivery system. When a sufficient degree of basic income is 
introduced, it is imperative to organize a delivery system that could oversee various programs and 
information to make sure basic income to be used in a positive way. Previously, the youth-oriented 
delivery system such as Youth Innovation Center was established for Seoul’s Youth Dividend, 
which could provide an exemplary model. This type of delivery system needs to be built in a way 
to ensure that general public could represent themselves as active subjects, not as just passive 
recipients, to demonstrate sustainability of basic income. 



원본 人(추사 김정희 서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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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소개  SESSION INTRODUCTION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기본소득
Basic Income Promoting Ecological Transformation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또 여기에 적응하는 일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과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그린 
뉴딜은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탈탄소사회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한다.

하지만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보장이라는 방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린 뉴딜은 기존의 성장주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탈탄소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물질적 생산과 소비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이다.

사실 현대의 기본소득은 유럽에서 처음 제기될 때부터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의 산업주의와 
자본주의가 끊임없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한 가지 요인은 완전고용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공황, 파시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고용을 보장하지 못할 때 사회가 불안과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고용은 경제 위기 및 자연적 제한에 따른 성장의 한계로 더 이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용 외부에서 생계와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이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좌장에는 유종성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교수가 자리한다. 그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 석사학위와 동 대학 불평등과 사회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조교수, 
호주국립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했고, 금강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한 후 현재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발표에는 조르헤 핀투 포르투갈 미뉴대학교 연구원과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포르투갈의 
신진 연구자인 조르헤 핀투는 근본적인 생태적 전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조혜경 
선임연구위원은 탈탄소화를 위한 유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탄소세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탄소배당과 결합할 때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토론에는 얀 오토 안데르손 핀란드 오보 아카데미대학교 명예교수와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참여한다. 
핀란드의 얀 오토 안데르손은 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베테랑 가운데 하나이며, 일찍부터 기본소득이 생태적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점을 연구하고 역설한 인물이기에 그간의 경험에 기초해서 오늘날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 어떤 관계에 
놓일 수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말해줄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상임이사 역시 기본소득의 생태적 
전환 촉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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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ne would deny that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humanity has faced is to reduce and adapt 
to climate change. As part of effort in dealing with that challenge, the Green New Deal has been 
recently proposed and garnered the public attention. In particular, the Green New Deal would 
create a decarbonized society based on transition to a renewable energy system and make sure a 
just transition so that no one trails behind in the process. 

Yet, since the Green New Deal contains specific measures of a large-scaled investment and job 
securing for transition, many are pointing out that it is not quite different from conventional 
growth-oriented strategies to some extent. In other words, they are sending a warning message that 
it is impossible to address climate changes and achieve decarbonization society without getting 
away from excessive materialism based on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deed, the modern basic income has embodied social and ecological perspectives from the 
beginning when it emerged in Europe. Modern industrialism and capitalism tend to pursue 
ceaseless economic growth only for one reason, achieving full employment. It is because as 
humanity has gone through all the way from the Great Recession and Fascism to World Wars, 
it came to recognize that when employment was not guaranteed the society could be driven to 
insecurity and collapse. The full employment, yet, is now out of reach because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crisi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source of livelihood and significance 
of life outside the employment, then, basic income could be a means of support for this.   

Jongsung You, professor of the Gacheon Liberal Arts College, Gacheon University, will attend at the 
session as a moderator. He completed his Bachelor’s degree in social welfare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obtained a Master’s degree in public policy and a PhD in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at Harvard University. He served as assistant professor at the California University and associate 
professor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after working as endowed-chair professor 
at the Geumgang University, he has currently been serving as professor at the Social Policy 
Graduate School at Gacheon University. 

We will have two presenters, Jorge Pinto, researcher at the University of Minho, Portugal, and 
Hyekyung Cho,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for Political & Economic Alternatives, Korea. A 
Portuguese up-and-coming researcher Jorge Pinto suggests that basic income would take a pivotal 
role in the view of a fundamental ecological transition. Hyekyung Cho says carbon tax is necessary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means for decarbonization, however, points out that it would 
effectively work only when combined with carbon dividend. 

Jan Otto Andersson, emeritus professor at the Åbo Akademi University, Finland, and Hyosang Ahn, 
executive director, the Basic Income Korea Network will take part in panel discussion. Jan Otto 
Andersson, one of long-term prominent experts in global basic income, has conducted researches 
on what is needed for basic income to take a trajectory of an ecological transition from his early 
age. Based on his experience, he could better explain than anyone else what relations could be 
defined between social and ecological transition and basic income. Also, Hyosang Ahn from the 
Basic Income Korea Network would provide insightful opinions in regard to basic income promoting 
ecological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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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ATION 

조르헤 핀투 포르투갈 미뉴대학교 연구원
Jorge Pinto, Researcher, University of Minho, Portugal

요약문 I   기본소득과 생태 그리고 탈생산주의

공화주의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다시 새로이 관심을 받고 있다. 공화주의 정의에 대한 핵심개념으로는 비 지배 자유, 논쟁, 
시민의 미덕, 시민의 참여, 사익보다 공공, 모든 형태의 부패 척결, 그리고 법치에 기초한 국가 수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화주의는 지금까지도 현재의 생태적 도전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본 
발표에서는, 녹색 공화주의 또는 생태 공화주의의 개념을 녹색 정치 이론과 중복되는 공화주의 정치 이론의 하위 집합으로 
논의하고 제시한다.
녹색 공화주의는 비중립적이며 특히 활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탈생산주의 촉진이라는 주요 특성을 갖는다. 무조건적 
기본 소득은 녹색 공화주의 이론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이 입증되려면, BI 설계의 일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발표를 통해, 두 가지 녹색 BI 사례에 대해 다루며, 현재 다수의 생태학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례보다 더 급진적인 대책과 함께 병행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탈생산주의 촉진이라는 녹색 공화주의적 목표와 관련하여, BI를 기존 복지 제도 및 녹색 참여 소득과 비교한다. 결론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은 비 임의적이면서도 탈생산주의에 기여할 수 있고, 따라서 녹색 
공화주의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I   Basic Income, Ecology and Post-Productivism

Republicanism has received renewed interest in recent decades. Central to its definition are the 
notions of freedom as non-domination, contestation, civic virtues, civic participation, public over 
private interest, combatting all forms of corruption, and also the defense of a state based on the 
rule of law. 
Despite this renewed interest, republicanism has so far not given enough attention to the ecological 
challenges of the present. In this presentation, the concept of green republicanism, or eco-
republicanism, is discussed and presented as the subset of republican political theory that overlaps 
with green political theory. 
Green republicanism is non-neutral and interested in promoting conviviality, having as a key feature 
the promotion of post-productivism.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BI) is an important element of 
green republican theory. For this to be true, however, some conditions in the design of the BI need 
to be true. I thus confront two green cases of a BI, arguing that the current situation of multiple 
ecological crises will require the more radical of the cases and that parallel measures are required. 
Regarding the green republican goal of promoting post-productivism, a BI is compared with existing 
welfare regimes and with a green participation income. The conclusion is that depending on how it 
is defined,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could contribute to post-productivism while being non-
arbitrary, thereby obeying the green republica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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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생태
그리고탈생산주의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2021년 4월

조르헤 핀투 ( JORGE PINTO)

1

기원
• 1970년대: “정상상태경제학을향해 (Toward Steady-State Economy)”라는제목의학술집발표
(편집인:허먼달리(Herman Daly)) –해당학술집에기고한워렌 A. 존슨(Warren A. Johnson)은
환경적조치의하나로보장소득(guaranteed income)을주장

• 영구적경제성장의도모는과잉생산과과잉소비를촉진한다. 기본소득은경제안정성을위한메커니즘을
제공하여성장의필요를제거할수있다.

•성장찬성론, 성장반대론, 성장불가론? 판파레이스(Van Parijs)는기본소득이성장친화적이라고
주장한바있으며 (1992), 이후기본소득이환경친화적 (green) 도구라주장했다.

• 2000년대: 탄소세, 공유자원(common resources)의활용을통한기본소득, 기본소득의환경친화적
사례설명

2

발표자료 I 기본소득과 생태 그리고 탈생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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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경제성장의문제
• GDP로측정하는경제성장은사회와환경의관점을간과

•현실과거리가먼경제성장과환경영향의탈동조화(decoupling) (Jackson, 2017, Parrique외, 2019)

•일자리창출을위한성장과수익창출을위한성장사이의압박 –좌우진영모두가고민하는논쟁

•기본소득은경제적안정을확보하고, 경제성장을위해요구되는활동을분리함으로써
성장의존도완화에일조할수있다.

3

녹색기본소득? vs. 녹색운동이지지하는기본소득?
•판파레이스(Van Parijs)는녹색운동이기본소득을지지하는두가지이유를다음과같이제시 (2013)

1. 녹색운동은경제성장(채굴주의와생산주의)에의존하여발생하는환경적영향을줄이는동시에 성장과

고용창출을위축시킬수있는조치에반대하는목소리를제한하고자한다. 

2. 일반적으로녹색운동은소득을증대하고 유형의재화를축적하는것보다는자유시간을확충하는것에

더많은가치를둔다. 따라서기본소득지지와녹색운동참여는자유시간선호라는공통점이있다. 

자연스럽게녹색당에는다른정당보다기본소득지지자가많을것임이예상가능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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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기본소득을
어떠한조건하에서제공할것인가?

• “기본소득의장단점을묻는것은호랑이와고양이를구별하지않은채고양이과동물
사육의장단점을묻는것과같다.” -브라이언배리(Brian Barry)

•기본소득으로시장영역을장려할것인가아니면자율성영역을장려할것인가?

시장 국가

자율성

5

기본소득의두가지논거
•환경주의: 소비와생산패턴에큰영향을끼치지않는긍정적인환경영향을지지하며

환경경제학에기초한다(가치를모든자연요소에귀속시키고, 환경보호조치의비용과

기회에집중하는신고전학파). 기술낙관주의(technological optimism)를주요특성으로한다.

•생태주의: 인간과자연환경,인간과다른동물사이의관계에큰영향을내포하며, 소비와

생산패턴에발생하는급진적변화를지지한다. 생태경제학에근거하여탈생산주의경제

도모에주목한다. 기술공포주의는아니나유망한솔로션에대한경계를독려하고, 

사용하기쉬운도구의활용을옹호한다( Cf. Illic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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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생산주의를촉진하는생태적기본소득 (1/2)

•탈생산주의는국가정책의핵심이맹목적인경제성장추구와그자체를목적이자

인간활동의본질적긍정측면으로보는노동활동대신,반드시자율성의증대가되어야

한다는것을의미한다.

• 이에따라생산성증대에따른모든이익은 사회가노동에투입하는시간을크게줄이고개인의

재량시간, 즉 “’삶의필수요소’에좌우되지않는시간“을늘리기위해쓰여야한다. 삶의

필수요소는경제적, 사회적, 생물학적요소로구분할수있다(Goodin외, 2008, p. 34). 

•생태적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탈생산주의사회에서제공되는자율재량적인

시간을반드시환경영향이적은활동에써야한다.

7

탈생산주의를촉진하는생태적기본소득 (2/2)
•기본소득은고용과소득사이의연결고리를끊어냄으로써고용의사회적중요성(사회적
낙인문제, 고용을인간이할수있는성취의주요 측면으로보는시각)을줄이는데일조할
수있다.

•기본소득의금액은어느정도가되어야할까? 최저생활수준이어야만할까? 여러의견
개진을허용하고, 고용을탈피할수있는가능성을주는것이중요하다. 

•동시다발적구조및조치의필요성: 노동시간감축, 협동조합조성의촉진, 사회적경제에
대한국가지원. 기본소득과보완화폐(브라질마리카의프로그램)

•기본소득은완전고용을위한최적의 (어쩌면유일한) 방법이될수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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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서비스의상품화그리고다른국가의 (환경적)수요와의자금경쟁

• 역설적이게도기본소득은협동조합, 상호부조, 자가조직등탈상품화에도움이될수있다.

•노동에기반한경제와문화, 기본소득그리고생태주의친화적전선확립의어려움

•현지자족경제또는고도의기술발전경제에서의기본소득 (Cf. Malmaeus, Alfredsson 그리고
Brinbaum, 2020) –그긴장을어떻게관리할것인가?

•파일럿프로젝트시생태주의적관점을시험하기어려움

•오염유발행위과세를통해재원을마련하는경우 (예컨대,석유)역효과를피할수있는방법은
무엇인가?

9

질의응답

그밖에정보요청이나질문은 ejc.pinto@gmail.com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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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Ecology 
and Post-Productivism
3RD GYEONGGI PROVINCE BASIC INCOME INTERNATIONAL CONFERENCE

APRIL 2021

JORGE PINTO

1

Origins
• 70’s of 20th Century: “Toward a steady-state economics” (ed. Herman Daly) – chapter by Warren 
A. Johnson arguing for a guaranteed income as an environmental measure:
• The promotion of permanent economic growth promotes overproduction and overconsumption; a BI 

could remove the need for growth, offering a mechanism for economic stability.

• Pro, against or agnostic regarding growth? Van Parijs has initially claimed that a BI is growth-
friendly (1992), latter claiming that it could be a green tool.

• 2000’s: Carbon tax, BI financed by the use of the common resources, clarification of the green 
case for a BI.

2

Presentation I Basic Income, Ecology and Post-Produ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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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with blind economic growth
• Economic growth, measured in GDP terms, does not include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 Decoupling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impacts far from being a reality 
(Jackson, 2017; Parrique et al., 2019).

• Blackmail between the need for growth in order to generate jobs and have access to revenue –
argument shared by political left and right.

• BI could help breaking this dependency, ensuring economic security and separating it from the 
need to perform an activity promoting economic growth. 

3

Green BI or greens supporting a BI?
• Van Parijs (2013) presents two main reasons why greens support a BI:

1. Greens want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the dependence on economic growth 
(extractivism and productivism); in parallel, they want to limit popular opposition to measures that 
can reduce growth and limit job creation. A BI could be a way of linking both objectives.

2. As a rule, Greens place more value on increasing free time than increasing income and accumulating 
material goods. Thus, defending a BI and being Green share the preference for free time - so, in order 
to avoid cognitive dissonance, it is expected that in the Greens there will be more defenders of the BI 
than in other parti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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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BI and under which conditions?
• “Asking about the pros or cons of basic income as such is rather like asking about the pros and 
cons of keeping a feline as a pet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a tiger and a tabby” Brian Barry

• BI to promote the sphere of the market or the autonomous sphere?

Market State

Autonomy

5

Two green cases for a BI
• Environmentalist: positive environmental impacts without implying a profound change in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Based on the environmental economics (neo-classical, 
attributing value to all natural elements, focusing on the costs and opportuniti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Technological optimism as the dominant trait.

• Ecologist: implies profound changes in our relationship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with 
humans and with other animals, defending profound and radical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Based on the ecological economics and interested in promoting a post-
productivist economy. Not being technophobic, defends caution in relation to promising 
solutions and defends user-friendly tools (Cf. Illic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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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ologist BI promoting post-
productivism (1/2)

• Post-productivism implies that instead of pursuing blind economic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activities linked to labour as an end in itself and as an intrinsically positive aspect of human 
activities, the core of a State's policy must be the promotion of autonomy.
• As such, all the gains from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should serve to significantly reduce the amount 

of hours that societies commit to labour, increasing individuals’ discretionary time, i.e. the “time the 
use of which is not dictated by the ‘necessities of life’”, such necessities being divided into three realms: 
economic, social, and biological (Goodin et al.,2008, p. 34). 

• To ensure ecological sustainability, the autonomous and discretionary time that will be made 
available in a post-productivist society must be used in activities with low environmental 
impact.

7

An ecologist BI promoting post-
productivism (2/2)

• By breaking the link between employment and income, a BI would contribute to reducing the social 
importance of employment (problems in terms of stigma, view of employment as the main dimension 
of human achievement);

• BI at what amount? Only at subsistence level? It is important to allow the voice and the possibility of 
exiting an employment;

• Need for parallel structures and measures: reduction of working hours, facilitation of the creation of 
cooperatives, state support for the social economy. BI and complementary currency (Cf. programme 
in Maricá, Brazil)?

• BI could be the best (the only?) way to ensure full employmen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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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 Commodification of services and competition for funds with other (environmental) State needs.

• Ironically, a BI might serve to decommodify the economy: cooperatives, mutual aid, self-organisation. 

• Economy and culture based on labour and difficulty to build a pro-BI and pro-ecological front. 

• BI in a local self-sufficiency economy or in high technologically developed economy (Cf. Malmaeus, 
Alfredsson and Brinbaum. 2020) – How to manage the tensions?

• Difficult to test the ecological dimension in pilot-projects.

• If financed by taxing polluting activities (e.g. oil), how to avoid perverse effects?

9

Questions?

More info or questions: ejc.pinto@gmail.com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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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ATION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Hyekyung Cho, �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Political & Economic Alternatives, Korea

요약문 I 정의로운 생태 전환과 탄소배당
 

2020년 9월 국회의 기후위기 결의안 채택에 이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국제 
사회가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녹색성장 정책과 탄소배출 감축 정책 목표의 대수술과 
함께 배출량 감축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탄소 가격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탄소가격규제를 
교정적 조세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과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탄소가격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탄소시장의 제도적 결함을 시정해야 하고 더 나아가 향후 
탄소가격 인상에 따른 새로운 부작용, 예를 들어 배출권의 금융자산화추세 강화, 탄소시장 유동성 과잉 공급 및 금융 투기 
위험 증가 등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는 정의로운 생태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산업 경쟁력, 고용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호하며 탄소가격규제의 피해와 
비용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해야 한다. 탄소가격규제의 공정한 설계에서는 비용 부과 방식 뿐 만 아니라 탄소가격규제 
수입의 지출 방식도 필수 구성요소가 된다. 탄소세수, 탄소시장 유상할당 경매 수입 등 탄소가격규제로 발생하는 수입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정의로운 생태 전환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소배당은 가격규제의 실효성 제고와 정의로운 생태 전환의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실현하는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탄소배당은 탄소세 과세 단계에서의 비례적 평등과 탄소세수의 지출 단계에서 결과적 평등 원리를 
결합한 것이다. 에너지 소비자인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그 수입을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규제 비용 부담자와 규제 수혜자를 일치시킨다. 이를 통해 탄소가격규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득 
역진성을 해소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탄소가격규제가 재정수입 확충 또는 금융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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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Carbon dividend as Linkage between Ecological Transition �
and Social Justice  

 

Afte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dopted the Urgent Actions for Climate Emergency Resolution 
in September 2020, President Moon Jae-in, in October,has declared that the country would go 
carbon neutral by 2050. In order to achieve the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 agreed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rbon price regulation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the most efficient 
measure to reduce emissions must be substantially reinforced, along with the major reform of 
the existing green growth policy and carbon emission reduction policy goal. The key is designing 
carbon price regulation to fit the purpose and nature of corrective taxation, which comes with 
two challenges. First, the efficiency of carbon price regulation needs to be improved. Above all, 
we need to rectify the institutional drawbacks of the current carbon market, moreover, prepare 
for the upcoming side effects after raising the carbon price such as the growing trend of financial 
assetization of carbon credits, excessive supply of liquidity in the carbon market and increased 
risk of financial speculation. Second, we need to pursue a just ecological transition. In a social 
justice perspective, we need to minimize adverse effects on overall economy includ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protect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s fundamental rights 
for energy and ensure fair distribution of damages and costs of carbon price regulation. In a fair 
design of carbon price regulations, not only the method of charging costs, but also the method of 
spending the carbon price regulation revenue is an essential element. It is because where and how 
we use the revenues generated from the carbon price regulation such as carbon tax revenues and 
carbon market auctioning revenues works as a major element in determining ecological transition 
in a just way. 

In this regard, Carbon Dividends can be the best way to realize both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rice regulation and ecological transition in a just way. Carbon Dividend is a combination of the 
proportional equality principle at the stage of carbon taxation and equality of outcome principle 
at the stage of expenditure of carbon tax revenue. It matches the regulation cost payers and 
beneficiaries by making the energy consumers, all society members to pay cost proportional to 
their carbon emissions, and by equally distributing the revenue to all. That way, it can secure the 
fairness of carbon price regulations, enhance social acceptability by resolving income regressivity 
and prevent carbon price regulations from becoming means of expanding fiscal revenues or 
generating financial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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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전환을촉진하는기본소득

정의로운생태전환과 탄소배당

Carbon dividend as Linkage between Ecological 
Transition and Social Justice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대안선임연구위원

2015년 파리협정 타결 이후 기후위기 대응 강화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국 증가

•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탄소가격규제가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정치적 공감대 형성,
but 현행 탄소가격규제의 교정적 효과 및 배출량 감축 성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

− 현행 탄소배출권시장의 운영 방식 및 제도 설계의 문제점 노정: 배출권 초과공급으로 인한
가격폭락, 무상할당제도가 탄소유출 방지가 아닌 오염자 보상으로 변질, 무임승차 불공정 초래

− 배출권거래제도와 별도로 탄소세의 유용성 및 필요성: 탄소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탄소시장
가격하락의 마지노선으로서 고정가격의 탄소세를 도입하여 탄소시장 가격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 EU 2020년까지 배출량 감축 목표 1990년 대비 20% 조기 달성, 2030년까지 배출량 감축 목표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상향 조정

• 개별 국가 단위에서 EU ETS 제도적 결함 보완책 마련: 가격하한제를 도입하고 탄소거래시장과
탄소세 두 제도를 병행∙중복 적용하고 직접 규제를 결합하여 배출량 감축 가격규제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 네덜란드 2021년 톤당 30유로 탄소세 시행, 2030년 125유로 인상, EU ETS 가격과 탄소세율 차액을
징수, 노르웨이는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통합가격 2030년 톤당 200유로 책정

• 탄소가격 인상으로 인해 탄소유출(carbon leakage) 위험 증가: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탄소가격규제의 필수 구성요소로 인식

발표자료 I 정의로운 생태 전환과 탄소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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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선언국가현황

Source: IEA, Announced net‐zero CO2 or GHG emissions by 2050 reduction targets, IEA, Paris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announced‐net‐zero‐co2‐or‐ghg‐emissions‐by‐2050‐reduction‐targets

CO2 Total Emissions and Carbon Tax countries   

1990 2000 2005 2010 2019 % world 
total 

Change 
2005‐2019

Change 
1990‐2019

carbon tax 
rate US$

Share of 
emission 
covered 

Year of 
implement

ation 

Denmark  53.59 57.96 51.38 49.06 31.12 0.08 ‐39.4 ‐41.9 26 40% 1992

Finland  57.25 58.36 58.36 65.84 43.41 0.11 ‐25.6 ‐24.2 68 36% 1990

France  386.37 402.18 408.43 379.53 314.74 0.83 ‐22.9 ‐18.5 49 35% 2014

Norway 37.32 42.84 44.15 46.72 47.99 0.13 8.7 28.6 53 62% 1991

Ireland  32.9 44.27 47.3 41.31 36.55 0.10 ‐22.7 11.1 28 49% 2010

Sweden  58.1 58.37 55.82 53.29 44.75 0.12 ‐19.8 ‐23.0 119 40% 1991

Swiss  44.95 44.91 47.16 46.46 39.37 0.1 ‐16.5 ‐12.4 99 33% 2008

UK  588.07 552.98 561.56 502.39 364.91 0.96 ‐35.0 ‐37.9 22 23% 2013

Germany  1018.22 871.32 837.54 816.67 702.6 1.85 ‐16.1 ‐31.0

US  5065.06 5917.36 5948.47 5567.64 5107.26 13.43 ‐14.1 0.8

Japan  1149.47 1241.63 1276.93 1197.43 1153.72 3.03 ‐9.6 0.4

South Korea  270.65 483.72 516.42 597.80 651.87 1.71 26.2 140.9

China  2404.74 3682.48 6273.36 9160.79 11535.2 30.34 83.9 379.7
EU27+UK 4408.73 4121.42 4249.14 3920.61 3303.97 8.69 ‐22.2 ‐25.1

Global total  22683.3 25699.8 30051.44 33971.15 38016.57 100 26.5 67.6

Unit: Metric Ton 

Note: 2005년 EU 탄소배출권거래제참여국가: 28개 EU회원국+노르웨이, 아이스랜드, 리히텐슈타인, 2015년한국배출권거래제시행
Source: ED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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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Emissions per Capita 
Unit: Metric Ton 

1990 2000 2010 2019

Denmark  10.42 10.10 8.83 5.39

Finland  11.46 11.17 12.27 7.81

France  6.78 6.75 6.02 4.81

Norway 8.79 9.52 9.56 8.89

Ireland  9.22 11.50 8.93 7.54

Sweden  6.67 6.57 5.68 4.45

Swiss  6.73 6.27 5.93 4.57

UK  10.28 9.38 7.94 5.45

Germany  12.87 10.69 10.10 8.52

Canada 16.67 18.14 16.59 15.69

US  20.26 20.98 18.04 15.52

Japan  9.23 9.74 9.31 9.09

Korea  6.31 10.21 12.06 12.7

China  2.05 2.87 6.74 8.12

Note: 파란색은탄소세시행국가
Source: EDGAR 

한국의기후위기대응정책

• 2009년 12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2010년 4월 시행)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가격규제를
포함한기후위기대응이본격화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1991년‐2009년 연평균 증가율 4%에서 기본법 시행 이후
증가율 1%대로하락, but 2005년온실가스배출량세계10위 ‐> 2019년세계8위로상승

• 산업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에너지가격 정책 고수: 오염자부담원칙에 충실한 환경 규제 강화의
현실적한계

• 2009년 유류세 인상 이후 에너지세율 상향조정 시도는 서민층 부담 가중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모두실패

• 2020년 9월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 10월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선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BAU 기준 37% 감축, 2017년 대비 24.4% 감축)는 그대로 유지, 구체적
로드맵부재

• 총발전량중 신∙재생에너지비율 2011년 2.5%‐>2019년 5.62% (2030년 목표 20%):동기간 석탄비중 40%
유지,원자력비중 31%‐>26%감소,가스 22.7%‐>25.6%증가

• 경제성장률보다 배출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탈동조화 없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불가능: 특단의
대책과함께화석연료대체수단의사회적∙생태적수용성을높이기위한방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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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실가스 배출 추이

한국의환경에너지세및탄소가격규제

• 수송부문 및 난방용 화석연료에 환경에너지세 부과

•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

• 2017년까지 100% 무상할당, 유상할당 비중 2018-2020년 3%, 2021년부터 10%(EU ETS 유상할당
비중 57%)로 상향조정

• 2020년 탄소가격 최저 15,000원(US$13)~최고 45,000원(US$40), 2021년 3월 현재 18900원(US$17)

• 환경에너지세, 탄소배출권제도 적용 부문 배출량 지속적 증가: 배출량 감축 효과 없음

− 소극적 감축 목표: 배출절대량이 아니라 배출전망치 BAU 기준, 감축이 아닌 증가속도 완화가 목표

− 제도적 허점: 배출권 적용기준이 매우 낮고, 탄소가격 하한이 없으며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도
육상여객운송업, 시멘트, 철강, 폐기물처리, 반도체 등 주요 탄소집약적 업종은 무상할당 유지

− 화석연료 대체 수단 부족: 에너지산업의 경우 석탄발전 비중이 40%로 매우 높고 원자력 비중
감소분의 대부분이 가스발전으로 대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저조

• 주요 선진국 탄소국경세 도입 시 국내 탄소규제 면제 대상인 주력 수출업종에 큰 타격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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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탄소가격규제경험의교훈과시사점

• 탄소가격규제의 교정적 조세 성격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핵심 문제

1) 탄소가격규제의 실효성 제고 과제: 현행 탄소시장의 제도적 결함을 해소하고 향후 탄소가격
인상에 따른 배출권의 금융자산화 추세 강화, 탄소시장 유동성 과잉 공급 및 금융투기 위험 증가
등 새로운 부작용에 대비

2) 정의로운 생태 전환 과제: 사회경제적 약자의 에너지기본권을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 고용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비용 부담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

• 가격규제로 발생하는 수입(탄소세수, 유상할당 경매 수입)의 지출 방식도 제도 설계의 핵심 문제로
인식

• 탄소세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오염자의 책임에 비례하여 과세하여 소득역진성
문제 발생

• 탄소세 과세 단계에서의 비례적 평등과 탄소세수의 지출 단계에서 결과적 평등 원리를 결합한
탄소배당제도의 강점: 가격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정의로운 생태 전환의 동시 실현 최적의 방안

− 에너지 소비자인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그 수입을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규제 비용 부담자와 규제 수혜자를 일치시켜 규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득역진성을 해소

− 탄소가격규제가 재정수입 확충∙금융수익창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

스위스탄소배당

• 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난방용 화석연료(2008)VOC 휘발성유기화학물질(2000년)에 탄소부담금(CO2 Levy)을
부과하고부담금수입을생태배당으로환급

• 2000년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에대한탄소부담금연계생태배당제도를벤치마킹

• 정부가 책정한 난방부문의 연도별 이산화탄소감축 목표치 달성 실패 시 세율 인상: 2008년 도입 첫해 1톤당
CHF12(US$ 13), 2013년, 2015년, 2017년세차례목표달성실패, 2018년 1월 1톤당 CHF 96(US$103)로인상

• 2015년까지 1990년 대비 22% 감축 목표 달성, 2020년까지 33%(실패 시 CHF120, 2026/27년까지 50%(실패 시 CHF
210)감축목표설정,

• 난방연료 & VOC 탄소부담금 수입 합산 총액의 2/3는 화석연료 소비량에 상관없이 모든 스위스 거주자에게 1/n로
나누어균등하게배분

• 나머지 1/3(최대한도 CHF 450 mi)은건물과주택의에너지절감개량사업과신재생에너지사업에지원,매년 2500만
프랑은환경부가관리하는친환경기술보증기금에출연

• 탄소부담금의 성격을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로 명시하고 수입을 균등배분하는 방식으로 조세수입의 중립성및
소득역진성문제를해결

• 탄소가격규제와 별도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직접 규제 병행: 2023년 신규 건축물에 대해 탄소중립 의무 규정, 기존
건물의경우 1평당미터당탄소배출량 20Kg한도규정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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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Federal 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GGPPA)를제정하여연방탄소가격표준을도입

• 연방 표준 충족 의무를 캐나다 전역에 부과하여 동일한 탄소가격을 적용: 주별 탄소가격규제의 차이로
인한탄소유출(carbon leakage)을방지

• 2019년 탄소가격 톤당 CAD$20에서 출발, 2020년 CAD$30로 인상, 매년 CAD$15를 인상하여 2022년까지
CAD$50, 2030년까지 CAD$170탄소가격인상로드맵을발표

1) 화석연료부담금: 화석연료생산∙유통업체, 21개지정화석연료및가연성폐기물이용자에부과

2) 초과배출 부담금: 연간 5만톤 이상 고배대출 기업 대상, 연방정부가 정한 산업별 표준 배출량 초과분에
대해부담금부과

• 탄소세 환급: 연방 탄소가격규제를 도입한 주는 주 정부에게 환급하고 탄소가격규제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연방 탄소가격 표준에 미달하는 주(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Ontario 등 4개 주)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탄소세를 징수하여 세수의 90%를 거주자에게 기후행동장려금으로 환급하고
나머지 10%는소상공인,학교,기초지자체,원주민공동체지원

• 기후행동장려금은 18세이상성인 1인환급액(최대새스케추언주 CAD$500,최저온타리오주 CAD$300)을
기준으로두번째성인및첫번째미성년자녀는 50%,두번째미성년자녀부터는 1인당 25%로차등지급

• 화석연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분을 기후행동장려금으로 환급: 화석연료 소비 역진적
구조,가구의 80%가순수혜자가되도록설계,매년탄소가격인상에따라연간장려금환급액인상

캐나다 : 탄소세기반기후행동장려금 (Climate Action Incentive) 환급

EN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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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Promoting Ecological Transformation 

A Just Ecological transition and carbon dividend 

Carbon dividend as Linkage between Ecological 
Transition and Social Justice  

Hyekyung Cho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Political & Economic Alternatives

Stronger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fter the Paris Agreement in 2015
•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are pledging to go carbon neutral by 2050.

• There is a political consensus that the carbon price regulation is the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achieve the carbon
neutral goal. But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about the corrective effects of current carbon price regulation and
emission reduction outcomes.

− Problems of the current emission trading market’s operation method and system design: Price drop caused by
oversupply of carbon credit. Free allocation system for carbon leakage prevention had become polluter pays principle,
resulted in free riders and unfairness.

− The usefulness and need of the carbon tax apart from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e carbon tax can induce carbon
price increase. The introduction of fixed price carbon tax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 price regulation in the
carbon market.

• The EU is well on track to achieve its emission reduction target of a 20 % decrease compared with 1990 levels by 2020,
and raised emission reduction target of a 40% decrease compared with 1990 levels by 2030 to 55%.

• Measures at the individual country level to compensate institutional drawbacks of the EU ETS: Focus on eliminating
the blind spot of the emission reduction price regulation policy by introducing a carbon price floor, applying both the
emission trading market and the carbon tax system in parallel or in duplicate, and combining direct regulations.

− The Netherlands has been implementing a carbon tax of 30 euros per ton since 2021, and plans to raise it to 125
euros in 2030 and colle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EU ETS price and the carbon tax rate. Norway has decided to set
the combined price of carbon tax and carbon credits at 200 euros per ton from 2030.

• Risk of carbon leakage had been increased due to carbon price increase: The carbon border tax is recogniz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carbon price regulation.

Presentation I Carbon dividend as Linkage between Ecological Transition �
and Soci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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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countries committed to go carbon neutral by 2050

Source: IEA, Announced net-zero CO2 or GHG emissions by 2050 reduction targets, IEA, Paris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announced-net-zero-co2-or-ghg-emissions-by-2050-reduction-targets

CO2 Total Emissions and Carbon Tax countries   

1990 2000 2005 2010 2019 % world 
total 

Change 
2005-2019

Change 
1990-2019

carbon tax 
rate US$

Share of 
emission 
covered 

Year of 
implement

ation 

Denmark 53.59 57.96 51.38 49.06 31.12 0.08 -39.4 -41.9 26 40% 1992
Finland 57.25 58.36 58.36 65.84 43.41 0.11 -25.6 -24.2 68 36% 1990
France 386.37 402.18 408.43 379.53 314.74 0.83 -22.9 -18.5 49 35% 2014
Norway 37.32 42.84 44.15 46.72 47.99 0.13 8.7 28.6 53 62% 1991
Ireland 32.9 44.27 47.3 41.31 36.55 0.10 -22.7 11.1 28 49% 2010
Sweden 58.1 58.37 55.82 53.29 44.75 0.12 -19.8 -23.0 119 40% 1991
Swiss 44.95 44.91 47.16 46.46 39.37 0.1 -16.5 -12.4 99 33% 2008
UK 588.07 552.98 561.56 502.39 364.91 0.96 -35.0 -37.9 22 23% 2013
Germany 1018.22 871.32 837.54 816.67 702.6 1.85 -16.1 -31.0
US 5065.06 5917.36 5948.47 5567.64 5107.26 13.43 -14.1 0.8
Japan 1149.47 1241.63 1276.93 1197.43 1153.72 3.03 -9.6 0.4
South Korea 270.65 483.72 516.42 597.80 651.87 1.71 26.2 140.9
China 2404.74 3682.48 6273.36 9160.79 11535.2 30.34 83.9 379.7
EU27+UK 4408.73 4121.42 4249.14 3920.61 3303.97 8.69 -22.2 -25.1
Global total 22683.3 25699.8 30051.44 33971.15 38016.57 100 26.5 67.6

Unit: Metric Ton 

Note: EU Emission Trading Scheme States in 2005: 28 EU States + Norway, Iceland, Liechtenstein, South Korea has been implementing emission trading 
system since 2015. 
Source: ED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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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Emissions per Capita 
Unit: Metric Ton 

1990 2000 2010 2019

Denmark 10.42 10.10 8.83 5.39

Finland 11.46 11.17 12.27 7.81

France 6.78 6.75 6.02 4.81

Norway 8.79 9.52 9.56 8.89

Ireland 9.22 11.50 8.93 7.54

Sweden 6.67 6.57 5.68 4.45

Swiss 6.73 6.27 5.93 4.57

UK 10.28 9.38 7.94 5.45

Germany 12.87 10.69 10.10 8.52

Canada 16.67 18.14 16.59 15.69

US 20.26 20.98 18.04 15.52

Japan 9.23 9.74 9.31 9.09

Korea 6.31 10.21 12.06 12.7

China 2.05 2.87 6.74 8.12

Note: Blue is countries implementing carbon tax. 
Source: EDGAR 

SSoouutthh  KKoorreeaa’’ss  CClliimmaattee  CCrriissiiss  RReessppoonnssee  PPoolliiccyy

• Afte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ow-Carbon Green Growth in December 2009, South Korea started
full fledged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t the national level including carbon price regulations.

• South Korea’s GHG emiss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GHG emissions from
1991 to 2009 fell to 1%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But, South Korea’s GHG emissions in 2005,
which was ranked 10th in the world, rose to 8th in 2019.

• Low energy price policy was maintained due to concerns over los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re are realistic
limits of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focusing on polluter pays principle.

• All attempts to raise the energy tax rate after raising the oil tax in 2009 were failed due to strong opposition that it
will increase burden of the ordinary people

• In September 2020, the National Assembly adopted the Urgent Actions for Climate Emergency Resolution. In
October, President Moon Jae-in, has declared to go carbon neutral by 2050: Will continue to pursue the original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 (37% reduction compared to BAU, 24.4% reduction compared to 2017), Specific
roadmap is missing.

• Among the total power generation, renewable energy ratio has been increased from 2.5% in 2011 to 5.62% by 2019.
(2030 Target: 20%): During the same period, the ratio of coal power remained at 40%, nuclear power reduced from
31% to 26% and gas power increased from 22.7% to 25.6%.

• It is impossible to achieve the carbon neutral target without decoupling, which is the amount of emission reduction
is greater than the economic growth rate.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to enhance
social and ecological acceptance of fossil fuel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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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ndency of South Korea’s GHG emission                                                

Total GHG emission in South Korea 
and rate of change  

Amount of emission (million tons CO₂eq.)

Rate of 
change (%)

Amount of 
emission

Rate of 
change (%)

Source: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 “2016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Report” 

SSoouutthh KKoorreeaa’’ss  EEnnvviirroonnmmeenntt  &&  EEnneerrggyy  TTaaxx  aanndd  CCaarrbboonn  PPrriiccee  RReegguullaattiioonn
• Environment & Energy Taxation on transportation and heating fossil fuels

• Started emission trading system in 2015: Companies with an annual average of 125,000 tons or more of GHG emissions for three
years, companies that own at least one worksite with 25,000 tons or more of GHG emissions, and companies that voluntarily
applied for allocation system

• 100% free allocation system by 2017. The share of auction system was increased to 3% during 2018-2020, and to 10% in 2021.
(Ratio of the EU ETS auction system : 57%)

• The carbon price in 2020 was minimum KRW15,000(US$13) to maximum KRW45,000(US$40). As of March 2021, it is KRW
18,900(US$17).

• Sectors with the environment & energy tax and carbon credit system applied showed continuous increase of emissions: No effect
of emission reduction

− Passive reduction target: The target is based on BAU(Business As Usual) not the absolute emission quantity. The target is to
alleviate the rate of increase not to reduce.

− Institutional drawbacks: The application standard for carbon credit is very low. There is no lower limit on carbon prices. Even
though the ratio of auction system expanded, carbon intensive sectors such as overland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cement, steel,
waste treatment and semiconductor businesses were still applied with free allowance system.

− Lack of fossil fuels alternatives: In the energy industry, coal power generation takes up 40% which is the highest. The reduced
por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s replaced by gas power generation. The speed of renewable energy supply is low.

• The introduction of carbon border tax to major developed countries will hit major export industries in Korea that are exempt from
carb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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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eessssoonnss  aanndd  IImmpplliiccaattiioonnss  ooff  DDeevveellooppeedd  CCoouunnttrriieess’’  CCaarrbboonn  PPrriiccee  RReegguullaattiioonn  EExxppeerriieennccee

• The key is designing carbon price regulation to fit the nature of corrective taxation.

1) The efficiency of carbon price regulation needs to be improved: Rectify the institutional drawbacks of the
current carbon market, and prepare for the upcoming side effects after raising the carbon price such as the
growing trend of financial assetization of carbon credits, excessive supply of liquidity in the carbon market and
increased risk of financial speculation.

2) Ecological transition needs to be pursued in a just way: Protect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s fundamental
rights for energy, minimize adverse effect on overall economy includ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and ensure fair distribution of damages and costs of carbon price regulation.

• How we use the revenues generated from the price regulation (carbon tax revenues and carbon market auctioning
revenues) is also recognized as a key element of the design.

• Carbon taxes are imposed proportionally to the polluter’s responsibility, without considering the tax payers’ tax
paying ability, resulting in income regressivity.

• Strength of Carbon Dividend combining the proportional equality principle at the stage of carbon taxation and
equality of outcome principle at the stage of expenditure of carbon tax revenue: The best way to realize both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rice regulation and ecological transition in a just way.

− By matching the regulation cost payers and beneficiaries by making the energy consumers, all society members to
pay cost proportional to their carbon emissions, and by equally distributing the revenue to all, it can secure the
fairness of regulations and enhance resolve income regressivity.

− Prevent carbon price regulations from becoming means of expanding fiscal revenues or generating financial profits.

SSwwiittzzeerrllaanndd’’ss  CCaarrbboonn  DDiivviiddeenndd
• A carbon levy has been imposed on heating fossil fuels (2008) and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2000) and the

revenues from the levy was refunded as ecological dividends.

• Benchmarked an ecological dividends system linked to carbon levy for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2000.

• If the annual CO2 reduction target set by the government for the heating sector was not achieved, the tax rate was
raised: In the first year in 2008, it was CHF12(US$ 13) per ton. The target was not met in 2013, 2015 and 2017. In
January 2018, the rate was increased to CHF 96(US$103 per ton.

• Achieved reduction target of 22% compared to 1990 by 2015, Set reduction target of 33% by 2020 (CHF120 if failed),
and 50% by 2026/27 (CHF 210 if failed)

• Two-thirds of the total carbon levy revenue from heating fossil fuels and VOCs have been equally distributed to all
Switzerland residents, regardless of their fossil fuel consumption.

• The remaining one-third (CHF 450 mi maximum) have been used for energy saving projects for buildings and houses. 25
million francs has been contributed to the technology fund managed by the 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

• Neutrality of tax revenues and income regressivity was addressed by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carbon levy as a
corrective tax and by equally distributing revenue.

• Apart from the carbon price regulation, direct regulation for emission reduction has been implemented: Mandatory
carbon-neutral regulations for new buildings, 20kg carbon emission limit per 1 square for existing buildings (from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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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18, Canada enacted the Federal 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GGPPA) to introduce federal carbon pricing
standard

• Equal carbon price was applied by imposing federal standard across Canada: Prevented carbon leakage caused by
difference between carbon price regulation by states

• Canada had announced a carbon price increase roadmap, starting from CAD$20 per ton in 2019, CAD$30 in 2020, and
increase CAD$15 per year to reach CAD$50 by 2022 and CAD$170 by 2030.

1) Fossil Fuel Levy: Imposed on fossil fuel producers and distributers, and the users of 21 designated fossil fuel and
combustible waste

2) Excessive emission premium: Imposed on companies with the annual emission of 50,000 tons or more. The excessive
emission premium is imposed on the excess of standard emissions of each industry set by the federal government.

• Reimbursement of carbon tax: Carbon taxes from states that have introduced federal carbon prices regulation is
reimbursed to the state government. The federal government will impose a carbon tax on states that have not introduced
a carbon price regulation or below the federal carbon price standard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Ontario) and
reimburses 90% of the tax revenue to residents as Climate Action Incentives and use the remaining 10% to support small
businesses, schools, local governments and indigenous communities.

• Based on the payment amount for a single adult over 18 (Maximum: Saskatchewan CAD$500, Minimum: Ontario
CAD$300), the second adult or first child will be 50% and second child under 18 will be paid 25%.

• The increased burden of consumers due to fossil price increase will be reimbursed as Climate Action Incentives: Regressive
structure of fossil fuel consumption, Designed to make 80% of the household members pure beneficiaries, The annual
incentives will be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annual carbon price increase.

Canada : Reimbursement of Carbon Tax based Climate Action Incentives

The END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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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얀 오토 안데르손 핀란드 오보 아카데미대학교 명예교수
Jan Otto Andersson, Emeritus Professor, Åbo Akademi University, Finland

토론문 I
 

기본소득은 생태학적 전환을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 및 문화적 전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급진적 전환은 경제의 많은 부분에 타격을 주고, 예상하든 예상하지 못하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기본소득은 
다른 수단과 함께 수월하게 관리된 최소소득선(income floor)을 제공함으로써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전환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및 활동에 인력을 재분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기본소득은 생태학적 세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경제 및 문화의 
생태학적 전환추진에 기여할 수도 있다. 사회는 일자리의 적절한 공급 보장을 위해 경제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기본소득 덕분에, 노동시간은 감소될 것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만연한 
생산주의자 및 소비주의자 패권은 점차 약화될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기본소득은 재원마련이 어렵기에, 전환을 지지하는 
활동을 위해서 참여소득으로 마련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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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Basic Income can be a means to back up an ecological transformation, but it can also be an 
instrument for achieving a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and culture towards ecological 
sustainability. 

A radical transformation would hurt large parts of the economy, and lead to both expected and 
unsuspected job losses. A BI could support the transition by supplying an easily managed income 
floor that, together with other means, helps to reallocate people to new jobs and activities needed 
for the transformation. During the transition, a BI can also serve to alleviate the income losses 
that follow from rising prices caused by ecological taxes. A BI could push forward an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and culture. Society would not be pressured to boost the economy 
just to guarantee an appropriate supply of jobs. 

Thanks to a BI, working hours could be reduced and new lifestyles flourish. The prevalent 
productivist and consumerist hegemony could gradually be undermined. However, a full BI would 
be difficult to finance, and therefore it should be filled up with a participation income for activities 
that support the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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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Hyosang Ahn, Executive Director, Basic Income Korean Network, Korea

토론문 I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얼핏 보면 매우 간단한 아이디어이지만, 그 효과는 다양하고 
심원하다.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는 무엇보다 경제 성장을 통한 완전 고용을 추구해 왔다. 이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부 
지역에서 대량 소비를 추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났고(이후 모든 지역이 이를 따라가거나 따라가고자 했다), 이는 '거대한 
가속'(great acceler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속에서 탄소 배출량과 자원 사용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고, 이것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 비상사태와 생태적 위기에 가장 가까운 원인이다.

기본소득은 고용 여부와 무관한 소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이 될 정도로 충분할 경우 사람들이 고용 노동 
이외의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액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와 결합할 경우 사회적으로 총 고용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고용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고용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생태적으로 부담이 덜 가는 
다른 활동을 할 경우 당연히 생태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탈탄소화의 유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이는 가격에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 모두에게 같은 액수를 
나누어 주는 탄소배당이다. 이는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대다수를 순수혜자로 만들 수 있고, 
이에 따라 탈탄소화를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생태적 전환과 연관되는 것은 기본소득의 효과 때문만은 아니다.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을 요구하는 
현재의 상황, 즉 기후 비상사태와 생태 위기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이 있는가를 묻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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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공동의 부(common wealth)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동-소유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는 살아 있는 노동에 대한 착취(exploitation)뿐만 아니라 모두의 것인 
커먼즈(commons)와 공동의 부에 대한 강탈(plunder)과 독점을 통해 끊임없는 축적을 해왔다. 그리고 이 축적의 결과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비상사태와 생태 위기이다. 그렇다면 공동의 부에 기초해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과 기후 
비상사태 및 생태 위기에 맞서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것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전환과 생태적 전환의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고, 기본소득은 이를 
매개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비상사태와 생태 위기는 긴급하면서도 종합적인 해결책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화석 연료에서 빨리 벗어나고 비화석 연료 체제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는 탄소세-탄소배당 같이 가격 메커니즘을 
이용하거나 기본소득처럼 개인들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만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탄소 배출 총량의 설정(cap), 필수적인 에너지의 할당(ration), 비화석연료 체제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등 여러 정책의 
배치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기본소득은 전체적인 경제 보장의 일부로서, 공공서비스, 현물 재화의 공급 
등과 적절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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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Hyosang Ahn, Executive Director, Basic Income Korean Network, Korea

Summary I
 

Universal Basic Income, given to everyone with no strings attached, might come across as a simple 
idea to some but its effects are diverse and profound. The ecological effect of the basic income is 
one of them.

The post-World War II capitalism went after full employment through economic growth. A pattern 
of mass consumption emerged as a result in some advanced countries(soon after, most countries 
in the world followed suit or at least tried), and such a trend can be best described as a ‘great 
acceleration’. In the process of the ‘great acceleration’, carbon emissions and resource use have 
increased tremendously, and they are the root cause for the climate crisis and the ecological crisis 
facing us all today.

The basic income is universally given to everyone regardless of one’s employment status. Therefore, 
if the income is sufficient to satisfy the basic economic security that everyone needs, people can 
engage in activities other than paid work. Even if the amount of the income is not sufficient, when 
the basic income is combined with a policy to reduce working hours, the total hours of paid work 
could be reduced. Either completely free from employment or reducing the number of working 
hours and participating in activities that are less ecologically burdensome instead will bring an 
ecological transformation.

When the carbon tax, which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powerful means for decarbonization, 
is adopted, prices will go up and that would add extra burden to low income households, a step 
backward. Against the backdrop, the carbon dividend, which gives everyone the same amount 
of money, has been raised to tackle the issue. In line with the basic income, which is designed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taxation, the carbon dividend will benefit most people, hence 
accelerating the decarbonization.

However, the effect of the basic income is not the only reason why the basic income is associated 
with the ecological transformation. The basic income in and of itself helps us to reflect where we 
are, why the current circumstance is in need of the ecological transformation, in other words, who 
is responsible for and how to tackle the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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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the basic income is to distribute shares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the 
commonwealth. On the other hand, modern capitalism, which has been built on the labor-
ownership paradigm, has not only been exploiting labor, but also blindly seeking for wealth 
accumulation through the plunder and monopoly of commons and commonwealth that belong to 
all.

And the result of such pursuit of wealth accumulation is the climate emergency and ecological 
crisis we are facing now. Under this circumstance, exercising the basic income based on the 
commonwealth is in line with our effort to bring the ecological transformation to fight the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In other words, we are trying to be held accountable for what we have done 
to cause the crisis in the first place. In this sense, the social transformation, and the ecological 
transformation can be said to be both sides of the coin and the basic income acts as a bridge 
between the two.

Finally, the climate emergencies and ecological crises require immediate and comprehensive 
solutions and actions. We must make a transition from a fossil fuel dependent society to the 
fossil fuel independent one as soon as possible. It is challenging to bring a carbon-free future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 policies alone such as utilizing the price mechanism; carbon tax-
carbon dividend or giving basic income. They may not be enough to bring changes in behaviors 
in everyone.  On top of the policies, we need to make an all-out effort, such as capping the total 
amount of carbon emissions, rationing essential energy, and putting in place incentives to promote 
fossil fuel free systems simultaneously. In this case, the basic income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economic security and it should be properly distributed along with public services, cash 
transfer and other means.



원본 人(추사 김정희 서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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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소개  SESSION INTRODUCTION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Basic Income in Religion

종교 세션은 그동안의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없던 세션이다. 종교가 인간 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다. 이 세션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촉발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종교(宗敎)는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의미이다. 영어로 종교는 ‘렐리기온(Religion)’이며 ‘신과 인간을 이음, 혹은 신에 
대한 경외’라는 뜻을 지닌다. 종교는 불완전한 인간 삶의 산물이다. 종교는 인간이 영물, 즉 물적 존재이자 영적 존재임을 
말해준다. 인간은 동물이면서도 영성(정신)을 지닌 존재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물질은 넘쳐난다, 그럼에도 승자독식의 제도와 구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싸인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정신과 육신의 모든 능력은 물적 생존에 집중된다. 영성(정신능력)은 자신의 이해타산을 따지는 계산능력으로 사용될 
뿐이다. 근본적인 가르침이나 신성의 추구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 세션은 각 종교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논구하는 장(場)이다. 기본소득은 종교 간 교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종교가 추구하는 이념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 첫 시도이기 때문에 많은 종교를 포괄하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종교계에서 보다 확장된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사회사상(Catholic Social Thought: CST)과 기본소득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가톨릭 
사회사상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인 삶, 즉, 경제, 정치, 생태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적용한다. 둘째, 경제는 인간의 필요에 봉사하기 위해 존속한다. 셋째, 모든 사람이 공동의 경제에 
기여해야하고, 또 혜택을 받아야 한다. 넷째,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재분배 정책을 지지한다. 다섯째, 모든 인간이 온전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이에 근거하여 가톨릭 사회사상과 기본소득 간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인간은 포괄적으로 이해된 ‘기본적인 필요’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다음으로 기본 필요 충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을 증진하고, 노동과 고용, 가족, 여가/휴식, 부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가톨릭 사회사상으로 적절히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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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교에서는 불교계에서의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4차 산업 및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승가형 기본소득제인 ‘기본수행권보장제’를 제안한다. 불교에서는 기본소득을 승가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승가는 소욕지족을 추구하는 출가자들의 공동체이므로 기본소득제의 효과적인 적용 
대상이다. 둘째, 기본소득제를 계기로 승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제도적 장치들의 복원 및 강화를 도모한다. 
셋째, 승가는 기본소득제의 사회적 효과를 담보해 줄 수 있는 대상이다. 다만 기본소득의 ‘소득’ 개념이 승가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교에서는 ‘기본수행권보장’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기본수행권보장제도는 삼보정재의 교리 및 사회적 
정당성 확보, 승가 내 온갖 부정적인 추세(불평등, 사유화, 세속화, 사사화, 범계 등)를 일소하고 승가의 공동체성과 화합성을 
실현, 승가의 청정성 확보 및 우수한 출가자가 배출될 수 있는 환경적 조건 마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신교에서는 스위스 개혁주의 정신과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한다. 개혁주의의 원리와 여성신학적 
담론을 결합하여 기본소득 논의를 살펴본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노동과 자본, 소명을 강조하는 개신교 노동윤리의 문제성을 
성찰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방법으로 생태 여성주의적 차원에서 전개할 수도 있다. 여성신학적 담론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가치에 입각하여 남성중심의 가부장화된 이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결과적 차별을 야기하는 구조적 모순에 도전하여 불평등을 최소화하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국내 여성신학 혹은 여성학 담론에서 구체화되지 못했으나,  여성주의적 경제주의, 대안적 경제를 말하는 서구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사안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스위스 개혁주의 전통과 여성신학적 
요소를 결합하여 기본소득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좌장을 맡은 윤석산 선생은 한양대학교 한국언어문학과 명예교수로서 한양대 국제문화대 학장, 한국언어문화학회회장,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사)한국시인협회 회장, 천도교 서울교구장을 역임했다.

가톨릭에서는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인 박상훈 신부가 발표를,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문동 성당 주임사제이자 
정의구현사제단에서 활동하는 박동호 신부가 토론을 맡는다. 개신교에서는 정미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이자 
교목이 발표를, 강원돈 한신대학교 신학부 은퇴교수가 토론을 담당한다. 불교에서는 유승무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가 발표자로,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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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in Religion

This religious session is newly organized for this year’s conference. Given a significant role and 
status of religion in human lives, it seems quite belated to now include a religious perspective in 
basic income discussion.  So, it is expected that this session could spark ‘fundamental reflection’ on 
basic income. 

Religion refers to ‘fundamental teaching’, and it also represents ‘link between God and humanity or 
admiration to God’. It is the product of imperfect human lives. It indicates that human beings are 
spiritual beings, in other words, both physical and spiritual beings. Human beings are animals, yet, 
existence with spirit.  

Economy advances and the world is inundated with materials. Nonetheless, many are leading 
precarious lives encroached by anxieties due to winner-takes-all system and structure. The 
entire mental and physical capabilities of humans are concentrated on materialistic survival. 
A spirituality(mental capability) is only utilized to calculate their own interests and benefits. 
Therefore, they became far from the fundamental teaching and pursuit of divinity. 

This session would provide a venue for discussion on what implications does basic income have from 
each different religious perspective. Despite different doctrines among religions, basic income has a 
commonly corresponding aspect to the ideology pursued by each of them. Since this opportunity of 
religious discussion is the first attempt, there could be some  limit in encompassing various religions 
around us, however, it is expected to lead to more extensive talks in the religious sector.  

The Catholic suggests the relations between Catholic Social Thought(CST) and basic income. The 
traits of CST could be largely represented by five thoughts. First, social life is applied to formal 
thought of the Catholic church regarding economic, politics, and ecology. Second, the economy 
survives for the sake of human needs. Third, everyone has to contribute to common economy and 
benefit from it. Fourth, redistribution, contributing to reducing poverty, has to be upheld. Fifth, 
everyone has to be supported to fulfill their own potentials in full. In the meantime,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the CST and basic income based on these five traits as follows. Most of all, the 
two recognize that all humans have a right to access to ‘basic needs’ comprehensively understood. 
Also, they advocate a strong government intervention for meeting people’s basic needs. Lastly, the 
two ideas enhance human dignity and emphasize on social aspects of labor/employment, family, 
leisure/rest, and wealth. In these regards, justification of basic income could be accounted on with 
CST. 

Meanwhile, Buddhism deals with the necessity and specific plans of introducing basic income in 
the Buddhist society. The 4th industrialization and damages derived from COVID-19 have caused 
enormous damages not only on ordinary citizens but also on religious facilitie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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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ddhist society proposes ‘guaranteeing for basic right to monastic practice’ as Saṅgha ’s 
Basic Income in recognition that the Buddhist circle could not be excluded in adopting basic 
income. The Buddhist points out 3 reasons why basic income needs to be applied to the Buddhist 
society.  First, Saṅgha could be the object of an effective application for basic income in that it 
is a community of the Buddhist monks who pursue a mind-set that appreciates little things in 
life. Second, basic income could also be a momentum to restore and strengthen the existing 
mechanism within the Buddhism similar to basic income initiative. Third, Saṅgha could be a good 
example that demonstrates societal effects of basic income. Yet, the concept of ‘income’ does not 
fit for its fundamental principle in the Buddhism society, thus, the Buddhist proposes the concept 
of ‘guaranteeing for basic right to monastic practice.’ Under the proposal, it is expected to secure 
the justification of the doctrine of three jewels and untainted money and to eradicate every types 
of negative trends(inequality, privatization, secularization, and violation of the Buddhist precepts, 
and others). Also, it is forecast that the proposed principle could create an environment to realize 
Saṅgha ’s spirit of community and unity, secure integrity of Saṅgha, and nurture prominent 
Buddhist monks.  

The Protestants deals with basic incom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wiss reformed spirit and 
feminist theology. Examining the discussion of basic income by combining the principles of 
reformism and feminist theological discourse is primarily to reflect on the problems of Protestant 
labor ethics that emphasize labor, capital and vocation. And it can be developed on an ecofeminism 
level. Based on the value that all human being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re equal before God, 
the feminist theological discourse is contributing to deviation from the male centered patriarchal 
ideology and minimizing inequality by challenging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that lead to 
consequential discrimination. Discussions on basic income have not yet been specified in feminist 
theology or women’s studies discourse in Korea. However, this has long been a matter of interest 
among Western scholars who talk about feminist economism and alternative economies. The 
purpose of this speech is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f basic income by combining the Swiss 
Reformed tradition with feminist theology

Moderator of this session is Suksan Yoon, emeritus professor of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the Hanyang University. Previously, he served as dean of the International Cultural 
College of Hanyang University, president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ssociation, co-chair 
of the 100th Anniversary of 3.1 Independent Movement, president of the Society of Korean Poets, 
and head of Seoul District of Chondogyo(religion of Chondo). For the view point of the Catholic, 
Sanghoon Park, director of the Jesuit Research Center for Advocacy and Solidarity at Korea 
Province of the Society of Jesus, will make a presentation and Dongho Park, priest at Imun Catholic 
Church of Archdiocese of Seoul, will take part in the panel discussion. Meehyun Chung, professor of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of Yonsei University, will present the protestant standpoint, 
while Wondon Kang, emeritus professor at the Hanshin University will participate in discussion. 
From the Buddhist society, we will have Seungmu Lew,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Buddhist 
Sociology at Joongang Sangha University, as a presenter and Junggil Yoo, director of Green 
Buddhism Research Institute, Buddhist Ecological Solodarity (BEST), as discussion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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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스위스 개혁주의 정신과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국내 여성신학 혹은 여성학 담론에서 구체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경제주의, 
대안적 경제를 말하는 서구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사안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스위스 
개혁주의 전통과 여성신학적 요소를 결합하여 기본소득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 개신교의 69%를 차지하는 장로교의 뿌리를 훌드리히 츠빙글리(Huldrich Zwingli 1484-1531)와 스위스의 
종교개혁이라고 설정할 때 츠빙글리 경제이론을 되돌아보며, 그 정신을 살리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보겠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독일의 마틴 루터는 장로교단과 전혀 관계없는 인물일 뿐 아니라 개인주의적 신앙에 
대한 관심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용병문제를 둘러싼 경제체제의 문제상황에서 시작해서 
사회개혁을 시도한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공공성을 중요시해야 하는 우리의 인식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는 신학적 원리를 
제공해 준다. 그 개혁교회의 기초 원리는 업적주의와 선행으로부터의 해방이며, 그것은 곧 인간과 그 인간의 행위를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었다. 

여성신학적 담론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가치에 입각하여 남성중심의 
가부장화된 이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결과적 차별을 야기하는 구조적 모순에 도전하여 불평등을 최소화하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개혁주의의 원리와 여성신학적 담론을 결합하여 기본소득 논의를 살펴본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노동과 자본, 소명을 
강조하는 개신교 노동윤리의 문제성을 성찰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방법으로 생태 여성주의적 차원에서 전개할 수도 
있겠다. 가장 기본적인 성서적 근거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의 안식일의 원리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겠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공유부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서 접근 가능하다. 그 가운데 특히 탄소세 
도입은 여성생태주의신학적 관점에서도 정당화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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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Basic Incom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wiss Reformed Spirit �
and Feminist Theology

 

Discussions on basic income have not yet been specified in feminist theology or women’s studies 
discourse in Korea. However, this has long been a matter of interest among Western scholars 
who talk about feminist economism and alternative econom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f basic income by combining the Swiss Reformed tradition with 
feminist theology. 

Considering the foundations of Presbyterians, which account for 69% of Korean Protestants, 
are Huldrich Zwingli (1484-1531) and the Reformation in Switzerland, looking back at Zwingli’s 
economic theory and reviving the spirit can be a meaningful approach. The reason we need to 
look at the Reformation in Switzerland is because Martin Luther of Germany has nothing to do 
with Presbyterian Church but also because Luther’s reformation resulted from his interest in 
individualistic faiths. On the other hand, the Swiss Reformation, which started from the economic 
system surrounding the mercenary issue and attempted social reform, provides theological 
principle that can help ou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ublicness. The basic principle of the 
Reformed Churches was to be liberated from meritocracy and good deeds, and put greater weight 
on the grace of God, rather than absolutizing man and his deeds. 

Based on the value that all human being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re equal before God, the 
feminist theological discourse is contributing to deviation from the male centered patriarchal 
ideology and minimizing inequality by challenging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that lead to 
consequential discrimination. 

Examining the discussion of basic income by combining the principles of reformism and feminist 
theological discourse is primarily to reflect on the problems of Protestant labor ethics that 
emphasize labor, capital and vocation. And it can be developed on an ecofeminism level. The most 
basic biblical ground can be found from the principle of the Sabbath day in the Book of Exodus and 
the Book of Deuteronomy. The concept of common wealth, which is most representatively linked 
to the provision of basic income can be approached as a principle of the grace of God.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which can be mentioned in the connection with ecofeminist 
theology is suggested as the most desirable solution in terms of financing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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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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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빙글리(1484-1531) 루터(1483-1546)

1531 1534

스위스 용병-빈사의 사자상



사람을 사람답게  225 

카타리나 폰 짐머른 (Katharina von Zimmern)
1478-1547

• 취리히의 프라우뮌스터 수녀원 (Fraumünster Abbey) 원장

• 츠빙글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조력자

영화와 그림 속의 카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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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빙글리 종교개혁의 의의

• 사회개혁으로써의용병철폐: 흑사병과빈곤해결방법

-용병제도 (연금제도의폐단)

• 자선금지: 사회구조체제개혁시도-무스하펜의설치

• 육체노동권장: 토지와자본을통한부의축적문제비판

• 이기적개인주의비판: 공공선의지향

구약 예언자 정신의 회복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이사야 5: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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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병과 외국군주의
뇌물에 대한 비판

“그러나 만약 뇌물을 받은 부패한 사람들이

‘우리는 외국 군주를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가난
한 민족이고 그리고 매우 척박한 땅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의 말은 현재 우리가 가진 좋은 양식과 옷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결핍된 그 무엇을 어디에선가 반드시 보충해야 할
경우에만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수에 맞지 않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경우에 그들은 그와 같이 궁색한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훌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슈비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
고(1522)」,『츠빙글리 저작선집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126-127.

노동을 통한 경제 활성화 장려
“현재는 아무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저기 널려있는 자기 밭들을 풀만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땅이 잘 경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은 선한 것이며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사람이 방탕하거나 타락하
지 않도록 만듭니다. 또한 노동은 곡식을 생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노동
을 통해서 생산된 그 곡식으로 건전한 양심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의 피 값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
움 없이, 그리고 양심에 더러운 오점을 남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
전한 노동을 통해 생산된 그 곡식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훌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스위스 연방에 대한 간곡한 경고(1523)」,
『츠빙글리 저작선집 I』(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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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과 자유 시장 경제체제 강조

“비록 우리 땅에서 계피, 생각, 말바지아 포도, 포도주, 향신료, 오렌지,
비단등특별하거나사치스러운농작물들이생산되는것은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땅은 버터와 마이스터 양념, 그리고 우유를 우리에게
제공하며 그 위에서 말과 양 그리고 갈색 소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
어주며, 그리고 튼튼한 면직물과 포도주와 곡식을 우리에게 풍성하
게 가져다주는 비옥한 토지입니다. 그러한 농산물을 통해서 건강하
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가꾼 생산물을 여러분에게 부족한 생산물들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훌트라이히 츠빙글리/임걸 역, 「스위스 연방에 대한 간곡한 경고(1523)」,
『츠빙글리 저작선집 I』(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373.

기본소득
-스위스의 국민투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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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루, 
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안

여성신학의 방법론
• 상황분석

• 대안제시

• 교회와사회문화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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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성차별과 불평등
• 21세기경제구조의불평등성에대해서설명하는프랑스의경제학자토마

피케티는그의책『자본과이데올로기』에서경제구조의불평등을야기한

삼원사회에대해설명한다. 

• 지식과도덕적규범을제시하는지배계급으로서의사제, 질서와안위를

책임지는전사계급으로서의귀족, 노동하는평민계급으로서의제 3신분이

그것이다. 

• 콘스탄틴이래로제국주의적종교로자리잡은기독교의영향력과성차별의

역사. 

• 여성신학은기존의성서해석과교리에대한비판적성찰과사유를통해

건설적으로재구성.

Transparency through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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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20. 1.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38

개혁정신과 여성신학의 만남
개혁주의원리의가장근본적문법은하나님의은혜를강조하는것이다. 모든사람에

대한하나님의보편사랑의원리에서볼때각사람이지닌본래적 “은사(카리스마)”는

더욱부각될수있다. 

“모두의것을모두에게”라는기본소득의원칙과노동을소명의관점에서가아니라

각사람에게주어진 “은사”의측면에서고찰하고자하는시도이다. 각개인의은사를

강조하고, 성령론적일의신학을말한다는것은하나님의은혜의차원을말하면서도

인간개개인에대한인정을전제로하기때문에기본소득의원리인개별성과평등성

에부합함

• 은혜의강조는공유부개념을신학적으로뒷받침함

• 노동윤리를소명의차원이아니라, 은사의차원에서성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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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학적 원리의 적용
여성신학적원리를적용해본다는것

1) 인간에의한인간의억압의구조와문화를바꾸는것이다. 그것은단순히성

차별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 인종, 장애, 종교, 성적지향성등의교차성

(intersectionality)과복합적으로관계한다. 

2)인간에의한자연의억압의문제를직시하게한다. 

힘의논리가인간에게만작용하는것이아니라, 인간과이웃피조물

(Mitgeschöpf) 로포괄적으로그관계망을확대하여볼때생태전반의문제에

관심하게하는것이다.  또한인간중심이아니라생태, 생명중심의시각을

갖게한다.

여성신학적 의미에서 본
기본소득의 효율성

첫째로 개별성의 원칙이다. 

둘째로 무임금 노동의 가치 인정 효과이다. 

셋째로 노동문화의 개선 효과이다. 

넷째로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통하여 여성의 노동기회 확대와 효율성이다. 

다섯째로 미혼모등 취약계층 여성 위한 대안적 해법

요약하면 기본소득은 무임금 가사노동과 저임금 돌봄 노동의 문제성을 포함한 여성이

주로 감당하는 노동 현장과 그 불평등 구조에 대한 인식과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고용의 다양화를 통하여 새로운 임금노동의 기회와 노동 창의성의 효율화를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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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개별성, 평등성, 직접성이라는 원리는 젠더 정의를

실현하는것에가장근접할수있게한다. 기본소득의도입이 경제사회구조

의불평등체제를단번에수정할수있는것도아니며, 복지사각지대의현안

문제를모두보완할수있는것도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도입은 공공선을 지향 하면서 정책과 사회문

화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

정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이에 덧붙이고자 하는 이유는 현 체제의 구조

적 모순과 불합리성을 보게 하며, 이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에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탄소세
• 안식일과 희년의 원리를 통한 신학적 근거

(출애굽기와 신명기서)

• 주체와 주체의 만남

• 오만한 눈에서 애정어린 눈의 회복

(상호 호혜성)-샐리 맥페이그

•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의 한 차원으로서 탄소세 도입이 가

장 바람직안 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생태여

성주의 신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언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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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2008년
스위스의 탄소세 생태배당 모델

스위스는 환경보호법(1983년 제정) 제2조 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과

제6장 교정부담금(Lenkungsabgaben)에 의거하여 2008년 1월부터 난방용

화석연료에이산화탄소부담금(CO2 Abgabe)을징수하고있다. 난방용연료에

대한 탄소 부담금은 정부가 책정한 연도별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부과되며 목표 달성에 실패한 대가로 부담금 액수는

매년인상된다.

2008년 도입 첫해는 CO2 1톤 당 12프랑이었는데 2018년 1월에는 1톤당

96프랑(약11만 5천 원)으로 올랐다. 난방기름 1리터당 25.4라펜, 가스난방

1kg당 25.5라펜으로, 한화로 약 300원이다.

스위스 생태 배당금
부담금은세금과마찬가지로국가가국민을상대로강제로징수하는돈이다. 

전기요금이일상생활에서전기세라고불리는것처럼납부자의입장에서는세금과부

담금의차이를느끼지못한다. 그러나세금과부담금은엄밀히다른범주이다. 세금의

목적은국가운영에필요한재원조달이며법에서정한과세요건을갖춘일반국민으로

부터직접적인반대급부를제공하지않고국가가강제징수하는것이다. 

반면부담금은사회적으로바람직한행위를유도하기위한교정적목적을추구하며공

익적과제와직접관련이있는이해관계자로부터강제징수한다. 

스위스탄소부담금수입은생태배당으로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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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생태 배당금-환급
• 스위스의 탄소 부담금처럼 화석연료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는 새롭지 않고

특별하지도 않다. 스위스모델이 흥미로운 것은 징수한 환경 부담금을 스위스 거주자

모두에게 1/n로 나누어 다시 되돌려 준다는 점이다. 

• 스위스환경보호법(제6장교정부담금)은환경부담금수입을모든국민에게균등하게

배분한다는규정을명시적으로두고있다. 생태배당의균등배분이적용되는대상에는

휘발성환경오염물질(제35조a), 난방용화석연료및자동차휘발유및경유의유황성분(제

35조b)이있다. 그에따라스위스는탄소생태배당제도를도입하기훨씬이전인 2000년부

터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에환경부담금을부과하고그수입금을모든국민에게

균등하게배분하는생태배당제도를시행해왔다. 탄소부담금생태배당은

VOC 부담금생태배당의선행사례를벤치마킹한것이다. 

출처 : 이코노미21(http://www.economy21.co.kr)

생태 배당금-개별성
• 현재탄소부담금수입의 2/3가생태배당으로환급되고있는데탄소부담금납부자의

화석연료소비량에상관없이스위스거주자에게동일한금액을지급한다. 나머지

1/3(금액한도 최대 4억5천만 프랑)은 건물과 주택의 에너지 절감 개량사업과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원하고 매년 2500만 프랑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친환경기술

보증기금에 출연한다.

• 건강보험제도와연금보험제도와연동된환급시스템. 기존지급채널활용으로

생태배당급시스템을별도로구축하지않고운영관리비용을절감하여행정비용을

최소화했다.

• 출처 : 이코노미21(http://www.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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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wiss Reformed Spirit and 
Feminist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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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and Christi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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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ingli (1484-1531)   Luther (1483-1546)

1531 1534

Swiss mercenaries – The Lion Mon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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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arina von Zimmern 1478-1547

• Abbess of the Fraumünster Abbey in Zurich
• Important support of Zwingli’s Reformation

Katharina in films and 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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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nificance of Zwingli’s 
Reformation 

• Abolition of mercenaries as a social reformation:         
to resolve pest and poverty – mercenary system 
(negative effects of the pension system) 

• No charity: Attempted to reform the social structure 
system – Installed Mushafen

• Encouraged manual labor: Criticized the accumulation 
of wealth through land and capital

• Criticized selfish individualism: Pursuing the common 
goodness

Restoration of the Spirit 
of the Old Testament Prophet

Woe to you who add house to house and join field 

to field till no space is left and you live alone in 

the land. The Lord Almighty has declared in my 

hearing: Surely the great houses will become 

desolate, the fine mansions left without occupants.

Isaiah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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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s on Mercenary 
and Foreign Monarch’s bribery

“But, if corrupt people who received bribes say,

'We should embrace foreign monarchs, because we are a very poor 

people with barren land.', their arguments are valid only when we are 

not satisfied with the good food and clothes we currently have, and 

when we must replenish the deficiency from somewhere else. However, 

people living in luxury beyond their means have no right to say those 

lame words.”

Huldrich Zwingli / Translated by Gol Rim “A Solemn Exhortation to the 

people of Schwyz” (1522) 『Huldrych Zwingli Schriften I』(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14), 126-127

Encourage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labor

“Currently, no one is working hard eke out a living. People are 
neglecting their fields and only weeds are left to grow. People are no 
longer doing farm work. But I wish more people to do farm work.     
And I wish lands to be cultivated to feed more people.” 

“Labor is good and sacred. Labor keeps a man from dissipation or 
corruption. Labor makes a man to produce grains. We can eat and live 
on a sound conscience with the grain produced by labor. In that way, 
we can live off the grain produced through sound labor without fear of 
living on the blood of innocent people, and without fear of leaving a 
dirty stain on our conscience.”

Huldrich Zwingli / Translated by Gol Rim “Zwingli's Letter to the 
Federation”(1523) 『Huldrych Zwingli Schriften I』(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1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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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asis on trade and 
free market economy systems

"Although our land does not produce special or luxurious crops such as 

cinnamon, deer horns, Malvazija grapes, wine, spices, oranges, and silk, 

our land is fertile, providing us with butter, meister spice, and milk, and 

letting us breed horses, sheep and brown cattle on it, and bringing us 

plenty of sturdy cotton fabrics, wine and grain. With those crops, we can 

have healthy and diligent people. You can trade your products for 

products you lack." 

Huldrich Zwingli / Translated by Gol Rim "Zwingli's Letter to the 

Federation" (1523) 『Huldrych Zwingli Schriften I』(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14),373

Basic Income –
Switzerland Referendum 2016



244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Hans Ruh
<Unconditional basic income: 
inciting a new way of life>  

Methodology of
Feminist Theology

• Analysis of Situation

• Propose an Alternative

• Changes in Church and Soci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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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ity, Gender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 The French economist Thomas Piketty who explains inequality of 
the economic structure in the 21st century, described ternary 
societies that caused inequality in the economic structure in his 
book 『Capital and Ideology 』.

• A ruling clerical class that suggests knowledge and moral norms, a 
noble and warrior class that takes care of security and  a working 
commoner class who offer labor. 

•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 that become an imperial religion since 
Constantine and the history of gender discrimination.

• Feminist theology was constructively reconstructed through critical 
reflections and reasons on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the Holy 
Bible and doctrines. 

Transparency through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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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Today News (Jan 20th 20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38

Gender Statistics in Seoul

Weekly paid working 
hours

Percentage of workers 
with an average 
monthly wage less 
than 2 million KRW

Average hourly wage and 
gender wage gap

Women

Men

Women
Men

Gender Wage Gap

Men

Women

When a Spirit of Swiss Reformation 
meets Feminist Theology

The most fundamental grammar of the principles of Reformed Spirit is emphasizing 

the grace of God. From the principle of God's universal love toward all mankind, 

the original "charisma" of each person can stand out even further. 

It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principle of basic income of "all of ours to all" and 

labor in terms of "charisma" given to each person, rather than in terms of vocation. 

Emphasizing each individual's charisma and speaking of pneumatological theology 

of work coincide with individuality and equality, which are the principles of basic 

income because it presupposes recognition of each human being while speaking in 

terms of God's grace. 

• The emphasis on grace theologically supports the concept of common wealth. 

• Labor ethics is reflected in terms of charisma, not in terms of 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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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Principles
of Feminist Theology

To apply Principles of Feminist Theology is 

1) To change the structure and culture of human oppression 
by humans. It is not only limited to gender discrimination, 
but multiply related to the intersectionality including race, 
disability, religion, and sexual orientation.

2) To face the problem of the suppression of nature by human 
beings. It is about drawing attention to the problems of the 
whole ecology by expanding the network comprehensively, 
as the logic of power works not only for humans, but also 
for both humans and neighboring creatures (Mitgeschöpf). 

Efficiency of Basic Income
in the Sense of Feminist Theology

First, the principle of individuality. 

Second, the effect of value recognition toward unpaid labor. 

Third, the effect of improving labor culture. 

Fourth, women’s expanded labor opportunities and efficiency through 
flexible working hours. 

Fifth, alternative measures for women in vulnerable class including single 
mothers. 

To summarize, basic income can help recognize and convert the 
workplaces and its unequal structures that are women usually responsible 
for, including the problems of unpaid housework and low-wage care 
labor. New opportunities for paid labor and improved the efficiency of 
labor creativity can be expected by diversifying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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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and Gender Justice
• The principles of individuality, equality and immediacy that basic 

income aims for make it possible to realize gender justice in the 
closest possible way.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cannot fix the 
inequality system of the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at once, nor 
can it resolve all the pending issues of the dead zone of welfare.

• Yet,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has the effect of eliciting 
changes in policy and social culture while aiming for the common 
good. The reason why we want to have a feminist perspective in the 
course of achieving social consensus is to face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irrationalities of the current system and to find a 
fair and efficient alternatives. 

Carbon Tax from the 
Ecofeminism perspective

• Theological basis from the principle of the Sabbath and the 
Year of the Jubilee (the Book of Exodus and the Book of 
Deuteronomy)

• Meeting of subjects (Reciprocity)

• Conversion from the arrogant eye to the loving eye Sallie 
McFague

•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which can be mentioned in 
the connection with ecofeminist theology is suggested as the 
most desirable solution in terms of financing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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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Carbon Tax: 2008
Carbon Tax and Ecological Dividends Model in Switzerland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enacted in 1983) Article 

2 Polluter pays principle and Chapter 6 Incentive taxes (Lenkungsabgaben), 

Switzerland has been collecting a carbon dioxide levy (CO2 Abgabe) on 

heating fossil fuels since January 2008. If the annual CO2 reduction target set 

by the government for the heating sector is not achieved, the carbon tax rate 

is raised and the amount of the levy will be raised every year in return for 

failing to achieve the target. In the first year in 2008, it was CHF12 per ton. In 

January 2018, the rate was increased to CHF 96 per ton. Heating oil is 25.4 

rappen per liter, and heating gas is 25.5 rappen per kilogram, which is about 

300 KRW. 

Source : 이코노미21(http://www.economy21.co.kr)

Ecological Dividends in Switzerland 
Like taxes, levies are money that the state forcibly collects from the 

people. Just as electricity charges are called electricity bills in our 

everyday life, payers do not feel the difference between taxes and 

levies. However, taxes and levies are technically in different categories. 

The purpose of the tax is financing budget for the operation of the 

state. And the state forcibly collects tax from the general public who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law without providing direct 

benefit in turn. On the other hand, levies pursue a corrective purpose 

to induce behaviors that are socially desirable and forcibly collected 

from stakeholders who are directly related to public interest tasks. In 

Switzerland, revenues from the levy is refunded as ecological divid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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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ical Dividends 
in Switzerland - Refund

• Like carbon levy in Switzerland, imposing tax on fossil fuel consumption is neither new nor 

unique.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he Swiss model is that the collected environmental levies 

are refunded to all residents of Switzerland by dividing it by 1/n. 

• The Swiss Environmental Protection Act(Chapter 6 Incentive taxes) explicitly stipulates that the 

revenue from the environmental levy is shared equally among the population. Equal 

distribution of ecological dividends is applied to volatile environmental pollutants (Article 35a), 

sulphur content of extra light heating oil and sulphur content of petrol and diesel (Article 35b). 

Switzerland has implemented an ecological dividend system that imposes environmental levies 

on volatile organic chemicals (VOC) and equally distributes the revenue equally to all people 

since 2000, long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 Ecological Dividend System.

• The Carbon Tax and Ecological Dividends is a benchmarked version from the previous example 

of the VOC levy and ecological dividend.

Ecological Dividends
– Individuality

• Currently, two-thirds of the total carbon levy revenue is equally distributed to all 

Switzerland residents, regardless of their fossil fuel consumption. The remaining 

one-third (CHF 450 mi maximum) is used for energy saving projects for buildings 

and houses and renewable energy projects. 25 million francs are contributed to the 

technology fund managed by the 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 

• Administration costs were minimized by reducing operation and management 

costs without separately establishing an ecological dividend system by utilizing 

existing payment channels.

Source: Economy 21(http://www.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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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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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ATION 

박상훈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
Sanghoon Park, �

Director, Jesuit Research Center for Advocacy and Solida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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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보편적 기본소득과 가톨릭 사회사상 시대의 징표와 세상의 연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주기적, 현금지급, 보편적, 개인, 무조건적”이라는 공통의 조건을 지닌 ‘해방적 분배기제’(필리프 
판 파레이스)이지만, 정치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정책 원리와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톨릭 교회(특별히, 
바티칸과 미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인간 존엄’과 ‘공동선 common good ’의 척도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사회윤리적 근거와 
방향을 두고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 하나는, 기본소득 기획이 가톨릭 사회사상(Catholic Social Thought)의 주요 원칙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명백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의 삶이 지니는 ‘노동의 가치와 의무’를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인권으로 보고,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활동역량을 증진하거나 정부의 재분배 정책 
강화를 요청하는 가톨릭 사회사상 전통은 기본소득 기획과 공명하는 방향과 제안을 담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 발표는, 가톨릭 사회사상이 구체적인 경제-사회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 기획은 가톨릭의 사회적 
관심과 실천에 보다 폭넓은 전망을 더해주고, ‘사회적 질병의 근원인 불평등’의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탐색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입장을 지지하려고 한다. 

가톨릭은 인간의 삶에 ‘기본적으로 좋은 것들 basic goods’을 인권으로 보며, ‘배제와 불공정의 경제’와 ‘가난한 이들의 사회적 
배제’(프란치스코 교황)를 인간존엄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본다. 또한 인간의 역량과 잠재력을 ‘보조성의 원리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현하려고 한다. 이 모든 요소를 기본소득 기획도 함께 지니고 있다. 임금 노동에 한정하지 
않는 노동의 가치와 역할의 확대, 그리고 부와 사적 소유의 사회적 성격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부에 대한 권리의 
적극적 옹호를 통해 사회를 근본으로부터 다시 살리려는 기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고통의 완화를 위한 
기본소득의 제안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대표되는 ‘통합적 생태론’의 제안 – 사회 위기와 생태 위기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하나의 위기의 다른 측면이다 -으로부터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향한 영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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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Universal Basic Income and Catholic Social Thought Representing 
sign of the time and global solidarity

 

The interest in the universal basic income (UBI hereinafter) is growing more and more due to 
the social-economic inequality that has been burgeoning because of COVID-19. The UBI is a 
‘emancipatory distribution system’ (Philippe van Parijs) that is "periodic, cash transfer, universal, 
individual, unconditional" in nature. But the UBI has been variously applied in different policy 
principles and practices depending on the political-social contexts. In the Catholic Church (especially 
the Vatican and the Catholic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the discussion has been developed on 
the social and ethical evidence for the UBI as a  measure of ‘human dignity’ and ‘common good’.

However, there are two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UBI. There is one that discusses that the 
UBI does not explicitly include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one of the main principles of the 
Catholic Social Thought (CST hereinafter) and reduces ‘the value and obligation of labor’, a part of 
human lif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other that recognizes human basic needs as human rights 
and promotes capacities of individuals and community and calls for stronger wealth redistribution 
policy by the government. This approach has obvious resonance with the directions and proposals 
of the UBI.

This discussion is not designed to support certain specific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Rather, it 
supports the stance that the UBI adds a broader perspective to the social interest and practices by 
the Catholic Church and helps explore the ‘inequality that is the root cause for social disease’ in a 
more fundamental way.

CST views 'basic goods' in human life as human rights, and 'economic exclusion and injustice' and 
'social exclusion of the poor' (Pope Francis) as serious degradation of human dignity. In addition, 
CST is trying to actively bring out human capabilities and potentials throug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ll these factors are also reflected in the UBI.  By expanding the value and role of 
labor that is not just  limited to wage labor, and clarifying the social nature of wealth and private 
ownership, CST can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of redesigning society from its core through 
promoting the right to social wealth. In addition, the proposals of the basic income designed 
to alleviate social sufferings will be further inspired and supported by the ‘Integral ecology’ 
represented by Pope Francis, leading to fundamental changes to capitalism. Integral Ecology 
encompasses the idea that the social and ecological crises are not separate from each other but 
merely mirror the aspects of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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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I 보편적 기본소득과 가톨릭 사회사상 시대의 징표와 세상의 연대

보편적 기본소득과
가톨릭 사회사상

시대의 징표와 세상의 연대

가톨릭 사회사상
Catholic Social Thought: CST

• 사회적인 삶, 경제, 정치, 생태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

• 경제는 인간의 필요에 봉사하기 위해 존속한다;

• 모든 사람이 인간의 공동의 경제에 기여를 해야 하고 또 혜택을 받아야 한
다;

•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재분배 정책을 지지한다;

• 모든 인간이 온전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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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종의 편지: 
<시민 및 민중운동 기구에 있는 형제 자매들께>

• 많은 이들이 법적인 보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 갑니다. 노점상, 재활용품 수
거인, 건설노동자, 소농, 봉제공, 유랑 연예인(carnies), 다양한 돌봄 노동자들
이 그렇습니다.

•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고귀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업들을 인정하고 존엄하
게 하는 보편적 기본임금 el salario universal; universal basic wage을 고려
해야 합니다. 이제 권리 없는 노동이 있을 수 없다는 명백한 이상을 구체적으
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통합적인 인간 발전 integral human development
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인데,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입니다. 이
기획은 T로 시작하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universal
access 에 기반합니다: 노동 (Trabajo), 주거(Techo), 토지와 식량(Ti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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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UBI)

• “주기적, 현금지급, 보편적, 개인, 무조건적”의 공통 조건을
지닌 ‘해방적 분배기제’ (필립 판 파레이스)

CST와 UBI: 만나는 지점

• 모든 인간은 포괄적으로 이해된 ‘기본적인 필요 basic needs’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 이 권리는 ‘공동적 communal’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의무’;

• 기본필요 충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 지지; 정부 = 적극적 권력; 
(<간추린 사회교리>, 189-191);

• 인간존엄 증진; 노동과 고용; 가족; 여가/휴식; 부의 사회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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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 증진

•기본적인 필요 충족;

•사회적 낙인 완화;

•개인주도; ‘자력화 empowerment’ 

노동과 고용

• 사회부조에 대한 저항: 가난 증명; 수혜자에 영향력, 조정;

• 임금노동만이 사회에 기여-→ 노동에 대한 좁은 이해; 

• CST는 노동을 의무로 간주; 그러나 노동이 반드시 임금노동은 아니다; 

• BI로 임금노동 참여 감소하지 않는다 (뤼트헤르 브레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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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가족

• 빈곤여성의 우려: 경제적 부담으로서의 결혼;

• BI: “지배적인 가족 형태의 대안” (케이시 위크스);

• 돌봄/무급 노동의 공식화: 젠더 불평등 완화

• CST: 경제적 불안정은 미래의 삶의 계획방해; 

• 돌봄노동은 인간존엄의 증진 + 그자체로 ‘노동‘(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19; 교황청 정평위, 250);

• 사회참여의 권리: 자유와 안정성을 지닌 사람이 공동체에 기여; 

여가/휴식
• 자본주의의 여가: 일로 복귀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브레이크’;
• CST의 여가: 인간 삶의 참된 목적;
• “여가는 참된 실재를 받아 들이기 위해 준비하는 평온stillness의
한 형태; 고요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고, 고요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여가는 그 현실로 잠겨 들어가는 내적 태도이다“(조셉
피퍼);

• UBI: 시간과 재정에 여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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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사회적 성격

• “우리의 부와 수입은 지금 우리가 이룬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과
거 세대의 노력과 성취 때문에 이루어 진 것이다“ (가이 스탠딩)

• CST: “부는 고립되어 축적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만을 부유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부의 목적이다”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12); 
재산은 ‘사회적 모기지’;

• 시민의 지위: 사회의 부에 대한 정당한 몫을 요구할 권리; 

• 시민권: 투표할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부에 참여하는 권리이
다”(제임스 퍼거슨). 

CST와 UBI: 차이

•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

• 성경전통의 빈곤과 차별에 대한 특별한 염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준;

• UBI: 보편적이라 해서 가난한 이들의 이익을 축소하지 않음; 실제로는, 
가난한 이들이 주 수혜자; 가치있는 일에 헌신하게 하는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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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 CST에대한관례적해석: : 기본적필요를충족하기위한의무로서의노동; 

• 그러나, CST는 의무의 수행과 상관 없이 기본적 필요에 대한 권리 보장; 

• 임금(수단)이 아니라, ‘중요한’ 인간활동(목적)으로서의 노동; 

•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노동을 통해 더욱 인간다

워진다; 인간으로서의 성취;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창조적

이고 생산적이며 활동적인 인간; 

• 일할 의무: 모든 종류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인간 활동;
• 임금노동은존엄한삶을사는실제적인방법이나, 다양한방식존재; 

• 실업과 저임금은 분배정의 위반;
• 소외되고 의미없는 노동의 문제; 
• UBI: 노동의 존엄을 약화 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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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에 주는 효과

• 점증하는 UBI에 대한 관심으로 CST의 규범에 대한 논의 증진: 

• 부의 사회적 성격; 공동선; 보조성 원칙; 여성과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의 정책 등; 

• 공동선: “집단과개인이자기완성을더욱 충만하고용이하게추구하도록하는
사회생활조건의총화(요한 23세, <어머니와스승>, 65; <사목헌장>, 26)

• 보조성: 인간행위의 동력과 잠재력, 임파워멘트 증진;

• 인간존엄(권리); 분배정의(평화); 연대와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
(<복음의 기쁨> 186-201)

프란치스코 교종: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 인간복리 human flourishing와 생태의 건강은 분리불가; 창조 세
계는 각자 지니는 고유한 가치; 생태파괴는 가난하고 배제된
이들과 후속 세대에 결정적 영향;

• 경제-사회-환경 위기는 서로 맞물려 있고, 같은 원인에서 나왔다:
‘무질서한 인간중심주의 a disordered anthropocentrism’ [이기심;
경쟁; 지배; 자유시장주의; 과도한 개발과 성장]

• 해법: ‘통합적, 지속가능한 인간 발전; ‘공동선’의 경제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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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불평등

• 개인주의 숭배: 무질서한 인간중심주의

• ‘기술관료 패러다임 technocratic paradigm’: 이기심과 자기이익이
섞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정신태도;

• ‘쓰고 버리는 문화’: ‘실천적 상대주의’; 자연과 자연을 대상화해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동력

• ‘배제의 경제’: 배제되는 이들은 착취 당할 뿐 아니라, 쫒겨난다;
아무도 개의치 않는 찌꺼기,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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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Basic Income and 
Catholic Social Thought

Representing sign of the time and global solidarity

Catholic Social Thought: CST
• Official Roman Catholic Church's teaching on social life, economy, politics, 

and ecology;

• The economy exists to serve all human needs;

• All humans should contribute to the communal economy and be benefitted
from it;

• Support the wealth redistribution policy that contributes to alleviate poverty;

• Help all people reach their full potential;

Presentation I Universal Basic Income and Catholic Social Thought 
Representing sign of the time and global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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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To our brothers and sisters of the popular 

movements and organizations>

• Many of you live from day to day, without any type of legal guarantee to protect
you. Street vendors, recyclers, carnies, small farmers, construction workers,
dressmakers, the different kinds of caregivers.

• This may be the time to consider a universal basic wage(el salario universal
which would acknowledge and dignify the noble, essential tasks you carry out.
It would ensure and concretely achieve the ideal, at once so human and so
Christian, of no worker without rights.

• “I want all of us to think about the project of integral human

development that we long for and that is based on the central

role and initiative of the people in all their diversity, as well as on

universal access to those three Ts that you defend: Trabajo

(work), Techo (housing), and Tierra (land an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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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Basic Income(UBI)

• 'emancipatory distribution mechanism' that is "periodic, cash 

transfer, universal, individual, unconditional" in nature 

(Philippe Van Parijs) 

Where CST and UBI meets
• Every human being has the right to meaningfully access the basic needs that 

are comprehensibly understood.
• The nature of the right is communal; implying ‘obligation’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 Endorse the government’s strong intervention to help people satisfy the basic 

needs; government = proactive power;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189-191);

• Promoting human dignity; work and employment; family; leisure/rest; the 
social nature of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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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ng human dignity

• Meeting the basic needs;

• Reeucing social stigma;

• Enabling individual initiative; ‘empowerment’ 

Work and Employment

• Stand against social injustice: a burden of proof of ‘deserving poverty’; 
influence over the beneficiaries, control;

• The view of waged work as social contribution  a narrow understanding 
of work; 

• CST views work as a duty; not necessarily a duty to paid work; 

• Basic income doesn’t reduce the participation in paid work. (Rutger 
Bre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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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and Family
• Women in poverty concern: that marriage is deemed as an economic burden;
• BI: “alternative to the dominant form of family” (Kathi Weeks);
• Bring a light to caregiving/unpaid work: lead to alleviate gender inequality;
• CST: economic insecurity puts blocks in one’s life planning for future; 
• Caregiving improves human dignity + caregiving in and of itself is a ‘work’(John 

Paul II, <On Human Work>, 19; Pontifical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Roman 
Curia, 250);

• Right to a social participation: individuals who are free and economically secured 
can contribute to communities; 

Leisure/Rest
• Leisure in capitalism: a ‘break’ that one needs from work or prepares one 

to return to work;

• Leisure in CST: a true purpose of human life;

• "Leisure is a form of stillness that is the necessary preparation for 

accepting reality; only the person who is still can hear, and whoever is not 

still, cannot hear … Leisure is the disposition of … immersion—in the 

real.“ (Joseph Pieper)

• UBI: provides a room to time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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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ature of wealth
• "Our incomes and wealth today are due far more to the efforts and 

achievements of past generations than to anything we may do 

ourselves.“ (Guy Standing)

• CST: “Wealth is never created alone. It's not just about making individuals 

rich. Satisfying everyone's basic needs is the purpose of wealth.” (Papa 

John Paul II, <On Human Work>, 12); Asset is a ‘social mortgage’; 

• Citizen’s rights: Right to a share in a nation’s commonwealth; 

• Citizenship Right: “not as the right to vote but a the right to partake in the 

welath of the nation” (James Ferguson).

CST and UBI: Dissonance

•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poverty and discrimination as grounded in the Biblical 

traditions; Normative principle for the Christan way of life;

• UBI: Being universal doesn’t mean to reduce the benefit for the poor; In fact, the poor 

is the main beneficiaries; motivation to be committed for something valu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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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 Conven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ST: work is a duty to provide for human 

basic needs;

• However, the CST guarantees a right to the basic needs without the 

right on the performance of the duty;

• Work is seen as an ‘important’ human activities(purpose), not just a 

means to make money(means); 

• Who do we become when we work? We become more a human 

being through work; a sense of fulfilment, become more creative, 

striving, and active through relationship with others;

• Duty to work: All creative and productive human activities;

• Wage work leads to a dignified life but there are other ways to get there; 

• Unemployment and low-income is the violation of the distributive 

justice;

• Issues with marginalized and insignificant work; 

• UBI: will not reduce the dignity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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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n the Catholicism
• Growing interest in the UBI promotes the discussion on the principles of the CST: 

• Social nature of wealth; common goo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government support and 

policy to help women and family; 

• Common good: “the sum total of social conditions which allow people, either as groups or as

individuals, to reach their fulfillment more fully and more easily.” (Joannes XXIII, <Mater et

Magistra>, 65; <Gradium et Spes>, 26)

• Subsidiarity: :a regulative principle of active participation in solidarity;

• Human dignity(right); distributive justice(peace); preferential options for the poor and the solidarity

(< Evangelii Gaudium > 186-201)

Pope Francis: <Laudato Si’>
• Human flourishing and the ecological health are inseparable; each element of

the world has its unique value to it; damage in our environment will have

detrimental effect on the poor and the marginalized as well as the future

generation;

•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risis is intertwined and stems from the

same root cause. : ‘a disordered anthropocentrism’[selfish; competitive; control;

free market system; excessive development and growth]

• Solution : ‘Integral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economic prospect of

‘common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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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equality
• Cult of individualism:: a disordered anthropocentrism

• ‘technocratic paradigm’: an all- compassing mindset of extraction in the service
of self-interest and one's owm advantages;

• "A misguided anthropocentrism leads to a misguided lifestyle." (Laudato Si, 122);

• ‘Throwaway culture’: ‘practical relativism’; objectifying nature and using the
nature as a tool and profits (Laudato si', 123)

• ‘The Ecoomy of Exclusion’: the marginalized are not only exploited but also
pushed out of the system; But no one cares about them, they are treated as
dispos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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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승가(Saṅgha)형(型) 기본소득으로서 기본수행권 보장
 

이 글은 ‘기본소득을 한국불교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란 문제제기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을 
한국불교의 승가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 승가는 불제자들의 공동체로서 불교를 대표하는 담지자일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과 
직접 연관해서도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승가야말로 기본소득을 한국불교에 적용하기에 더 없이 
좋은 실험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혹은 바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사적 
소유를 전제하고 있는 소득 개념을 문자 그대로 승가에 적용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해서,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을 기본수행권 보장이란 개념으로 불교식 정화(?)과정을 거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왜 굳이 수행권 
보장 개념인가? 그것은, 불교의 경우(특히 출가자들의 공동체인 승가의 경우) 밥의 원천이 법(다르마)이듯 소득의 원천은 
수행(마음공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행하게도 오늘날 자본주의적 환경 속에 놓여 있는 한국불교의 
승가는 실제로 모든 출가자들에게 밥의 원천이자 목숨보다 더 중요시되는 기본수행권 마저도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에게 기본수행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필요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 조건이야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재원마련의 정당성의 원천이나 지원원칙의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을 충족시키는 현금 이전이란 원칙은, 승가의 물적 기초가 삼보정재란 점을 고려할 때, 기본수행권의 원칙으로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만약 실행된다면, 기본수행권 보장의 일부 재원이 되기 때문에 물질적 
보탬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기본수행권 보장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 설계도를 제시해 보았다. 
기본수행권 보장의 구체적인 실현 조건으로서 1) 명칭, 2) 원칙, 3) 지원금액, 4) 재원마련방법, 5) 제도화의 추가적 조건, 
그리고 6) 제도화의 효과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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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Guaranteed �
as Saṅgha’s Basic Income

 

This paper is to answer the question ‘How Basic Income will be adopted by Korea’s Buddhism?’. 
To this end, basic income is to be applied to Saṅgha. As the community of the Buddhist monks 
and the bearer of Buddhism, Saṅgha does not approve private ownership, even related to basic 
income. This makes Saṅgha an effective test bed for basic income. Because private ownership is not 
allowed in Buddhism,  however, it can be nonsense to directly apply the concept of basic income 
to Saṅgha. Against this backdrop, the concept of basic income has gone through the Buddhist 
consideration and translated to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s of monastic practice. Now, why 
do the basic rights of monastic practice matter? It is because in Buddhism, particularly in Saṅgha, 
the source of wealth is monastic practice (cultivating mind for wisdom) just like the source of life is 
the truth (Dharma). But it is very unfortunate that Korea’s Saṅgha fails to guarantee even the 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which the Buddhist monks value over their lives as the source of life, 
amid today’s capitalist environment.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basic income that satisfies all 
the conditions required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monastic practice of every monk. Above all 
other conditions, the financial source of basic income needs to have legitimacy. And in principle 
basic income needs to be unconditional, universal, and periodic cash payment on an individual 
basis. Considering that the financial basis of Saṅgha is the wealth of temple, the principle can be 
applied to the basic rights of monastic practice without a problem. Furthermore, basic income, if 
it is implemented, will be a part of the financial source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monastic 
practice. Based on these, a layout for the Guarantee System of 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is 
proposed with detailed conditions such as 1) title 2) principle, 3) subsidy amount, 4) ways to raise 
fund, 5) additional condition, and 6) the expected effect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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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I 승가(Saṅgha)형(型) 기본소득으로서 기본수행권 보장

승가(Saṅgha)형(型) 기본소득으로서
기본수행권보장

유 승 무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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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경

⚫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

⚫ 4차 산업 / COVID-19 →일자리 감소

⚫ 소상공인들의 불황 및 폐업 사태

⚫ 종교시설의 경제적 어려움

⚫ 빈부격차 심화 → 기존 사회안전망의 한계

⚫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폭

⚫ 종교계(여기에서는 불교계)의 경우도 결코 예외일 수 없음

문제제기

⚫ 과연 불교계에서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 첫째, 왜 굳이 기본소득을승가에 적용하려고하는가? 

⚫ 둘째, 기본소득을 승가에적용함에있어서왜 그 개념의승가적전환이 수
반되어야하며, 그것도 왜 하필 ‘기본수행권보장’ 개념으로의전환인가? 

⚫ 셋째, 모든 출가자에게기본수행권을보장해 줄 수 있는 정당한물적 기반
은 무엇이며, 그것이제도화되었을경우 그 사회적 파급 효과는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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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왜 굳이 승가(Saṅgha)형(型)인가? 

⚫ 승가의 의미

⚫ 불교는 수행의 종교, 승가는 불교의 담지자임

⚫ 기본소득을 승가에 적용하는 이유

⚫ 첫째, 승가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 둘째, 승가는 소욕지족을 추구하는 출가자들의 공동체 → 기본소득제의 효
과적인 적용 대상

⚫ 셋째, 기본소득제를 계기로 승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제
도적 장치들의 복원 및 강화

⚫ 넷째, 승가는 기본소득제의 사회적 효과를 담보해 줄 수 있는 대상



사람을 사람답게  277 

승가의 현실과 수행기본권보장의 필요성

⚫ 승가의 현실

⚫ 수행자의 올곧은 수행 → 재가자의 재(財)보시 → 삼보정재의 축적

⚫ 오늘날 자본주의적 사회환경은 수행자의 소비생활에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함

⚫ 재가자의 재보시와 출가자의 법보시가 서로서로를 지지해주는 구조가 와해됨

⚫ 재가자의 보시에만 의존하기 어려움

⚫ 이러한 맥락은 삼보정재의 사유화 경향, 승가불평등의 심화와 일부
출가자의 빈곤, 출가자 감소, 세속화 및 사사화 경향, 각종 범계의 발
생, 신도수 감소 등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 이러한 승가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은

⚫ 승가정신을성찰하고재활성화할수 있는 자극제가될 수도 있고,

⚫ 승가 존립의 물적 기초에적지 않은 보탬을줄 수 있음

⚫ 그러나 기본소득의 ‘소득’ 개념이 승가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 지점에서 기본수행권보장이란 개념을 제안하고자 함

⚫ 수행은자신의 목숨보다중요하고, 출가자는곧 수행자임

⚫ 수행자에게수행권은가장 기본적 권리이며, 반드시보장되어야하는 권리



278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수행자의 현실과 기본수행권보장의 필요성

⚫ 수행자의 수행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

⚫ 많은 스님들이주지 소임 등 종무행정에시달리고있음

⚫ 종무행정에서배제된스님들은불교계내부의 불평등구조 때문에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물적 기반을확보하지못함

⚫ 승려노후복지제도의한계

⚫ 기본수행권보장이 절실히 요청됨

기본수행권보장을 위한 물적 토대와 그 정당성

⚫ 삼보정재(三寶淨財)의 사회성

⚫ 삼보정재

⚫ 신도들의보시금에의해형성되는승가의재화

⚫ (사적소유를넘어선) 청정한재화 - 특정한누군가가배타적으로소유, 사용, 처분을할
수는없다 = 삼보정재는불가분물(不可分物)

⚫ 승가조차도소유권을가질수는없고오로지점유권만인정받고있을뿐이고,

⚫ 결국삼보정재는시방승물이고, 공공재이므로사회성을가짐

⚫ 오늘날과같은 자본주의적환경 속에서도삼보정재의운영원리와사적 이
윤추구의원리 사이, 그리고 재화의사원경제적운영방법과그 자본주의적
운영방법사이에는팽팽한긴장관계가유지될 수밖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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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가의 물적 토대인 공화주의적 사회체제와 쉽게 조응할 수 있음

⚫ 모든 승가의구성원들은승가가공유하는삼보정재(혹은승물)의 물적 지
지를 받을 동등한권리를 지님

⚫ 승가는집합적 차원에서평등한공양을 실현해야할 의무가있음

⚫ 기본수행권보장을 위한 물적 토대의 원천

⚫ 초기불교의삼의, 일발, 수하상암및 진기약에배대되는의, 식, 주 및 의료
복지 제도

⚫ 만약 기본소득이제도화된다면모든 국민에게주어지는(그런점에서 수행
자에게도지원되는) 기본소득

⚫ 기본수행권보장만을위한 승가내부의물적 토대로서의보시금

⚫ 첫 번째 / 두 번째 토대는 논외

⚫ 세 번째 물적 토대, 즉 기본수행권보장 보시금을어떻게 정당하게마련할
것인가를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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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수행권을 보장하는 보시금 지급은 승가형 기본소득으로 간주
할 수 있는 근거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정의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국가 등 정
치공동체로부터개별적인모든 사회구성원에게정기적으로지급되는현금
소득이다. 이러한 현금소득의지급은노동 여부와 무관하며일체의자산 심
사 없이 이루어진다. 즉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을충족시키는현
금 이전은넓은 의미의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있다

⚫ 이러한정의에 따르면기본수행권보장보시금은명백히 기본소득에속함

⚫ 삼보정재의성격을 고려하면, 기본수행권보장보시금의마련의정당성은이미 확보됨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따르면, 기본소득을위한 재원마련은매우 다양함

⚫ “우선공유재산에대한 모든구성원의권리로서토지세를걷는다. 또한기본소득재원을마련할수
있는 또 다른, 매우 혁신적인방법이국가화폐에기초한국민배당혹은 사회배당이다. ... 국민배당
혹은 기본소득은사회구성원의권리였던것이다. 그밖에도소득세, 부자증세, 생태세, 자본이득세
등 다양한세금 제도가제안되고있다(http://basicincomekorea)”. 

⚫ 승가의경우에는우선 모든사찰로하여금자신이내고 있는분담금의 1/2에상당하는금액의기본
수행권보장보시금을강제할필요가있음

⚫ 최소한수말사급이상의규모의사찰에게는사찰점유세를별도로부과하는방법을적극적으로고
려할 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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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행권보장의 제도화를 위한 설계도(안)

⚫ 명칭: ‘기본수행권보장제도’(이하, ‘기본수행권제’라 칭함)라고 함

⚫ 원칙: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의 4대 원칙 즉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충분성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 지원금액: 일단 승가내에서 모든 수행자에게 1인당 월 25만원, 
연간 300만원을 무조건 지급한다(국가 기본소득 제외).

⚫ 제도화의 조건: 기본수행권보장 보시금제도의 실행주체는 교구로
설정함

⚫ 재원 마련 방법

⚫ 첫째, ‘사찰 점유비’를세금의형식으로징수

⚫ 둘째, 전국의 수말사급이상의규모의사찰에게는앞서 언급한 ‘사찰 점유
비’와 별도로 ‘규모 사찰 점유비’ 책정

⚫ 셋째, 전국 모든 사찰의 종무소에 ‘기본수행권보장 보시함(혹은승보공양
복전함)’을

⚫ 넷째, 문화재관람료의세부 항목으로기본수행권보시금항목

⚫ 다섯째, 기타 일부 출가자의재(再)보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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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행권보장제의 기대 효과

⚫ 공유재로서삼보정재 본래의 의미를 온전히 실현함으로써삼보정재의교리적·사회적 정당성 확보

⚫ 승가구성원모두로 하여금 원융살림에대한 관심과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승가내 불평등, 사유화, 세속화, 사사화, 범계 등 온갖 부정적인 추세를 일소하고 승가의 공동체성과화합성(六和敬)을 실
현하는데 기여

⚫ 승가내부의과잉정치화를 약화

⚫ 승가노후복지제도등과 연동시킴으로써수행의 안정성을 확보

⚫ 승가의 청정성이 확보되고 우수한 출가자가 배출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마련

⚫ 출가자 감소 문제 해결

⚫ 승려노후복지의한계 보완

⚫ 승가형 기본소득제로서 기본수행권보장제가 ‘한 여름 밤의 꿈’이
아니라 초발심시의 ‘반야의 꿈’을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명실상부한 제도적 장치로 정착될 수 있기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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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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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Guaranteed as Saṅgha’s Basic Income

Seungmu Lew 

(Department of Buddhist Sociology, Joongang Sangha University, Korea)

Introduction

Presentation I 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Guaranteed �
as Saṅgha’s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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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Background

 Increasing economic difficulties
 4th Industrial Revolution / COVID-19 → Job losses
 Business depression and shutdown of small businesses
 Economic distress of religious facilities

 Wider gap between rich and poor 
 limitation of current social safety net 

 Greater social interest in ‘basic income’
 Religious community (the Buddhist community in particular) is no

exception

Questions Raised

 How will the Buddhism adopt ‘basic income’?
 First, why do we try to apply basic income to Saṅgha, which means the 

Buddhist priesthood?

 Second, why the concept of basic income needs to be converted in line 
with Saṅgha, specifically to the concept of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Third, what is the legitimate financial foundation to provide 
everyone in the Buddhist priesthood with 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What societal effect will it cause when such foundation is 
institutio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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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oints

Why it should be Saṅgha-based basic income? 

 Meaning of Saṅgha
 The Buddhism is a religion of monastic practice, and Saṅgha is the bearer of the 

religion.

 Reasons to apply basic income to Saṅgha
 First, Saṅgha is a unique system, which is hard to find in other religions.

 Second, Saṅgha is the community of the Buddhist monks who pursue a mind 
that appreciates the little things in life → It is an effective test bed for basic 
income.

 Third, basic income can also be a momentum to restore and strengthen the 
existing mechanism within the Buddhism, which is similar to basic income policy.

 Fourth, Saṅgha is a good object of basic income to demonstrate its societ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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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 of Saṅgha and Needs to Guarantee 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Reality of Saṅgha

 Right-minded monastic practice by monks → donation by laymen → wealth of 
temple to be accumulated

 Today’s capitalist social environment has also caused tremendous change in 
monks’ consumption.

 The interdependent structure between laymen’s donation and monks’ 
dissemination of Buddha's teaching has collapsed.

 It is impossible to rely only on the donation by laymen.

 This led to a vicious circle of the privatization of temple wealth, 
aggravation of inequality among Saṅgha, poverty of some monks, decrease in the 
number of monks, trend to secularization and 
religious privatization, violation of the Buddhist precepts, and drop in the number of fai
thful laymen.

 Given the reality, basic income can play the following roles.

 It can be a good motivation to contemplate on and revive the spirit of Saṅgha
spirit.

 It can provide substantial support to the financial basis of Saṅgha.

 But the concept of ‘income’ does not accord with the image of Saṅgha.

 Against this backdrop, the concept of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is proposed. 

 Those who join the monastic order are monks. Monks value monastic practice 
over life.

 For monks, right to monastic practice is the most basic, indispensabl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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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 of Saṅgha and Needs to Guarantee 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Monks’ rights to monastic practice is not fully guaranteed.

 Many monks struggle with administrative work such as temple 
management & maintenance. 

 Those who are not involved in temple administration lack in stable financial basis 
for their monastic practice due to unfair system within the Buddhist community.

 The welfare policy for old-age monks has limitations.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is 
desperately required. 

Financial Basis for Monastic Practice and Its Legitimacy

 Sociality of wealth of temple (三寶淨財)

 Wealth of temple (3 jewels and untainted money)

 Saṅgha’s wealth created by laymen’s donation

 Untainted money (transcending private ownership) – A specific person cannot 
exclusively own, use, or  sell. = Wealth of temple is an indivisible entity 
(不可分物).

 Even Saṅgha has only possessory right, not ownership. 

 Wealth of temple equals common wealth for monks. As common goods, it 
has sociality.

 In today’s capitalist environment, strong tensions continue: 
principle of temple wealth vs. principle of private profit seeking or use of wealth 
for the sake of temple vs. for the sake of capitalist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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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can easily fit with the republican social system, Saṅgha’s financial 
basis.
 Every member of Saṅgha is equally entitled to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temple wealth, which is shared within Saṅgha.  

 Saṅgha is obligated to realize equal offering on a collective level.

 Financial source to guarantee 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Medical welfare in addition to food, clothing, and shelter. These correspond to 
what were allowed to monks in the early Buddhism: three pieces of clothing, a 
begging bowl, a monastery, and medicine. 

 Basic income for everyone (including monks) if basic income policy is adopted.

 Donation from laymen as Saṅgha’s financial basis only for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The first and the second sources haven’t been discussed.

 How to secure the third source, laymen’s donation, in a justifiable way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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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s to regard laymen’s donation, which guarantees the basic rig
hts to monastic practice, as Saṅgha’s basic income 

 According to the definition by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from political
community like a nation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It is paid without a 
requirement to work and a means-test.” In other words, unconditional, universal, 
individual, and periodic cash payment can be understood as basic income in a 
broader sense.”

 Considering the definition, laymen’s donation guaranteeing the rights to 
monastic practice definitely falls under basic income.

 Given the nature of temple wealth, securing laymen’s donation to 
guarantee the rights of monastic practice is already justified.

 BIEN introduces a variety ways of fund raising for basic income. 
 “A government can impose national land holding tax on common wealth. 

Another practical and innovative way to raise fund for basic income is national 
dividend or social dividend based on the national currency... National dividend or 
basic income is the right of the society’s members. In addition, various taxation 
measures such as income tax, tax hikes on the rich, ecological tax and capital 
earnings tax are proposed.” (http://basicincomekorea)

 For Saṅgha, it is required to make mandatory for every temple pay half of its 
allotted charges as donation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For branch-monastery-sized temples, additional temple occupancy tax may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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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out for Guarantee System of 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proposal)

 Title: ‘Guarantee System of Basic Rights to Monastic Practice’
(“Monastic Practice Guarantee System”)

 Principle: 4 principles of basic income (universality, unconditionality, 
individuality, sufficiency) shall be applied.

 Subsidy amount: For every member of Saṅgha, KRW250,000 per 
month, KRW3,000,000 per year will be paid with no condition 
(excl. national basic income).

 Implementation body: The diocese of the monastic order will be the 
one to implement the guarantee system.

 Ways of fund raising

 First, a tax can be imposed for the ‘temple occupancy’.

 Second, for branch-monastery-sized temples, ‘large-scale occupancy tax’ can be 
imposed in addition to the ‘temple occupancy tax’.  

 Third, a donation collection box for the ‘Monastic Practice Guarantee System’ (or 
a donation box for the cultivation of blessings and merits) can be installed in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emples. 

 Fourth, donation for the guarantee system can be included as part of admission 
fee for cultural properties.

 Fifth, repeated donations of some lay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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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Effects of Monastic Practice Guarantee System

 By realizing the original meaning of temple wealth, a kind of common wealth, it can secure 
both doctrinal and social legitimacy of temple wealth.

 It can provide an opportunity for every member of Saṅgha to pay attention to the economy 
of temple and take part in democratic decision making.

 It can clean away all the negative trends in Saṅgha, such as inequality, privatization, 
secularization, and violation of the Buddhist precepts. It can also contribute to Saṅgha’s
spirit of community and unity.

 It diminishes excessive politicization within Saṅgha.

 It can be managed on a stable manner being connected to Saṅgha’s own welfare policy for 
old-age monks.

 It can cultivate an environment where Saṅgha is purified and good monks are produced.

 It can slow down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monks. 

 It can complement the existing welfare policy for old-aged monks.

 Hopefully, the Monastic Practice Guarantee System will not 
be ‘an empty dream’, but ‘a wise dream’ with an earnest 
aspiration for enlightenment with Saṅgha’s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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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강원돈 한신대학교 신학부 은퇴교수
Wondon Kang, Emeritus Professor, Theological Faculty, Hanshin University, Korea

토론문 I 신학적-윤리적인 정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히브리 성서에 바탕을 둔 신학적-윤리적 정의 개념은 ‘바른 관계’가 그 핵심이고, 하나님은 갖가지 폭력 아래서 억눌리고 
빼앗기고 배제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 편에서 그 폭력이 깨뜨린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자신이 정의로운 분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과 그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서 가장 또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기조로 삼고 있는 성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소득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모티프를 
제공한다. 만나 이야기(출애 16:1-36), 주기도문(마태 6:11; 누가 11:3 병행), 포도원 주인의 비유(마태 20: 1-16), 최후심판의 
비유(마태 25:31-46)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만나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 공동체가 이집트의 축적 경제에 대항하여 추구하고자 한 대안적인 삶의 
상징으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출애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자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전제 없이 제공한 만나를 받았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었다.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모아서 보관하면 
썩고 구더기가 나고 냄새가 나서 더는 먹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배분되어야 하고,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챙겨서 축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다.

만나 모티프는 주기도문 제2항목 첫째 기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에 다시 등장한다. 루터는 ‘일용할 
양식’을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일용할 양식’은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현금, 순수하고 선한 배우자, 순박한 아이들, 착한 고용인,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치자, 
선한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 등”이다. 한 마디로 그것은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것이다. 

이 ‘일용할 양식’은 나 혼자 차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야 한다. ‘우리’가 모두 ‘똑같은 기본적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필요를 집단적으로 충족시킬 때 우리는 형제자매가 된다.”는 것도 자명할 것이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사회정의와 직결된 문제임을 뜻한다. 로호만은 하나님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는 것처럼 이 “양식은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의는 그 
근본에서 효용성이라든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은혜 충만한 공의이다. 이 점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 - 사회적 결과를 
지향한다는 점에 이르기까지 그렇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업적에 따른 정확한 분배’를 뒤집어엎는 ‘하나님의 기이한 의’를 묘사한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에게 가족의 하루 생계비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을 시켰다. 일꾼들 가운데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있고, 반나절 일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한 시간 정도 일한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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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원 주인은 가장 적게 일한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기 시작하여 가장 오래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삯을 
주었다. 오래 일한 사람들이 주인의 처사에 대해 분개하자, 주인은 선의를 갖고서 자신이 약속한 대로 품삯을 준 것이 부당한 
일인가를 되물었다. 포도원 주인이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는 노동의 업적과 무관하게 삶의 필요에 따라 재화를 나누어 
주는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업적과 보상을 서로 분리하고, 보상과 삶의 필요를 직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다. 그것이 
기이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업적과 보상을 서로 결합시키는 일이 마치 하늘이 정한 법인 양 생각하는 통념이 그만큼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노동할 기회가 전혀 없거나 노동 업적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른 분배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개한다. 그들의 눈에는 궁핍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최후심판의 비유는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또렷하게 증언한다. 최후의 심판자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고 말하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고 
확언한다. 의로운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양식, 주거, 의복, 건강, 자유(존엄성)’처럼 ‘인간의 경제적・정치적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였다. 최후의 심판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는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전제 없이 그것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루터가 해석한 ‘일용할 양식’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본소득과 맥이 통한다. 수고한 사람이나 수고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어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고 해방하는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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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강원돈 한신대학교 신학부 은퇴교수
Wondon Kang, Emeritus Professor, Theological Faculty, Hanshin University, Korea

Summary I Advocate the legitimacy of Basic Income from the perspective �
of the theological-ethical justice

 

The theological-ethical concept of justice rooted from the Hebrew bible is based on the 'right 
relationship'. God took the side of those who were oppressed, deprived, marginalized, and 
discriminated by various types of violence and showed his justice by recovering the relationship 
that was broken by the violence. God's justice is most evidently represented in his effort to liberate, 
care, and protect the poor.

The Bible based on God’s justice offers several motifs to support that the poor are entitled to the 
income they need to survive. The Story of Manna (Exodus 16:1-36), the Lord's Prayer (Matthew 6:11; 
Luke 11:3 parallel), the parable of Workers in Vineyard (or the Generous Owner of Vineyard) (Matthew 
20:1-16), and the parable of the Last Judgment (Matthew 25:31-46) are examples to name a few.

Above all, the Story of Manna could be the symbol of an alternative life that the Exodus community, 
who escaped from Egypt to fight against the economy built on accumulation. Those in the Exodus 
received manna provided by God without any strings attached when there was nothing to satisfy 
their basic needs. It was ‘daily bread’. When they gathered and stored more manna than they needed 
for their daily need, they were rotted, full of maggot, and became inedible. They learned that ‘daily 
bread’ should be distributed without discrimination to all people in the community, and that no more 
than the ‘food’ they need for the day should be taken and accumulated. That is God's justice. 

The manna motif reappears in the second part of the Lord's Prayer (“Give us our daily bread today”). 
Luther took a very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n ‘daily bread’. According to him, ‘daily bread’ 
means “food and other necessities that are just about everything one needs for his and her life such 
as food, drinks, clothes, shoes, house, garden, farmland, livestock, cash, pure and good spouse, 
innocent children, good employees, pure and reliable rulers, good government, good weather, 
peace, health, education, honor, good friends, trustworthy neighbors, etc.” In short, it is everything 
that human needs to satisfy the basic needs in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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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aily bread’ should not be allowed to only selective a few. It should be allowed to all of ‘us’. 
We, humans have the same basic needs and it becomes very evident that “when our needs are 
satisfied collectively”, then “we become brothers and sisters”. This implies that the ‘daily bread’ 
is directly related to social justice. Rohoman argues that, just as God provides light and rain to all, 
the good and the wicked, “this daily bread should be allowed to everyone, not just those who work 
for it.” And added that “At its root, God’s justice isn’t for efficacy or profit. It is God’s righteousness 
with full of his grace. It’s worth noting this- it also applied to the social outcome.”

The parable of Workers in the Vineyard describes the ‘God’s strange righteousness’ that overturns 
the ‘accurate distribution in proportion to one’s outcome’. The owner of the vineyard promised a 
denarius as a wage to his workers, necessary for their family’s daily livelihood. Some of the workers 
worked all day, some worked half a day, and some even worked for an hour.

The owner of the vineyard began to pay a denarius to the one who worked the least, and the 
same amount of denarius to people who worked for the longest. When latter resented the owner’s 
decision, the owner asked if it was unfair to pay the wages he had promised in good faith. God's 
justice represented through the act of owner of the vineyard shows that God distributes goods to 
people in proportion to the needs in their lives, not to the amount of the labor they put in place. 
It is God's justice to separate achievements and rewards from each other, and to directly connect 
rewards and the needs in life.

If this is considered strange, it is probably because of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has been 
deeply rooted in our society that a reward is only given to an achievement that deserves. 

Those who are obsessed with this conventional notion are resentful and refuse to accept that 
those who have no opportunity to work or whose work outcome is very insignificant ar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for their needs. They are blind to the pain and 
sufferings of those who are in poverty.

The parable of the Last Judgment clearly demonstrates that those who live by God's justice must 
be in solidarity with those who do not meet their basic needs. The Last Judge told the righteous, 
“When I was hungry, you gave me food. When I was thirsty, you gave me something to drink. When 
I was a stranger, you welcomed me. When I was naked, you gave me clothing. When I was sick, you 
took care of me. When I was in prison, you visited me.” Then, he states firmly that “Truly I tell you, 
just as you did it to one of the least of these who are members of my family, you did it to me.” The 
righteous provided the least of those with the resources they needed to meet the ‘basic economic 
and political needs as a human being,’ such as ‘food, housing, clothing, health, and freedom 
(dignity).’ The Last Judge affirmed that it was in accordance with God's justice.

As seen above, God's justice requires that the ‘daily bread’ be given to those in need with no strings 
attached. The interpretation of ‘daily bread’ by Luther is indeed in line with the basic income of 
today. Providing the basic income to all, those who work and don’t, thereby allowing them to live 
with human dignity conforms to God’s justice of salvation and liberation. 



298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토론  DISCUSSION 

박동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문동 성당 주임사제
Dongho Park, Priest, Imun Catholic Church, Archdiocese of Seoul, Korea

토론문 I
 

1)  가톨릭교회는 사회에 대한 가르침(Catholic Social Teaching, CST)을 통하여, ‘현세 사물(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의 
정당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존엄’(인권들, 참된 인간화)과 ‘공동선’(참된 사회화, 사회정의)을, 보조성(시민 및 
시민 사회의 우선성과 자발성, 국가의 책임)과 연대성(공동선에의 투신, 무상성)을 증진하고 실현하기 위해 모든 선의의 
사람과 대화하고 협력한다. 이 ‘대화’와 ‘협력’에는 ‘고발’과 ‘제안’과 ‘문화적 사회적 계획에의 투신’이 포함된다. 이 때, 
모든 ‘사회생활’의 토대와 주체와 목적은 언제나 ‘인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인간 존엄의 절대성), 특히 
‘사회적 약자의 입장(정치적 소수, 경제적 빈곤, 문화적 소외)’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통합적이며 연대적인 
인본주의’라 한다.(『간추린 사회교리』, 서문)

2)  경제는 ‘인류 가족’의 증대된 욕구를(연대적), 물질적 필요는 물론 지성적, 도덕적, 정신적, 종교적 생활의 욕구를 모두 
고려하는 전인(全人)으로서의 욕구를(통합적) 더 잘 채워 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n.63이하) 

3)  인간의 존엄에서 모든 인간의 ‘생존’(생명) 및 ‘발전’(존엄에 부합하는 품위 있는 삶)의 권리가 유래한다. 이 ‘권리들’은 
보편성, 침해불가성, 양도불가성, 전체성의 성격을 지니지만, ‘사회’라는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밖에 없다. 그 
때문에 ‘발전’은 다음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발전은 ① just, ② integral, ③ participatory, ④ sustainable, ⑤ shared, 
solidary, ⑥ ecological 해야 한다.

4)  일부 경제 모델(시장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교회의 성찰은 비판적이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종은, ‘배제의 경제’, 
‘돈의 우상’, ‘사회를 지배하는 금융체제’등으로 비판하며(「복음의 기쁨」, 2013), 더 나아가 “인간 존재들을 망설임 없이 
착취하고 내버리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수익-기반 경제 모델’이 ‘많은 형태의 불의’를 증식시킨다”고 고발한다(「모든 
형제」, 2020, n.22). 또 현실적으로 그 경제 모델이 이미 실패했음을 밝힌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에 직면한 세계 
체계들의 그 취약성은 모든 일이 다 시장의 자유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다.”(「모든 형제」, n.168) 

5)  그러면서, ‘대안적 사회구조’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참여의 모델’을, “배제된 이들을 하나의 공동 운명 
건설에 포용하는 데서 샘솟는 도덕적 에너지의 기세로 지역・국가・국제적 통치 구조물들에 활기를 북돋을 수 있는” 참여의 
모델, “아래부터 자라난 연대의 경험들을 … 보장할 수 있는 참여의 모델”(n.169)을 제안한다.

6)  이런 맥락에서 이른바 ‘보편적 기본소득의 보장’을 구상(構想)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으로, 이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의 ‘생존’과 ‘발전’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참된 인간화), 더 나아가 공동선 실현 과정에 모든 이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데(참된 사회화)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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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지만, 그 보장은 구체적 역사, 곧, ‘개인 및 사회 생활의 무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재화를 많게 하고 부(富)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제・과학 기술적 수단들”까지 찾아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서 오늘날 경제와 정치 
생활의 관계를 재설성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톨릭 사회교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정치 생활에서는 
‘민주주의(of, by, for the people)’를 선호하고, 경제 영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자유는 적법한 권위의 정치활동을 
통해 규제・통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간의 이득을 향한 욕망, 권력에의 욕망 – ‘죄의 구조’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8)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실현 가능성’에 관한 다음의 두 물음이 제기된다.  
① 전인(全人)으로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의 ‘기본소득’을 측정할 수 있는가?  
②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장할만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9)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시킨 ‘재화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함으로써,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의 
목적을 충당할 수는 없는가? 시민 또는 가족 단위의 품위 있는 삶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재화들, 의료, 주거, 교육, 교통, 
통신 등과 같은 재화들의 공공성을 그 양과 질의 차원에서 더욱 강화한다면,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부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큰 정부’의 비효율성을 우려하지만, 
이는 ‘시민과 시민 사회의 책임있는 능동적 참여’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길을 찾아낼 수 있는 다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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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o Park, Priest, Imun Catholic Church, Archdiocese of Seoul, Korea

Summary I
 

1) �The Catholic Church, through Catholic Social Teaching or CST, respects the ‘legitimate autonomy 
of earthly realities (politics, economy, culture, science etc.)’ while dialoguing and cooperating 
with every well-intended person to promote and realize ‘human dignity’ (human rights, authentic 
humanization), ‘common good’ (authentic socialization, social justice), subsidiarity (priority and 
initiative of citizens and civil society, responsibility of nation) and solidarity(devotion to common 
good, gratuitousness). The ‘dialogue’ and ‘cooperation’ includes ‘denunciation’, ‘proposal’, and 
a commitment to cultural and social projects. While making the principle that the foundation, 
subject, and objective of every ‘social life’ of man should always be ‘human’ (absoluteness 
of human dignity) clearly, it considers ‘the situation of the socially weak (political minority, 
economic poverty, cultural marginalization)’ the top priority standard. This is called ‘integral and 
solidary humanism’.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Introduction)

2) �Economy should be an appropriate ‘tool’ to satisfy the (integral) needs of the whole and entire 
person with regard to his material needs and the demands of his intellectual, moral, spiritual, 
and religious life as well as the increased (solidary) needs of the human family. (Vatican Council 
II, Pastoral Constitution on the Church in the Modern World (Gaudium et Spes), n.63) 

3) �Human dignity gives rise to every man’s right to ‘existence’ (life) and ‘development’ (decent life 
that corresponds to human dignity). These ‘rights’ entail universality, inviolability, inalienability, 
and totality, but they should be specifically exercised in the context of ‘society’. And 
‘development’ consequently forms the following characters: ① just, ② integral, ③ participatory, 
④ sustainable, ⑤ shared, solidary, ⑥ ecological.

4) �The Catholic Church sees some economic models (e.g. market liberalism, neoliberalism) with 
a critical eye. In particular, Pope Francis called them ‘economy of exclusion’, ‘idol of money’, 
‘financial system which rules rather than serves’ (「Evangelii Gaudium」, 2013), and insisted 
further that “In today’s world, many forms of injustice persist, … by a profit-based economic 
model that does not hesitate to exploit, discard and even kill human beings.”(「Fratelli Tutti」, 
2020, n.22). And he adds that the economic model is already a failure, writing that “The fragility 
of world systems in the face of the pandemic has demonstrated that not everything can be 
resolved by market freedom.”(「Fratelli Tutti」, n.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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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e also proposes a ‘model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participation’ that can establish 
‘alternative social structure’, a model of participation that can “invigorat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governing structures with that torrent of moral energy that springs from including 
the excluded in the building of a common destiny”, and a “model of participation …. also 
ensuring that “these experiences of solidarity which grow up from below” (n.169).

6) �In this context, we will be able to think about the ‘guarantee of universal basic income’. Ideally, 
this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to ‘survival’ and ‘development’ for everyone 
including the socially weak (real humanization). Furthermore, it will facilita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everyone in the pursuit of common good (real socialization). 

7) �However, the guarantee of universal basic income needs to be done in more specific history, i.e. 
on the real(specific) conditions of individual and social life. It also means “the best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means to maximize goods and wealth” should be identified. And it 
is required to rese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y and the political life today. To 
summarize the Social Doctrine of the Catholic Church, ‘democracy (of, by, for the people)’ is 
preferred in the political realm while autonomy is respected in the economic realm. According 
to the doctrine, the freedom of the markets/economic and social life should be regulated and 
controlled through political activities with legitimate authority. (because the church is cautious 
of human’s ‘all-consuming desire for profit’ and ‘the thirst for power’, i.e. ‘structures of sin’.)   

8) �When it comes to the ‘guarantee of universal basic income’, the following two questions about 
‘feasibility’ are raised. ① Is it possible to measure ‘basic income’ that can satisfy the needs of the 
whole and entire person? ② Is it possible to secure funding to guarantee universal basic income? 

9) �Is it possible to meet the purpose of the 'guarantee of universal basic income’ by expanding the 
'social role of goods' that our society has already progressed to some extent? If the public nature 
of medical service, housing,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other necessary goods is strengthened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it will guarantee basic income and the government will create 
and manage ‘job opportunities. Some concern the ineffectiveness of ‘big government’, but it 
is another problem where we could find a way to overcome based on ‘responsible and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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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I 불교의 가르침과 기본소득의 정신
 

1. 연기적 존재, 관계적 존재 : 개별적자아, 관계적 자아, 생태적 자아, 보살적 자아 

- (개별적 자아) 피부속에 갇힌 자아, 그러나 홀로된 단독자는 없다. 

- (관계적 자아)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당신은 확장된 나,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됨 

- (생태적 자아) 나아가 생명과 자연의 은혜를 입고 내가 살아간다. 자연과 생명의 풍요가 나의 풍요

- (보살적 자아) 당신을 돕고 환경을 살리는 일이 곧 연결된 세계에서 나를 돕는 길 

2. 무소유 자연 : 내 것은 내것인가? 내가 번 돈은 오롯이 내것인가? 

-  땅이 개인소유가 될 수 있는가. 땅은 한뼘도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평등하게 이용되어야할 토지를 인간이 배타적으로 강탈하여 차별적으로 점유함

- 권력의 세습은 반대하면서 왜 부의 세습은 찬성하는가. 왜 토지로 인해 생긴 이익과 부는 세습되는가 

-  내 부인이 내것인가, 내 자식은 내것인가? 노예(인간)를 사고 팔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인간을 사고 팔 수 없다.  
돈을 주고 구입하면 내것인가? 세상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본래 무소유의 세계 

- 필요한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한다. – 풀어놓음으로써 풍성해지는 사회만들기 

3. 지불노동과 비지불노동 : 

- 세상은 많은 사람의 노동에 의해 작동 - 기존사회는 돈되는 노동(지불노동,임금노동)만이 효율 인정함 

- 현실에는 임금노동보다 오히려 비지불노동, 그림자노동, 가사노동, 자원봉사노동이 90%를 차지 함 

- 실제 지불노동은 비지불노동이라는 바다위에 떠있는 배이다. 

-  내가 버는 돈은 내 노력에 의해 버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선조들이 공덕, 타인의 공덕, 천지자연의 은혜가 결합된 것  
– 내가 번돈은 오롯이 내것이 아님

- 비지불노동을 하는 사람도 사회적 잉여에 참여했음, 그들도 생존할 권리가 있음 - 사회적 잉여에 배당을 받을 권리 

-  마태복음 20장 10절-16절 : 아침부터 일한 사람, 점심때부터 일한 사람,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 모두 한데나리온을 
주는 포도원주인 – 시간에 따른 임금노동이 아닌 존재의 권리를 위한 기본소득



사람을 사람답게  303 

4. 불교 스님들의 기본소득 – 기본수행권보장

- 승가의 불평등 심화 : 수행의 집중성약화, 출가자생활 안정성떨어짐, 노후문제가 분쟁원인이 됨 

- 따라서 승가의 기본수행권보장으로서 승려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 

- 명칭은 고려 : 기본수행권보장지원금, 승려기본소득, 기본수행지원금, 수행지원보시금 등  

-  오늘날 불교는 과거 고승대덕과 선조들이 만든 전통자산에 크게 의지됨 : 전통사찰입장료, 관람료, 국고지원 – 스님들과 
모든 불자들이 수혜를 나눠야함 

- 승려기본소득의 규모는 논의필요 : 월 25만원 (50만원?) / 연간 300만원 (600만원?)

- 재원마련 : 공공재로서 삼보정재의 평등한 공양 – 사찰점유비, 규모사찰점유비로 충당(?)등 재원은 논의필요

-  그러나 복지는 사람들간의 협력과 지역공동체에서 상호부조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 중앙권력과 종단에 모든 경제와 
복지를 의존하는 것은 재고 필요 - 교구가 주체

5. 승가를 비롯한 종교단체내의 기구나 조직에서 기본소득을 시도해보자

- 기본소득을 정부나 불교종단에 기다리지 말고 교구나 지역에서 시도해본다. 

-  기구나 단체에서 돈을 모아 수익창출은 못하지만 공익적 활동이나 예술가에게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지급해주는 일을 
시도해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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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 소장
Junggil Yoo, Director, Green Buddhism Research Institute, �

Buddhist Ecological Solodarity (BEST), Korea

Summary I Teaching from Buddhism and the philosophy of Basic Income
 

1. �Dependent beings and relational beings: individual ego, relational ego, ecological ego, 
bodhisattva ego

- (Individual ego) The ego that is trapped in one’s own physical being, but no man is an island.
- �(Relational ego) Your being is what makes me exist. You are the extension of my being; hence your 

happiness is my happiness.
- �(Ecological ego) In addition, I live with the grace from life and nature. Thus, the abundance in 

nature and life fills my life with the sense of abundance.
- �(Bodhisattva ego) What I do to help you and save the environment is exactly the way to help 

myself in a world where you and I are connected.

2. �Nature, owned by none: Is what I own mine? Can I claim the money I earned completely as 
all mine?

- �Can the land be privately owned? Human beings have no say to even a small patch of land. But 
humans cannot exist without land. Land is supposed to be utilized equally across all people, but it 
has been seized and occupied by some exclusively, discriminating the rest.

- �Why do you agree with the succession of wealth while opposing the succession of power? Why have 
the profits and wealth earned from owning lands been inherited to the next generation of the owners?

- �Is my wife mine or my child mine? There was a time and period when slaves(humans) could be 
sold and bought, but that is not allowed today. Can I claim the product that I paid for as mine? 
The world doesn’t belong to anyone. It is not owned by anyone.

- �Let people in need have what they need. - Letting nature take care of it, thereby allowing our 
society to become more prosp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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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id work and non-paid work:

- �The world exists thanks to the work of many- the current society recognizes efficacy of works that 
makes money only (paid work, wage work).

- �In reality, non-paid work accounts for 90% of a total work such as shadow work, housekeeping 
work, and volunteer work.

- �Paid work can best be compared to a floating ship on the sea that is called non-paid work.
- �What you earn is not entirely attributable to your own effort. It is earned thanks to the grace of 

your ancestors, others, and mother nature. - Thus, what you earn is not entirely your own. 
- �The non-paid workers also participated in social surplus; they also have the right to survive-The 

right to receive dividends on social surplus.
- �Matthew 20:10-16: The owner of the vineyard gave a denarius to those who worked from the 

morning, those who worked from lunch, and those who came 1 hour before the end of the day’s 
work - Basic income is for the rights to exist, and it is not given to people in proportion to how 
much they work.

4. Basic income for  Buddhist monks- Guarantee the right to practice Buddhism

- �Burgeoning inequality in Sangha: Buddhist’s practice and the stability in the life of monks have 
been compromised. Concerns over retirement have become the source of conflicts.

- �Therefore, basic monk income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s to practice Buddhism for monks.
- �Names to be considered : basic subsidy to guarantee the right to practice Buddhism, basic income 

for monks, basic subsidy to practice Buddhism, subsidy to support the practice, etc.
- �Today, Buddhism relies heavily on traditional assets created by KoSeungdaedeok and ancestors 

in the past: entrance fees and admission fees to traditional temples, government subsidies- All 
monks and Buddhists should be subject to the benefits.

- �The amount of the basic income for monks to be discussed : KRW 250,000 a month (KRW 500,000 
won?) / KRW 3 million a year (6 million won?)

-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Equal offering of Sambojeongjae as a public good- how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basic income for monks needs to be discussed, such as temple 
occupancy fee and a large-scale temple occupancy fee(?)

- �However, welfare benefits should be based on cooperation among people and mutual support in 
community. It should not be gover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Buddhist Orders. A new 
approach to this issue needs to be taken.- Buddhist parish should oversee it.

5. Try the basic income at the level of religious organizations or groups including Sangha.

- �Do not rely on either the government or the Buddhist Orders for basic income but try out the 
income at the level of the parish or region first.

- �It is not possible to generate profits by collecting money from organizations or groups, providing a 
subsidy in the form of basic income to public activities or artists can be an option.



원본 人(추사 김정희 서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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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소개  SESSION INTRODUCTION 

기본소득 입법, 현실과 전망
Basic Income Legislation, Reality and Prospect

기본소득은 이제 현실 정책 및 입법 과제가 되었다. 이를 보여주듯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관련 법안들이 활발히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기본소득 법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세션에서는 국회에서 추진되는 
기본소득 입법 활동의 내용과 의미를 시민에게 알리고 그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좌장을 맡은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정책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사회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분야는 동아시아복지국가와 노동시장, 불안정노동, 기본소득, 제도주의와 비교연구방법론 등이다.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직 외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소병훈 국회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고, 제 20, 21대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2사무부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발표는 용혜인 대한민국 국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는다. 용혜인 국회의원 
역시 국회기본소득 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이며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대변인,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운영위원,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등을 역임하고 있다. 서정희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동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군산대학교 교수직 외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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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는 이다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와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이다혜 강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및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노동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부,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졸업 후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하버드 로스쿨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시민권과 이주노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글래스고 법과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으며, 이철수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노동법의 새로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돌봄노동, 이주노동, 인공지능, 기본소득 
등 노동의 미래 담론을 주요 관심사로 하여 연구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노동」, 『영혼 있는 노동: 한국의 노동법과 일의 미래』 등이 있다. 오동석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연구 관심 분야는 헌법, 인권, 민주주의, 평화, 생태 등이다.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헌법적 검토, 일제고사 거부와 
학교민주주의,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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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소개  SESSION INTRODUCTION 

기본소득 입법, 현실과 전망
Basic Income Legislation, Reality and Prospect

Basic income has become a policy and legislation challenge in the reality. As such, various basic 
income bills have been actively proposed at the 21th Korean National Assembly. Citizens, however,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on substance and implication of the bills. Therefore, during this 
session, the substance and implication of basic income legislation is expected to be communicated 
with citizens and related challenges and the outlook will be discussed. 

Moderator of this session is Seungyoon Lee, associate professor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who completed her Bachelor’s degree in social welfare at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degree in social Welfare policy at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PhD in social policy at Oxford University. Her major interests are East Asia welfare 
state and labor market, insecure labor, basic income, institutionalism and comparative research 
methodology. Currently, she has been serving as vice-chair of the Office for Youth Policy Coordination. 

Byunghoon So,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hilosophy at Sungkyunkwan University, has 
been serving as member of the 20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and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chair of the Democratic Party Gyeonggi Party Education and Training 
Committee, and vice-chair of the Democratic Party. 

Hyein Yong, lawmaker, Basic Income Party of National Assembly, and Jeonghee Seo, professor of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Kunsan National University, will make presentations. Hyein Yong, is 
senior researcher of the National Assembly Basic Income Research Forum, standing representative 
of the Basic Income Party as member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spokesperson of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020 Korea Basic Income Fair, member of the Gyeonggi Province Basic Income 
Committee and Steering Committee of Basic Income National Movement, and leader of the Basic 
Income Political Solidarity. Professor Jeonghee Seo acquired her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and PhD in social welfare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has currently served as director of 
the Basic Income Korea Network, member of working committee of the Gyeonggi Province Basic 
Income Committee, director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research fellow 
of the Disabled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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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anel discussion, Dahea Lee, lecturer of law, School of Law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ongsuk Oh, professor of the School of Law, Ajou University, will make presentations. Dr. Lee 
teaches labour and social law at the School of law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orks as 
research fellow at SNU Center for Labor & Welfare Law. Graduating from Ewha Woman’s University 
Law School, she completed her Master’s degree at the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and 
worked as a lawyer in the US. She studied as an exchange student at Harvard Law School and 
obtained PhD with her research on migrant workers at SNU. She also studied as a visiting scholar at 
the Law School Of the University of Glasgow and conducted a joint research with professor Cheolsu 
Lee putting focus on new questions on Labour Law in the changing world of work. Furthermore, 
her research focus is on digital transition, care labor, migrant labor, artificial intelligence, basic 
income and other discourse of the future labors. She wrote several books and papers including 
“Sharing Economy and Employment Relations”, “Consideration on Basic Income from Labor Law 
Perspective”, “4th Industrialization and Female’s labors”, and “At Work with Soul: Korean Labour 
Law and the Future of Work”. Dongsuk Oh got a degree of Bachelor, Master and Doctor of laws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primary research focus is on constitutional law in Korea, 
human Rights, democracy, peace, and ecology. Currently, he works as professor of the School of 
Law at Ajou University. He is an author of the papers,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Act of Acquiring 
Communication Data”, “Conscientious Objectors and Constitutional Law in Korea”, and “Some 
Legal Issues Regarding the Student Rights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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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ATION 

용혜인 대한민국 국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Hyein Yong, �

Lawmaker, Basic Income Party,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요약문 I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러한 배경에서 국회에서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만들어졌고 그 의원들이 기본소득과 관련한 법안을 활발히 제출하고 있다. (기본소득법안, 
기본소득공론화법안, 기본소득탄소세법안 등)기본소득제도는 결국 입법을 통해 도입된다. 하지만 입법은 쉽지 않다. 
기본소득제도에 반대하는 의원이 아직 더 많고, 찬성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의원도 많다. 정부는 재정이 많이 들고 
기존 복지제도에 큰 변화가 온다며 반대한다. 또 시민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자신의 세금이 많이 오른다고 믿고 반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 입법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시민들이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는 입법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 입법이 시민들의 삶과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Abstract I Legislative Challenges to Realize Basic Income

The Interest in the basic income among the public has never been as high as now. Against this 
background, a research forum to study the basic income (National assembly Basic Income Research 
Forum) with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as formed and members of the forum have been 
submitting related bills actively (such as Basic Income bill, Basic Income Public Debate bill, Basic 
Income Oriented Carbon Tax bill, etc.).  The basic income would be introduced through a due 
legislative process. But the process is not easy. It is because there are more opponents than 
advocates of the initiative within the Assembly.  Moreover, even those in favor of it tend to take 
the matter in a very passive manner. The government is also on the other side of it arguing that it 
requires a massive amount of budget and brings huge changes to the current welfare system. In 
addition, the citizen might also stand against it because of concerns over a potential tax increase 
resulting from the bill. Then what needs to happen for the basic income bill to become a law 
successfully? It is imperative that people understand the content and significance of the basic 
income policy that the Assembly has been working on first and grasp the positive impact it would 
bring to their lives and the society. We also need to figure out what needs to be collaboratively 
done by policymakers and the people together to ensure the bill to be legis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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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I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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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9 전국부동산불로소득현황
토지+자유연구소작성, 용혜인의원실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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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I Legislative Challenges to Realize Basic Income

Legislative Challenges to 
Realize Basic Income

The 3rd Gyeonggi Province Basic Income International Conference
<Legislation on basic income, the reality and prospect> session

Yong Hyein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Basic Income Party
Senior Research Member of Basic Income Research Forum at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Disclaimer: This presentation is not on behalf of the Research Forum

Possible future
a foreseeable future under 
the current institutions and 
circumstances

Risky future 
a pessimistic future deriving from 
accumulation of negative 
incidents

Preferable future
a positive future which will be 
delivered by appropriate policy 
intervention

The future path ahead of us

What is the role of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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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e have prepared for automation, low 
growth and decreasing population in the 
1990s, then what would our society look 
like now?  

What would happen if we do not prepare 
for 2050 from now on?

30 years ago VS 30 years later

Economic growth rate 
9.8%

2019

Number of births: 
300,000
Total Fertility Rate: 0.9

Economic growth rate 
2%

Number of births: 
600,000
Total Fertility Rate: 1.5

1990

What is the role of politics?

What is the role of politics?

The role of politics is to lead the community to the direction of preferable future 
staying away from the risky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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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of barrier 
society, the price of 
real estate

Barrier society

Price of a mid-priced apartment in Seoul =a worker’s monthly wage(KRW 3.52mn a
s of 2020) collected for 22 years without spending a penny 

Property owner: asset and income ↑
Whereas Seoulites with no home: spend 1/3 of cost of living 

The divide among classes, generations and statuses (Choi Gwang-eun, at. al. 2021)

Structural issues 
surrounding 
opportunity-
oriented system

The better the first-runner uses the opportunity, the less the second-runner's 
chances are.

Even if the next generation tries harder, it is difficult for them to obtain the 
opportunity that the previous generation got easily

Cause of the problem: privatization of the commonwealth

Following results: inequality and ecological crisis

Korea is becoming so called "Barrier Society"

2007-2019 Unearned Income from Real Estate in Korea
Source: Institute of Land and Liberty, MP. Yong Hyein'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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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of Korea’s direction: to “commoner-democracy”

Property-owning 
democracy

From property-owning democracy
to commoner-democracy

A system that absolutely 
values freedom to have 
private estates and 
exercise private property 
rights

New understanding of common wealth

Commoner-democracy

“Common wealth” belongs to everyone. Land, natural resources, knowledge, 
network effects, etc. are gifts of nature or  products of everyone’s cooperation

A society where the preservation, formation and equal distribution of common wealth 
are core values, and all citizens enjoy the benefits of the common wealth equally

Shift of Korea’s direction: to “commoner-democracy”

Key to commoner-democracy: Basic Income System

Basic income provides a practical basis for freedom by equally 
distributing (dividing) common-wealth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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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th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activities to realize 
basic income

Confirm national responsibility for 
BI provision, define target and 
methods, establish BI Committee

Basic income bill Basic income public 
deliberation bill

(So Byunghoon, Cho Junghun) (Yong Hyein) (Yong Hyein)

Basic income carbon 
tax bill

Bills made by NA’s BI 
Research Forum’s 

members

Establish special accounting for BI
(So Byunghoon)

Determine minimum BI amount
(Cho Junghun)

Initiate making BI 
introduction publicized

Initiate making BI 
introduction publicized

Establish and operate 
the BI Public Opinion 

Committee

Impose carbon tax on 
GHG emission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KRW 80,000/ton of CO2)

Equal distribution of tax 
revenue as carbon tax 
dividends to eliminate 
regressivity of taxation 

Farmers basic income bill
(Huh Young)

BI oriented land holding tax bill
(So Byunghoon, Yong Hyein)

BI oriented carbon tax bill
(So Byunghoon)

Children and youngsters basic income 
bill, youth basic income bill, etc.

Basic income realization strategy: public deliberation 
among citizens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through public deliberation 
and reflecting them in policy 

decisions

Public deliberation

Case of collecting opinions from citizens:
Public deliberation survey on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s policy (basic income)

-Aug.-Sep. 2020
-1st public opinion poll, 4,500 citizens of Gyeonggi Province
-Deliberation and debate meetings after making the         
Provincial Citizen Participation Team of 216 citizens
-2nd and 3rd surveys before and after debates
- Public opinion in favor of basic income

50.5% (1st) → 65.7% (2nd) → 29.2% (3rd)
- Public opinion in favor of increase in tax  

34% (1st) → 25% (2nd) → 67% (3rd)



사람을 사람답게  327 

Basic income realization strategy: public deliberation 
among citizens

For & Against Introducing Basic Income

1st Survey 2nd Survey 3rd Survey

Don’t know

Very oppose –
generally oppose

Very in favor –
generally in favor

Basic income realization strategy: public deliberation 
among citizens

Don’t know

Very oppose –
generally oppose

Very in favor –
generally in favor

1st Survey 2nd Survey 3rd Survey

For & Against Increasing Tax with 
Aiming at Introducing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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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realization strategy: public deliberation 
among citizens

Establish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composed of members 
recommended by each party (20 persons)

Why do we need 
public deliberation 
on basic income?

The National 
Assembly’s review

Conduct public deliberation surveys for one year by making a citizen 
participation team

Prime Minister reports the public deliberation survey results to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implement the basic income system, major changes in the tax and 
welfare system are inevitable. A social consensus is needed.

The more we deliberate and debate about basic income, the more citizens 
understand the system and their support will grow.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deliberation can create a great 
momentum in the introducing the basic income system

The purpose is valid in terms of 
allowing citizens to participate in discussions and express their opinions 

beyond the government's unilateral policy decision. 
(Chief Specialist member of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Basic Income 
Public 

Deliberation
Bill

(Yong Hyein)

Basic income realization strategy: to stack layers and 
make stepping stones

Path to realization of 
basic income

Pros

Cons

Complete modelComplete model Configurable model

Initiating the basic income 
system in an institutionally 

complete form

Introducing partial and 
transitional systems one by one, 

aiming for a sufficient and 
universal basic income system

Political acceptance is high 
because it gradually changes 

the financial and welfare system

More in line with basic income 
principles (individuality, 

universality, unconditionality)

BI introduction may face huge 
political opposition for concerns 

about major changes in the 
financial and welfare system

The degree of feeling the effect 
is low, stunting it from 

developing into a complete 
basic inco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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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realization strategy: to stack layers and 
make stepping stones

Practical choices

“Let’s have basic income come in quietly through a back door and 
make everyone accept the changes”

-Philippe Van Parijs-

We should increase positive experiences for citizens 
by implementing partial and transitional 

basic income system one by one

Promote transitional systems simultaneously: 
common wealth dividend basic income; age categorical basic income; 

and participatory income type basic income

Basic income realization strategy: to stack layers and 
make stepping stones

Participatory income type BIAge categorical basic incomeCommon wealth dividend 
basic income

Collect the profits of common 
wealth through purpose tax 
collection and manage them 

as special account, and 
distribute them equally to all 

citizens.

The age group in the blind spot of 
welfare with difficulty to earn 

income will be the first beneficiary

Extend the child allowance 
target to the age 18; introduce 

youth basic income; and convert 
the basic pension system to 
basic income one for seniors 

Farmer basic income
People working in the agricultural 
field: farmers, agricultural laborers, 

etc. (including foreign workers)

MP Yong Hyein is putting a priority on basic 
income based on carbon tax and land holding tax 

as well as basic income for children and youth

Provides a basic income for 
political sponsorship to 
encourage all voters to 
participate i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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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Article 34

Article 10Constitutional 
grounds of basic 

income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nation's 

social security 
obligations.

Basic income is a 
prerequisite for human 
life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constitution should give priority to people who have no living ability.

BI is a system that responds to risks and proactively guarantees living capacity

But in a modern society where risk is always present, 
life ability is inevitably unstable at all times.

We have to move toward the realization of basic income for the whole 
people, introducing transitional systems step by step

Legislation of basic income is an embodiment of the 
constitutional spirit

Thank you for listening

Yong Hyein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Basic Income Party
Senior Research Member of Basic Income Research Forum at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Basic Incom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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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Kun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발표자료 I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법안의 의의와 방향

한국에서의기본소득법안의의의와방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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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현황

법률안 제출

•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2020년 6월 30일 발의)

•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기본소득법안’(2020년 9월 16일 발의)

•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기본소득법안’(2020년 9월 24일 발의)

•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12.22. 발의)

•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탄소세법’(2021.03.12. 발의)

•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2021.03.12. 발의)

법학 측면에서의 논의

• 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 시작. 불과 10개월 사이에 기본소득 법률이 여러 차례 제안됨.

• 한국 기본소득 입법 논의는 국외보다 빠르고 활발함.

Ⅱ 기본소득법률안주요내용과의의

1. 법률안주요내용

기본소득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가.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주민과 영주권자도 기본소득 지급 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무차별ㆍ무조건ㆍ개별적ㆍ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다.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내수를 활성화함(안 제2조제3호).

라. 경제적ㆍ사회적 재난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5호, 제22조).

마. 기본소득과 효과가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 감면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제13조

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제15조).

바. 기초생계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함(안 제4조).

사. 기본소득제도 운영과 연구를 위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아.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기본소득위원 임명을 위해 국민추천제도를 도입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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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소득법률안주요내용과의의

1. 법률안주요내용

기본소득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자.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수렴과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함(안 제8조, 제9조).

차. 기본소득 연구를 위해 사회정책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카. 기본소득실험 제도가 선거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함(안 제12조제2항, 제3항).

타. 지방자치단체도 기본소득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실험 제도가 선거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함(안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하. 기본소득실험의 유효성이 확보되도록 실험 조건을 제한하도록 하고 연구결과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14조).

거. 재정 부족 등의 사유로 당장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너. 기본소득금액의 상승률과 감소율의 한계를 정하고 하한액을 정함(안 제18조).

Ⅱ 기본소득법률안주요내용과의의

1. 법률안주요내용

기본소득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더. 출생 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친권자 등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안 제19조)

러. 장기 미수령자의 수급권을 소멸함(안 제20조).

머. 미성년자의 기본소득을 친권자 등이 부당 사용한 경우 기본소득 지급을 정지하고 이를 환수함(안 제21조).

버.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 법령과 하위 규정에 위임된 세금 감면액을 반영하지 않고, 즉, 세금 감면분을 반영하지 않

은 국세액에서 일정액을 일괄적으로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기본소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조세

특례제한법」 등 개별법령의 내용을 기본법에 반영할 요인을 만들어, 조세 체계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서. 지역화폐를 조건에 위반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환수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어. 기본소득을 적은 비용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칙을 규정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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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소득법률안주요내용과의의

1. 법률안주요내용

기본소득법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가. 이 법은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공정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나. 주요 용어의 정의와 기본소득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기본소득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기본소득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국

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무총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다음 연도 기본소득 지급액을 고시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신청, 지급결정 및 방법, 지급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

조부터 제22조까지).

Ⅱ 기본소득법률안주요내용과의의

1. 법률안주요내용

기본소득법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사. 기본소득 수급권의 보호와 이의신청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5조).

아. 기본소득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자. 기본소득의 시효, 기본소득정보시스템, 국민 등의 의견수렴, 벌칙 등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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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소득법률안주요내용과의의

2. 기본소득법률안의의의

• 국민과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주민과 영주권자도 지급대상으로 규정(사회보장 수급권의 대상

과 인권 주체 확대)

• 기본소득이 공유부 배당임을 법의 목적에 명시(법률에서 최초로 규범화)

• 기본소득의 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기본소득 정의(무조건성, 보편성, 정기성, 현금성, 개별

성 원칙 모두 포함)

•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시(특히 국가의 책무로서 기본소득의 충분성 원칙의 담보를 강

행규정으로 명시)

• 기본소득 급여액의 하한선 및 금액의 수준을 하위법규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안에 명시(급여 수

준의 불확실성 제거)

기본소득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의

Ⅱ 기본소득법률안주요내용과의의

2. 기본소득법률안의의의

• 기본소득의 이념으로서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실질적 자유와 평

등’, ‘균등한 기회’, ‘사회의 공정성 구현’을 기본소득의 기본이념으로 설정(기본소득의 이념이

자 정당성의 근거를 법규범에 명시)

• 기본소득을 “재산ㆍ소득의 수준ㆍ노동활동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이 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개

인별로 지급하는 금전”으로 규정(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현금성 명시)

• 조정훈 의원안에 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의 내용과 수준이 적정한 수준에서

고려

• 국내 체류 외국인을 기본소득 지급대상으로 규정(사회보장 수급권의 대상과 인권의 주체 범위

확장)

기본소득법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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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성

조정훈 의원안

정의규정을통해지급대상, 수급조건에있어무조건성

을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소비에서조건성을규

정

• 소비용처의제한이광범위함

• 아동과청소년의기본소득에대해서는소비에대한요건을한

가지더추가

• 예비시행에서선별적기본소득허용

소병훈 의원안

실효적이지는않으나약간의조건성수식어규정

• “모든국민은이법에따라받은기본소득을건전하게사용할

책임이 있으며”(제5조 제2항)–‘건전하게 사용＇이라는 사용의

원칙을규정

Ⅲ 기본소득원칙에입각한관점에서의법률안검토

2. 보편성

조정훈 의원안

기본소득정의규정을통해급여수급대상이“모든국민

과실거주민”일것으로추정할수있으나, 예비시행규정

을통해지급대상을축소

소병훈 의원안

기본소득의제도화과정을점진적으로설정. 과도기에

서보편성일부미충족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기본소득재원이충분히마련될때

까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연령별·지역별대상을한

정하여우선적으로기본소득을시행할수있다”(제33조) -연

령과지역은보편성을제한한다고할때의최소한의기준



338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Ⅲ 기본소득원칙에입각한관점에서의법률안검토

3. 충분성달성과정으로서의점진적시행

조정훈 의원안

기본소득의점진적확대안제시(제17조, 제18조)

소병훈 의원안

기본소득급여의충분성과관련한추가적조치로「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자산조사시기본소득을소득에포

함하지않는것으로규정함으로써기존복지급여를유

지하고기본소득을시행하는전략
시기 시행구분 보편성/무조건성 급여수준

2021년
~2023년

기본소득
예비시행

연령, 성별, 주거, 
그외기준에의한
선별적기본소득

월30만원이상

2024년
~2028년

기본소득
본시행

선별기준없음 월35만원이상

2029년~ 기본소득
본시행

선별기준없음 월50만원이상, 
전년도GDP의
10% 이상

Ⅳ 권리로서의기본소득수급권구성의관점에서의법률안검토

1. 기본소득수급권 구성측면에서의법안평가

 조정훈의원안“19세이상국민에게는기본소득을직접지급”(제19조제1항), “14세미만국민(이하아동)의기본소득은친권자

또는미성년후견인에게”(제19조제2항), “14세이상 19세미만국민(이하청소년)에게는연령에비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율에따라청소년과그친권자등에게나누어지급”(제19조제3항)

 아동과청소년이법률적으로미성년자로서행위능력에제한이있지만,청소년의경우은행계좌를개설하고이를사용하는등의

행위에는제약이없음.기본소득급여를청소년과친권자에게연령에비례하여급여비율을나누어지급할합리적근거가명확

하지않음.

 지급신청에대한규정은소병훈의원안이보다합리적. “기본소득을지급받으려는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리인(이하

“기본소득수급신청자”라한다)은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기본소득의지급을신청할수있다”(제14조제1항)

 지급신청을본인또는대리인이신청할수있도록하고있고,그수급주체를누구로할지그리고그비율을어떻게할지등에대

한단서조항을추가하지않음.

첫첫째째,,  급급여여수수급급자자에에대대한한급급여여지지급급조조치치를를보보다다면면멸멸히히고고려려할할필필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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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소득수급권 구성측면에서의법안평가

 조정훈의원안“기본소득지급을시작한날부터1년이내에수급하지않을경우해당수급권은소멸한다”(제20조제2항)

 오히려이와정반대의규정이필요함.기본소득의원천으로서공유부에대한배당을고려한다면, 1년이내에급여를신청혹은수

급하지않았다고하여수급권의소멸을명시하는것은합리적이고정당한근거가없음.특히아동및청소년의경우수급하지않았

을경우성인이되었을때수급하는선택을할수있도록수급권소멸기준을삭제하는것이바람직.

 소병훈의원안“이법에따른기본소득수급권자의권리와제21조에따른환수금을환수할권리는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

의완성으로소멸한다”(제32조)

 이런방식은정책적편의,그간의입법론적관성을따른것.그러나기본소득수급권자의권리에대한소멸시효규정은재검토필요.

 새로운시대,새로운제도에는새로운법규범이요구됨.영국의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CTF),미국과캐나다의개인발달

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s)와같은방식을고민할필요.기본소득급여의시효소멸을규정하지않을경우,아

동및청소년의경우수급하지않고적립하였다가,이자를계산하여현재가치로환산해서성인이되었을때지급받는것이가능.

둘둘째째,,  수수급급권권의의소소멸멸기기준준에에대대한한재재고고필필요요

Ⅳ 권리로서의기본소득수급권구성의관점에서의법률안검토

1. 기본소득수급권 구성측면에서의법안평가

 조정훈 의원안, 아동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급여를 정지하거나 반환하도록 규정.

 아동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성 자체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위배하는 규정이고, 동시에 조항의 실

효성 측면에서도 ‘아동을 위해서만 사용’이라는 기준 설정이 어렵고, 이에 대한 검증 역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지급 정지 규정은 과함.

 조항의 구성 측면에서 보면, 소병훈 의원안이 합리적. 급여 정지 규정이 제재 조치로서의 성격을 띤 규정이 아니

라, 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합리적 사유를 열거하는 조항으로서의 성격

셋셋째째,,  급급여여중중지지와와급급여여반반환환규규정정재재검검토토필필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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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소득추가급여로서의긴급지원금의부적절성

조조정정훈훈 의의원원안안 ‘‘긴긴급급지지원원금금‘‘  급급여여 조조항항 재재고고 필필요요

기본소득법안에 ‘긴급지원금’이라는 추가 급여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

 긴급지원은 이미 「긴급복지지원법」 상에 존재. 긴급지원이 이미 현행법에 존재

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명칭의 급여를 동일한 목적으로 타법에 규정하는 것은

중복 급여로서 실질적으로나 입법기술상으로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보편성과 무조건성 논쟁이 이후에도 재발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면, 기본소득법이므로 ‘재난 기본소득’이라 명명하고, 재난

상황에서 기존의 기본소득 금액에 추가되는 재난 기본소득을 규정하는 것이 타

당할 것.

Ⅴ 기본소득제공주체의권한관점에서의법률안검토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권한배분방식

조정훈의원안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제도 시행에 대한 권한은 없고, 기본소득 실험만

할 수 있음(조정훈 의원안 제13조 제1항).

소병훈의원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단위에서의 기본소득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또한 국가 단위의 정책에 대한 집행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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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에대한과도한권한침해의문제

조정훈의원안

지방자치단체는 실험만 하는 주체로 지위 격하, 

그에 비해 제재조치는 과도

 기본소득 실험도 위원회에 보고, 위원회가 중복되는 제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의 기본소

득 실험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가짐.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문제되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에 관한 통제(사회보장기본

법 제26조)를 보다 정교화하고 위원회에 권한을 과다하게 부여

Ⅴ 기본소득제공주체의권한관점에서의법률안검토

3. 기본소득의급여수준결정단위로서의위원회

조정훈의원안

기본소득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의 문제

 기본소득위원회의 권한 과다: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제한 및

제재를 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민주적 정당성 및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어긋남

 기본소득위원회 조직의 위상 및 위원회 구성의 부적절(조정훈 의원안 제7조 제1항~제9장): 위

원장 1명과 위원 24명을 국민추천 절차로 최다추천자가 결정될 때까지 절차를 명시. 이는 다른

방식의 선거제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다한 위상을 부여. 절차의 비효율성.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실험을 통제할 수 있는 정당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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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I Significance and direction of Basic Income in Korea

Significance and direction of Basic Income in Korea

Rep. of Basic Income Korea Network

Prof.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unsan National University
Jeonghee Seo

Ⅰ Status of legislative process

Proposal of the bills

• Proposed by Rep.Sung Iljong ‘A bill to study the Basic Income (referred as BI hereinafter) introduction’( proposed on 30 June 2020)

• Proposed by Rep. Cho Junghun ‘BI bill’ (proposed on 16 September 2020)

• Proposed by Rep. So Byunghoon ‘BI bill’ (proposed on 24 September 2020)

• Proposed by Rep. Yong Hyein ‘A legislation to form and implement the BI public debate committee’ (proposed on 22 December)

• Proposed by Rep. Yong Hyein ‘Carbon tax legislation’ (proposed on 12 March 2021)

• Proposed by Rep. Yong Hyein ‘Carbon tax dividend legislation’ (proposed on 12 March 2021)

Review of the bills

• The 21st National Assembly commenced as of 30 May 2020. The BI related bills were proposed several times

within a matter of 10 months.

• The BI bill-related discussion has been moving forward more actively and faster in Korea than overs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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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ain content and significance of the BI bills

1. Main content

Basic Income Bill
(proposed by Rep.Cho Junghun)

A. Not only Korean nationals but foreign spouses of Korean nationals as well as permanent residents are subject to the BI (Article 2-1).

B. Paid in cash in a universalㆍunconditionalㆍindividualㆍperiodical manner (Article 2-2).

C. Paid in local currency in order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rticle 2- 3).

D. Put forward justification that makes a temporary cash payment legal in times of social and economical disaster (Article 2- 5, Article

22).

E. Revise selective welfare system 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system that overlaps with the benefit of the BI gradually ( Article 3- 2,

Article 13, Article 4-1, Article 14- 1, Article 15).

F. The BI is set as a claim prohibited to be seized to secure basic needs for livelihood (Article 4)

G. Establish the BI committee to study and implement the BI policy (Article 5~ Article 9).

H. Introduction a national recommendation system for the appointment of a fair and professional BI committee member (Article 7).

Basic Income Bill
(proposed by Rep. Cho Junghun) - continued

I. Establish a working committee and a secretariat to gather professional feedback about the policy and to handle necessary tasks (Article

8 and Article 9).

J. Allow the policy experiments to study the BI (Article 12- 1).

K. Place a restriction on the experiments to prevent the BI experiments from being manipulated for an election (Article 12- 2 , 12- 3).

L. Allow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to run the BI experiments (Article 13-1).

M. Place a restriction on the experiments by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to prevent the BI experiments from being manipulated for

an election (Article 13-2~ 7).

N. Place a restriction on the experiment conditions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BI experiments and require the result to be publicized

(Article 14).

O. Allow the preliminary BI to be exercised when the BI cannot be implemented due to the shortage of financial resources (Article 17).

P. Place a limit on the BI increase/decrease rate and set the BI lower-limit (Article 18).

Ⅱ Main content and significance of the BI bills

1. Mai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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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I to be paid to the legal parental right holders from birth till adulthood (Article 19).

R. Invalidate the eligibility of long-term non-recipients of the benefit (Article 20).

S. When the BI for the underaged is discovered to have been unfairly used by the legal parental right holders, the BI that has

been paid can be suspended and confiscated (Article 21).

T. The plan is to secure a stable fund for the BI by transferring a certain amount of the tax revenue to Special Accounting. The

tax revenue does not reflect the tax cut regulated by individual legislations and subordinate provisions such as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long-term goal is to make the tax system easier for people to understand

by creating elements that allow the individual legislation such as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to the basic

law (Article 23~Article 27).

U. When the local currency is used in viol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usage, the paid amount can be confiscated and a sanction

can be imposed (Article 28).

V. Stipulate special regulations that allow the confiscation of the BI at a low cost (Article 29).

Ⅱ Main content and significance of the BI bills

1. Main content

Basic Income Bill
(proposed by Rep. Cho Junghun) - continued

Basic Income Bill
(proposed by Rep.So Byunghoon)

A. The purpose of this bill is to confirm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basic

income and stipulate matters necessary for its implementation, contributing to the equal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fe

and fair social development (Article 1).

B. Key terminology and the basic idea of the BI are defined (Article 2 and Article 3).

C.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regarding the BI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people are defined (Article 4 and Article 5).

D. The BI committee should be formed under the Prime minister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BI basic plan every 5 years and

deliberate and pass the BI related matters (Article 7 and Article 8).

E. Prime minister shall notify the BI amount confirmed for the following year that is deliberated and passed in the committee by

31 December each year (Article 12).

F. The recipient of and application for the BI, BI payment and payment methods, payment suspension, loss of the right to receive

the BI, confiscation of the BI are defined (Article 13 ~ Article 22).

Ⅱ Main content and significance of the BI bills

1. Mai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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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Bill
(proposed by Rep.So Byunghoon)-

continued

G.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the BI and appeal are defined (Article 23 and Article 25).

H. Special accounting for the BI is to be established (Article 26~ Article 31).

I. Prescription of the BI, the BI information system, collecting the public opinion, and penalties are defined

(Article 32~ Article 40).

Ⅱ Main content and significance of the BI bills

1. Main content

Ⅱ Main content and significance of the BI bills

2. Significance 

• Not only Korean nationals but foreign spouses of Korean nationals as well as permanent residents are subject to the BI (right to

the social welfare and human rights are more inclusive).

• That the BI is the dividend of the commonwealth is stated in the purpose of the law (stipulated in the law for the first time).

• The BI is defined by faithfully incorporating the principles of the BI (the principles of being unconditional, universal, periodical,

paid-in cash, and individual are all included).

•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BI are defined (particularly, the principle of reaching sufficient BI as part

of the government’s obligation is stipulated).

• The low-limit or the amount of the BI payment is not delegated by the subordinate legislations but is stipulated in the bill

(uncertainty of the income range to be removed).

Significance of the BI bill
(proposed by Rep. Cho Jung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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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ain content and significance of the BI bills

2. Significance

• 'minimum material foundation',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s', 'real freedom and equality', 'equal

opportunity', and 'realization of social fairness' are set as the basic ideas of the BI (the evidence of legitimacy

and the basic ideas of the BI are specified in the bill).

• The BI is defined as “money paid individually to all citizens in accordance with this law, regardless of the level of

property, income and employment of the recipients” (specified the nature of being unconditional, universal,

individual, and paid-in cash).

• The content of and the distribution of rol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more appropriate

compared to the proposal of Rep. Cho Junghun.

•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re included as the BI recipients (right to the social welfare and human rights are

more inclusive).

Significance of the BI bill
(proposed by Rep. So Byunghoon

Ⅲ Review of the bill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I principles

1. Unconditionality

Proposal by Rep.Cho Junghun

Conditions  are attached to consumption despite the 

stipulated unconditionality in terms of recipients and 

requirement of the BI payment in the definition

• Extensive restrictions imposed on where consumption can

take place

• One more additional condition attached to the BI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 Selective provision of the BI is allowed during the

preliminary implementation

Proposal by Rep.So Byunghoon

Though not obligatory, the bill includes  a phrase 

that sounds somewhat conditional

• “All citizens should use the BI granted according to this

law appropriately”(Article 5-2)– the phrase ‘use

appropriately’ in the clause appears to be conditional to

som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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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eview of the bill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I principles

2. Universality

Proposal by Rep.Cho Junghun

“All citizens and actual residents” are estimated to be 

eligible to receive benefits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BI, but the range of the recipients are reduced 

by preliminary implementation regulation

Proposal by Rep.So Byunghoon

Set the process of passing the BI bill into the law 

gradually. Part of the universality during transition 

can be compromise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y

implement the BI in a limited manner, prioritizing

the benefits to subjects selected by age and

reg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til

sufficient fund for the BI is provided” (Article 33)

-Age and region are the minimum criteria to be

met in case of limiting the universality

Ⅲ Review of the bill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I principles

3. Gradual implementation of the BI as a process to reach sufficient BI

Proposal by Rep.Cho Junghun

Proposed to expand the BI gradually 
(Article 17 and Article 18)

Proposal by Rep.So Byunghoon

A strategy to maintain existing welfare benefits on 

top of the BI by stipulating that the basic income is 

not included in income during the asset 

investigation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s an additional measure to reach 

sufficient BI

When Impleme
ntation

Universality/
Unconditionality

Income range

From 
2021 to 

2023

Preliminary 
implement

ation of 
the BI

Selective BI by  
age, sex, housing 
status, and other  

conditions

More than 300K 
won a month

From 
2024 to 

2028

Full 
implement

ation of 
the BI

No criteria More than 350K 
won a month

2029
onward 

Full 
implement

ation of 
the BI

No criteria More than 500k 
won a month

More than 10% of 
the GDP of the 
previou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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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view of the bill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ng the right to receive the BI as a right

1. Evaluation of the bill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ng the right to receive the BI

 Rep. Cho Junghun’s bill states that “The BI is directly paid to people over the age of 19” (Article 19- 1), “The BI for people under

the age of 14 (hereinafter referred to as children) is paid to their parental authority holder or guardian” (Article 19- 2) ), “The BI for

people aged 14 to 19 yea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olescents) is paid to the adolescents and their parental authority holders

in proportion to the age of the adolescents set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9- 3).

 Although children and adolescents, as minors, are limited to make legal decisions and act on their own, there are no limitation to

opening a bank account when it comes to adolescents. Therefore, there is no reasonable justification for the BI to be divided

and paid to between the adolescents and their parental authority holders in proportion to the age of the adolescents.

 Rep. So Byunghoon's bill is more reasonable in the provision governing the application for payment.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the BI or a legal deleg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sic income claimant”) may apply

for the BI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rticle 14-1).

 The bill allows the beneficiaries or their legal delegates of the BI to apply for the BI and it does not include a clause defining who

the beneficiary is and the proportion of the payment to be paid.

First, the condition for the payment to the recipients should be 
thoroughly considered.

Ⅳ Review of the bill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ng the right to receive the BI as a right

 Rep. Cho Junghun's bill states that “The right to receive the BI will be extinct if the BI is not received within one year from the start of

payment. (Article 20-2).

 Rather, the exact opposite rule is needed. Given the dividends to the commonwealth is the source of the BI, there is no reasonable and

legitimate basis for specifying the extin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the benefits even if the BI payment has not been applied for or

received within one year. It would be the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o delete the criteria especially when it comes to children and

adolescents. They should be allowed to make a choice to receive the benefits when they become adults.

 Rep. So Byunghoon's bill states that “The rights of the beneficiaries of the BI under this law and the right to request for the returned

amount under Article 21 shall be extinct upon completion of prescription unless exercised for five years” (Article 32).

 This kind of practice is a result of pursuing convenience in implementing policies and the business-as-usual attitude in the legislative

proces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vi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s of the BI beneficiaries.

 In a new era and a new system, a new legal standard is requir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actices such as the UK's Child Trust Fund

(CTF) and the US and Canada's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s). I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BI is not set, it is possib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o accumulate the benefits and claim them when they reach adulthood with the interest converted into the

time of the claim.

Second, the criteria for extinction of the right to the BI should be reconsidered. 

1. Evaluation of the bill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ng the right to receive the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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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view of the bill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ng the right to receive the BI as a right

 Rep. Cho Junghun's bill states that the payment shall be suspended or returned when the provision of ‘use for

children only’ is violated.

 The placement of the condition in and of itself is in violation of the unconditionality. At the same tim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criterion of 'use only for children' in terms of the efficacy of the provision. Verifying the

violation is also questionable. Against this backdrop, the provision of suspending the payment appears to be

excessive.

 In terms of the consisting of the provision, Rep. So Byunghoon's bill appears to be reasonable. The provision of

the suspension is a clause that lists the reasonable justifications for the suspension, and it does not imply the

suspension as a form of sanction in nature.

Third, the provision for the suspension and return of the BI should be reconsidered.

1. Evaluation of the bill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ng the right to receive the BI

Ⅳ Review of the bill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ng the right to receive the BI as a right

2. Inadequacy of emergency relief fund as additional basic income

The article regarding the 'emergency relief fund’ income 
by Rep.Cho Junghun needs to be reconsidered

Inadequate to stipulate additional income, ‘emergency relief fund’, in the BI bill

 Emergency relief fund already exists in the 「Emergency Welfare Support Act」. Under

the circumstance, it is difficult to secure validity of the argument of establishing the

fund under the same name and the purpose in both practical and legislative aspects as

it overlaps with the existing benefit.

 If concerned with the recurrence of debate over the universality and unconditional in a

disaster situation such as Covid-19, it should be called 'Disaster Basic Income' as it is

the BI. Also, it would be adequate to define the additional amount to be provided on top

of the BI during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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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Review of the bills from the perspective of authority of the BI provider

1. Distribution of authorit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roposal by Rep.Cho Junghun

 Only the central government sets and 

implements policies. Right to implement 

policies is not granted to the local 

governments, only the right to run the BI 

experiments is allowed (Article 13-1, 

proposal by Rep. Cho Junghun).

Proposal by Rep.So Byungho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m the 

BI committees each, and each government is 

granted an authority to implement the BI.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s is defined as a 

body to implement the national policies.

Ⅴ Review of the bills from the perspective of authority of the BI provider

2. Excessive violation of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s

Proposal by Rep. Cho Junghun

Local governments reduced to run experiments only, 

subject to stricter sanctions

 The BI experiment is also reported to the committee, and the committee holds a

power to suspend the experiment if the committee determines that there is an

overlapping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over the local governments' institution (Article 26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which is pointed as a problem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has been further intricated, and excessive

authority is granted to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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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Review of the bills from the perspective of authority of the BI provider

3. Committee as a unit to decide the BI payment

Proposal by Rep.Cho Junghun

Issues with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BI committee

 Excessive authority of the committee: That the committee can restrict and impose sanctions on the

local governments that run the BI experiments is in violation of the nature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 system.

 Inappropriate process of appointing members of the committee, leading to overly self-inflated

reputation of the committee (Article 7-1~9, proposal by Rep. Cho Junghun): Stated the process of

appointing one head of committee and 24 members based on the most recommended by the national

recommendation system. This method could be used for other types of elections. The process appears

to give an inflated reputation to the committee, not to mention the inefficiency of the process.

 There is no justification that the committee can control the local governments’ BI experiments.

Thank you.



원본 人(추사 김정희 서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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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Dongsuk Oh, Professor, School of Law, Ajou University, Korea

토론문 I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의 관점도 중요하다. 압축적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구조화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 노동・일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과 경제적 평가(부불노동에 대한 사회적 임금 지급), 자본과 기업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사후 지급 및 생태 위기에 대한 부담금의 사후 지급의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하면, 기본소득법안이 기본소득 도입에는 현실적이지만, 기본소득 자체는 현실적이지 않은 역설적 결과가 된다. 
부유세, 대기업세, 국토보유세 등 다양한 세원 발굴과 과감한 징세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소득의 이념은 인간다운 존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소병훈의원안)가 아니라 
‘적정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기본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기본소득 금액의 감소율을 연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본소득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조정훈의원안 제18조제2항). 이른바 ‘역진 방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 상승률 또한 법률로 제한하기보다는 최소상승률을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구성의 경우 원내정당이 각 1인씩 추천하는 7명으로 하여 숙의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에서는 위원 
수를 특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론화의 확산을 위해서 시민이 전화 또는 인터넷 투표를 통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다소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 국가 예산과 연동하여 기본소득 
수준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비롯한 지방재정구조 개혁 등을 동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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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Legislation to realize basic income
 

When it comes to the constitutional ground for the basic income, the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is an important perspective to be considered. Historical background for the compressed and rapid 
economic growth and structured inequality, recognition and evaluation of the social and economic 
value of social work and labor(provision of social income for unpaid work), payment for the social 
cost incurred by capital and corporates, and payment for the cost related to the ecological crises 
are those things to be considered. If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are not provided for the basic 
income, we will face a paradox that the basic income bill itself is realistic in terms of introducing 
the basic income system, but actual provision of the income is not. To make the bill feasible, it is 
inevitable to seek out a new source of tax revenue such as wealth tax, conglomerate tax, national 
land holding tax, etc. and prepare for legitimate justification for drastic taxation. 

To provide a right to a life with dignity to people, the fundamental idea of the basic income should 
not be based on the ‘minimum basic material’ (proposed by Rep. So Byunghoon), but ‘guarantee 
decent quality of life’. In addition, it is not appropriate to grant the Basic Income Committee a right 
to set the rate of decrease in the amount of basic income within the 10% range per yea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8- 2 proposed by Rep. Cho Junghun). The so-called “ratchet 
mechanism” principle should be applied here. Besides, when it comes to the rate of increase in 
the amount, the step in the right direction would be setting a minimum increase rate rather than 
placing a cap on the rate by law. For appointing 7 members of the Basic Income Public Debate 
Committee, each party should be allowed to recommend one, and that is the way to properly 
honor the open discussion, a key feature of a democracy. The number of members should not be 
governed by the law. Rather, it should be decided upon the hands of Korean citizens by their active 
participation through telephone or online voting.

Clear direction for the basic income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even if the content might appear 
to be somewhat unrealistic. The basic income amount should be set in association with the 
national budget, and the fiscal structure in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formed along with 
the vertical and horizontal fiscal adjustment institution by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