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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소개  SESSION INTRODUCTION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보편적 재정지출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사회전환
Necessity of Basic Income as universal expenditure  

in COVID-19 Pande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보편적기본소득(UBI)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다음과 같은 뚜렷한 장점들이 
있다. 우선 UBI는 기존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상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처리비용이나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 성과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다수의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UBI는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여파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의 취약성, 즉 불평등의 규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UBI 혹은 유사 UBI를 실시해왔고, 곳곳에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우선 팬데믹 
UBI는 가장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질병확산세 감소에 일조함으로써 팬데믹으로부터의 해방을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UBI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UBI는 코로나 19의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도구임이 증명되었다. 이번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발생했으며, 금융 위기는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11년 만에 발생했다. 제대로 설계된 UBI는 이러한 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이러한 
UBI는 “툴킷”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나 애머스트 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MIT에서 폴 새뮤얼슨의 지도 아래 24세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27세의 나이에 예일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등의 교수직을 거쳐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하였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컬럼비아 대학교의 석좌교수직을 맡고 있다.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 개혁을 주도했으며, 세계은행 부총재 겸 수석 경제학자를 지냈다. 
1979년 미국에서 가장 독창적인 경제학자에게 주는 존 베이츠 클라크상을 수상했고, 2001년에는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 경제학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정보 경제학의 대가이며 소득 재분배, 기업 지배 구조, 국제 교역 조건 등이 주요 연구 분야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세계화와 그 불만>, <끝나지 않는 추락>, <불평등의 대가>, <시장으로 가는 길> 등과 아마르티야 
센등과 공동저술한 <GDP는 틀렸다>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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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Basic Income(UBI) is a means for guaranteeing basic level of life for all members of society 
and has distinctive advantages. First of all, UBI could make up for shortcomings that the existing 
social welfare programs have. For example, it could reduce administrative costs and address the 
issues of some blind spot occurring the process of setting  targets. As such, UBI taking an encouraging 
role has been contributing to addressing diverse issues caused by the COVID-19 outbreak. 

Sudden economic fallouts of COVID-19 have exposed vulnerability of economic system and 
the scope of inequality through the world. In order to deal with it, a large number of nations 
implemented UBI　or some similar programs with UBI. So, the effectiveness has been proved at 
every corner of the world. Indeed, UBI during the pandemic is effective in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individuals and at the same time preventing the economic downturn from getting 
worse. Also, it is evaluated to be helpful in curving the spread of contagious disease to ultimately 
accelerate the process of getting free from the pandemic.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to discuss UBI in the post-COVID era. UBI has been proved to be an 
effective tool to respond to emergencies such as COVID-19. This crisis has happened in 12 years 
sinc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had happened in 11 years since 1997 crisis in Southeast 
Asia. Well-designed UBI could be an integral part to responses to this kind of crisis and the UBI 
needs to be embedded in the standard of “tool kit”. 

Joseph E. Stiglitz, a Nobel Laureate in Economic Sciences in 2001, was born in Indiana, US. He 
attended Amherst College, then, obtained his PhD in economics under the taught of Paul Anthony 
Samuelson from MIT when he was 24. When he was 27, he was hired as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In subsequent years, he held academic positions at Stanford and Princeton University. He also has 
been currently serving as a endowed-chair professor at the Columbia University since 2001. Under 
the Clinton administration, he served as chair of the President’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to 
lead government reforms and also worked as senior vice president and chief economist at the 
World Bank. He received the John Bates Clark Medal given to the US’ most creative economists 
in 1979, and shared the Nobel Memorial Prize in Economics in 2001 “for laying the foundations 
for the theory of markets with asymmetric information.” He is a master of information economics 
and his primary research interests are income redistribution, corporate govenance, and global 
trade conditions. His representative publications are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Free 
Fall: America, Free Markets, And the Sinking of the World Economy>,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and <Whiter Socialism?>. He is also a co-author of 
<Mismeasuring our Lives> along with Amartya 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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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 2001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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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Columbia University, USA / Novel Prize in Economic Sciences (2001) 

요약문 I 기본소득과 팬데믹
 

부유한 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 기본적인 생필품(건강, 음식, 주거, 교육, 일)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여러 대안들이 있다.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UBI)이 그 대안 중 하나로, 여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장점이 있으며,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UBI는 사회적 평등뿐 아니라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수도 있다.   

많은 국가들이 팬데믹을 겪는 와중에 UBI(또는 UBI와 유사한 것)로 눈을 돌렸다. 이러한 팬데믹 중에 시행 된 UBI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했고,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했으며, 질병의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UBI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신속한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항상 그렇듯,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UBI 설계를 개선함으로써 “투자 대비 효과 또는 가성비(bang for 
buck)”를 개선할 수 있었다. 한국은 훨씬 더 효과적인 UBI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UBI는 코로나19라는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기는 일상적인 
삶의 특징이기도 하다. 위기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UBI, 특히, 제대로 설계된 UBI 프로그램은 이러한 
위기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툴킷(Toolkit)”의 표준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기와는 별도로, 제대로 설계된 UBI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평등 증진을 위한 도구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아져만 가는 불평등 수준을 감안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재량껏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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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Basic Incomes and the Pandemic
 

A rich society can and should ensure everyone a basic standard of living, with access to basic 
necessities of life (health, food, shelter, education, work).  There are alternative ways of doing so.  
The universal basic income (UBI) is a way of doing so which has some distinct advantages, which 
I will describe.  Moreover, there is that it may even contribute not just to social equality but  to 
economic performance.  

Many countries have turned to UBI (or something approximating a UBI) in the midst of pandemic.  
The pandemic UBI protected the most vulnerable individuals, helped prevent the downturn 
from getting even deeper, and played a role in checking the spread of disease.  One of the big 
advantages of UBI was that it  could be implemented quickly,

As always, design matters.  In the U.S. a better design could have improved the “bang for buck”. 
Korea showed how one could design a much more effective UBI.  

UBI has proven itself to be an effective instrument in responding to the COVID-19 emergency.  But 
regrettably, crises are a regular feature of life:  They happen frequently and are hard to predict,  
UBI—particularly well-designed UBI programs—can be an important part of the response to such 
crises.  They should be a standard part of the “toolkit.”

Over the long term, even apart from such crises, well-designed UBI programs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mix of instruments for promoting social equality.  Given the ever-increasing levels of 
inequality in most countries, we will have to use all the instruments at our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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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I 기본소득과 팬데믹

기본소득과팬데믹

Joseph E. Stiglitz

2021 대한민국기본소득박람회

보편적기본소득

• 부유한 사회는 모든 구성원에 생활 필수품(보건, 식품, 주거, 교육, 일)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보장해야 한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 보편적 기본소득(UBI)이 그 중 하나이며,  이는 뚜렷한 장점들이 있다. 

• 대상선정 프로그램과 비교 시, 낮은 행정처리비용

• 대상선정은 항상 불완전함 – 종종 절실하게 지급이 필요한 일부 개인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보편성은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 자산조사급여 프로그램에서 야기될 수 있는 수치심을 피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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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자원을제공함으로써, 자신이보유한기술에부합하는일을모색할수
있음

• 불평등완화 –다양한이유를근거로, 더욱평등한사회가더높은성과를낸다는
인식이널리확산되어있다. 

• UBI의 “사회안전망(Safety net)”으로인해더많은위험감수가가능해진다.

• 사회적복지에대한혜택은더욱증대된다. 

• 개인들은, 기본소득이없다면가능하지않을방식으로자신의 관심사및
열정을추구할수있게된다. 

• 개인들의교육에대한투자를촉진하며, 이는사회적전환에필수적인것이다. 

3

경제적성과에도기여할수있다는증거

• 팬데믹이갑작스럽게발생했다.

• 이에따른경제적여파또한갑작스러웠다. 

• 이러한위기로인해경제시스템의취약성이그대로드러났다.
(그리고불평등의규모도여실히드러났다.)

• 수많은개인들은한달한달근근이생활을유지한다. 

• 미국과같은일부국가에서는, 사회적안전망이충분치않다.  

• 실업률급증문제를다룰행정적역량이없다. 

• 미국과같은일부국가에서는, 병가에대한의무가없다. 

• 남은휴가가없는근로자들은아플때도가능하면, 출근을했다.

• 이로인해, 전염병이더욱확산되었다. 
4

많은국가들이팬데믹중에 UBI(또는유사 UBI)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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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UBI

• 가장취약한개인들을보호함

• 동시에, 경기침체가더욱심화되는것을방지하는데도움을줌

• 경기침체는, 공급측면(특히, 봉쇄조치기간에)과수요측면(한달한달월급에의존해살아가는사람들이
일자리를잃자, 지출을줄일수밖에없었다)에서동시에나타났다. 

• 하위계층의절반이지원금을지급받자지출이증가했다는증거

• 질병확산세감소에일조

• 개인은아프면일을갈수없음

• 봉쇄조치가더욱정치적으로수용됨

• 심화된경기침체가장기적인(히스테리시스)효과로이어지며, 이러한여파로증가하는
기업들이파산했고, 가계와기업들의재정상황은더욱심하게악화되었다. 

• UBI가신속하게시행될수있었다. 

• 건전한행정적기반및금융시스템을가진국가들은특히, 자금이국가에서개인계좌로신속하게이전될수
있었다. 

• 미래를위한중요한교훈 : 필요한연결(링크)을구축하라.
5

미국내 “가성비(투자대비혜택)은분명히개선되었다. 

• 부유한개인들은지급된금액을저축했으며, 따라서경제진작효과가크지않았다. 

• 평균저축률은 2분기에 25% 정도까지증가했으며, 그이후 15%가량까지하락했다. 
“정상”시기보다훨씬더높은저축률을보였다. 

• 소득분배최하위계층에서는저축률이거의 0%였다.(더욱정확하게는, 연체된월세를
감안하면마이너스) 따라서상위계층의저축률이높다는점을보여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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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이설정된지역화폐-경제에자금이필요한시기인,  지금 “자금”을
써야한다. 지출이인플레이션압박을가중시킬수있는 “나중”에는안된다.  

• 지역화폐는필요한경제부분에서사용되도록제한되어설계되었다. 

• 지역서비스 –제조업이아닌(제조업분야에지출되는경우, 무역적자를
높이고, 내수경제에영향을거의미치지않음)

• 팬데믹의영향은업종별큰차이를보였으며, 따라서, 지출을목표로하는
것이중요하다. 

7

한국은어떻게하면기본소득을더잘설계할수있는지를보여주었다.

대안: 고용보장

기본 원칙

1. 일에는 존엄성이 있다.

2. 해야 할 일이 많다. 

a. 기후변화에 맞춘 경제 개편

b. 노인, 환자, 청년을 위한 돌봄 제공

i. 차별의 결과로 이러한 직업 군의 임금이 낮음

ii. 임금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함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됨

iii. 부유국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로봇 및 AI로 일자리가 부족한 시기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까지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 그 시기가 도래하면, 일자리의 접근성에 대한 평등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예: 노동일수 단축을 통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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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시대의UBI

• UBI는코로나19의긴급상황에대한대응에있어효과적인도구임이증명되었다. 

• 위기는자주발생하며, 예측하기가어렵다. 이번위기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
이후 12년만에발생했으며, 금융위기는 1997년동아시아위기이후 11년만에
발생했다.  

• UBI-특히, 제대로설계된 UBI는이러한위기대응에있어중요한부분이될수
있다. 이러한 UBI는 “툴킷”의표준의한부분이되어야한다. 

• 그리고각국가는 UBI가반드시신속하게실행될수있도록추가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 
신기술로인해이러한과정이더욱수월해질것이다. 

9

사회평등증진을위한다양한도구의조합

• UBI는정상시기에여러도구의포트폴리오에포함되어사용될수있도록고려할필요가
있다. 

• 고용보장프로그램과동반되어사용될수있다.

• 개인과가계가위기의균열된틈새로빠지지않도록해야한다. 

• 대상선정프로그램이아닌기타프로그램(정치적으로더많은지지를받는다거나행정적으로비용이
덜드는프로그램)

• 투자비용대비더큰성과를낼수있도록설계될수있다. 

• 팬데믹 UBI프로그램이나기타 UBI 실험과같은경험을통해데이터를제공해야한다.                    
이를통해 UBI의영향에대해서, 그리고 UBI프로그램을더욱개선된방식으로설계할수있는
방법에대한교훈을얻어야한다. 

• 대부분의국가에서불평등수준이높아만지는상황을고려하면, 이러한모든도구를재량껏
활용할수있어야할것이다. 10



사람을 사람답게  367 

Basic Incomes and the 
Pandemic

Joseph E. Stiglitz
2021 Korea Basic Income Fair

Universal Basic income
• A rich society can and should ensure everyone a basic standard of 

living, with access to basic necessities of life (health, food, shelter, 
education, work)

• There are various ways to achieve this
• The universal basic income (UBI) is a way of doing so that has some 

distinct advantages
• Low administration costs relative to more targeted programs
• Targeting is almost always imperfect—money often doesn’t get to 

some individuals who desperately need it
• Universality can garner stronger political support
• Avoids the “indignities” of means tested programs

2

Presentation I Basic Incomes and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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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evidence that it may even 
contribute to economic performance 
• Gives individuals resources to search for a good “match” for their 

skills

• Reduces inequality—and there is now a widespread understanding 
that more-equal societies perform better, for a whole variety of 
reasons

• “Safety net” of UBI allows for more risk-taking

• Benefits to societal welfare are even greater
• Allows some individuals to pursue their interests and passions in 

ways that they otherwise couldn’t

• Facilitates individuals making educational investments that are 
necessary for societal transformations

3

Many countries have turned to UBI (or 
almost UBI) in the midst of pandemic
• The pandemic happened suddenly
• The economic fallout was equally sudden
• The crisis exposed fragilities of the economic system (and the 

magnitude of inequalities)
• Large numbers of individuals living paycheck to paycheck
• In some countries, like the US, inadequate social safety net

• Without the administrative capacity for handling surge of 
unemployed

• In some countries, like the US, no mandatory paid sick leave
• Workers without reserves went to work if they could, even when sick
• Spreading the dise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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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mic UBI 
• Both protected the most vulnerable individuals

• And helped prevent the downturn from getting even deeper

• Downturn was simultaneously a supply side shock (especially evident in the lockdowns) 
and a demand side shock (as individuals who were living paycheck to paycheck lost their 
jobs and were forced to contract spending)

• Evidence that spending went up when individuals in the lower half of the population 
received their checks

• Played a role in checking spread of disease

• Individuals could afford not to go to work when they were sick

• Made lockdowns more politically acceptable

• A deeper downturn could have had long-term (hysteresis) effects, with scarring—as 
more firms went bankrupt and as household and firm balance sheets were more deeply 
weakened

• UBI could be implemented quickly

• Especially in countries that had a good administrative basis and good financial system—so 
money could be quickly transferred from government to the accounts of individuals

• Important lesson for future:  create the necessary links
5

In U.S. “bang for buck” might have 
been improved
• Well-off individuals put checks into savings—didn’t stimulate 

the economy much
• Average savings rate increased in 2nd quarter to around 25%, 

before falling to around 15%—much higher than “normal” rates

• With savings at the bottom close to zero (or more accurately 
measured, negative—postponed rent payments), this implies very 
high savings rates at the to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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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owed how it could be even 
better designed
• Time-dated vouchers—so “money” had to be spent now, 

when the economy needs it—not later, when spending could 
add to inflationary pressures

• Vouchers can be designed to be limited to spending in 
sectors of the economy where needed
• Local services—not manufacturing (spending on which would 

increase trade deficit, with little impact on the domestic 
economy)

• Pandemic had large differential effects across sectors, and so it 
was important to try to target spending 7

An alternative:  Guaranteed 
employment
Underlying principles
1. There is dignity in work
2. There is much work that needs to be done

a.    Retrofitting the economy for climate change

b. Providing care for the elderly, the sick, our youth
i. Low pay in these professions result of legacy of discrimination

ii. Pay should reflect social value—not exploitation of market forces

iii. Rich countries can afford to pay livable wages

In long run, robotization and AI may lead to a world where there is a scarcity of 
jobs—but we’re decades away from that
• When that day arrives, may have to confront issues of equality in access to 

jobs (e.g. through shortened work week)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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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 in the post-pandemic world
• UBI has proven itself to be an effective instrument in 

responding to the Covid-19 emergency

• Crises happen frequently and are hard to predict—this crisis 
occurred just 12 years after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at crisis occurred just 11 years after 1997 East Asia crisis

• UBI—particularly well-designed UBI programs—can be an 
important part of the response to such crises. They should be 
a standard part of the “toolkit”
• And countries should take further actions to ensure that they can 

be quickly implemented—new technologies make this far easier 9

A mix of instruments for promoting 
social equality
• UBI needs also to be considered for inclusion in a portfolio of 

instruments in more normal times
• Along with a work guarantee program
• Important to ensure that individuals and families don’t fall between the 

cracks
• Other advantages (such as greater political support and lower administrative 

costs) than targeted programs
• Can be designed to have big bang for the buck

• The experiences with the pandemic UBI programs and other 
experiments with UBI should provide data from which we can learn 
much about the impacts of UBI and how to design better UBI programs

• Given the ever-increasing levels of inequality in most countries, we will 
have to use all the instruments at our disposa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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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소개  SESSION INTRODUCTION 

기본소득과 사회적 모성/영성 - 사냥꾼 세상 넘어 제2의 ‘축의 시대’를 열다
Basic Income and Social Caring & Spirituality

- Opening the Second 'Axial Age' After the Hunter’s Age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명제는 근대를 이끌어온 정언이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왔다. 노동의 종말, 월가 파동, 기후 위기, 초미세 먼지, 후쿠시마 핵사고에 이은 
팬데믹 사태 앞에서 인류는 지금 패닉 상태에 있다. 

기본소득제는 이 난감한 상황을 풀어내려는 해결책이다. 나는 여기서 성평등의 실현 없이는 이 제도가 실현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역사의 기원과 목표](1949)에서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가 인간 
문명 진화의 결정적 시간이라면서 이를 ‘축의 시대’라 불렀다. 농경과 목축 시대가 열리고 부의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복잡한 
정치체제와 신분제, 그리고 영혼불멸의 피라밋을 짓는 등 완벽한 관념 세계를 창조한 이른바 ‘문명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이 시기는 노예제와 정복 전쟁 등 인민의 고통과 비참이 극에 달한 시기로 이른바 4대 종교가 출현한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은 그 축의 시대를 거쳐 완성된 문명의 마지막 시간이자 새로운 문명의 시작점이다. 그 문명은 ‘남성인간’이 주도한 
역사였다. 새 문명의 기틀이 될 기본소득제도는 따라서 ’탈근대적 post-modern‘ ’탈 남성휴먼적 post-male human‘ 
과제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의 시대’ 이래 진행되어온 물적 축적과 상호 죽임의 시대에 대한 통찰에서 
시작한다. ‘폭력’에 기반한 ‘사냥꾼 세계’를 너머 ‘상생‘에 기반한 ’살림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 “만물은 서로 적대한다”는 상호 
적대 원리가 아니라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상호 부조 원리가 살아있는 사회를 회복하는 일이다. 

특별연설을 맡은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는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사, 미주리대학교 
컬럼비아교 대학원 문화인류학 석사, UCLA 대학원 문화인류학 박사 과정을 거쳤다. 이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과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하자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선망국의 시간, 노오력의 배신, 다시 마을이다 외 20여권의 
책을 집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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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ote from the bible, "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he eat," is what moved the modern 
era forward. However,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ion took ‘work’ away 
from us and brought a new era where money makes money. The mankind went through a lot over 
the recent years such as the end of labor, ‘Occupy Wall Street’ movement, the climate crisis, rising 
fine dust level in the atmosphere,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and the COVID-19 pandemic in 
2019. Now, the whole world is put in panic. 

Under the circumstance the discussion over the basic income is an attempt to find a way to tackle 
very fundamental and multifaceted challenges facing us. What I want to suggest here is that the 
system of basic income could be realized only when gender equality is achieved. Karl Jaspers, a 
philosopher, wrote that the period between the 9th to 3rd  century BC was very decisive for the 
evolution of civilization, calling it the ‘Axial Age’ in his book [The Origin and Goal of History](1949). 
The heroes during the period were all ‘male humans’ who built immortal pyramids and created the 
world of perfect idea in itself. Basic income is a ‘post-modern’ and ‘post-human’ project that could 
break down this nature- exploitative hunter’s civilization. Scrutinize the ‘Axial Age’ will provide 
insights for the new beginning of post human civilization. That is to recover a world of compassion 
and caring which has been cultivated by women of nurture in contrast to a world based on hunters’ 
violence. How to recover a society where principle of reciprocity where ‘all things in the world helps 
one another’ is challenge for us who want to realize the basic income system. 

The special speaker, Haejoang Chohan, emeritus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at the Yonsei University, completed her Bachelor’s degree in history at the Yonsei 
Univ., Master’s degree in cultural anthropology at the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and a PhD in cultural anthropology at the graduate school of UCLA. Since then, she 
served as head of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the Yonsei University, co-chair of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and president of Haja center. Meanwhile, she wrote 
around 20 books including “The time of the Envy Country”, “The Betrayal of Hard Work”, and “Again,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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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혜정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Haejoang Chohan, Emeritus Professor, �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Yonsei University, Korea

요약문 I   기본 소득과 사회적 모성/영성 - 사냥꾼 시대를 넘어 제2의 '축의 시대'를 열다 -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명제는 근대를 이끌어온 정언이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왔다. 노동의 종말, 월가 파동, 기후 위기, 초미세먼지, 후쿠시마 핵 사고에 
이은 팬데믹 사태 앞에서 인류는 지금 패닉 상태에 있다. 기본소득제는 이 난감한 상황을 풀어내려는 해결책이다. 나는 
여기서 성평등의 실현 없이는 이 제도가 실현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역사의 기원과 
목표](1949)에서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가 인간 문명 진화의 결정적 시간이라면서 이를 ‘축의 시대’라 불렀다. 
농경과 목축 시대가 열리고 부의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복잡한 정치체제와 신분제, 그리고 영혼불멸의 피라밋을 짓는 등 
완벽한 관념 세계를 창조한 이른바 ‘문명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이 시기는 노예제와 정복 전쟁 등 인민의 고통과 비참이 
극에 달한 시기로 이른바 4대 종교가 출현한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은 그 축의 시대를 거쳐 완성된 문명의 마지막 시간이자 
새로운 문명의 시작점이다. 그 문명은 ‘남성인간’이 주도한 역사였다. 새 문명의 기틀이 될 기본소득제도는 따라서 ’탈근대적 
post-modern‘ ’탈 남성휴먼적 post-male human‘ 과제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의 시대’ 이래 진행되어온 
물적 축적과 상호 죽임의 시대에 대한 통찰에서 시작한다. ‘폭력’에 기반한 ‘사냥꾼 세계’를 너머 ‘상생‘에 기반한 ’살림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 “만물은 서로 적대한다”는 상호 적대 원리가 아니라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상호 부조 원리가 살아있는 
사회를 회복하는 일이다. 

Abstract I Basic Income and Social Caring & Spirituality 
- Opening the Second 'Axial Age' After the Hunter’s Age

"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he eat," was a canon which moved the modern era forward. 
However,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ion took ‘work’ away from us. The 
mankind went through a lot over the recent years such as the end of labor, the climate change and 
ultrafine dust level in the atmosphere,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and the COVID-19 pandemic in 
2019. Now, the whole world is in panic. Under the circumstance the discussion over the basic income 
is an attempt to find a way to tackle very fundamental and multifaceted challenges facing us.
What I want to suggest here is that the system of basic income could be realized only when gender 
equality is achieved. Karl Jaspers, a philosopher, wrote that the period between the 9th to 3rd  
century BC was very decisive for the evolution of civilization, calling it the ‘Axial Age’ in his book [The 
Origin and Goal of History](1949). The heroes during the period were all ‘male humans’ who built 
immortal pyramids and created the world of perfect idea in itself. Basic income is a ‘post-modern’ 
and ‘post-human’ project that could break down this nature- exploitative hunter’s civilization. 
Scrutinize the ‘Axial Age’ will provide insights for the new beginning of post human civilization. That 
is to recover a world of compassion and caring which has been cultivated by women of nurture 
in contrast to a world based on hunters’ violence. How to recover a society where principle of 
reciprocity where ‘all things in the world helps one another’ is challenge for us who want to realize 
the basic inco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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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과 사회적 모성/영성
- 사냥꾼 시대를 넘어 제2의 ‘축의 시대’를 열다 –

2021년 4월 29일
조한 혜정

1.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나?

발표자료 I 기본 소득과 사회적 모성/영성 - 사냥꾼 시대를 넘어 제2의 '축의 시대'를 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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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와 혐오의 정치 Racism, Nationalism, Sex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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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자본주의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는 자들

(무기상,도박꾼과 거간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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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금요일>
“우리 세대의 삶을 훔치지 말라. How Dare You?”

2.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달라진 사회인식
”기본소득? 뭔 소린가 했는데 이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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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을어렵게하는시대의명제/명령

1) “일하지않는자먹지도말라.”/“더일하고더소비하라!” (자유주의)

2) “아무도남을돌보지마라.”/“돈만벌어라” (신자유주의)

1) “일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 코로나 시대 4 계급 (Robert Reich)
The Remotes 원격근무 가능한 노동자(35%)
The Essentials 필수적 일 노동자(30%)
The unpaid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The Forgotten 잊혀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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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재규정: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플렛폼 노동
the new culture of hypercapitalism, where all of life is a paid-for 

experience“-J. Rifkin

2.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국가가 돌본다!”
무상 급식, 돌봄 교실,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다자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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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식 복지와 권위주의적 관료 행정 (Iron Cage)
시혜적 복지/ 증명해야 하는 자격

무수한 복지형 공모사업으로 분주한 시민

사회보장제도는 무엇을 보장하는가?
비대해진 공무원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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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대한 전환 the Great Turning

1) 행동 하기, 생활정치
holding actions
온라인 오프라인 운동

2) 지속가능한 조건
sustainable structure 
기본소득+ 공유제

3) 의식 전환
Shift of Consciousness
인식론 vs 존재론

‘우동사’의 실험: “ 200 만원 vs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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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인식이 아닌 존재자적 전환(Onto-Cartography 레비 브라이언트)

새로운 세포, 프렉탈 우주론

“개혁이 아니라 개벽!” 
망가진 지구상에서 타자들과 더불어 되기

제2의 천년, ‘여성 인간’을 만나다-도나 J 해러웨이
인류의 진화, 인간과 동물과 사이보그에 관한 전복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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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꾼이 주도한 철기 시대 (기원전 1200-2000) 이후
MAN THE HUNTER, WOMAN THE GATHERER 가설

가부장적 문명의 출현 (5만년 중 5000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영원 불멸을 꿈꾸는 존재들이 이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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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으로 빛나는 축의 시대 Axial Age (B.C.9C- B.C.2C)”
>The Origin and Goal of History (Karl Jaspers, 1949)  
>The Great Transformation (Karen Armstrong,2010)

“인간(남성)의 창조성이 뜨겁게 폭발한 시대, 아직 그 시대의 통찰 속에 있다.”
* 부의 축적과 문자의 발명, 노예제, 그리고 정복 전쟁 와중에 형성된 4대 문명
* 피타고라스와 붓다, 공자의 시대에 주화가 탄생한 이유는?(D Graeber)

1) 타인의 고통과 인간의 비참을 슬퍼하는 공감과 자비의 정신 (카렌 암스트롱) 
기본소득의 예언자적 제안과 실행 : 휴식, 멈춤, 노예해방, 토지 재분배, 부채탕감:
안식년과 희년법 (유대 그리스도교), 보시 (불교), 자카트 (이슬람), 무항산무항심 (맹자)
2) 유일신 ‘보편’ 종교 vs 다신교, 샤마니즘, 애니미즘, 시대적 특수 산물

근대 문명의 기초를 닦은 위대한 사상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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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 시대 이후 형성된 남성중심 문명의 몰락
이분법적 질서: 생산/재생산, Nature/Culture, 음/양

• 목적 달성. 경쟁, 승부, 

효율, 독점, 효율, 관리, 

성과, 토건

• 권력 집중, 중앙 권력,위

계, 객관성, 법칙, 통계, 

하드웨어, 제도, 경제, 

규칙

• 유일신, 절대자

도구적 합리성/체계

• 소통, 돌봄, 협동, 공존

• 과정, 성장, 환대

• 권력분산, 지방분권, 

간주관성, 일상, 해석, 이

야기, 소프트웨어, 문화,  

일상, 의례, 합의

• 다신, 샤머니즘, 애니미즘

소통 합리성/생활세계

공공

가정, 지역
공동체 친족
공동체
[생산]

소규모 부족 사회
(수렵채취사회)

공공

가정
[생산]

중세 봉건제

공공
(국가>시장)

[생산]

가정

근대 자본주의 사회

[낙관적 전망]

[비관적 전망]

시장>국가

• •
•

•

•

•

••

•

••

••

•
•

파편화된
개인

시민사회

공공

가정,지역
공동체

4. 제 2의 축의 시대:  사냥꾼의 세상에서 살림의 세상으로,      
성별 분업에 따른 가정 공공 영역의 이분법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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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의 전쟁: 가정주부화에서 시작된 파탄
• 평등 교육 = 고용 평등? ‘강요된 돌봄’에 대한 거부감

“성차는 없다!”
맞벌이 + 맞돌봄 = 공공/가정 균형과 모성적 부성

자수성가 가장이 되기 힘든 무업, 무용 사회
“남성 차별 문제 심각한가?” 

(시사인 천관율,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의 탄생” 20190415)

20대 여 “심각하지 않다” 60.3% 
vs 20대 남 “심각하다”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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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묻기 시작한 질문
“오랫동안 나는 여성이란 존재는 미스테리라 생각해왔다

지금은 남자로서의내가 그렇다
나는 여성이 어디에 소용 이 되는지 알 것 같다
하지만 남성은 어디에 소용 이 된단 말인가
이 시대의 남자는 나침반도 없이 항해를 한다

- 필립 장, 엘리자베스 바텡데의 『 XY 』(1993) 25쪽에서 재인용

“성차는 있고, 또 없다.” 
콜버거 vs 길리건 논쟁 (도덕 발달 단계 이론) 
이성, 정의와 권리 vs 구체적 관계, 배려와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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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핌/돌봄 사회로의 전환: 여성주의적 세계관의 회복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모성과 영성

“돌봄을받는사람은대상이아니라이관계의한주체다.” 김소민

“만물은 서로 적대 한다“ vs “만물은 서로 돕는다”

➢ 인간은 만물의 영장 vs 인간은 피조물 중 하나
➢ 상호 투쟁 법칙 vs 상호 부조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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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는 ‘살림의 시대‘로 가는 디딤돌
‘포스트(남성) 휴먼’ 조건이 제시하는 곤경과 가능성에 주목

거시적 진화의 관점에서 그러나 구체적 실행 단계로!

1) 경제적 전환: 자율 자활 노동(한나 아렌트)이 가능한 물적 조건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과 연간 500 파운드 수입”) 일 활동 노동 (아렌트) 타율 자
율 자활 노동 (고르) 공유지, ‘사회적 소유’와 ‘일시적 소유’ (피케티)

2) 사회문화심리적 존재 전환: 소통, 공감, 보살핌, 호혜적 실천, 이분법을 넘어
선 차이와 연대의 정치 (들뢰즈, 해러웨이)

3) ‘정치적 행동’: 미시적 삶의 정치와 거시적 정치의 연결 (브라이도티)
프렉탈적 우주관 “새로운 세포의 반복 재생＂

<

탯줄을 다시 잇다
국가주의, 가족주의, 개인주의를 넘어서기
근대, 인간(남성)중심주의를 넘어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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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2020 프랑스 선거 녹색당의 압승 <에콜로지, 연대, 건강>

• 생태주의자 녹색 시장 17 % 당선
• 파리 이달고 시장 재선: 3대 건설 계획 백지화 제 3의 숲 조성
• 시내 차량 시속 30km, 자동차 도로 축소, 자전거 전용 도로 확장
• 공공의료 예산 확대
• 흑백 넥타이 부대가 아닌 다양한 존재들의 부상: 여성, 청년, 동성애, 예방의학

전문의, 이민 3세 여성, 공황장애 경험자 등

https://twitter.com/L_Moncondhuy/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655061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코로나 19 대처
남성 지도자 국가 사망률 100만명당 214명, 여성 지도자 국가
는 36명 (1/5)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최고 지
도자는 공중 보건전문가와 학자들 의견 경청, 창의적이고 순발
력 있게 대처/영국, 브라질, 미국 대통령, 이란 최고지도자- 권
위적이고 독선, 자만심 강한 스타일

* 1978, 노르웨이, 1979 스웨덴 성평등 국가 선포

코로나 19 사태에 부각된 여성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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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rd Gyeonggi Province 
Basic Income International Conference

Basic Income and 
Social Caring & Spirituality

- Opening the Second 'Axial Age' After the Hunter’s Age

29 April 2021
Haejoang Chohan

1. What Went Wrong from Where? 

Presentation I Basic Income and Social Caring & Spirituality 
- Opening the Second 'Axial Age' After the Hunter’s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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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of Antagonism and Hatred 
Racism, Nationalism,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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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no Capitalism
The Winners Are About to Leave the Mother-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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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s for Future(FFF)>
“Don’t steal our lives. How Dare You?”

Changing public sentiment in the wake of Covid 19

“Basic income? Now I understand it!”
“Who Gave the Consent to Sell Our Water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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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Declaration or Imperatives Which Make It’s Implementation
1) ”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he eat!” (Industrial Liberalism) 
2) “Don’t Take Care of Others.” (Neo-liberalism)

1) “No Work, No Eat!” 

But There is No Jobs! 

* 4 class in the Covid 19 era(Robert Reich)
The Remotes (35%)
The Essentials (30%)
The unpaid
The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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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o Redefine Labor 
<the End of Work> <The Age of Access>” the new culture of 

hypercapitalism, where all of life is a paid-for experience“-J. Riflin

2. ““Don’t Take Care of Others.!”
”The Politicians of the nation state will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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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System of Construction Authoritarian State 
Top-down Welfare and Hard Bureaucracy

“Prove Your Poverty!”

The Social Welfare System for Whom?: “the Republic of Civil Servants”

The Utopia of Rules: 
On Technology, Stupidity, and the Secret Joys of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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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reat Turning

1) holding actions, Life politics    
On/offline action squad

2)  Shift of Consciousness
Epistemology vs Ontology

3) Sustainable structure 
Basic income + Commons 

Basic Income Experiment of Udongsa (My Town People)
“ KRW 2,000,000 or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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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 Less, Exist More!” 
Onto-Cartography, not  Epistemology -Levi Bryant

Not Reform Nor Revolution, But A Great Opening
“Another Thousand Years of Non-linear History”

-Donna J. Haraway, J Diamond, Divid Graeber, Yubal Har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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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IRON AGE LED BY HUNTER (B.C. 1200)
MAN THE HUNTER, WOMAN THE GATHERER

Progress vs Evolution : Primitive vs Civilization
Male Bonding and Patriarchal Civilization of 5000 years

“Tigers leave their skins and people leave their names after death,”
The birth of civilization lead by heroes dreaming of eternal im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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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ining Axial Age (B.C.9C- B.C.2C) with insight”
>The Origin and Goal of History (Karl Jaspers, 1949)  
>The Great Transformation (Karen Armstrong,2010)

compassion and empathy for sufferings and miseries of others  (Karen Armstrong)
“The age when human(male) creativity exploded, we are  still in the insight of that age.”

Universal thoughts and religions formed during the period of material accumulation, 
slavery, and conquest. 

* Confucianism, Taoism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 Indian Hinduism and 
Buddhism/Christianity in surrounding areas of Israel/ Greek philosophy, rationalism, 
mysticism

The Age of the Great Thinkers 
the birth time-space of the 4 major civil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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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 on Hunter-centered Civilization
Binary order: Nature/Culture, Yin/Yang

• Achieving goals
• Competition, win or loss, 

hierarchy, monopoly
• Efficiency, Result, 

Management
• Power concentration, 

Construction, Hareware
• Objectivity, Clear Definition 

Instrumental 
rationality/system

• understanding
• Reciprocity, Collaboration, 

Sharing, Caring
• Process, hospitality
• Power distribution, 

Everyday Lives, culture. software
• Inter- subjectivity, ritual

communication/life world

4. The 2nd Axial Age of post-modern, post-human Age  
Restructuring domestic /public domain, Redefinition of Human

public

home, region
community 
relatives 

community
[production]

small tribal society
(hunting-gathering 

society)

public

home
[production]

Medieval 
feudalism 

public
(state>market)
[production]

home
[Private domain]

Modern capitalist 
society

[Optimistic outlook]

[Pessimistic outlook]

Civil society

public

home, 
region, 

community

Market >state

• •

•

•

•

•
••

•

••

• •

•

•
Fragmented 
individual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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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n War Between Men and Women Starting from Housewifization

• Resentment against forced Care work in the 1980s on
• “There is No Gender Difference!” (Anatomy is not Destiny.) 
• Try to find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Home/family

Legacy of a breadwinner and a self-made man
Strong Antagonism and Misogyny Among Men

“Is Discrimination against Male Serious?”

“No” by  60.3% Women in the Twenties

“Yes” by 68.7% Men in their Twe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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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long time, 

Men of this time sail without a compass.”
- From page 25, Philippe Jean and Elisabeth Badinter’s 『 XY 』(1993)

“There is Gender Difference!” 
Kohlberg vs Gilligan disputes over <Moral Development Theory> 
Abstract reasoning and Justice VS Concrete Relations and C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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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at Turn towards Women’s Perspective 
Socially Reconstructed Motherhood and Sprituality

“She who is cared is not the object but one of subject herself.”

“All things Help Each Other
Vs All things are hostile to each other” 

➢ Man is the lord of all creatures vs one of the kind.
➢ law of mutual struggle vs law of mutu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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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the 2nd Axial Age with Concrete Experiment in Post-
Male-human Age 

Recovering the Balance of 3 Activities 
Exchange, Redistribution, and Reciprocity

1) Economical conversion: Material Base for minimum stable life (Virginia Woolf), 
Autonomous Labor and Work for Oneself, (Arendt, Gorz) Commons, ‘social ownership’ 
and ‘temporary ownership’ (T. Piketty)

2) From Competition to Sharing and Empatheic Caring: Existential conversion of reciprocity 
Among Human, Non-human and Cyborg (Haraway, Deuleuz) 

3) ‘political action’: Connecting micro-life politics and macro-global transformation
Fractal world view “repeated renewal of new cells”(Braidotti)

<

“Reconnecting umbilical cord”
Beyond nationalism, familism, and individualism

Human condition of Being Born premat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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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Ecology, Solidarity, health 
Landslide victory of the Green Party in 2020 election in France

• 17% of elected mayors were from the green party, ecological activists.  
• Mayor of Paris Anne Hidalgo re-election: withdrawal of 3 major 

construction plans, creating woods park.
• 30km limit within city, vehicle only roads reduction, bicycle only road 

expansion 
• budget increase on public health
• various types of people emerging not only a “black and white tie troops”: 

women, the youth, the homosexual, doctors of preventive medicine, 3rd

generation of immigrants, people with panic disorder 

https://twitter.com/L_Moncondhuy/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655061

According to a columnist of the NYT, Nicholas D. Kristof, the 
average deaths per 1 million population is 214 for the state led 
by male president, while 36 for the state led by female president 
during COVID 19. (1/5)

Leaders of New Zealand, Denmark, Finland, Germany, Island, and 
Norway paid attention to the opinions of health experts and 
scholars and responded in a creative and flexible manner. But, 
leaders of the UK, Brazil, the USA, and Iran were self-righteous 
and had very high pride in themselves.  
* 1978, Norway, 1979 Sweden Declare Gender Equality.

Female leadership emerging in the wake of COVI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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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소개  SESSION INTRODUCTION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와 의의
Basic Income’s Effect in COVID-19 Disaster Situation

이 세션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재난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를 실증적 연구 결과에 입각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 세션에서는 폴 니하우스 미국 UC 샌디에고 경제학과 부교수와 
김을식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아이오아나 마리네스쿠 미국 펜실베니아 정책대학원 조교수와 
스티븐 누네즈 미국 제인 패밀리 연구소 기본소득분야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한다.  

좌장을 맡은 정재헌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Case Wesetern Reserve 경영대학에서 경영과학 박사를 취득했다. 삼성SDS와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연구분야는 공급망, 물류 최적화, 물류정책, 시뮬레이션, 조합 최적이론 등이다.

폴 니하우스 박사는 미국 UC 샌디에고 경제학과 부교수로서 “Effects of a Universal Basic Income during the pandemic” 
논문을 작성하는데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 등과 함께 공식 분석 작업을 하였다. 그가 발표할 내용은 이 논문에 입각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시 기본소득(UBI)의 영향이 어떠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케냐의 농촌 시골 마을에서 대규모 
실험을 한 결과, 기본소득 지급으로 기아, 질병, 우울증 등에서 비록 그 크기는 미미할지라도 효과가 있었다. 즉, 행복감이 
크게 개선되었고, 병원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과 감염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작용이 감소하여 공중보건적 측면의 편익이 
있었다. 발표 내용은 케냐 시골 마을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농업소득이 줄고 배고픔 문제가 약간 
증가하였음에도 기본소득으로 인해 소득 감소 위험을 감내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경기연구원 김을식 연구위원은 경기연구원이 2020년 10월∼11월에 수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수도권의 경우 29.1%로 
나타났다. 유사 정책인 2009년 대만의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의 24.3%, 2009년 일본의 정액 급부금 정책의 25.0%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이다.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소상공인 매장 지출 비중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5.5%p 증가한 38.3%로 
나타났다. 한편, 재난지원금이 클수록 소상공인 매장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을 맡은 아이오아나 마리네스쿠 조교수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존스 교수와 함께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운용하는 
알래스카 영구기금의 영구배당이 미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합성 비교집단을 설정한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가 좋게 나옴을 밝힌 바 있다. 스티븐 누네즈 연구원은 제인 패밀리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브라질 마리카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평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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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ession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present and intensively discuss the implication of 
basic income in economic disaster situation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based on empirical 
research results. During this session, Paul Niehaus, associate professor a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and Eulsik Gim, research fellow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at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will make presentations. Ioana Marinescu, assistant professor of School 
of Social Policy & Practi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Stephen Nuñez, lead Researcher of 
Guaranteed Income, Jain Family Institute, USA, will have a panel discussion. 

This session’s moderator Jaeheon Jung, professor of Business and Administration at th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obtained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 in economic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chieved a PhD in management science at the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ince then, he worked at Samsung SDS and POSCO Research Institute for several years. His research 
interests are supply chain, logistics optimization, logistics policy, simulation, and combinatorial 
optimization theory. 

Paul Niehaus is associate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in the USA, and led 
formal analysis working with Professor Abhijit Banerjee in writing “Effects of a Universal Basic 
Income during the Pandemic”. His presentation is based on the research and focused on what 
impact would UBI hav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particular, a large-scaled experiment was 
carried out in a rural town of Kenya. In the experiment, BI was proved to be effective in reducing 
hunger, disease, and depression, though the degree of effects was subtle. Indeed, the degree of 
happiness greatly enhanced, and hospital visits and social activities affecting the spread did reduce, 
which resulted in benefits in terms of public health. His presentation implies that BI enabled people 
in the rural area of Kenya to be able to take the risk of income reduction even though people 
experienced lowered income from agriculture and increased hunger during the COVID-19. 

Eulsik Gim, research fellow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at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nalysed the 1st Disaster Relief Fund’s effects of boosting consumption based on 
「Survey on Disaster Relief Fund during COVID-19」 conducted by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from Oct to Nov in 2020. The results suggested that marginal consumption propensity of the fund 
stood at 29.1% in Seoul Metropolitan Areas. It is quite a high figure compared to 24.3% of Taiwan’s 
consumption coupon in 2009 and 25.0% of Japan’s flat payment in 2009. In terms of households’ 
expenditure at small and self-employed businesses, the amount increased by 15.5% points to 
38.3% since the relief fund payment. Meanwhile, the greater the amount of the fund, the lager the 
expenditure at small businesses. 

One of discussants is assistant professor Ioana Marinescu, who analyzed how the Permanent 
Dividend of Alaska’s Permanent Fund affected the US economy. Utilizing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by setting synthetic control group in analysis, he demonstrated the results was quite 
positive. Another discussant Stephen Nuñez, lead researcher at Jain Family Institute, has currently 
taken part in an evaluation project on a basic income experiment conducted in Marica, a coastal 
town in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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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ATION 

폴 니하우스 미국 UC 샌디에고 경제학과 부교수 
Paul Niehaus,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SA

요약문 I   코로나19 팬데믹 중 보편적 기본소득의 효과

본 연구는 케냐 농촌지역에서 진행한 대규모 실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중 지급된 보편적 기본소득(UBI)의 효과에 
대해 평가한다. 현금지급(송금)은 팬데믹 중에도 기아, 질병 및 우울감을 감소시켜 웰빙 개선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기는 
했지만,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병원 방문율이 감소하고 감염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상업적이 아닌) 
상호작용이 감소함에 따라, 현금지급이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흉작기가 동반된 시기), 수혜자들은 비농업분야에서 창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소득이 증가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소득 증가율이 하락했다. 하지만, 기아 증가율은 낮았다. 이러한 패턴의 변화는UBI의 발상에 부합한다. 즉, UBI는 
부분적으로는 최악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킴으로써, 수혜자들이 더 높은 소득위험(income risk)을 감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Abstract I Effects of a Universal Basic Income during the pandemic

We examine some effects of Universal Basic Income (UBI)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sing 
a large-scale experiment in rural Kenya. Transfers significantly improved well-being on common 
measures such as hunger, sickness and depression in spite of the pandemic, but with modest effect 
sizes. They may have had public health benefits, as they reduced hospital visits and decreased 
social (but not commercial) interactions that influence contagion rates. During the pandemic (and 
the contemporaneous agricultural lean season) recipients lost the income gains from starting new 
non-agricultural enterprises that they had initially obtained, but also suffered smaller increases in 
hunger. This pattern is consistent with the idea that UBI induced recipients to take on more income 
risk, in part by mitigating the most harmful consequences of adverse shocks.



사람을 사람답게  419 

코로나 19 팬데믹중보편적기본소득의효과

1/11

아브히지트�바네르지(Abhijit Banerjee)1 마이클파예(Michael Faye) 2 알란크루거(Alan Krueger)3

폴니하우스(Paul Niehaus)4 타브니수리(Tavneet Suri)1

1MIT

2GiveDirectly

3Princeton University

4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2021년 3월 10일

팬데믹중사회적보호조치

2/11

‚ 코로나19 확산및그에따른경제활동제한조치는 전세계적으로수많은빈곤층과

취약계층가정에심각한위협을초래했다. 

‚ 이에대한대응으로, 각국정부는사회적보호조치를확장했으며, 이는대부분현금

지급의형태로이루어졌다. 

‚ 3월 20일 부터 9월 18일까지, 전 세계 212개국에서 18억 인구에 혜택을 주는 1,179개의새로운대책을

도입했다.  (Gentilini et al, 2020)

‚ 현금지급이 이러한 대책의 주를 이루었고, 약 12억 인구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 우리는이러한맥락에서보편적기본소득(UBI)의영향에대해서연구하고, 케냐에서

실시된대규모의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 이니셔티브에대해평가한다. 

발표자료 I 코로나19 팬데믹 중 보편적 기본소득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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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이슈

1. ‘정상’시기에볼수있었던일반적인지급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인가?

(Bastagli et al,  2019)? 

‚ 공급망 저해

‚ 주관적인 웰빙

2. 지급이공공보건에미치는영향은? 
‚ 사회적상호작용과같은행동양식은긍정적인 외부요인에서 부정적인외부요인으로 바뀐다. 

‚ 보건시스템 활용은 ‘개인의 선의’에서 ‘공공의 악’으로전환될수있다. 

3. 총체적인대규모충격으로부터사람들을보호하는데에있어, 광범위한

UBI의역할을어떻게봐야할까? 

‚ 국가의 조건부 지급 측면에서, 지급은 “보험”이 아니고,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보장

이 불가하거나, 예상 불가능한 충격으로 인한 최악의 결과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다. 

3/11

본프로젝트는…

1. 대규모의실험적 UBI 이니셔티브

‚ 인원수기준 : 케냐농촌지역 195개마을내 23,000명(즉, 모든성인), 10개의통제군마을

‚ 기간기준: 최대 12년지급약속

2. 주의깊고철저한실험설계

‚ 지역사회수준에서 임의로 지정(참고:Eggeret al, 2020)
‚ 기존 혜택을 중단하지 않음(법적 혜택, 사실상 혜택 모두)
‚ 주로 장기지원, 단기 및 일시에 지급되는 지원도 포함하여 비교, 추적 및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

3. 철저하고광범위한측정범위

‚ 인구조사 /  설 문 조 사 - 8 , 5 0 0 가 구 ,  배 우 자 5 , 4 0 0 명 ,  이 민 자 1 , 3 0 0 명 ,  

2 9 5 개 지 방 정 부 ,  시 장 1 0 5 곳 ,  1 3 , 7 0 0 개 기 업

‚ 낮은응답거부율, 모든지역에서 97% 가계응답율, 구성적균형고려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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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시아야(Siaya) & 보멧(Bomet) 군

‚ 케냐내최빈곤군(county)2곳 (참고: 전년기준85% 이상인구가기아를겪음)

‚ 확대된 경제에 통합이 잘 이루어짐(2019년 기준: 시아야 GDP의 18%
가 0.1~0.2%의 물가 상승에 기여)

‚ 진보한 디지털 결제 생태계: 케냐 가구의 96%가 모바일 머니 계정
을 보유(Suri & Jack, 2016)

‚ 이동제한조치가3월15일부터시작,설문조사기간에확대됨.소득의급격한
감소에대한추적설문결과가증거로제시

5/11

실험설계

‚ 소규모 마을에 집중(30~55 가구)

‚ 30가구샘플링/측정및추적을용이하게하기위해모든성인에휴
대전화지급

‚ 기브다이렉틀리는 18세이상모든성인에(가구가아닌, 개인에)지
원금을제공하고, 16 및17세개인에게는 18세가되면지급하겠다
고약속

6/11

모든마을

비대상

대상(325) 샘플에포함(295)

샘플에 미포함(30)

장기(44)

단기(80)

일시지급(71)

통제(100)

모든성인지급받음…

12년간매월 1일당 0.75달러

2년간매월 1일당 0.75달러

일시 500달러(2회분할)

지원금지급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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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대조군지역

일시지급지역

표시

장기지급지역

단기지급지역

실험일정표

. . . . . . . . . . . .

Rains

지급 시작

HH 조사

마을노년층조사

기업 통계조사

배우자 조사

기업조사

시장조사 &통계조사

이민자 조사

종료선 설문조사

전화 설문조사

장기지급 지역

(USD 22.5/mo. for 12 years)

단기지급지역

(USD 22.5/mo. for 2 years)

일시지급지역

(2 transfers of USD 250 each)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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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019년가을 2020년여름

0.13

마지막 40일 금액기록 마지막 40일 금액기록
(1) (2) (3) (4)

장기지급 지역 0.91 ˚ ˚ ˚ 1945˚ ˚ ˚ 0.83 ˚ ˚ ˚ 2595˚ ˚ ˚

단기지급 지역
[0.01]

0.91 ˚ ˚ ˚
[52.8]

1923˚ ˚ ˚
[0.03]
0.01˚

[70.5]
2222˚ ˚ ˚

[0.01] [31.6] [0.01] [34.4]
일시지급 지역 0.01 2140˚ ˚ ˚ 0.00 2150˚ ˚ ˚

[0.01] [41.9] [0.00] [43.7]

R-squared .86 .54 .79 .54
대조군평균 0.00 0.00 0.00 0.00
p-value: ST = LT
p-value: ST = LS
p-value: LS= LT

0.90
0.00 ˚ ˚ ˚

0.00 ˚ ˚ ˚

0.63
0.00 ˚ ˚ ˚

0.00 ˚ ˚ ˚

0.00 ˚ ˚ ˚

0.04˚˚

0.00 ˚ ˚ ˚

0.00 ˚ ˚ ˚

0.00 ˚ ˚ ˚

관찰 8456 8510 8456 8510

본표는 기브다이렉틀리가발행한 모바일자금에 대해행정적 데이터를기반으로 한실험적과제에대한준수여부를
평가한다. 1~2행은 2019년 가을설문조사 기준, 마지막 40일 간발행 자금의지표에 관한효과및 일자별전송된 누적금액을
표시한다. 3~4행은 2020년가을설문조사기준해당수치를표시한다. 

주요교훈

1. “정상시기”동안의개인적혜택이위기시에도지속되는가? 

‚ 5-11pp 기아를경험할가능성이더 낮음 (대조군 평균: 68%) [모두]
‚ 4-6pp 가족구성원이 아플 가능성이 더 낮음 (대조군 평균: 44%)[모두]
‚ 1-2 우울감이 덜 한 CES-D 점수(대조군 평균 : 16) [LT,ST], 통계적 궤적

이 더 높지 않음

2. 현금지급이공공보건의외부요인에미치는영향은? 

‚ 3-5pp 병원 이용 감소 (대조군 평균 : 29%) [모두]
‚ 친구 및 친지와의 상호작용 감소 [ST,LS]
‚ 상업적 상호작용에 관한 정확한 무효효과 [모두]

3. 현금지급은대규모충격에대응하는회복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 (신규)비농업분야 자영업은, 운영을 유지하는 동안 소득 변동성이 심했음
‚ 식량안보 부문은 변동성이 덜함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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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해석

1.     현금지급은개인적인웰빙에다소긍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  참 고 내 용 :  Bottan et al (2020), Lodon õ-Velez &  Querubin (2020)

2.     UBI는현재현금부족을겪고있는정부가선택할수있는도구는아닐듯하다.    

(위험한투자를조장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 보험의이상적인형태도아닐것이다.)

3.    하지만, 이러한(기타 유사한) 결과는 모두에게 현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다.
(Muralidharan et al, 2016)

4.    보다 광범위하게, 이러한 결과는 발전의 과정 중 위험문제와, 이러한
위험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향후의 자금 지급에 대한 신뢰할 만한 약
속의 역할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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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 Universal Basic Income  
during the pandemic

1/11

Abhijit Banerjee1 Michael Faye2 Alan Krueger3
Paul Niehaus4 Tavneet Suri1

1MIT

2GiveDirectly

3Princeton University

4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March 10,2021

Social protection during the pandemic

2/11

‚ The spread of COVID-19 and consequent restrictions on economic  
activity posed a serious threat to many of the poorest, most  vulner
able households on the planet

‚ Governments responded with an unprecedented expansion of social  
protection, much of it as cash transfers

‚ From 20 March to 18 September, 212 countries introduced 1,179 new  measu
res covering 1.8 billion individuals (Gentilini et al, 2020)

‚ Cash transfer measures make up a large share of this, reaching 1.2billion
individuals

‚ We study the impacts of Universal Basic Income (UBI) in this  cont
ext, examining the large-scale GiveDirectly initiative in Kenya

Presentation I Effects of a Universal Basic Income during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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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issues

1 Should we expect the kinds of benefits for transfer recipients  t
hemselves typically seen during “normal” times (Bastagli et al,  
2019)?

‚ Supply chain disruptions
‚ Subjective well-being

2 How do transfers affect public health?

‚ Behaviors like social interaction may flip from having positive to negative  “ext
ernalities”

‚ Health system utilization may switch from private good to public bad

3 More broadly, how should we think about the role of UBI in  
protecting people against large aggregate shocks?

‚ Not “insurance” in the sense of state-contingent payments, but (it is  arg
ued) protection against the worst consequences of uninsurable or  unantici
patable shocks

3/11

This project

1 A very large-scale experimental UBI initiative

‚ By headcount: 23,000 treated people (i.e. all adults) in 195 villages in  r
ural parts of Kenya, plus 100 control villages

‚ By duration: commitments to up to 12 years of transfers

2 Careful, rigorous experimental design

‚ Randomized at the community level (c.f. Egger et al, 2020)
‚ Not crowding out existing benefits (both de jure and de facto)
‚ Primary long-term arm but also short-term and lump sum treatment arms f

or comparison, potentially letting us speak to roles of expectations and of t
ranching

3 Thorough and extensive measurement

‚ Censuses /  surveys of 8,500 households, 5,400 spouses, 1,300 individual  
migrants, 295 local governments, 105 markets, 13,700 enterprises

‚ Low attrition, with ą  97% household response rates in all arms, and
compositional balance

4/11



사람을 사람답게  427 

Setting: Siaya & BometCounties

‚ Two of Kenya’s poorest counties (e.g. 85% had experienced hunger  in the p
receding year)

‚ Well-integrated into the broader economy (Egger et al 2019: 18%  of GDP 
in Siaya raised price levels 0.1%-0.2%)

‚ Well-developed digital payments ecosystem: 96% of Kenyans  househ
olds have a mobile money account (Suri & Jack, 2016)

‚ Mobility restrictions began on 15 March, widely-known by the time of our su
rvey. Some evidence from nearby tracking surveys of sharp declines in ear
nings.

5/11

Experimental design

‚ Focused on smaller villages (30-55 households)

‚ We sampled 30 households / village to measure, and to facilitate  trac
king gave every adult in them a phone

‚ GiveDirectly enrolled and delivered transfers to all adults over age  18 i
ndividually (i.e. not to households) and also promised transfers  to 16-17
-year-olds after turning 18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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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timeline

. . . . . . . . . . . .

Rains

Onset ofTransfers

HH Survey  

Village Elder Survey 

EnterpriseCensus  

Spouse Survey Ente

rpriseSurvey

Market Survey &Census

Migrant Survey
Endlinesurvey  
Phone survey

Long termarm  

(USD 22.5/mo. for 12 years)

Short termarm  

(USD 22.5/mo. for 2 years)

Lumpsumarm  

(2 transfers of USD 250 each)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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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tage

Fall 2019 Summer 2020

0.13

Last 40 days Amount recd Last 40 days Amount recd
(1) (2) (3) (4)

Long TermArm 0.91 ˚ ˚ ˚ 1945˚ ˚ ˚ 0.83 ˚ ˚ ˚ 2595˚ ˚ ˚

Short TermArm
[0.01]

0.91 ˚ ˚ ˚
[52.8]

1923˚ ˚ ˚
[0.03]
0.01˚

[70.5]
2222˚ ˚ ˚

[0.01] [31.6] [0.01] [34.4]
Lumpsum Arm 0.01 2140˚ ˚ ˚ 0.00 2150˚ ˚ ˚

[0.01] [41.9] [0.00] [43.7]

R-squared .86 .54 .79 .54
Control Mean 0.00 0.00 0.00 0.00
p-value: ST = LT
p-value: ST = LS
p-value: LS= LT

0.90
0.00 ˚ ˚ ˚

0.00 ˚ ˚ ˚

0.63
0.00 ˚ ˚ ˚

0.00 ˚ ˚ ˚

0.00 ˚ ˚ ˚

0.04˚˚

0.00 ˚ ˚ ˚

0.00 ˚ ˚ ˚

0.00 ˚ ˚ ˚

Observations 8456 8510 8456 8510

This table examines compliance with the experimental assignment using administrative data on mobile money trans- f
ers issued by GiveDirectly. Columns 1-2 report treatment effects on an indicator for transfer issuance during the previo
us 40 days, and the cumulative amount transferred to date, as of the date of the respondent’s Fall 2019 survey. Colum
ns 3-4 report the corresponding figures as of the date of the respondent’s Summer 2020 survey.

Main lessons

1 Do the private benefits seen during “normal times” persist during a  
crisis?

‚ 5-11pp less likely to experience hunger (control mean: 68%) [all]
‚ 4-6pp less likely to have a sick hhd member (control mean: 44%)[all]
‚ 1-2 CES-D points less depressed (control mean: 16) [LT,ST], no higher  locus 

of control

2 What effects do transfers have on public health externalities?

‚ 3-5pp reduction in hospital utilization (control mean: 29%) [all]
‚ Reduced interaction with friends and relatives [ST,LS]
‚ Precise null effect on commercial interaction [all]

3 How do transfers affect resilience to a large aggregate shock?

‚ While they remained open, income from (new) non-agricultural enterprises  earni
ngs was more volatile

‚ Food security was less volatile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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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1 Transfers had modest positive effects on private well-being an
d  perhaps contributed to public health, despite the lockdown

‚ Consistent with Bottan et al (2020), Lodon˜o-Velez & Querubin (2020)

2 UBI specifically is unlikely to be the tool of choice for cash-strapped  
governments now (nor the ideal form of insurance, as it seems to  e
ncourage risky investment)

3 But these (and other analogous) results do strengthen the case for  
investing in the capacity to make rapid transfers to anyone  (Murali
dharan et al, 2016)

4 More broadly, they speak to the issue of risk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the role of credible commitments to future  tr
ansfers in helping to hedge it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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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ATION 

김을식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Eulsik Gim,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Korea

요약문 I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본 연구에서는 경기연구원이 2020년 10월∼11월에 수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분석하였다. 동 조사는 가구의 고용, 소득, 소비, 지원금, 가구원 인식 등의 설문을 설계하고,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 등록 센서스를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수도권 8,488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수도권의 경우 29.1%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값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변화’를 반영한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45.0%로 
나타난다. 유사 정책인 2009년 대만의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의 24.3%, 2009년 일본의 정액 급부금 정책의 25.0%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이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 소비성향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고,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여부도 동일하다. 재난지원금이 클수록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아동 인구가 있는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기존 교육 지출을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평균 소진 기간은 전체적으로 7.1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6.7주로 가장 빨리 소진되었고, 서울과 인천은 
7.3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소진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유동성 
제약이 있는 집단의 소진 기간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 여부, 정규직 여부 등은 소진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소진 기간을 빠르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소상공인 매장 지출 비중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5.5%p 증가한 38.3%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소상공인 매장 비율이 지원금 수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 변수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계수 값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자영업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충격을 받은 가구 변수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재난지원금이 클수록 소상공인 매장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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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Effects of the First Round of COVID-19 Stimulus Payments  
on Consumption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the first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 on boosting 
consumption using the data from 「Survey on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condu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20 by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 questionnaire for the 
survey was on the status of employment, income, consumption, relief fund, and perception of 
members of households surveyed and an online panel was adopted as a way of conducting the 
survey.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responses surveyed, samples for the survey were extracted 
using the census register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8,488 
households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MPC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hereinafter) of the disaster relief fund in Seoul 
metropolitan stood at 29.1%. The MPC is the value excluding the proportion of consumption that 
has replaced the existing consumption by the disaster relief fund. 

When the ‘consumption changes due to the COVID-19 infection risk’ is reflected, the MPC is 
estimated to be 45.0%. It is considerably higher compared to those from the similar policies in 
neighboring countries; 24.3% from distributing coupons for spending in Taiwan in 2009 and 25.0% 
from the flat-rate emergency relief fund in Japan in 200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the consumption propensity did not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ncome level. 
And the same can be said for the employment status, whether the surveyed are self-employed 
or employed or full-time worker or not. It shows that the larger the relief fund, the higher the 
consumption propensity. And the households with children tended to use the fund to replace the 
existing expenditure for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it took an average 7.1 weeks before the fund was exhausted in general. 
It was exhausted faster in Gyeonggi-do with 6.7 weeks followed by Seoul and Incheon with 7.3 
weeks. The analysis result indicates that it takes longer for households with more financial assets 
to exhaust the fund while shorter for households with limited financial resources. Meanwhile, 
the status of employment, whether self-employed or employed or full-time worker or not, didn’t 
appear to affect the time spent to use the fund.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members in 
each household was found to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to determine the time spent for 
exhausting the fund.

The proportion of the amount spent at small businesses out of total households' consumption 
increased by 15.5%p to 38.3% after the fund was distributed. However, the sales of those small 
businesses returned to the pre-emergency relief fund period once the households used up the fund.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income variable showed a negative value, but the coefficient 
value was relatively small. The self-employed variables show a significantly negative value, but 
household variables that are hit hard with their income due to the COVID-19 show a significantly 
positive value on a statistical standpoint. Meanwhile, it was identified that the larger the amount 
people get, the more visits were made to the small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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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I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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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I Effects of the First Round of COVID-19 Stimulus Payments  
on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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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아이오아나 마리네스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정책대학원 조교수
Ioana Marinescu, Assistant professor, �

School of Social Policy & Practi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France

토론문 I
 

본 세션의 두 발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급된 UBI의 효과에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팬데믹 중 UBI의 효과”논문을 통해 폴 니하우스 연구팀은 개도국(케냐)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UBI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힌다. UBI가 소비를 장려하기 때문에, 사람들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 확산이 촉진된다는 
우려가 있다. 연구자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UBI는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 오히려 보건 증진에 기여한다. 
한편, 이번 위기 동안, UBI는 기아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UBI가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왔다.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충격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한 것이다. 

김을식 연구팀은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효과”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현금지급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한계소비성향이 30% 정도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높은 한계소비성향은 
현금지급 프로그램의 일시적인 영향이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자금의 사용기한은 2020년 8월까지였다. 알래스카에서는 
주민들이 일년에 한 차례 무조건적 현금을 지급받는다. 여기에서, 자금 사용기한에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소비성향은 30%(Kueng, 2018)정도로 나타난다. 연구를 통해 밝힌 흥미로운 점은 한계소비성향이 저소득 가정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다. 놀라운 결과로 보이지만, 알래스카의 사례도 이와 유사하다(Kueng, 2018). 즉, 고소득 층에서 
실제로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에서 도출한 주요 결론은, 저소득층만 선별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것만큼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소비진작 면에서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자가 보고된 사실에 반하는 진술에 의존하여 측정하는 방법(self-reported counterfactuals)과 더불어 지역별 
부양책 금액의 변수가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김을식 연구팀은 현금지급으로 증가된 소비의 90%가 비-내구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되었고,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가 
1.7배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 증가는 지원금이 소규모 상점에서만 소비되도록 의도된 바 대로 
나타난 것이다. 흥미롭게도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은 일시적이었다.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자 사람들은 이전의 소비 패턴으로 
돌아갔고 소상공인의 상점을 다시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향후 연구의 흥미로운 주제로 이러한 단기적인 매출 증대가 
소상공인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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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he two presentations in this session answer important questions about the effects of UBI-type 
paym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Effects of a Universal Basic Income during the Pandemic”, Paul Niehaus and co-authors speak 
to how UBI works during a pandemic in a developing country (Kenya). One concern is that UBI, 
because it encourages consumption, gets people in contact with others, facilitating the spread 
of the virus. However, the researchers find that UBI did not increase adverse health outcomes, 
but rather boosted health. Meanwhile, even during this crisis time, UBI was effective at reducing 
hunger. Even though UBI does not provide insurance -- it’s the same for all in all circumstances -- it 
does provide a minimum safety net that cushions people against the most severe shocks.

In “Effects of the First Round of COVID-19 Stimulus Payments on Consumption”, Eul-sik Gim 
and co-authors investigate the impact of cash payments on consumption in South Korea. First, 
they find that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was quite high at around 30%. This high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ay have been boosted by the temporary aspect of the program. 
Indeed, funds were expiring in August 2020. At the same time, in Alaska, where people receive an 
unconditional cash transfer once a year,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is also about 30% 
(Kueng, 2018), even though there are no time limits to use the money. Another interesting aspect 
of the results is that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was not significantly higher among low 
income households. This may seem surprising, but it is consistent with results from Alaska (Kueng, 
2018), where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is actually higher among high income people. A 
key conclusion from these results is that, in terms of boosting consumption, it is just as effective to 
send cash to everybody as to target the cash to lower income individuals. 

On the technical side, I was wondering if variation in the amounts of stimulus payments across 
regions could also be used to measure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in addition to relying 
on self-reported counterfactuals.

Eulsik Gim and co-authors show that about 90% of the consumption prompted by the cash 
payments was on non-durables, and consumption at small businesses was multiplied by 1.7. The 
increase in consumption at small businesses is by design as the stimulus payments could only be 
spent there. Interestingly, the effect on small businesses was temporary. After the stimulus money 
was used up, people returned to their prior consumption patterns, and they were not more likely to 
patronize small businesses. An interesting question for future research is how this temporary boost 
in revenue helped small businesses.



462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토론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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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 Nuñez, Lead Researcher, Guaranteed Income, Jain Family Institute, USA

토론문 I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현금지급(UCT)은 미국의 팬데믹 대응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무조건적 현금지급은 정치적으로 
수년 간 비주류였지만 지금만큼은 대세가 되었다. 현재 이 순간을 반기는 기본 소득 학자와 지지자들은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현금을 주고자 하는 노력은 인프라의 중대한 허점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했다. 미국의 표준적인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은 선별적이며, 수혜자들의 근로를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내 빈번한 무조건적 현금지급(UCT)을 
위해 이 프로그램의 행정 시스템 용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은 UCT 활성화 이상의 장점을 
갖는 데이터 베이스 통합, 복리 후생 및 연방제도화, 공공 은행에 대한 생산적 논의로 이어졌다.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 부양책과 실업 보험 등 다른 형태의 지원과 관련된 UCT의 가치에 대해 
논의해왔다. 논의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보편적 기본 소득을 옹호하는 많은 이들이 안전망 내에서 기본 소득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해 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몇 개월은 기본 소득이 안전망에 
부합하는 방법,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에서 기본 소득의 역할에 대한 기본 구상을 시작한 시기였다. 

제인 가족 연구소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왔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맡은 학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니하우스 교수와 연구진은(Niehaus et al.) 기브디렉틀리 케냐 (Give Directly Kenya) 프로그램의 결과를 제시한다. 
논문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UCT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연구 결과는 “정상적” 시기에 대한 함의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연구진은 연구결과가 광범위하고 신속한 현금 이체를 위한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에 큰 힘을 실어준다는 
점을 주목한다. 현금을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분배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부여한다. 브라질 마리카에서는 지방 정부가 팬데믹 구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민 기본 소득(Renda 
Basica de Cidadania)에 필요한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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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ostonreview.net/class-inequality/paul-katz-leandro-ferreria-brazil-basic-income-marica). 둘째, UCT는 
비용이 많이 들며 수입이나 지출의 깊은 충격을 완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 형태의 사회 보험은 아니라고 연구진은 
주장한다. 이는 우리가 백서 시리즈에서 펼친 “기본소득처럼 UCT도 소득 지원의 이상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사회 보험 
공급의 대체제로서는 부족하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https://www.jainfamilyinstitute.org/projects/from-idea-to-
reality-the-future-of-guaranteed-income/) 

김 교수와 연구진은UCT가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구제 수단의 역할을 하는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한계 소비 성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연구진들은 UCT는 근로 조건 안전망 프로그램이 제공하지 않는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그 효과의 정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이는 
지원금 대상자 선별과 자산 조사에 대한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고소득 가구가 “경기부양 지원금”을 쓰지 않는다면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바로 제외해야 할까? 최근 라지 체티 연구팀과 제인 패밀리 연구소의 클로디아 샘 선임 연구원을 
포함한 거시경제학자들(https://www.jainfamilyinstitute.org/news/robust-evidence-for-1400-relief-and-recovery-
checks/)간의 가계 소득과 자산 유동성 별 한계 소비 성향 변화에 대한 토론은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도의 실험들이 잘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여준다. 

팬데믹의 경험은 기본소득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지만,기본 소득 시행을 위한 급선무는 무엇이고 답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노력에 큰 뒷받침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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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In the United States, universal and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UCTs) have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pandemic response. After years on the political fringe, unconditional cash has, at least for now, 
become mainstream. It has been an exciting time for basic income scholars and advocates but also 
a clarifying one. 

The struggle to get cash into the hands of the needy has revealed major deficiencies in our 
infrastructure. Targeted and work-conditioned safety net programs are the norm in the US, and we 
quickly learned that the systems created to administer such programs are difficult to repurpose 
for frequent UCTs.  This has led to productive discussion about database integration, benefits 
administration, benefits federalization, and public banking, all of which have benefits beyond their 
role in facilitating UCTs.

Throughout the pandemic, policymakers and scholars have also debated the value of UCTs as 
economic stimulus and relative to other forms of aid including unemployment insurance. It is clear 
from these debates that many advocates for UBI had not grappled with a fundamental question: 
what is the role of basic income in the safety net? The last several months have seen the beginnings 
of a framework for thinking about how a basic income can fit into the safety net and what role it 
can play in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We at the Jain Family Institute have wrestled with these questions and I am thus delighted to see 
that the scholars presenting in today’s session have also identified and engaged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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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haus et al. present findings from the Give Directly Kenya program. While the paper focuses on 
how UCTs function under pandemic conditions, their findings also have implications for “normal” 
times. First, they note that the results strengthen the argument to invest in the capacity to make 
widespread rapid transfers. Having a system in place to distribute cash widely and quickly gives 
lawmakers a pipeline to utilize during crises. This was the case in Maricá, Brazil where the digital 
currency system the municipal government built to support its Renda Basica de Cidadania was 
quickly put to use to send out pandemic relief (http://bostonreview.net/class-inequality/paul-
katz-leandro-ferreria-brazil-basic-income-marica). Second, they argue that UCTs are not the ideal 
form of social insurance; they are expensive and cannot smooth over deep shocks in income 
or expense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arguments we make in our whitepaper series (https://
www.jainfamilyinstitute.org/projects/from-idea-to-reality-the-future-of-guaranteed-income/): UCTs 
like basic income are, perhaps, an ideal form of income support but are a poor substitute for social 
insurance provision. 

Gim et al. present findings on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UCTs can provide effective economic stimulus as well as acting as a form of 
relief. While researchers have noted that work-conditioned safety net programs do not function 
as counter-cyclical stimulus and that UCTs can, there is disagreement over the magnitude of their 
effect. This has led to fierce debates over targeting and means-testing of such assistance: if higher 
income household don’t spend the “stimulus payments” then perhaps they should be phased out 
more quickly? The recent debate between Raj Chetty’s team and macroeconomists like JFI Senior 
Fellow Claudia Sahm (https://www.jainfamilyinstitute.org/news/robust-evidence-for-1400-relief-
and-recovery-checks/) over variation in MPC by household income and asset liquidity demonstrates 
the need for more research on this topic and I am excited to see that the Gyeonggi experiments are 
delivering it.

While the experience of the pandemic has, perhaps, brought basic income closer to realization than 
it has ever been it has also revealed the work that first must be done and the questions that must 
be answered to implement it. These papers are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se efforts.



원본 人(추사 김정희 서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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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_재원조달
Financing Basic Income

이 세션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크게 
제기되는 반론이 대규모 재정 부담인 만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좌장을 맡은 마누엘 프란츠만은 기본소득네트워크 과학자문위원회 창립위원이자 독일 킬 대학교 사회학 교수이며, 독일 
기본소득 연구단의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19년, 경기도청과 경기연구원을 방문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도 
관계자와 국내 기본소득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발표에는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과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주요 세목의 증세 방안과 그 규모에 집중한다. 
그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 등을 폐지하면 대략 50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또한 소득세의 감면 축소와 
재산과세의 강화만으로도 100조원에 가까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부유세처럼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과세한다면 더 많은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란 결국 어떤 것을 공유부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모두의 몫, 곧 공유부는 개별적인 모두에게 조건 없이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임대소득까지 포함하여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별도로 과세하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 한편 이처럼 넓은 의미의 공유부 개념이 아니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공유부 개념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 즉 토지보유세, 탄소세, 빅데이터세 등이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서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그리고 말콤 토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단장이 참여한다. 이노우에 도모히로 교수는 2017년부터 일본 
고마자와(駒澤)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공지능과 경제학의 관계를 연구하는 선구자로서 주목받는 
경제학자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중 2012년 뮌헨대회와 2016년 서울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재정적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재정을 충당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대화폐이론 
관련 논쟁을 기본소득과 함께 소개한 『MMT 현대화폐이론이란 무엇인가』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이원재 
대표 대한민국의 경제평론가이다. 2018년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을 설립하고 대표를 맡았다. 싱크탱크 
<여시재> 기획이사, 희망제작소 소장,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을 지냈다. 말콤 토리는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Citizen’s Basic income Trust)를 이끄는 중심인물이다. 대학에서는 경제, 경영, 철학, 수학, 신학을, 
대학원에서는 사회정책과 신학을 전공했으며 런던정경대학(LSE) 방문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의 2013년 저작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은 출간 직후 영국 유수의 일간지에 기본소득을 다룬 최초의 전면적인 기사를 등장시켰고 또 다른 여러 
기사들이 나오게 함으로써 영국의 기본소득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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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ession will deal with ways of financing basic income. The most fierce objection against UBI 
is based on a large burden on the fiscal system.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session could 
provide a venue for in-depth and useful discussion on financing basic income.  

Moderator Manuel Franzmann is a founding member of scientific advisory board of Basic Income 
Network and a sociologist of university of Kiel, Germany, Currently he is leading the German Basic 
Income Research Institute. Especially, in 2019, he visited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nd Gyeonggi Research Institute to have meetings with provincial government officials who 
implemented Youth Basic Income Policy and domestic experts in Basic Income, which showed he 
has very keen interests in Gyeonggi’s Basic Income initiatives.   

The session invites Min Geum,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Political & Economic Alternatives, 
and Kibaeg Park,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Tax at University of Seoul, as presenters. Prof. 
Park would focus on measures and scale of tax increase for financing basic income. According 
to his proposal, it is expected to result in approximately more than KRW 50 trillion of additional 
tax revenues when earned income deduction is scrapped. Also, reducing the scale of income tax 
reduction and strengthening taxation on property are likely to lead to around KRW 100 trillion of 
financial resources. Furthermore, a larger amount of tax revenues could be collected when assets 
other than real estate are taxed, such as wealth tax. Min Geum,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the 
Political & Economic Alternatives, suggested that the matter of financing basic income was related 
to “what could be viewed as the common wealths’.  Based on his theory, shares for everyone, so-
called the commons, need to be unconditionally distributed to all individuals. Thus, all kinds of 
incomes including not only earned income, but also interests, dividend, and even rental income 
could be separately taxed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basic income. On the other hand, he 
also points that we could begin with narrower concept of the common wealths easy to gain public 
supports. In this case, land holding tax, carbon tax, and big data tax could be employed in securing 
finance for basic income. 

Following the presentations, Inoue Tomohiro, associate professor of economics at Komazawa 
University, Wonjae Lee, head of LAB2050, and Malcolm Torry, General Manager of Basic Income 
Earth Network, will participate in discussion. Prof. Inoue Tomohiro has been serving as an associate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Komazawa University since 2017 and garnering attention around the 
world as a pioneer working on the relations between AI and economics. Especially, he attended 
as a presenter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hosted by BIEN in 2012 and 2016. In 2020, he 
introduced basic income along with Modern Monetary Theory(MMT) in his presentation focusing 
on utilizing fiscal deficit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welfare budget. Later on, his presentation 
was published as a book, 『What is MMT』, which was translated into Korean. Head Wonjae Lee, 
one of the Korea’s leading economic critic, founded the LAB2050 in 2018 as a policy institute for 
the next generation. Previously, he served as planning director of the Yeosijae Future Consensus 
Institute, a think tank, president of the Hope Institute, head of the Hankyoreh Economy & Society 
Research Institute, senior researcher at the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Malcolm Torry is 
leading the Citizen’s Basic Income Trust. During college years, he majored in economics, business 
management, philosophy, mathematics, and theology, and he studied social policy and theology 
at graduate school. He is also serving as visiting professor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LSE). His book 『Money for Everyone』(2013) prompted UK’s outstanding daily 
magazines to flock to deal with basic income and related issues as headlines, which helped basic 
income discussion advance one step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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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ATION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Kibaeg Park,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ax, University of Seoul, Korea

요약문 I   대한민국 보편적 기본소득(UBI)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혁

연구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요 세목의 증세 방안과 그 규모를 다루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크게 제기되는 반론이 대규모 재정 부담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비과세 및 감면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소득공제는 폐지하여도 논란의 소지가 크지 않을 근로소득공제 등을 폐지하면 대략 50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예상된다. 또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세 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방안과 국민계정상의 국민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재산과세에서는 토지 이외에 주택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증세 방안을 고려하였다. 
1%의 정률 세율을 적용하면 세수는 4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에만 1%의 정률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 법인세 세율을 10% 높이면 약 7.2조원의 세수 효과가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1% 인상하면 약 7.9조원 세수 증대를 가져온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국민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아도 소득세의 감면 축소와 재산과세의 강화만으로도 100조원에 가까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부유세처럼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과세한다면 더 많은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 Tax Reform to Finance Universal Basic Income in Korea

This research focuses on ways and the scope of tax increase to finance the ‘Universal Basic 
Income (UBI)’. In realizing the UBI, the most noticeable opposition comes out of concerns over a 
huge financial burden.  In terms of income tax, the study focused on how to reduce the income 
deductions and tax credits. Especially, abolishing the Labor Income Tax Credit is not likely to cause 
backfires from the public.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we could additionally gain approximately 
more than KRW 50 trillion of tax revenues when the Labor Income Tax Credit is scrapped.  Also, we 
examined a way of modestly raising the income tax rate mainly focused on the high-income earners 
and turning the National Income of the national accounts to the object of taxation. With regard to 
the tax on real estate, we considered increasing tax revenues by levying it not only on land but also 
on houses. When applying 1% of fixed tax rate, then, the tax revenue is likely to exceed KRW 40 
trillion. In case that 1% of the fixed rate is levied only on lands based on officially announced price, 
a similar effect is expected as well. Also, 10% higher tax rate on corporate tax is likely to result in 
around KRW 7.2 trillion of more tax revenues and 1 percentage point increase of value-added tax is 
likely to lead to increasing tax revenues by KRW 7.9 trillion. Even without raising the tax rate on the 
Income and Corporate Tax nor adopting taxation on the National Income, diminishing deductions 
and tax credits and raising taxes on real estate only are expected to enable us to finance as much 
as about KRW 100 tr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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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편적 기본소득(UBI)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혁

2021년 4월 29일

유종성
박기백

2

도입

• 개념, 타당성

• 재분배, 고용 및 소비 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

• 세금 이외에 다른 재원마련 방안

논의 없음

• 기존 세금 중심

• 또는 대체 가능한 신규 세금

• 목표 세수: 총 100 ~ 200 조원

• 정부 세금 데이터 기반 평가

세금을 통한 재원마련

발표자료 I 대한민국 보편적 기본소득(UBI)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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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소득세_ 세액감면 및 공제

• 마이너스 소득세

• 누진세 포함

타당성

금액 (-)

소득

기본소득

소득

세액감면 및 공제 없는 세금

세금
순 세금

NIT

4

• 인적 공제

• 근로소득

• 신용카드 지출

소득 공제

• 근로소득

• 교육비

• 자녀

세액 공제

적합한 목표

개인 소득세_ 세액감면 및 공제

근로소득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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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불 시 과세

연금기여금

• 비용 또는 세금에 해당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 보험

•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납부 소득세 및 배당 소득

증여 및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모든 조세 감면을 없애는 것은 불가함

개개인인 소소득득세세_ 세세액액감감면면 및및 공공제제

6

국세청 데이터: 근로소득(2018)

세금>0 세금=0 합계

소득공제
Income 

deductions

근로소득 21.0 4.4 25.4

개인 5.2 1.3 6.6

신용카드 2.2 0.5 2.8

소계 28.5 6.2 34.7

세액공제
Tax credits

근로소득 5.8 1.0 6.8

자녀 0.7 0.2 0.9

교육비용 1.1 0.1 1.2

소계 7.6 1.3 8.9

총계 36.1 7.5 43.6

(단위: 조원)

개개인인 소소득득세세_ 세세액액감감면면 및및 공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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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18년 종합소득

•납세자 ; 690 만명

•총 소득: 213.7조 원

•세금 : 31.8조 원

데이터 설명

•인적공제 : 3조 원

•신용카드 지출 공제 : 5천억 원

•교육비 공제 : 2천억 원

•자녀 공제: 3천억 원

항목별 세금감면

총 세금감면 혜택: 4천억 원

합계 : 노동 + 종합소득 = 47.6 조 원

국세청 데이터: 종합소득

개개인인 소소득득세세_ 세세액액감감면면 및및 공공제제

8

• 납세자 ; 2320만 명

• 소득 : 824.1 조 원

• 과세소득 : 500.3 조 원

• 세금 : 61.7조 원

현황(2018)

• 추산 세수 : 135.9조 원

•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세금 공제 제외

모든 세액감면 및 공제를 없앰

74.2 조원의 세수 증가

연결과세소득 데이터: 근로 + 종합소득(중복되는 근로소득 제외)

개개인인 소소득득세세_ 세세액액감감면면 및및 공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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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식 & 주택

• 정부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 소득 계층 별 1 ~ 4 % 포인트

세율 인상

• NI = 노동소득+ 순 자산소득

• 국세청 데이터 NI = 1,246.4 조 원

• NI에 5% 고정세율 과세 ⇨ 62.3조 원

국민소득에 대한 신규 세금

개인 소득세_ 기타 방안

10

• 세금 금액 : 70.2조 원

• 과세 소득 : 350.2조 원

현황(2018)

• 우리나라 법인세가 낮지 않은 편

• 22 ~ 25%

• 감면 및 공제규모가 크지 않음

• 감면 및 공제규모는 9.9조 원

• 여기에는 외국소득세 납부 및 R&D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이 포함

한계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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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자연자원

• 토지의 가치에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타당성

• 구조물과 분리하여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 기

술적인 어려움 ⇨ 가치에 대한 논란

•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구조물의 가치를

분리해서 산정하지 않고, 주택의 총 가치를 기반으로 함

한계

• 현행 재산세 시스템 활용

• 필요한 경우, 주택에 대한 일정 금액 면제 허용

제안

재산세

12

재산세

총 과세 비과세

건 (1,000) 55,202 34,782 20,421 

과세 표준(조) 5,317.4 4,079.6 1,237.7

세금 (조) 17.5 11.8 5.7 

비기업 기업(정부제외) 개인 총

토지 가격 84.9 1,046.8 2,964.9 4,096.6

출처: 국토교통부

< 토지의 공시지가> 

< 과세 재산> 

출처: 행정안전부

세율 1% ⇨ 40.8조원

세율 1% ⇨ 4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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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순 자산세 (부유세)

< 부유세 추산> 

적용세율 : 누진세

- 20억 이상 1% 

- 30억 이상 2% 

- 80억 이상 3% 

성인 납세자
평균 순
자산(십억)

평균
세금(백만)

총 세금(조)

상위 0.1% 41,655 21.4 513.1 21.4

상위 0.4% ~0.1 166,620 4.4 37.1 6.1

상위 0.5% ~0.4 208,275 2.6 5.5 1.1

상위 0.5 ~ 1% 416,550 5.1 69.0 28.7

기본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타당성

⇨토지를 제외한 금융자산 포함

⇨‘기본자산’에 활용될 수 있음

14

• 세액: 5.3조 원
• 과세증여 : 47.6조 원

• 과세상속에 부과(사망 전 10년 내 증여로 제한)

증여세

• 세액: 2.5조 원. 
• 과세 표준 : 15.1조 원

상속세

• 소액의 세수: 조기 증여에 대한 가벼운 과세(사망 전 10
년 이상 증여)

• 종신 부 양도세로 대체
• (개인 수혜자에 대해 주택 및 상속을 포함한 모든 누적
증여에 대해 누진세 적용)

한계 & 방향

증여 및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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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산 과세 기준 : 791조 원

• 세율 1% 포인트 증가 ⇨ 7.9조 원

• 지방소비세의 미래 재원

• 중앙 및 지방정부 간 ‘공통세(common tax)’

부가가치세

•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한 대안

• 본 발표의 주제는 아님

탄소세

기타 세금

16

• 강화된 자본이득세를 시행하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금융투자소득세’).

소득세 공제 및 감면 폐지

47.6 조 원

•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세수가 예상됨

국토토지세 또는 재산세

40 조원

• 탄소세

• 부유세

• 국민소득세

가능한 다른 세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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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I Tax Reform to Finance Universal Basic Income in Korea

Tax Reform to Finance
Universal Basic Income in Korea

April 29, 2021

You, Jong-Sung
Park, Ki-Baeg

2

Intro

• Concept, Justification 

• Economic Effect on Redistribution, Employment, 

Consumption, etc.

• Financing methods other than Taxes

No Discussion on

• Focused on Existing Taxes

• Or Substitutable New Taxes

• Target Revenue : Total ₩ 100 ~ 200 tril.

• Estimation with Government Tax Data 

Tax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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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rsonal Income Tax _ Deduction and Tax Credit 

• Negative Income Tax 

• Including Progressive Taxation

Justification

Amount (-)

Income

Basic Income

Income

Tax without Deduction 
and Tax Credit

Tax
Net Tax

NIT

4

• Personal Exemptions

• Labor Income

• Spending with Credit Card

Income Deductions

• Labor Income

• Education Expenses

• Children

Tax Credits 

Suitable Targets  

Personal Income Tax _ Deductions and Tax Credits 

Means Employe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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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Taxed at the time of Payment

Pension Contribution

• Equivalent to Cost or Tax

Other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 Insurances 

• To Avoid Double Taxation

Foreign Income Tax Paid and Dividend Income

Tax Incentives on Gift, Small Business, etc.

Impossible to eliminate all tax concessions  

Personal Income Tax _ Deductions and Tax Credits 

6

National Tax Service Data : Labor Income (2018) 

Tax>0 Tax=0 Total

Income 
deductions

Labor income 21.0 4.4 25.4

Personal 5.2 1.3 6.6

Credit Card 2.2 0.5 2.8

Sub total 28.5 6.2 34.7

Tax credits

Labor Income 5.8 1.0 6.8

Children 0.7 0.2 0.9

Education 
Expenses 1.1 0.1 1.2

Sub total 7.6 1.3 8.9

Total 36.1 7.5 43.6

(Unit: ₩ tril.)

Personal Income Tax _ Deductions and Tax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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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ase: Comprehensive Income of 2018

• Taxpayers ; 6.9 mil. 

• Total Income : ₩ 213.7 tril. 

• Tax : ₩ 31.8 tril. 

Data Description

• Personal Exemptions : ₩ 3.0 tril. 

• Deduction for Credit Card Expenses : ₩ 0.5 tril. 

• Credit for Education Expenses : ₩ 0.2 tril.

• Credit for Children: ₩ 0.3 tril.

Tax Cut by Item

Total Tax Benefits: ₩ 4.0  tril. 

Sum : Labor + Comprehensive Income = ₩ 47.6 tril.  

National Tax Service Data : Comprehensive Income

Personal Income Tax _ Deductions and Tax Credits 

8

• Taxpayers ; 23.2 mil. 

• Income : ₩ 824.1 tril. 

• Taxable Income : ₩ 500.3 tril. 

• Tax : ₩ 61.7 tril. 

Current Status (2018)

• Estimated Tax Revenue : 135.9 tril. 

• Except Tax Credits for Double Taxation Avoidance

Eliminate All Deductions and Credits

Increased Revenue of 74.2 tril. 

Consolidated Income Data : Labor + Comprehensive Income 
(removing redundant labor incomes)

Personal Income Tax _ Deductions and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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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Stocks  & Houses

• Government introduced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recently 

Strengthen Capital Gains Tax

• 1 ~ 4 %p by Income Class 

Increase Tax Rates

• NI = Labor income + Net Capital Income

• NI in NTS data = ₩ 1,246.4 tril. 

• Tax on NI by 5% flat rate ⇨ ₩ 62.3 tril.

New tax on National Income

Personal Income Tax _ Other Methods 

10

• Tax amount : ₩ 70.2 tril. 

• Taxable Income : ₩ 350.2 tril. 

Current Status (2018)

• Korea's corporate tax rate is not low 

• 22 ~ 25%

• The size of deductions and credits is not large.

• The size is 9.9 ₩ tril. 
• Which includes tax concessions for foreign income 

tax paid and R&D expenses.

Limitations

Corporate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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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Land : Natural resource

• desirable to tax on land value only

Justification

• Technical difficulty in valuing land separate from 

structure ⇨ dispute over the value 

• the ‘Property tax’ on a house is currently based on the 

total value of a house without separate valuation of 

land and structure

Limitations

• Utilize the current Property Tax System

• Allowing Exemption of a certain amount for House           

if needed

Recommendation

Tax on Property  

12

Tax on Property  

Total Taxable Non-taxable

Cases (thous.) 55,202 34,782 20,421 

Tax Base (tril.) 5,317.4 4,079.6 1,237.7

Tax (tril) 17.5 11.8 5.7 

Non-
Corporate

Corporate(except 
government) Individual Total

Land Price 84.9 1,046.8 2,964.9 4,096.6

Sour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Official Price of Land > 

< Taxable Property >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 tax rate ⇨ ₩ 40.8 tril.  

1% tax rate ⇨ ₩ 41.0 t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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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ax on Net Asset (Wealth Tax)

< Estimation of Wealth Tax > 

Applied Tax rate : Progressive 

- 1% for over ₩ 2 billion

- 2% for over ₩ 3 billion 

- 3% for over ₩ 8 billion 

Adults Taxpayers
Average Net 
Asset (bil.)

Average Tax 
(mil.)

Total Tax 
(tril.)

top 0.1% 41,655 21.4 513.1 21.4

next 0.4% 166,620 4.4 37.1 6.1

next 0.5% 208,275 2.6 5.5 1.1

top 1% 416,550 5.1 69.0 28.7

Relatively Weak Justification for Basic Income

⇨ Including Financial Assets Except for Land 

⇨ Could be used for ‘Basic Asset’

14

• Tax amount : ₩ 5.3 tril. 
• Taxable gifts : ₩ 47.6 tril. 

• Added to the Taxable Inheritance (limited to the gifts 
given less than 10 years before death) 

Gift Tax

• Tax amount : ₩ 2.5 tril. 
• Taxable Asset :₩  15.1 tril. 

Inheritance Tax

• Small Amount of Tax Revenue: Light taxation on early 
gifts (given more than 10 years before death)

• To Replace with Lifetime Wealth Transfer Tax 
(Progressive tax on all the accumulated gifts, including 
housing, and inheritances for individual recipients)

Limitation & Direction

Gift & Inheritance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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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stimated Tax Base : ₩ 791 tril. 

• 1%p Increase of the tax rate ⇨ ₩ 7.9 tril

• Future Resources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 ‘Common Tax’ between Central & Local Government

Value Added Tax

• Possible Candidate to Finance Basic Income

• Not a subject of this Presentation  

Carbon Tax

Other Taxes  

16

• More Tax Revenues are expected from the enforced Capital 

gains tax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Elimination of Income Deductions and Tax Credits 

₩ 47.6 tril. 

• More Tax Revenues are expected due to the recent rise in 

House Prices  

Land Value Tax or Property Tax

₩ 40 + tril. 

• Carbon Tax

• Wealth Tax 

• National Income Tax 

Possible Candidate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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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ATION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Min Geum, President, Institute for Political & Economic Alternatives, Korea

요약문 I 기본소득_재원조달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란 결국 어떤 것을 공유부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모두의 몫, 곧 공유부는 개별적인 모두에게 조건 
없이 분배되어야 한다. 일단 가장 넓은 의미의 공유부 개념에서 출발해 보자. 모든 종류의 소득은 전승된 지식과 사회적 
협력의 효과로 발생하므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는 공유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임대소득까지 포함하여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별도로 과세하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 
편의상 이를 지식소득세 또는 사회가치소득세로 부르자. 하지만 이처럼 넓은 의미의 공유부 개념이 아니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공유부 개념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 토지와 생태환경이 바로 그와 같은 공유부이다. 토지보유세를 거둬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분배하며 탄소세를 걷고 세수를 탄소배당으로 분배하는 것은 토지와 생태환경은 자연적 공유부라는 
점으로부터 정당성을 얻는다. 나아가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형 탄소세는 지가상승을 막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조정적 조세로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부문과 산업 전체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적 공유부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주목해야 한다. 빅데이터를 공유부로 본다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얻은 기업 이윤에 과세하고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토지, 생태환경, 빅데이터, 전승된 지식과 
사회적 협력은 공유부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공유부에 과세하여 마련된 세수 전액은 기본소득 형태로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세수를 재정당국이 재량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전액 기본소득으로 되돌려 주는 
이유도 재원의 성격이 공유부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공유부 과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할 수 있으며, 역진적인 조세지출 제도를 
정비하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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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Financing Basic Income
 

The agenda of financing for basic income boils down to a question of what could be viewed as 
common wealth. Shares of all, so-called the common wealth, need to be distributed to every 
single individual with no strings attached. Let us begin with the concept of the common wealth in 
a widest perspective. Since all kinds of income are generated by inherited knowledge and social 
cooperation, all types of income belonging to individuals necessarily include the common wealth. 

Therefore, financial resources for basic income could be mobilized by separately imposing taxes 
on all types of income belonging to individuals including not only earned income but also income 
from interests, dividend, and real estate rental. For our convenience, this kind of tax could be 
called knowledge income tax or social value income tax. In other sense, we could begin with a 
narrower concept of common wealth easier to understand. Land and ecological environment is the 
commons. Distributing the revenues from land value tax as dividend and distributing revenues from 
carbon tax as carbon dividend could be justified by the idea that land and ecological environment 
are the common wealth from the nature. Furthermore, basic income oriented land value tax and 
carbon tax are essential as corrective tax preventing property price from surging and reduce carbon 
emission. Additionally, especially at a time when digital transition is radically driven throughout 
the public sector and overall industries, artificial common wealth such as big data is noticeable as 
financial resources for basic income. In case that the big data is viewed as the commons, tax needs 
to be imposed on corporations that earn data based profits and tax revenues need to be distributed 
as basic income as well. Land, ecological environment, big data, inherited knowledge, and social 
cooperation could be seen as the common wealth. Thus, all amounts of tax revenues from them are 
required to be allocated in the form of basic income unconditionally, universally, and individually. 
The fiscal authorities need to return tax revenues from the commons to the public as basic income 
instead of using them at their discretion. It is because the financial resources are raised from the 
common wealth. It is, of course, necessary to prepare additional financing for basic income not only 
levying taxes on the commons. For instance, profits from the public asset could be distributed as 
basic income and regressive tax expenditure could be restructured to raise fund for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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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I 기본소득_재원조달

기본소득_재원조달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세션 2-2

I. 정당한 재원, 정당한 이전방식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정의(2016):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정기적 현금이전

⚫질문: 왜 개별적인 모두에게 조건 없이 나눠주는가? 

해답: 기본소득의 재원은 공유부(common wealth)

공유부는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몫

공유부 분배에 조건을 달고 선별한다면 부정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분배 =공유부의 분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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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유부란? 구체적인 공유부 항목

공유부 = 모두의 몫

⚫누구의 기여로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

⚫원래는 인류 모두의 것이었던 자연적 기초

⚫자연적 공유부(원천적 공유부): 토지와 자연자원, 생태환경

⚫인공적 공유부(협력적 공유부): 공통지식, 빅데이터, 화폐발행이득

⚫공유부 과세로 마련한 세수는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

⚫과세와 이전의 연동은 기본소득 재정의 근본 특징

II.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제도 설계: 종합부동산세 폐지, 토지보유세 신설, 재산세
토지분 차감, 인별합산, 감면 폐지, 세수 전액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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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과세(재원) 정당성__경제적 사회적 효과

정당성 효과

토지보유세

1. 자연적 공유부. 토지공개념

2. 토지가치는 사회가 창출
(토지의 위치, 입지조건이
부동산 가격에 결정적)
(지대추구 경제의 억제) 

교정적 과세
1. 부동산 가격하락 안정
2019년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 대비 16.2%, 352.9조,
부동산지니계수 0.811(남기업, 2021). 토지보유세 세수
규모는 토지보유자들 전체가 감당하는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고 그 원금만큼 전국 지가총액이 하락.

2. 토지 불로소득 축소
기본주택은 예상투기수요 차단하지만, 확대를 위해서
는 지가안정화가 필요. 양도세는 부차적 수단, 토지보
유세가 매매차익을 줄이는 기본적 정책수단. 

3.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전한 경제

II.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배당 정당성__경제적 사회적 효과

토지배당

사회구성원 모두는 토지에서
발생한 가치에 대해 일정한
몫을 요구할 개별적 권리를
가진다.

1. 토지보유세에 대한 정치적 지지 확보.
순수혜 규모는 비례세 유형에서 95.9% 세대, 누진세
유형에서 95.7% 세대 (경기연구원, 2008-80: 108)

2. 주거복지
토지소유가 없는 38.7% 인구에게는 지가안정에 따른
인대료 인하의 혜택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임대료
보조금을 주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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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본소득형 탄소세

지구온난화와 시대적 요청_신무역질서로서 탄소국국경경세세

⚫ 2015년 파리기후협약

⚫ 탄소중립과 주요국 정책 변화 EU 2030 중간목표 55% 감축으로 상향 조정, 2021부터탄소국경세

단계적도입. 바이든행정부등장과탄소중립

⚫ 탄소국경세는 수출경쟁력 문제

⚫ 금융자본도 거품 붕괴를 우려하여 탄소자산을 투자리스크로 취급. 탈석탄금융 선언. 한국은

탄소좌초자산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1,060억 달러)

⚫ 한국 현황: 2018년 탄소배출량 OECD 중 6위(1인 당 4위). 배출권거래제 2021년부터 10% 유상

할당, 교통 환경 에너지세(2016년 세수규모 13.5조)

⚫ <탄소배당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성명> 미국 주용 경제학자 3,589인 참여. 환경세제를 탄소세로

단일화하고 세수 전액을 탄소배당으로 지출하여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극대화

III. 기본소득형 탄소세

탄소세 현황(유럽 16개국: 2019년 기준)

국국가가
CCOO22ee  톤톤 당당

세세율율 ((EEuurroo))

적적용용되되는는

온온실실가가스스배배출출비비

중중

도도입입 연연도도 국국가가

CCOO22ee  톤톤 당당

세세율율

((EEuurroo))

적적용용되되는는

온온실실가가스스배배출출비비

중중

도도입입 연연도도

스웨덴 112.08 40% 1991 아일란드 20 49% 2010

스위스 83.17 33% 2008 슬로베니아 17 24% 1996

핀란드 62 36% 1990 스페인 15 3% 2014

노르웨이 52.09 62% 1991 포르투갈 12.74 29% 2015

프랑스 44 35% 2014 라트비아 5 15% 2004

아이슬란드 27.38 29% 2010 에스토니아 2 3% 2000

덴마크 23.21 40% 1992 우크라이나 0.33 71% 2011

영국 20.34 32% 2013 폴란드 0.07 4%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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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본소득형 탄소세

탄탄소소배배당당현현황황 ((스스위위스스와와캐캐나나다다))

⚫ 스위스 세수 67% 배당, 캐나다 90% 배당

⚫ 스위스 탄소세율 2008년 CO2eq 톤당 12스위스프랑, 탄소배당 덕택에 세율

탄력적 인상 가능함(7배 인상)

⚫ 캐나다 연방 차원 탄소세율 CO2eq 톤당 30 US달러, 매년 10달러 인상 계획

⚫ 스위스 국민 대다수는 탄소배당 액수가 탄소세로 인한 가격인상보다 적다고

인식함(Farsi et al. 2020:10) 탄소세수 67%만 배당기 때문이다.

⚫ 반면 캐나다 대다수 가계에 대하여 에너지가격 인상폭보다 배당액이 많다.

III. 기본소득형 탄소세

탄소세와 탄소배당의 연동 효과

⚫ 탄소세는 가격신호를 활용하는 환경정책수단으로서 배출총량을 규율하는 대신에

최종 소비가격에 전가되어 전탄소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인다. 고탄소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 탄소배당의 효과(1): 탄소배당으로 탄소세 역진성은 제거되고 구매력 약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저소득층은 재정적 혜택을 본다. 

⚫ 탄소배당의 효과(2): 탄소배당과 결합된 탄소세는 세수중립적. 세율의 탄력적 인상이

가능하다. 전년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탄소세율을 올릴 수 있다. 

⚫ 탄소세와 그린뉴딜의 관계: 에너지전환 재원은 탄소세수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지출

할 때 국가재정의 녹색전환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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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본소득형 탄소세

탄소세 적정세율과 도입세율

⚫탄소세 과세표준은 이산화탄소상당량으로 환산한 톤(CO2eq)

⚫적정세율: IMF(2019) 한국은 CO2eq 톤당 75달러 적용해도 감축목표

달성 어렵다고 판다.

⚫도입세율: 적정세율의 절반인 CO2eq 톤당 4만원에서 출발하여 단계적

탄력적 인상

⚫세수규모는 대략 32조, 1인당 월 5만3천원 가량

⚫배출권거래제와 병용, 유상거래의 차액은 감면. 

⚫교통 환경 에너지세는 일몰하고 탄소세로 단일화

⚫탄소국경세 및 핵발전위험세 도입

IV. 빅데이터세와 빅데이터배당

빅빅데데이이터터는는인인공공적적공공유유부부의의대대표표사사례례

⚫빅데이터와 플랫폼 알고리즘은 불가분의 관계

⚫빅데이터는 항구적으로 갱신되는 디지털 기록물, 생성과 갱신은 사회의

효과

⚫네트워크 외부효과에 입각한 수익 창출

⚫외국법인에게 디지털서비스세(DST), 국내 플랫폼 기업에게는 빅데이터세

과세하여 배당재원으로

⚫빅데이터 배당은 개별데이터의 가치를 개별제공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과정에서 “사회의효과(effect of society)로

발생한몫을사회구성원모두에게되돌려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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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본소득을 위한 별도의 소득세

시민배당

⚫기존의 근로소득세나 이자, 배당, 임대소득 과세와 별도

⚫종합소득에 정률과세하여 기본소득으로 분배 (시민배당 특별회계)

⚫과세 정당성은 1) “모든 소득은 지식의 외부효과에 의존”한다. 

2) 모든 소득에는 사회(공동체)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세수중립성

⚫정률 t% 과세는 지니계수를 t%p 개선함

VI. 기본소득의 재정학

기본소득 특별회계

⚫ 조세형 기본소득의 재정특징:  거둔 세수는 그대로 모든 개별 시민에게 무조건적, 정기적으로

이전. 재정적 조세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조정적 조세(토지보유세와 탄소세)

⚫ 기본소득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의 강한 견련관계

⚫ 재정환상(조세환상)의 제거

모든 시민은 납세의무자이자 기본소득 수급권자

얼마를 냈으며 얼마를 돌려 받는지 명확

모든 시민은 순수혜 및 순기여(순부담)의 크기를 정확하게 안다.

⚫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재분배: 기본소득과 지니계수 관계. 시장소득의 순위 보전, 소득격차의

비례적 축소

⚫ 재정규모는 명목부담(인구수x지급액)이 아닌 순부담 규모. 

순부담 규모=재분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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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ng Basic Income

Min Geum
Institute for Political & Economic 

Alternatives, Korea

Session 2-2

I. A legitimate financial resource, a legitimate way of transfer 

 Definition by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 (2016): 

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Question: Why does it need to be given to all individual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Answer: The financial resources of basic income comes from common wealth which 

needs to be returned to everyone. 

If the common wealth is allocated to selected recipients based on certain conditions, 

it is unfair. 

Unconditional, universal, and individual distribution = a fair distribution of common 

wealth

Presentation I Financing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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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hat’s common wealth? Specific items of common wealth

Common wealth = Everyone’s share

 Profits that could not be attributed to certain individual’s contribution only 

 Primarily, common wealth is derived from the nature belonging to all human beings

 Natural common wealth(original): land, natural resources, ecological environment

 Artificial common wealth(collaborative): common knowledge, big data, gains from 

currency issuance

 The entire revenues from taxation on common wealth have to be distributed as basic 

income. 

 Fundamentals of basic income financing lie in the link between taxation and transfer. 

II. Basic income oriented land value tax
Design: Abolish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troducing land value tax, 
deduction property tax on land, sum by person, abolishing reduction, dividend of the 
entire tax revenues

Detailed items

Taxation object

Differential taxation 
by purpose

Standards-based 
assessment

Sum 

Standards-based 
assessment
and tax rate 

Non-taxation and 
deduction

Non-taxation and 
deductio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Basic income oriented land value tax 

For housings- land+building, separate consideration 
of  land,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land, 
separate taxation object excepting land  

Housings, separate consideration of land, 
differential taxation by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land

Officially published land price X fair market price 
ratio

Sum by individual 

Different standards-based assessment and tax rate

Remaining 

Property tax deduction 

Entire privately owned land 

Abolished

Officially published land price

Sum by individual

Designed as progressive or 
proportional tax

Abolishing deduction

- The total amount of property tax on land is deducted.
- Providing total amount of tax revenues as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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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asic income oriented land value tax
Design: Abolish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troducing land value tax, 
deduction property tax on land, sum by person, abolishing reduction, dividend of the 
entire tax revenues

Detailed items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Basic income oriented land value tax 

Taxation object
For housings- land+building, separate consideration of  
land,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land, separate 

taxation object excepting land  
Entire privately owned land 

Differential taxation by purpose Housings, separate consideration of land, differential 
taxation by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land

Abolished

Standards-based assessment Officially published land price X fair market price ratio Officially published land price

Sum Sum by individual Sum by individual

Standards-based assessment and tax rate 
Different standards-based assessment and tax rate Designed as progressive or proportional tax

Non-taxation and deduction Remaining Abolishing deduction

Non-taxation and deduction Property tax deduction 
- The total amount of property tax on land is deducted.

- Providing total amount of tax revenues as basic 
income

II. Basic income oriented land holding tax

Justification of taxation(financial resources)_economic/social effects

Justification Effects

Land holding tax

Corrective tax 

1.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by driving price down 

Unearned income from property assets accounted for around 16.2% of 
GDP as of 2019, 
Real estate Gini coefficient 0.811(Giup Nam, 2021) 

The amount of land ownership tax revenues can be tantamount to the 
interest expense covered by all land owners, and the total land price of 
the nation decreases as much as the principal amount.

2. Reduction of unearned income from land

Basic housing, a kind of public rental housing, could curve the expected 
speculation demand,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scheme requires 
land price stabilization. Transfer tax is a secondary means. Land holding 
tax is a primary policy approach to reduce gains from trading property 
asset.  

3. Sane economy enabling an efficient use of land

1. Natural common 
wealth.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2. Land value is to be 
created by society
(location of land and 
factors of location 
determines real estate 
price.)
(Suppressing the pursuit 
of high profit from 
property asset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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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asic income oriented land holding tax

Justification of dividend__ economic/social effects

Land dividend

Every member of society 
individually  has to have 
the right to claim certain 
shares of the values 
generated from land. 

Securing political supports for land holding tax
Net beneficiaries account for 95.9% by the 
proportional taxation and 95.7% by the 
progressive one out of the total 
household.(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20-
80: 108)

2. Housing welfare 
38.7% of population without land ownership 
could benefit from dropping land price derived 
from a stabilized housing market as well as 
provision of direct subsidy for rental. 

III. Basic income oriented carbon tax

Global warming and what our time demands _ CCaarrbboonn  

bboorrddeerr  ttaaxx  aass  aa  nneeww  ttrraaddee  oorrddeerr
 The Paris Agreement in 2015

 Carbon neutrality and policy changes of major nations EU 2030 mid-term goal was revised 

upward to 55% reduction of GHG, introducing phased carbon border tax starting from 2021, 

inaugura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carbon neutrality

 Carbon border tax is a matter of export competitiveness.    

 Financial capitals consider carbon asset as investment risks due to the concerns over bubble 

bursts. Declaring coal-phase out finance. Korea is a nation with highest risks of carbon stranded 

assets(USD 106 billion) 

 Ranked 6th in carbon emission among OECD member countries in 2018(ranked 4th by per capita 

emission), 10% of emission allowance  to be allocated through auction starting from 2021, 

transportation/environment/energy tax(around 13.5 trillion of tax revenues in 2016) 

 <Economists’ Statement on Carbon Dividends> Signed by 3,589 major economists in the US. 

Integrating taxes related to environment into one single carbon tax, and providing the entire tax 

revenues as carbon dividends to maximize political sustainability.  



502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III. Basic income oriented carbon tax

Current status of carbon tax(16 EU nations: as of 2019)

NNaattiioonn

TTaaxx  rraattee  ppeerr  ooff  

CCOO22ee  ttoonn  

((EEuurroo))

AApppplliieedd rraattee  ooff  

GGHHGG  eemmiissssiioonn

YYeeaarr ooff  

iinnttrroodduuccttiioonn  
NNaattiioonn

TTaaxx  rraattee  ppeerr  ooff  

CCOO22ee  ttoonn  

((EEuurroo))

AApppplliieedd rraattee  ooff  

GGHHGG  eemmiissssiioonn

YYeeaarr ooff  

iinnttrroodduuccttiioonn

Sweden 112.08 40% 1991 Ireand 20 49% 2010

Swiss 83.17 33% 2008 Slovenia 17 24% 1996

Finland 62 36% 1990 Spain 15 3% 2014

Norway 52.09 62% 1991 Portugal 12.74 29% 2015

France 44 35% 2014 Latvia 5 15% 2004

Iceland 27.38 29% 2010 Estonia 2 3% 2000

Denmark 23.21 40% 1992 Ukraine 0.33 71% 2011

UK 20.34 32% 2013 poland 0.07 4% 1990

III. Basic income oriented carbon tax

CCuurrrreenntt  ssttaattuuss  ooff  ccaarrbboonn  ddiivviiddeenndd ((SSwwiittzzeerrllaanndd  aanndd  CCaannaaddaa  ))

 Switzerland provides 67% of tax revenues as dividend and Canada does 90% of those as dividend

 Switzerland’s carbon tax rate in 2008 12 SFr per CO2 eq ton, Carbon dividend enables the nation to 

implement elastic tax rate increase(7 folds).

 Canadian carbon tax rate at the federal level, 30 USD per CO2eq ton, 

planning to raise 10 USD every year

 Most of people of Switzerland recognize that the amount of carbon dividend is less than the 

increased tax amount they are paying as carbon tax. It’s because only 67% of tax revenues are 

allocated as dividend. (Farsi et al. 2020:10) 

 On the other hand, for most households in Canada, dividend outweighs the increase in energy price 

due to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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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Basic income oriented carbon tax

Synchronized effects between carbon tax and carbon dividend

 Carbon tax is an environmental policy means that utilizes price signals. It enhances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all-carbon products by being added to the final consumption price instead of regulating the total amount 

of emissions.  Therefore, high-carbon products are kicked out of the market. 

 Effects of carbon dividend(1) : carbon dividend removes repressiveness of carbon tax and does not undermine 

purchasing power, while people of the low-income would financially benefit from the dividend.  

 Effects of carbon dividend(2) : carbon tax synchronized with carbon dividend is tax neutral. It’s possible to 

elastically increase tax rate. If it fails to meet the target of previous year’s reduction target,                               

tax rate could be raised. 

 Relations between carbon tax and Green New Deal: Maximizing the effects of green transition of national 

finances is possible when the financing for energy transition is mobilized from general accounts                  

rather than carbon tax

III. Basic income oriented carbon tax

Appropriate carbon tax rate and its’ initial rate 

 Standards-based assessment of carbon rate is based on ton equivalent to the amount of 

CO2(CO2eq). 

 Appropriate tax rate: In 2019, IMF considered that Korea was not able to meet the target 

even when 75 USD was levied on per CO2eq ton. 

 Initial rate: phased tax rate increasing after starting from KRW 40,000 per CO2eq ton, a half 

of the appropriate rate 

 KRW 32 trillion of tax revenues, approx. KRW 53,000 per capita

 Combined with emission trading system, exempted the price gaps from auction-based 

trading system 

 Transportation/environment/energy taxes are to be terminated as they are integrated into a 

uniformed carbon tax

 Introducing carbon border tax and nuclear generation risk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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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Big data tax and big data dividend

BBiigg  ddaattaa  iiss  aa  rreepprreesseennttaattiivvee  ccaassee  ooff  aarrttiiffiicciiaall  ccoommmmoonn  wweeaalltthh

 Big data and platform algorithm are inseparable.

 Big data is digital records permanently renewed, also, generation and renewal of 

it are resulted from social effects.

 Profit generation based on external effects of network

 Imposing digital service tax on foreign corporations and big data tax on 

domestic platform companies, of which tax revenues to be used for dividend

 Big data dividend is not to return values of individual data to its individual 

provider. Instead, it is to return shares of generated values to every member of 

society as “effects of society” in the course of value generation based on data. 

V. Separate income tax for basic income

 Separate from conventional earned income tax, interests, dividend, and 

rental income tax 

 Dividend as basic income by levying fixed rate tax on comprehensive 

income(citizen’s dividend special accounts)

 Ground for taxation 1) “every income is dependent on external effects of 

knowledge”. 2) every income includes inherent intrinsic social(community’s) 

values.  

 Tax revenue neutrality

 Taxation of the fixed rate t% improves the Gini coefficient by t%p. 

Citizen’s divi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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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Public finance of basic income

Basic income special accounts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basic income based on taxation: the entire collected tax revenues are to be  

transferred to individual citizens unconditionally and periodically. Not taxation based on public finance, but 

partially regulative taxation. (land holding tax and carbon tax)

 Basic income special accounts: strong connection-relations budget revenues and expenditure

 Removing fiscal illusion(taxation illusion)

Every citizen is taxpayer as well as beneficiaries of basic income.

Everything is clear about how much they will pay and receive.

Every citizen exactly understand the magnitude of net benefits and net contribution(net burden).

 Income redistribution employing taxation: Relations between basic income and Gini coefficient. Preserving the 

ranking of market income, proportional reduction of income gap

 Size of public finance is not nominal burden(population x payment amount), but the size of net burden, 

Size of net burden = side of redistribution

감감사사합합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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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
geummin2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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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Inoue Tomohiro, 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

Komazawa University, Japan

토론문 I
 

발표 1 “UBI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에서는 한국의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 개혁 방안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득세와 법인세에만 중점을 두었지만, 이 발표에서 우선 제안한 것은 소득공제(개인공제, 
근로소득 및 신용카드 공제 등) 및 세금혜택(근로소득, 교육비용, 자녀 등)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47조 7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토지 및 자산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하여 40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재원마련의 또 다른 대안으로 탄소세 및 부유세를 들 수 있다.  

발표 2 “기본소득 재원마련”은 더욱 이념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자연 및 인공적인 공유부를 기반으로 한 
세수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적인 공유부에는 토지, 천연자원 및 생태환경이 포함된다. 이 발표를 통해 탄소세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다룬다. 
개인적으로 탄소세에 매우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현재의 일본 스가 총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발표 2에서는 한국정부가 CO2eq 톤당 40,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경우 3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인공적인 공유부에는 공동의 지식, 빅데이터 및 시뇨리지(Seigniorage, 화폐발행으로 얻은 이득)등이 포함된다. 향후 
빅데이터에 대한 세금 부과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플랫폼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 및 아마존)으로의 부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부의 재분배 방식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의 집중은 정보 산업의 제로 
한계비용 및 네트워크 외부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 동안은 기존의 세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기본소득은 발표 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공유부에서 얻은 이윤 및 세수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시뇨리지는 한국, 일본, 미국과 같이 자체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시뇨리지는 국민배당금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은 독자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거시경제에 내재된 문제이다. 이는 세금이 거시경제를 변화시키고, 결국, 이것이 다시 
세금총액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현대통화이론(MMT)에서는 세금은 수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부지출은 유통되는 통화의 양(통화공급)을 증가시키고 
세금 징수는 이러한 통화의 양에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통화발행 과 세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MMT 옹호자들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MMT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MMT에 따르면, 정부지출은 세금이 아닌 인플레이션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뇨리지를 배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본 소득을 위한 훌륭한 재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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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esentation1 "Tax Reform to Finance Universal Basic" shows how to reform the tax system to 
finance basic income in South Korea, giving concrete figures. We tend to focus on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but this presentation first proposes the abolition of income deductions (personal 
exemptions, labor income, spending with credit card) and tax credits (labor income, education 
expenses, children). With these abolitions, tax revenue of 47.7 trillion won will be obtained. In 
addition, revenue of more than 40 trillion won can be obtained by imposing 1% taxes on land and 
property. Other candidates of fiscal resources are carbon tax and wealth tax.

Presentation2 "Basic Income Financing" is more ideological, and argues that basic income should 
be funded by tax revenues from natural and artificial common wealth. 

Natural common wealth includes land, natural resources, and the ecological environment. This 
presentation discusses carbon tax in detail. I am also very interested in carbon tax because the 
current Japanese administration, Suga administration has declared that Japan will go carbon 
neutral by 2050. Presentation2 proposes that the government imposes 40,000 won tax per CO2eq 
ton at the beginning. In this case, 32 trillion won can be obtain.

Artificial common wealth includes common knowledge, big data, and seigniorage (gains from 
currency issuance). I think that taxation on big data will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Because wealth will be concentrated in platform companies (such as Google, Apple, 
Facebook, and Amazon), and the problem of how to redistribute the wealth has to be solved. 
The concentration of wealth is due to zero marginal cost and network externalities in information 
industry.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existing tax system for the meantime, as shown by 
presentation1, because it takes time to introduce a new tax system. However, ideally, basic 
income should be financed by the profits and tax revenues from common wealth as argued by 
presentation2. 

Especially seigniorage should be more discussed, because it can be an important source of revenue 
in countries with their own currencies such as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 would 
like to insist that seigniorage is distributed to all people equally as national dividend. 

Taxes cannot exist as a stand-alone issue and must be embedded in macroeconomic problems. 
Because taxes change the macro economy, then changes the amount of taxes themselves. 

The modern monetary theory (MMT) argues that taxes are not a source of revenue. Government 
spending increases the amount of money in circulation (money supply), and tax collection 
eliminates it. Therefore money issuance and taxes are a pair of issues and inseparable. 

MMT advocators are against basic income, but I think that we should discuss basic income based 
on MMT. Government spending is not constrained by taxes, but by inflation as argued by MMT. We 
need to continue to distribute seigniorage to the people until inflation occurs. That can be a great 
source of funding for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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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I 기본소득, 단순하고 누진적인 세제개혁과 결합해야
 

기본소득제 도입의 당위성은 여러 가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이른 시기 안에 제도를 시행한다면, 
그 목표는 ‘경제적인 격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좁히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 커지는 소득격차와 그보다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자산격차가 돌이킬 수 없는 계급사회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고, 시급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정당성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추후 논의하는 것이 옳다. 재정전략도 이를 감안해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민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는 세금을 거두고 재정을 지출하는 재분배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수반한다. 결국 
국가의 세금제도를 개편하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재구조화해야 국민기본소득제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선 
국가가 국민에게 거두는 시스템인 세금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국민기본소득제를 위한 세금제도의 개편 방향은 명확하다.  
단순하고 누진적인 세금제도다. 커져가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다.

세금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다. 취지에 걸맞는 순기능이 존재하나, 제도를 잘 아는 
전문성에 따라 혹은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제도가 불평등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비과세 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더욱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LAB2050의 추산으로는 2021년 기준 소득세 비과세 감면 총액인 연간 80조원 중 3분의 2가 정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소득세제는 과도한 비과세·감면 조항으로 인해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세율갭)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우형, 강성훈이 한국의 소득세 세율갭을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등 6개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의 최고소득층과 캐나다의 중하위소득층을 제외하면 한국의 세율갭이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특히 연소득 3천만원 이상부터 2억원 이하까지 중상위 소득층의 세율갭이 10% 이상으로 한국의 소득세제가 상위 구간의 
소득자에게 과도할 정도로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의 하위 소득구간을 제외하면 다른 
6개국의 모든 소득구간에서 세율갭이 대체로 5%를 넘지 않는다. 홍우형, 강성훈은 중상위 소득계층에게 과도한 소득세 
공제제도의 혜택이 주어져 소득세제를 통한 세수입 확보 및 소득재분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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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율갭이 중상위 소득계층에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가 세금제도를 역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근거다.

만일 비과세 감면의 대폭 정비가 가져오는 징세액 증가 충격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 소득세 세율을 낮추며 동시에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는 전략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세정을 예측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이 소득에 맞추어 정해진 세율만큼 세금을 낸다는 점을 
투명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경제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공정성 시비도 덜해져 세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해집단에 대한 정책지원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비과세 감면제도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그 동안 특정 이해관계자집단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무마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보조금이나 투자 등으로 만들어야 이런 지원이 일반 유권자들에 의해 투명하게 이해될 수 있게 되고, 특정 이해집단에게 
지원이 쏠리지 않도록 견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감면 정책들이 존재한다. 이 제도들 역시 기본소득제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보조금이나 투자 등의 다른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당사자와 국민이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국민기본소득제는 여러 복지제도를 대체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단순한 분배체계인 동시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단순한 세금제도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거두고 나눠주는 
재분배 시스템 전반을 단순화해 행정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세금행정과 복지행정의 업무를 상당 부분 감축시킨다.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재원마련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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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Basic Income in Combination with Progressive Tax Reform
 

There are multiple reasons that support the legitimacy of the adoption of basic income. But 
if the basic income system is to be implemented in Korea in the near future, the goal of such 
implementation should be limited to “narrowing the economic gap in the most efficient way”. 
This is because the widening income gap and the rapidly expanding asset gap are signaling an 
irreversible shift to a class society, fundamental response is in urgent need. Although there are 
other reasons that cannot be overlooked, the urgency for basic income makes it proper to discuss 
them later.

Universal basic income involves a change in the overall redistribution system in which taxes 
are collected and fiscal spending is made. After all, only when the national tax system and the 
government expenditure are restructured, the funds for basic income can be secured. To this end, 
the tax system, where the state collects tax from the people, should be first reformed. The direction 
is obvious: a simple and progressive tax system. It is a clear way to narrow the ever-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hat makes the tax system complicated is various tax exemptions and tax reductions. Such tax 
benefits may do a positive function befitting the purposes, but may also have a negative function that 
the tax system is likely to be applied unfairly depending on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the system 
or the economic ability to hire tax experts. Given this, I agree with the presenter’s opinion that a 
dramatic downsizing is required for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and I believe that even bolder 
overhaul may be necessary. According to LAB2050, two-thirds of 80 trillion won per year, which is the 
total amount of income tax exemption as of 2021, is estimated to be subject to such overh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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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income tax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having a large gap between the statutory and 
effective tax rates (tax rate gap) due to excessiv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provisions. Woo-
hyung Hong and Sung-hoon Kang compared Korea's income tax gap with six countries, namely 
Japan, Singapore,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and Finland, and found that Korea's tax gap 
was the highest across all income brackets except for Japan's highest income group and Canada’s 
middle-income group and low-income group. In particular, it points out that Korea's income tax 
system gives excessive tax benefit to the upper income group. And, in fact, the tax rate gap exceeds 
10% among middle and high incomers whose annual income is between 30 million won and 200 
million won. Unlike Korea, the tax rate gap is generally within 5% in all income brackets in six other 
countries, except for Canada's lower income bracket. The researchers argue that Korea's middle- and 
high-income groups are benefiting too much from the income tax exemption, which have become 
an obstacle to achieving the goals of tax income to secure tax revenues and redistribute income.

The higher tax rate gap in the upper-middle income bracket indicates that many of the income tax 
deductions are making the tax system regressive, not progressive.

If a major overhaul of the tax exemption is expected to cause an extreme increase in tax amount, 
the right response will be to lower the tax rate. This strategy, to reduce the income tax rate and 
to abolish tax exemptions at the same time, has two advantages. First, it makes taxation more 
predictable. If it is assured that everyone pays taxes at a fixed rate according to their income, it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and reduce the disputes over fairness, which will eventually 
increase social confidence in tax administration. Second, it makes the process of policy support 
for interest groups more transparent. Much of the tax exemption system has been created by the 
government as a tool to politically soothe certain stakeholder groups. The existing tax benefits 
should be turned into subsidies or investments so that ordinary voters can have a transparent 
understanding and make sure the support is not exclusively enjoyed by specific interest groups.

There certainly are tax-exempt policies targeting the vulnerable. These policies are also required to be 
converted to other support projects such as subsidies and investments other than basic income, and 
establish a system where transparent understanding as well as benefits for the vulnerable is secured.

In conclusion, universal basic income has two characters. It is a simple redistribution system to 
equally share welfare benefit to everyone. At the same time, it is a simple tax system to impose tax 
in a way that everyone can understand. The basic income system not only reduces administrative 
costs by streamlining the overall redistribution system, which collects and shares taxes, but also 
lessens the work burden of tax administration and welfar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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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I
 

금민 소장님의 발표

토론을 통해 발표주제를 구성하고, 향후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문제를 제기한다.

공유부

공유부를 기반으로 했던 기본소득의 초기 옹호자들은 토지의 향상된 가치는 토지소유주가 기여한 노동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들이 토지혜택으로부터 더욱 소외되는 도시화 국가에서, 토지의 공유부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의 정당화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유용한 것일까?  

토지 가치세

토지가격 하락이라는 주택시장의 장점이 있으며, 토지 소유와 관련한 높은 불평등으로 인해, 토지 가치세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토지 가치는 항상 현재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토지 가치세가 공정할 수 있을 것인가? 토지가치세 
기반 세수를 다른 공공서비스가 아닌 기본소득에 지출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탄소세와 탄소배당

탄소세를 위해서는 탄소배당금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탄소배당이 없는 경우, 저소득층은 순 가처분 소득의 손실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세가 모든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배당금보다 정당화하기가 더 수월하다. 

기본소득이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소득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탄소배출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탄소세가 필요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재분배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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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세 및 빅데이터 배당

빅데이터세는 특정국가와 관련한 데이터를 확인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정부세수 제공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빅데이터세가 다른 목적이 아닌 기본소득 지급에 활용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별도의 소득세

세수는 기본소득지급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감소할 것이다. 

고정세율을 부과하고, 정액소득을 지불하는 것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진세율 및 자산조사소득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박기백 교수의 발표

세금 감면 및 공제를 없애 기본소득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이미 제공된 모든 감면 및 공제혜택을 없애는 것이 가능할 것 인가? 

팔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는 어렵다. 또한, 그날 그날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자유 시장에서 매도 되는 
경우에만 토지의 가치를 알 수 있다. 

토지 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인가? 토지 가치세를 다른 공공 서비스가 아닌 기본 소득 
지급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순 자산에 대한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증여, 상속 및 소비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세금으로 얻은 세수를 다른 공공 서비스가 아닌 기본소득 지불에 활용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가계 구성원의 기본소득의 효과가 가계 순 가처분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가 미치는 영향을 능가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위험이 있다.  

마이크로시뮬레이션은 가계 순 소득 증가 및 손실, 빈곤율, 불평등 지표 등에 미치는 정책변화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국이 마이크로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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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말콤 토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단장
Malcolm Torry, General Manager,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UK

Summary I
 

Min Geum’s presentation

My discussion will develop the themes of the presentation and then ask qu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discussion:

Common wealth
Early advocates for Basic Income based on common wealth recognised that improvements to the 
land that enhanced its value also represented common wealth, because those improvements were 
not only the product of labour contributed by the landowner. 

In urbanising countries, with populations increasingly alienated from the land, is a justification for 
Basic Income from the common wealth of land still politically useful?

Land value tax
There are housing market advantages to the price of land falling, and because of the high inequality 
related to land ownership, land value tax can be politically attractive.

Land values are always out of date, so is it possible for a land value tax to be fair?

Is there any reason why a land value tax should be spent on a Basic Income rather than on some 
other public purpose?

Carbon tax and dividend
A carbon tax needs a carbon dividend because otherwise low income households will suffer a 
household net disposable income loss: and because every household disposable income will be 
affected by a carbon tax, a Basic Income would be easier to justify than a means-tested dividend. 
If a Basic Income were to redistribute from rich to poor, then becaus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is higher for low income households than for high income households, carbon emissions 
will rise, so a carbon tax will be needed to reduce them. 

Should a Basic Income redistribute from rich to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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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tax and big data dividend
A big data tax would provide useful government revenue if it was possible to identify and tax data 
related to a particular country. 

Are there any reasons why big data tax revenue should be used to pay a Basic Income and not for 
some other purpose?

A separate income tax that would pay for a Basic Income
The tax revenue would have to be used to pay for a Basic Income or the disposable incomes of low 
income households would suffer. 

How can the general public be persuaded that to charge a flat rate tax and to pay a flat rate income 
would reduce inequality and would be more efficient than progressive tax rates and a means-tested 
income?

Ki-Baeg Park’s presentation
Eliminating tax deductions and credits could fund a Basic Income. Would all of the proposed 
deduction and credit eliminations be possible? 

Valuing any land is difficult unless it is sold, and then we only know the value on that day, and only 
if the land was sold in a completely free market. 

Are the problems related to a land value tax too difficult to solve fairly? And is there any reason why 
a land value tax should be used to pay for a Basic Income rather than to pay for some other public 
service?

A tax on net assets could raise some money, although not very much, and similarly for gifts and 
inheritance taxes and consumption taxes. 

Is there any reason why the revenue from these taxes should be used to pay for a Basic Income 
rather than to pay for some other public service?

Are we sure that the effects of the additional taxation on household net disposable incomes will 
not outweigh the effects of household members’ Basic Incomes: if not, then there is a risk that 
poverty and inequality will increase. Only microsimulation can test the effects of policy changes on 
household net income gains and losses, poverty rates, inequality indices, etc.. Does Korea have the 
ability to do microsimu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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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Basic Income and Local Currency

이전 세션들에서는 기본소득의 시대적 정당성, 코로나19시기 기본소득의 의미,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본소득의 접근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번 세션에서는 기본소득의 가장 강력한 연대정책으로서의 지역화폐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구체성을 가지고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게 된 것은 한국의 성남시 및 경기도의 성공사례에 기인한 것이다. 그만큼 
지역화폐는 독자적인 정책이되 기본소득과 결합함으로써 경제와 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융복합 정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급격하게 침체되어 가던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신장시켰다. 한국과 경기도가 사회경제적 재난상황에서도 성공적인 K방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지역화폐 행정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발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초빙연구위원 윤성진 박사는 2020년 4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로서 지역화폐는 단순한 
‘지역내 화폐’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난 상황 시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정책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제임을 
확인시켜 준다. 수사나 마르틴 벨몬테 스페인 ACPP 과학 코디네이터는 2020년 발표에 이어 더욱 진전된 스페인 베소스 
지역의 REC정책의 발전 방향을 소개한다. 또한 REC(Real Economy Currency)가 EU에서 국가 간 MedTown 프로젝트를 
통해 폐기물 관리, 여성 희생자 통합, 이민자 지원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소개한다. 

토론에 참여할 네 명의 연구자도 다양한 측면에서 귀중한 사례들을 제공한다. 인태연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실 비서관은 한국의 지역화폐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한 생생한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 맥락에서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에 대해 시사점 등을 토론할 것이다. 레안더 빈데발트 독일 Monneta 연구원은 전 REC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자로서 독일 경험에 비추어 폭넓은 토론거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김병조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초빙선임연구위원은 1·2차 재난기본소득 정책 설계 과정, 다양하고 기동적인 지역화폐 정책 운용과 관련된 전국 사례들을 
제시해 줄 것이다. 천경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혁신융복합전공 부교수는 초기 공동체 지역화폐의 이론적 체계화에 기여한 
연구자로서 생활현장과 교육현장의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좌장을 맡은 이홍우 원장은 노동복지나눔센터 이사장, 정의당 
경기도당 고양시정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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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essions went through historical justification of basic income, implications of basic income 
during COVID-19, and various basic income approaches from various viewpoints. 

During this session, we will have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local currency as 
the most robust relevant policy for basic income. Especially, these days, basic income talks have 
become more specific and had ripple effects in Korea, which is attributed to successful practices 
of Seongnam city and Gyeonggi Province. Especially, local currency, as an independent policy, 
has been combined with basic income to reinvent itself as a kind of convergence policy that 
encompasses economy and welfare at the same time.     

More specifically, in amid the COVID-19 pandemic, the Gyeonggi Province paid Disaster Basic 
Income in local currency which led to increased revenues of small and self-employed business 
owners faltering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Korea and one of its province, Gyeonggi, were 
highly recognized for their successful K-quarantine measures even in social and economic 
disastrous situation and it was possible thanks to an well-established administrative system for 
local currency in place. 

Presenter Sungjin Yun, visiting research fellow in the office of basic Income Research at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has conducted researches and analysis on and empirically proven 
the effects of Disaster Basic Income, paid out in local currency since April 2020, on the increasing 
sales of small business owners. Based on his research, it was reaffirmed that local currency 
functions not just as ‘currency issued and used within a region’ but as an remarkable mechanism 
that could deliver a very quick and influential policy effects during social and economic disasters. 
Susana Martin Belmonte, scientific coordinator of MedTown Project of ACPP in Spain will present 
REC policy development direction in Besos that further advanced since her 2020 presentation. 
Also, she will introduce various aspects of REC that could promote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waste management, gender violence women victims consolidation, and migrant support through 
MedTown Project in EU.     

Four experts in the panel discussion would share their insights on meaningful practices in terms of 
various aspects as well. Taeyeon In, presidential secretary of self-employment at the office of the 
President, will discuss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Korea’s local currency policy specifically 
for its i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evel. His discussion points would lead to further discussion 
based on previous presentations. Leander Bindewald, former researcher of REC project, has 
currently served as an independent researcher and consultant of Monneta(Network for Monetary 
Diversity) in Germany. During discussion, he is expected to provide a wide spectrum of arguments 
based on German experiences. Byungjo Kim, visiting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would elaborate on the process of designing the 1st and 2nd Disaster Basic Income 
and practices related to various and dynamic local currency policies across the nation. Kyunghee 
Chun, associate professor, major in social innovation at the Catholic University, Korea, has 
contributed to building theoretical foundation of local currency, an early form local currency. For 
the panel discussion, she would introduce the practical cases in actual life and educational sector. 

Moderator Hongwoo Lee, president of the Gyeonggi-do Market Revitalization Agency, serves as 
director general of the Labor Welfare Sharing Center, and chair of the Goyang City Affairs Committee 
of Justic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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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ATION 

윤성진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초빙연구위원
Sungjin Yun, Visiting Research Fellow, Basic Income Research Group, �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Korea 

요약문 I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 -코로나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급을 경험하였고, 사용 
가능한 업종 및 규모, 지역, 시기 등을 제한하는 등 지역화폐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소득과 함께 지급 
수단으로써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지역화폐 소비자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및 작동원리를 분석하였다. 소비자 조사 결과 사용 업종 및 규모를 
제한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점포로의 구입처 변경을 유도하고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화폐는 
정책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저축으로 전환(45.3%)되거나 대형매장이나 인터넷 구매, 타지역에서 소비(53.7%)될 
자금을 소상공인 점포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 및 고용 증가로 
이어지며, 패널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업종별 효과를 분석할 경우에도 특정 업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업종에서 효과가 나타나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시사한다.

Abstract I Analyzing the Effects of Gyeonggi Local Currency on Small Businesses 
Revitalization - Focusing on Responses to COVID-19 -

The Koreans have experienced universal payment of the 1st round of emergency relief fund by the 
government and Disaster Basic Income by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in responding to 
the COVID-19 pandemic. Especially in the process, the payment was made in specially designed 
local currencies with prescribed places, period, and regions that the currencies could be used. 
Therefore, the basic income along with the local currency, as a means of its payment, has garnered 
a growing attention across the nation. This research conducted a survey on consumers using the 
local currency and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n analyzed on what impact the local currency 
would have on small business and how it would work. As a result, the local currency, of which 
place of usage was limited to prescribed stores of certain sectors and sizes, was turned out to 
induce consumers to change the place of purchasing to small stores and further drive additional 
consumptions. In the meantime, when policy-oriented allowance is paid in cash, it is expected to 
be converted to savings(45.3%) or spent out in large-scaled or online stores or even stores in other 
regions(53.7%). The local currency, however, seemed to be effective in leading the amount to be 
spent in those manner to small stores. In conclusion, the local currency could result in the growth 
of sales and employment of local small businesses, which was proven by showing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from panel analysis. When analyzing the effects on stores by sector, overall 
sectors, not some limited sectors, showed to benefit from the local currency usage, which implies 
the usefulness of the loc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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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배경및목적I

발표자료 I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 -코로나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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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검토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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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및주요현황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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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PurposeI

Presentation I Analyzing the Effects of Gyeonggi Local Currency on Small 
Businesses Revitalization - Focusing on Responses to COVID-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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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effect in question’

Local currency jumped by 15.5 times
“Economic effect worth 3 tr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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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Analysis of the Effects of Gyeonggi Local 
Currency on Small Business Invigoration: 

Based on Responses to Covid-19



원본 人(추사 김정희 서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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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ATION 

수사나 마르틴 벨몬테 스페인 ACPP 과학 코디네이터
Susana Martin Belmonte, Scientific Coordinator, MedTown Project of ACPP, Spain

요약문 I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 전환 및 공공정책 도구로써 지역화폐 -
 

시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재난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들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이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인한 소비감소와 같은 경제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심각한 금융위기 이후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스페인의 두 가지 시범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직접 지급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지출의 지역경제승수효과와 함께 변수가 측정 및 모니터링 되었다.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 수혜자의 지출이 주로 SME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SME소매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소매업체보다 소득의 높은 비율을 현지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SME가 지역화폐로 소득을 받게 되면, 이들이 
지출을 할 때도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또는 이를 유로로 바꿀 수도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SME는 
커뮤니티주도 지역 개발 이니셔티브(Community Led Local Development Initiatives)와 협력하여 지역 지출비율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 이는 지역 화폐 시스템이 커뮤니티-공공-파트너십을 통해 관리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제시된 예는 REC 바르셀로나 지역화폐로 이는 바르셀로나 시의회 주도하에 유럽연합의 재원으로 진행되는 B-MINCOME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이 사례에서,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전액 유료로 지급하는 대신, 25%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 결과 1년전 1.91이었던 승수효과는 2.95로 높아졌다. 스페인의 또 다른 유사한 지역화폐 역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발표를 통해MedTOWN프로젝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도 소개되며, 여기에서는 동일한 공공지출증가의 영향에 대한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효과는 지역화폐로 지불한 직접지원금에 의한 공공지출뿐 아니라 사회 및 연대경제 
주체들과 공공정책의 공동제작 시범프로젝트에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을 통한공공지출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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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Basic income and Local currency
- The local currency as a transformation and public policy tool -

 

There is a number of situations in which governmental relief programs with direct transfers to the 
citizenry are needed. For instance, when a certain area is economically depressed, or when it has 
suffered an economic shock such as the sinking of consumption resulting from the imposition of 
social distancing to the popula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or after a strong banking crisis, 
such as the 2008 subprime crisis.

Through two pilot projects in Spain, research shows that when direct transfers are channeled 
through local currencies, public spending is more efficient in boosting the local economies. This 
variable is measured and monitored with the local economic multiplier of public spending, which 
has increased. 

Local currencies ensure that SMEs are the main recipients of the spending choices taken by 
beneficiaries of government transfers. Retail SMEs have been proven to spend locally a much 
higher percentage of their income than other type of retailers, in general terms. When SME’s receive 
income in a local currency they can either spend it in the local currency or change it to euros. Data 
shows that, in such situation, SMEs are more open to increase even more the rate of local spending 
by collaborating with Community Led Local Development initiatives, which is the usual way in 
which local currency systems are managed through Community-Public-Partnerships.

The example showcased is basically the local currency REC Barcelona, funded by the B-MINCOME 
project, which was a European Union funded project led by Barcelona city council. In this case, 
instead of paying in euros the 100% of a direct transfer to citizens, a 25% was spent in a local 
currency, which resulted in a multiplier effect of 2,95 when the original figure a year before was 1,91. 
Details of other similar local currencies in Spain are also offered, in which results are consistent.

An overview of the MedTOWN project is also presented, where the same logic of public spending 
increased impact is expected to be applied, not only to public spending by direct transfers paid 
with a local currency, but also to public spending by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in 
several pilot projects of coproduction of public policies with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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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I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 전환 및 공공정책 도구로써 지역화폐 -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전환 및 공공정책 도구로써 지역화폐

제 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Susana Martin Belmonte

과학적 코디네이터메드타운(MedTOWN) 프로젝트 - ACPP

지역 내 지출

출처: Santa Coloma de Gramenet public spending analysis

지역 상권에서

0,45€

0.45 유로가
지역 내에서
재투자된다. 

기업체인에서

0,15€

0.15유로가
지역 내에서
재투자된다. 

지역 내에서
1달러가
지출될 때
마다

온라인 상권에서

0€
0유로가
지역 내에서
재투자된다. 

재순환 지수(기업용): 
지역 화폐 총 소득에
대한 지역화폐 지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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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순환 지출의 승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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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지출의 승수효과

전: 1,91
이후: 2,95

54%
REC 실행 이후 첫 13개월 동안 공공지출의

경제적 승수효과 증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화폐인 REC(실물경제화폐)로 2018년과 2019년

시의회가 지역 지원금의 25%를 지급했다. 이는 바르셀로나

최소소득프로젝트(B-MINCOME)기간에 지급되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켰다. 

출처e: Rec 바르셀로나 최종 보고서 B-MINCOME 프로젝트:

REC 스페인 바르셀로나

정보: https://rec.barcelona/wp-content/uploads/2020/02/informe-final_EN_compressed.pdf

증거 1

스페인 산따 꼴로마 데 그라메넷(Santa Coloma de Gramenet)의 지역화폐 그라마(Grama)가 시의회에서 지급하는 지역

지원금으로 제공되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켰다. 

시행 3년 후인 2019년 그라마의 지역 승수효과(LM3)는 11, 16으로 나타났다.(출처: Analysis of the traçabilitat de la 

despesa public linked to the Circuit de Comerç social de Santa Coloma) de Gramenet any 2019)

그라마(Grama) –산따 꼴로마 데 그라메넷, 스페인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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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공공 조달은 새로운 전략적 비전을 제시한다. 

스페인 공공 부문 조달법에서는 공공조달을 비용지출이 아닌 투자로 간주하는 전략적 비전이 조달정책의

중점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비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및 SME 기업 조직의 혁신 및 통합 증진에

필수적이다.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공공조달을 위해(Towards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2019)”

Jose María Gimeno Feliu

스페인 사라고사대학교 행정법 교수

빈곤, 불평등 및 사회적 소외해소를 위한 사회 연대 경제주체들과 함께 사회정책 공동생산

제 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Susana Martin Belmonte

과학적 코디네이터 메드타운(MedTOWN) 프로젝트 - A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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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타운(MedTOWN) 공동생산을 통한 경제민주화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

공동생산은 공공사회정책의
개발, 설계, 이행을 통해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공공 서비스
사회정책

공동생산모델

수혜자

제공자혜택반환

승수 효과

승수 효과

공공
조달

공공서비스
제공

V
S.

 전
통
적
모
델

공동생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

지중해지역 내
공정한 전환을 위한

도구

ESS 생태계를
위한 디지털화

견실한 스킬 및
파트너십 구축

공동생산을

통한

경제민주화&

양질의 일자리

증진

메드타운(MedTOWN) 모델
빈곤퇴치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

불평등 해소 책임있는
소비 및 생산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목표지향
파트너십

공동생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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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 스킬 및
파트너십 구축

공동생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

메드타운(MedTOWN) 지역사회 실행 플랫폼

팔레스타인

순환경제모델기반
지역사회 폐기물
관리 시스템

요르단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공동 제작

튀니지

여성 성폭력
희생자를 위한
사회적 주택
공동생산

실증적 조치
공동 생산을 통한
경제민주화&양질의
일자리 증진

공동생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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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소득 지원을
지역사회 회복
전략으로
전환하는
공동생산

그리스
정신적인

건강문제가 있는
청년을 위한 고용
이니셔티브
공동생산

포르투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캄폴리데 아그로-
포레스타 (Campolide 

Agroforest)내 적극적인
시민권 공동 생산

실증적 조치
공동생산을 통한
경제민주화&양질의
일자리 증진

공동생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

환경적 영향 해결
서비스 및 기관
민주화

불평등 및 사회적
소외 해소

SME 경제 지원

스페인
소득 지원을
지역사회 회복
전략으로
전환하는
공동생산

지역화폐 공동 생산을 통한
경제민주화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

ESS 
생태계를
위한
디지털화

공동생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



사람을 사람답게  557 

엘리오(Elio) 
레브리자, 스페인

오세타나(Ossetana)
산 후안 데
아스날파라체, 스페인

에킬루(EhkiLur) 
빠이스 바스코, 

스페인

그라마(Grama)
산따 꼴로마 데 그라메넷, 
스페인

REC 
바르셀로나, 
스페인

모네다 로컬

(Moneda Local) 
세비야, 스페인

지역화폐

공동생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

공공기관

취약계층에의해형성된사회적기업이니셔티브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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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공동 생산에 적용되는 토큰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

1. 토큰을 발행하고 일반화폐와
교환하여 공공기관에 판매한다.

2. 사회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조달, 
교육 및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1.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 자체 또는 최종 사용자를 위한
재화 나 서비스의 사전구매로서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로부터 토큰을 매입한다.

취약 계층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기업 이니셔티브

1.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로부터 일반 통화로 자금을 받고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다.

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와 함께 토큰으로 부채를
가정한다.

3. 일반 통화 및 토큰 결제를 통해 고객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획득된 토큰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로 반환된다. 

고객

사회적 기업 이니셔티브가
제공하는 할인된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토큰을 받을 사람들. 

@medtownprojectmedtown@acpp.comwww.enicbcmed.eu/projects/medtown
Community of Practice: cop.acpp.com

본문서는 ENI CBC 지중해분지프로그램하에유럽연합의재정지원을받아작성되었다. 본문서의내용은 ACPP의단독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유럽연합또는프로그램관리조직의입장을반영하는것으로간주될수없다. 

Susana Martin Belmonte
MedTOWN Project Scientific Coordinator - ACPP 
Email: research.medtown@acpp.com 

ASAMBLEA DE COOPERACIÓN POR LA PAZ
Calle Fernández Campos 2, Local 2, 41920 San Juan de Aznalfarache, Sevilla, España

공동생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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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and Local currency
The local currency as a transformation and public policy tool

3rd Gyeonggi Province Basic Income International Conference
Susana Martin Belmonte

Scientific Coordinator MedTOWN Project - ACPP

Co-production, a model for fair and sustainable societies

Spending locally

Source: Santa Coloma de Gramenet public spending analysis

a local 
business

0,45€ 

is reinvested
locally

a corporate
chain

0,15€ 
is reinvested

locally

For every 
1€

spent at

at an online 
retailer

0€ 
is reinvested 

locally

Recirculation index 
(for a business): 
expenditure in the 
local currency as a 
percentage of total 
income in local 
currency.

Presentation I Basic income and Local currency
- The local currency as a transformation and public policy t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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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roduction, a model for fair and sustainable societies

Recirculation Multiplier effect of spending

Co-production, a model for fair and sustainable societies

Public spending on local currencies effects: 

- Increased demand for local SMEs (shops)
- Increased recirculation of the local currency (*) Using CLLD 

(Community Led Local Development).
- Increased local multiplier effect of public spending

Public spending on local currencies as a tool for 
transformation

(*) Recirculation index (for a business): expenditure in local currency as a percentage of total income in local 
currency.



사람을 사람답게  561 

Co-production, a model for fair and sustainable societies

Multiplier effect of public spending

Before: 1,91
After: 2,95

54%
The increase of the economic multiplier 

of the public spending in the first 13 
months of operation of REC

In Barcelona (Spain), a local currency, the REC (Real 
Economy Currency), channeled a 25% of local 
subsidies granted by the City Council in 2018 and 2019, 
during the Barcelona Minimum Income project (B-
MINCOME), thus activating local commerce. 

Source: Rec Barcelona final report B-MINCOME project:

REC Barcelona, Spain

Available in: https://rec.barcelona/wp-content/uploads/2020/02/informe-final_EN_compressed.pdf

Evidence 1

Co-production, a model for fair and sustainable societies

In Santa Coloma de Gramenet (Spain), a local currency, the Grama, channels local 
subsidies granted by the City Council, thus activating local commerce. 

The local multiplier effect (LM3) of the Grama in 2019 was 11,16 after 3 years 
of operations (Source: Analysis of the traçabilitat de la despesa public linked to the 
Circuit de Comerç social de Santa Coloma de Gramenet any 2019)

Grama - Santa Coloma de Gramenet, Spain

Eviden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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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roduction, a model for fair and sustainable societies

Public procurement in the EU has a new strategic vision

In the Public Sector Procurement Act (Spain), the strategic vision of considering 
public procurement as an investment rather than an expense has become the 
main focus of procurement. This strategic vision is essential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and the innovation or consolidation of the 
business fabric of SMEs.

“Towards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2019)”
Jose María Gimeno Feliu

Professor of Administrative Law at the University of Saragossa – Spain

Co-producing social policies 
with Social Solidarity Economy actors 

to fight poverty, inequality and social exclusion
3rd Gyeonggi Province Basic Income International Conference

Susana Martin Belmonte
Scientific Coordinator MedTOWN Project - A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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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roduction, a model for fair and sustainable societies

MedTOWN Promoting economic democracy and decent work, 
through coproduction 

Co-production empowers 
citizens by collaborating in 
the development, 
design and delivery of a 
public social policy

Co-production, a model for fair and sustainable societies

Tools for a 
fair transition 

in the 
Mediterranean

Region

Digitalization
for the ESS 
ecosystem

Building strong
skills & 

partnerships

Promoting 
economic 

democracy & 
decent work, 

through 
co-production

MedTOW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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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roduction, a model for fair and sustainable societies

Platform of the MedTOWN Community of Practice

Building strong
skills

partnerships

Co-production, a model for fair and sustainable societies

Palestine
Community waste

management
system based on

a circular 
economy model

Jordan
Coproducing 
services for

disabled people
through Social 

Business 
Incubator

Tunisia
Coproducing 

social housing for 
women victims of 
gender violence

Demonstrative Actions
Promoting 
economic 

democracy & 
decent work, 

through 
co-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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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roduction, a model for fair and sustainable societies

Spain
Co-producing the
transformation of 
income support

into a community
recovery strategy

Greece
Co-producing
employment
initiatives for

young persons
with mental health

problems

Portugal
Co-producing

active citizenship
in Campolide

Agroforest
targeting low-

income
neighbourhoods

Demonstrative Actions
Promoting 
economic 

democracy & 
decent work, 

through 
co-production

Co-production, a model for fair and sustainable societies

Addressing
environmental

impacts

Democratising
services and 

organisations

Countering 
inequality and 

social exclusion

Supporting the
SME economy

Spain
Co-producing the
transformation of 
income support

into a community
recovery strategy

Local 
currencies

Promoting 
economic 

democracy & 
decent work, 

through 
co-production

Digitalization 
for the ESS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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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roduction, a model for fair and sustainable societies

People Powered Money

Elio 
Lebrija,
Spain

Ossetana
San Juan 
de Aznalfarache, 
Spain

EhkiLur
País Vasco, 
Spain

Grama
Santa Coloma 
de Gramenet, 
Spain

REC 
Barcelona, 
Spain

Moneda Local 
Sevilla, 
Spain

Tools for a 
fair transition 

in the 
Mediterranean

Region

Local 
currencies

Tokens applied to the co-production 
of public policies

Social Business Incubator

Clients

Public Authority

Social Business initiatives formed
by vulnerable groups

Promoting 
economic 

democracy & 
decent work, 

through 
co-production

Digitalization 
for the ESS 
ecosystem

Building strong
skills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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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s applied to the co-production 
of public policies

Social Business Incubator

1. Issues and sells the tokens 
to the Public Authority in exchange 
for conventional money
2. Provides financing, training and 
brokerage to social initiatives

Public Authority

1. Buys the tokens from the Social Business Incubator as 
a pre-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for itself or its end users

Social Business initiatives formed by vulnerable groups

1. Receive funds from the Social Business Incubator in 
conventional money and thus create their Social Business
2. Assume a debt in tokens with the Social Business 
Incubator
3. Provide goods and services to clients accepting payments 
in both conventional money and in tokens 
4. Obtained tokens are returned to the Social Business 
Incubator to pay off their debt

Clients

Those who will 
receive the tokens 
to purchase goods 
or services at a 
discount provided 
by the social 
business initiatives

Co-production, a model for fair and sustainable societies

@medtownprojectmedtown@acpp.comwww.enicbcmed.eu/projects/medtown
Community of Practice: cop.acpp.com

This document has been produced with the financial assistance of the European Union under the ENI CBC Mediterranean Sea Basin
Programm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are the sole responsibility of ACPP and can under no circumstances be regarded as reflecting the position 
of the European Union or the Programme management structures.

Susana Martin Belmonte
MedTOWN Project Scientific Coordinator - ACPP 
Email: research.medtown@acpp.com 

ASAMBLEA DE COOPERACIÓN POR LA PAZ
Calle Fernández Campos 2, Local 2, 41920 San Juan de Aznalfarache, Sevilla, Españ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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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인태연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실 비서관 
Taeyeon In, Presidential Secretary of Self-Employment, �

Office of the President, Korea

토론문 I 한국의 지역화폐
 



사람을 사람답게  569 

03 PART

02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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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소비 소득·생산

지역간균형발전실현 (헌법제123조제2항) 지역내대기업 vs 골목상권간균형발전

대기업 골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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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행지원 규모 예산지원 규모 3월 판매액 1/4분기
총 판매액

발행지원규모
대비 비율

서울 7,100 256 838 3,498 49.3%

부산 8,000 640 856 2,472 30.9%

대구 6,000 480 886 2,566 42.8%

인천 8,000 640 2,921 8,060 100.8%

광주 6,000 480 923 2,454 40.9%

대전 6,000 480 1,274 4,368 72.8%

울산 3,000 240 409 1,648 54.9%

세종 1,500 120 250 750 50.0%

경기 19,231 1,340 3,210 9,342 48.6%

강원 3,070 246 537 1,616 52.6%

충북 3,060 245 670 1,910 62.4%

충남 4,474 358 834 2,581 57.7%

전북 7,468 597 1,398 4,735 63.4%

전남 5,084 407 1,025 2,636 51.8%

경북 6,430 514 1,045 3,225 50.2%

경남 5,683 455 1,073 3,153 55.5%

제주 1,500 120 181 379 25.3%

6% 사업 48,400 2,904 - - -

합계 150,000 10,522 18,330 55,393 54.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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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4,910억원유통→ 8,412개가맹점 4,302억원순매출증가 (업소당 5,114만원)
• 업소당월 100만원정도의순이익(마진 30%가정)창출→최저임금인상분을상회
• 가맹점(8,400개中) 66.5%가 “군산사랑상품권 시행이후매출이상승했다”고 답변

상품권 508억원유통→ 6,929개가맹점매출약 506억원발생 (업소당 731만원)
· 가맹점폐업률(5.3%)이비가맹점 폐업률(13.4%)의절반

인천e음 1.5조원발행 → 99,007개가맹점에서약 1.5조원결제 (업소당 1,560만원)
• 역외소비대체: 연 719억원, 업체당월 60,450원의매출증가 (‘19년,인천연구원)
• 역내소비대체:연 480억원, 슈퍼·편의점업체당월 981,170원의매출증가 (‘19년,인천연구원)

상품권 3,556억원환전→생산 3,977억원,고용 6,071명유발추산 (‘17~’19.9월,안동대)

• 인천e음 활성화 기간(19.5~12월) 동안, 신용·체크카드 사용증가율 둔화
• 인천e음 활성화에 따라 역내소비 확대, 역외소비율 하락, 소비유입은 부족

•지역내소비액월평균 29.9만원증가,거주지역내 50%이상소비자증가 (34.9% 50.2%)
• 지역화폐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 87.5만원 증가, 비가맹점 매출액 8.6만원 감소

자금개요

• 지원규모: 총 14조 2,357억원 (전국민, 2,216만 가구 대상, 2020.5.11일부터 신청접수)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66.1%), 선불카드(13.2%), 현금(12.9%), 지역화폐(7.8%)
• 특징: 사용지역·사용상점·사용기간(3개월) 제한 ☞ 지역화폐적 특성

'20년 전년 대비 분기별소득 〮 지출 (자료 출처: 통계청,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1분기 4분기2분기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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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체감지수 BSI

KDI 분석결과

• 소비진작 :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카드매출액 4조원 증가, 투입예산 대비 26.2~36.1% 차지
• 체감경기 개선 : 소상공인 BSI 전년 동월 대비 상승 5월: 88.5(+19), 6월: 82.4(+16.6)

>

개인소비역외유출

재난지원금 역외사용제한(지역화폐적 특성)으로 개개인인소소비비역역외외유유출출방방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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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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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income ·production 

Realizing balanced development among regions( Article 
123.2 of the Constitution)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large companies vs 
alley commercial districts within the region

Large companies
Alley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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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pple effect on local economy was feeble

3.2 trillion 

9 trillion 
Community-type

Voucher-type

Fiscal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mount of issued local 
currency

Budget support Sales in March Total Sales for Q1 
Proportion compared to 

issued amount

Seoul 7,100 256 838 3,498 49.3%

Busan 8,000 640 856 2,472 30.9%

Daegu 6,000 480 886 2,566 42.8%

Incheon 8,000 640 2,921 8,060 100.8%

Gwangju 6,000 480 923 2,454 40.9%

Daejeon 6,000 480 1,274 4,368 72.8%

Ulsan 3,000 240 409 1,648 54.9%

Sejong 1,500 120 250 750 50.0%

Gyeonggi 19,231 1,340 3,210 9,342 48.6%

Gangwon 3,070 246 537 1,616 52.6%

Chungbuk 3,060 245 670 1,910 62.4%

Chungnam 4,474 358 834 2,581 57.7%

Jeollabukdo 7,468 597 1,398 4,735 63.4%

Jeollanamdo 5,084 407 1,025 2,636 51.8%

Gyeongsangbuk

do
6,430 514 1,045 3,225 50.2%

Gyeongsangnam

do
5,683 455 1,073 3,153 55.5%

Jeju 1,500 120 181 379 25.3%

6% projec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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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Distributing vouchers (KRW 491 billion) → Increasing net revenues by KRW 430.2 billion at 8,412 registered businesses (KRW 51.14
million per business)
• Generating approx. KRW 1 million of net profit per a business (assuming 30% margin) → Exceeding the minimum wage increase
• 66.5% of registered businesses(out of 8,400 in total) responded “since the beginning of Gunsan Voucher scheme, revenues have risen”

• Distributing vouchers (KRW 50.8 billion)
• Generating approx. KRW 50.6 billion of revenues (6,929 registered businesses, KRW 7.31 million per business)
• Closing rate of registered businesses (5.3%) is half lower than that of non-registered businesses (13.4%)

• IncheonE-eum worth KRW 1.5 trillion → paid by KRW 1.5 trillion at 99,007 registered businesses (KRW 15.6 million per business)
• Replacing outbound consumption : annually KRW 71.9 billion, monthly revenue increase of KRW 60,450 per business
• Replacing regional consumption : annually KRW 48 billion, monthly revenue increase KRW 981,170 per supermarket · convenience store

• Exchange of vouchers worth KRW 355.6 billion
• Estimated to generate production worth KRW 397.7 billion and create 6,071 new jobs (Andong University, 2017 ~ 2019 Sep)

•While Incheon E-eum was available(May ~ Dec 2019), usage growth rate of credit and debit cards decreased.
•Growth of Incheon E-eum usage expanded regional consumption and lowered outbound consumption, but there
was a lack of influx of consumption

•Regional consumption went up by KRW 299,000 per month in average , increased number of people who spent
more than 50% of total monthly consumption within their neighboring region (34.9%, 50.2%)
•Registered businesses for local currency saw revenue increase by KRW 875,000 per month in average, while non-
registered businesses saw revenue drop by KRW 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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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 Scope : Totally KRW 14.2357 trillion (for everyone, for 22.16million households, registration from 11 May 2020)

• Payment means: Credit·Debit Card(66.1%), Prepaid Card(13.2%), Cash(12.9%), Local Currency(7.8%)

• Characteristics: Limits on area·business sector·period of usage(3months) ☞ characteristics of local currency

Income 〮Expenditure by quarter compared with 2020 data 
(source: Statistics Korea, The Presidential Special Committee on Income-led Growth)

Q1 Q4Q2 Q3

Business Survey Index

KDI Analysis
• Consumption boost : Credit card sales increased by KRW 4 trillion due to Emergency Relief Fund,

which amounts to 26.2~36.1% of total Emergency Relief Fund.
• BSI improvement : small business BSI rose year-on-year May: 88.5(+19), Jun: 82.4(+16.6)

>

Multiplier effects of the emergency relief fund were not fully manifested during analysis period, so the effects may have 
been underestimated. 

Actual BSI Prospect BSI

Mar Mar Mar Mar

Actual BSI Prospect BSI



582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Outbound consumption of individuals

Amount
(KRW 1 trillion)

Proportion (%)
No. of people
(10 thousands)

Proportion (%)
Amount

(KRW 1 trillion)
Proportion (%)

Amount
(KRW 100 million)

Proportion (%)



원본 人(추사 김정희 서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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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레안더 빈데발트 독일 Monneta 연구원  
Leander Bindewald, Independent Researcher and Consultant, 

Monnete(Network for Monetary Diversity), Germany

토론문 I 기본소득 제공 시 보완적 통화를 위한 혁신의 지평
 

경기 지역화폐와 바르셀로나 REC에서 보여준 결과는 통화 혁신이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개선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견실한 예가 되었다. 관련 공공부문기관은 과감하면서도 통찰력있는 그들의 실험에 대해 찬사를 받아야 한다.  

논의를 통해 이 두 사례의 예를 금융 개혁 및 통화혁신의 더 폭넓은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옹호자들과 
실무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연구자 및 규제당국이 모두 똑같이 사용하는 용어는 유동적이며 모호한 것으로서간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추가적인 혁신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이는 기본소득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본소득은 동일한 단어에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특히 
다른 언어로 된 담론 및 제안들을 세세히 비교할 때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다양한 이니셔티브나 단순하게 
설명되어 대충 뭉뚱그린 언론 기사에서도 놓치는 부분이다. 

사용된 용어에 부여되는 다양한 의미를 구별하지 않으면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잘못된 기대, 혼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거부감이 나타날 수 있다. 통화혁신 및 소득 제공을 위한 가능한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 
가지 혁신을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이로 인한 한계에 대해 몇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지역화폐”라는 용어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인 용어의 의미처럼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발행된 통화의 세부사항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 매우 다른 종류의 이티셔티브를 의미할 수도 있다.(통화혁신의 
다양성에 대한 소개는 “People Powered Money” 및 CCIA 프로젝트의 다른 저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두www.monneta.org/en/ccia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다.)

주의를 기울여 개별 사례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비교를 할 수 없고 정책 입안가 및 
규제기관이 성공적으로 지지를 얻는 못할 것이다. 

그림 1에 제시된 질문, 즉, 경기 지역화폐 또는 REC가 “보완통화”또는 “보완 결제 시스템”의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이와 얼마나 상이한지는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결론을 맺지 않는다. 혁신적인 노력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식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의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그림2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유사한 추론분석 스펙트럼으로 맵핑한다. 
한편으로, 기본이라는 용어는 “단순하거나 평범한”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직선적이며 주로 제공되는 금액이 아니라 그 방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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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럽지역에서 기본(basic)이라는 용어는 “기반이 되는(foundational)”으로서 기본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소득은 현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포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특정 수준의 
지출이 필요하며, 약 1인당 월간 1500달러 정도로 가정된다.(Ronald Blaschke, Seoul 2010비교)

분명, UBI에 대한 후자의 이해는 이러한 제도의 자금 조달에 대한 심오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정의에 따라, 민간 
부문의 “보완적”통화는 유통되는 유동성의 양을 확장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국제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조율뿐 아니라 공공 부문의 중심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충족 된다면, 왜 새로운 통화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가 이미 기존의 
국내 및 국제 통화에 대한 열쇠(비유적으로 또 사실상)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화폐”를 예를 들어, “목표 지급 매커니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언급하는 것보다 “지역화폐”에 
대해 우리가 들은 사례들을 상기해 보면 기본소득 및 통화 혁신모두에서 혁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더욱 분산될 것이다. 

이는 화폐에 대한 이해 및 용어를 하향식 및 상향식으로 개선하는 방식이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및 경제 
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예가 된다.(Bindewald 2021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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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안더 빈데발트 독일 Monneta 연구원  
Leander Bindewald, Independent Researcher and Consultant, 

Monnete(Network for Monetary Diversity), Germany

Summary I Innovation horizons for Complementary Currencies 
in the provision of Basic Income

 

The results presented from the Gyeonggi Currency and the REC in Barcelona are solid examples 
of how monetary innovation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olicies. The public sector 
entities involved need to be lauded for their bold and visionary experimentation.

My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aims to position those two examples in the wider field of financial 
reform and monetary innovation. It is here emphasized that the terminology used by advocates 
and practitioners, but also researchers and regulators alike, needs to be regarded as fluid and 
vague. This harbors the risk of misunderstandings and ultimately limits the possibilities of further 
innovation. 

This also seems to be true for the field of “basic income”, where very different ideas are associated 
with the same words, particularly when carefully comparing discourses and proposals across 
different languages. This is often missed in the broad-brush media coverage of different initiatives 
and their simplified descriptions. 

Not differentiating the various meanings attached to the terms used can create false expectations, 
confusion and ultimately disapproval of novel approaches. And looking at the full scope of possible 
directions for currency innovation and income provision, some important lessons about the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of combining those two innovations can be noted. 

To start with, the term “local currency”, as practical as it might be for general communications, 
can refer to initiatives of very different kinds, with important differences in the monetary details 
of the currencies issued. (For an introduction to the diversity of currency innovation see the book 
“People Powered Money” and other publication so of the CCIA project, all freely available on 
www.monneta.org/en/ccia)

Without due care in understand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 examples,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successful advocacy with policy makers and regulators will be stu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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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estion outlined in Figure 1, namely if, or in how far the Gyeonggi currency or the REC each 
fall into the category of “complementary currency” or “complementary payment system” is here 
deliberately left open. Different ways of labeling and categorizing innovative efforts can each be 
appropriate for different objectives in various communication contexts. 

Similarly, figure 2 tries to map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word “basic income” on a similar 
discursive-analytical spectrum. On the one hand, the word basic can mean “simple or plain”. 
Provision of additional income of that sense of the word is relatively straight forward and mainly 
refers to the manner in which it is provided, not the amount. 

However, in continental Europe the term rather refers to a meaning of basic as “foundational”. 
Such income would have to be sufficient to cover all “basic” necessities of a fulfilling modern life. 
This is of course requires a certain level of disbursements, often assumed to be around 1500$ per 
head per month (compare Ronald Blaschke, Seoul 2010).

Obviously, the latter understanding of UBI raises immense questions around financing of such 
schemes. And by definition, a private-sector “complementary” currency, even if it is specifically 
designed to extend the amount of liquidity in circulation, will not be capable of providing for all 
essential needs. 

For this, the central involvement of the public sector is required, as well as the alignmen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fiscal and monetary policy. However, if those conditions are fulfilled, it remains 
questionable why a novel currency would have to be introduced as these stakeholders already hold 
the key (figurative and literal) to the convent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urrencies. 

In this sense, calling the examples we have heard about “local currencies”, instead of referring 
to them, for example, as “targeted payment mechanism” or the like, might distract from their 
potential to widen the horizon of innovation in basic income and monetary innovation alike. 

This is only one example of how improving monetary literacy and terminology, top down and 
bottom up,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creating a more equitable and sustainable financial and 
economic structure (compare Bindewald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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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I 코로나19와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19는 현재까지도 전세계를 휩쓸며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다. 지역화폐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총수요를 확대하여, 지역의 부를 순환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코로나 19시기에 지역화폐의 역할은 더욱 극명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경기도에서의 지역화폐의 활약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2020년 한국은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재난위기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골목상권의 피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약 10조 6,629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연계형 재난기본소득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전국의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었다[한국 
재난지원금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둘째,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지역화폐의 유통기간과 영역을 한정하여 10%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여 핀셋형 표적 
맞춤형 지원을 추구하였다[서울시 성북구]. 

셋째,  지역화폐의 업종 편중효과를 완화하고자 소상공인도 할인을 제공하는 선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서울시 선결제 시스템]. 

넷째,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와 연계된 배달앱 플랫폼(배달특급)을 고안하였다. 
배달 플랫폼 독과점시장의 불공정을 막고, 소비자, 배달기사, 소상공인의 상생을 추구하였다[경기도]. 

윤성진 박사의 발표는 지역화폐로 인한 소비자 행동변화, 소상공인 매출액 증가, 고용 증가 등에 대해 계량적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지역화폐의 역할은 사회경제적 재난의 방역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경기도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을 통해 ‘미래의’ 기본소득과 같은 경제-사회-복지를 아우르는 융복합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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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4가지 점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다.

1. 경기도의 ‘지역화폐-복지수당의 결합정책’은 각각의 정책에 어떠한 효과를 일으키는가? 

2.  지역화폐는 중앙정부의 4% 인센티브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100%의 매출을 유발시키는 분수효과를 만들어낸다. 
지역화폐 정책과 다른 지원정책과 비교하여 재정부담과 효과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3.  지역화폐 정책의 성패가 소상공인 매출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 지역공동체 공동체 강화 등과 같은 다른 사회적 가치 
평가의 기준도 필요하지 않을까?

4.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재정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견된다. 이때 지역화폐 정책은 어떠해야 할까?

수산나 마틴 벨몬트 박사가 소개한 메드타운(MedTOWN) 정책은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결합에 의한 지역자치-지역화폐 
운동으로, 경제민주화, 좋은 일자리, 디지털화,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REC지급으로 25%의 
승수효과, 그라마는 16%의 승수효과를 보여주었다. 공공지출(공공조달)은 비용지출이 아닌 투자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및 기업조직의 혁신에 도움을 주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 튀니지,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칼 등에서의 공공지출을 통한 
지역화폐 지출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4가지 점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다.

1. 메드타운 정책이 1국 단위에 한정되지 않고 지중해, 유럽 등 국제적 연대가 가능했던 요인은 무엇인가? 한국은 미-소-중-
일-북한 등 국가이익이 충돌하는 상태에서 동북아 지역평화를 위해 지역화폐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2.  경기도의 지역화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재정적 뒷받침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 지역화폐가 재정지원에 덜 
의존하면서 지속가능하려면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

3.  지중해와 유럽(팔레스타인, 요르단, 튀니지,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칼 등)에서 공공지출에 지역화폐를 활용함으로서 
지역공동체는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기본 소득 연구자들은 기본소득(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공지출, 복지수당,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복지(예: 
기본소득)를 훼손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공지출의 2차적 효과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인가? 

4.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재정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견된다. 이때 MedTOWN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구상은?

한국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과 유럽의 MedTOWN정책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주고 있다. 경기도와 MedTOWN간의 
정책적 교류를 통하여 더 나은 세계를 기획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역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세상’, 
‘생산일꾼이 주인되는 사회’,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향한 평등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더 내딛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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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조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초빙선임연구위원   
Byungjo Kim, Visiting Senior Research Fellow, Basic Income Research Group, 

Gyeonggi Research Institute (GRI), Korea

Summary I Overcoming COVID-19 and Sustainability of Local Currency
 

COVID-19, which began in 2019, is still sweeping the world. A local currency serves as a vehicle to 
ease polarization, expand aggregate demand, and circulate wealth in the local community. Such 
role has been revealed more clear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performance of Gyeonggi 
Local Currency, in particular, impressed not only Korea but the whole world.

In 2020, amid the social and economic crisis triggered by COVID-19, local governments in Korea 
implemented a variety of policies to protect small business, self-employed, traditional market, 
and the alley commercial district of small business from economic damage and invigorate local 
economy.

First, �Gyeonggi Province issued and provided local currency worth about 10.6629 trillion won to 
contribute to sales increase in small business and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Gyeonggi 
Province has set a good example for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other local governments 
in Korea by taking the lead in Local Currency based Disaster Basic Income.[Korean Emergency 
Relief Fund and Gyeonggi Disaster Basic Income]

Second, �for severely impacted area by COVID-19, Seoul City provided granular-targeted customized 
support by adding 10% incentive to its local currency together with pre-arranged expiration 
date and places to use. [Seoul Seongbukgu]

Third, �Seoul City adopted pre-paid system to alleviate the local currency’s usage concentration on 
certain business categories. [Seoul City’s pre-paid system]

Fourth, �Gyeonggi Province invented a local-currency-linked delivery platform (Delivery Express) 
to address unfairness issue in the delivery app market. It aims to prevent the potential 
monopoly of a specific delivery platform, and pursues the positive coexistence of consumer, 
delivery man, and small business. [Gyeonggi Province]. 

Dr. Sungjin Yun objectively demonstrated the impact of local currency such as changes in consumer 
behavior, sales growth in small business, and employment increase through his presentation based 
on quantitative approach. In particular, the local currency during the pandemic successfully played 
its role in supporting Gyeonggi residents,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vulnerable as a safeguard 
against socioeconomic disaster, which is in fact the role of “future” basic income to integrate 
economy, society and welfare.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hear opinions on the following 4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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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t kind of impact Gyeonggi Province’s combining of ‘local currency-welfare allowance' will 
bring to local currency and welfare allowance policy respectively? 

2. �Local currency generates a trickle-up effect that leads to 100% of sales in small business in 
the region with 4% central government incentive. When compared with other policies, is local 
currency more effective in terms of fiscal burden and effects?

3. �The success or failure of a local currency is judged by the sales in small businesses. However, 
don’t we need to consider other social values, such as enhancing local community solidarity?

4. �It is expected that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would be implemented for boosting economy in 
the era of post COVID-19. In that case, what role and direction should be taken by local currency 
policy?

Dr. Susana Martin Belmonte introduced MedTOWN policy, which is a movement toward civil 
group and local autonomy-local currency based on the combination of civil group and local 
government. It has pursued economic democratization, decent job opportunities, digitalization, 
and social solidarity. Barcelona and Grama, in particular, showed 25% and 16% of multiplier effect 
respectively after paying REC. Public procurement is not a spending but an investment that has 
helped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and corporate organization innovation. Local-currency-
associated public spending has created a variety of positive effects in the local communities in 
Palestine, Jordan, Tunisia, Spain, Greece and Portugal.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hear opinions on the following 4 points.

1. �What made MedTOWN policy be implemented in solidarity in the Mediterranean and Europe, not 
being limited to a single country? When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S, Russia, China, Japan, 
and North Korea conflict, what role can local currency play for the sake of the regional peace in 
Northeast Asia?  

2. �Gyeonggi’s local currency has been dependent on the strong financial support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there any solution for local currency to sustain while being less dependent 
on such support?

3. �Many Mediterranean and European countries, namely Palestine, Jordan, Tunisia, Spain, Greece, 
Portugal and more, have utilized local currency in their public spending, and achieved a number 
of positive changes.  Some researchers of basic income, on the other hand, concern over paying 
basic income (welfare allowance) in local currency. Does the practice of paying public spending, 
welfare allowance, and subsidy for social enterprise in local currency undermine welfare (e.g. 
basic income)? Or does it expand the secondary effects of public spending?

4. I�t is expected that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will be implemented for boosting economy in 
the era of post COVID-19. Against this backdrop, what are your ideas on the future of MedTOWN 
policy?

Gyeonggi’s local currency policy and Europe’s MedTOWN policy complement each other’s 
weaknesses. It will be possible to pave the way for better world through policy exchange between 
Gyeonggi Province and MedTOWN. Local currency is simply one of small attempts toward ‘a 
community in which its residents engage as main players’, ‘a world in which workers could become 
owner’, and ‘a society in which humans realize their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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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혁신융복합전공 부교수 
Kyunghee Chun, Associate Professor, Major in Social Innovation,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토론문 I
 

윤성진 연구위원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성과를 계량 분석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지역화폐로 인한 소비행태 변화와 소상공인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소상공인 매출액 증가효과와 
소상공인 고용효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코로나 위기 대응에 지역화폐가 수행해온 긍정적인 역할과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 점은 평가할 수 있겠다. 본 연구발표에 대해 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2021년도 우리나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약 15조로 예정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정책에서 지역화폐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인센터브를 통해 지역주민의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면서 지역화폐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까?

2.  경기 지역화폐는 관 주도로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로 지역주민들이 지역화폐 발행의 의미에 대해 공유되고 공감하고 
있는지, 특히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강화 측면의 평가 없이 경기 지역화폐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3.  지역화폐는 사용지역 및 사용금액, 사용상권 제한 등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과 대기업 위주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 
소상공인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제한기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처, 사용금액, 
사용용도 제한 등 향후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수사나 마르틴 벨몬테 박사가 발표한 메드타운(MedTOWN) 정책은 지역사회 실행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화폐를 공공정책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 모델로 ESG 생태계를 위한 디지털화, 경제민주화. 양질의 일자리 증진, 견실한 스킬 및 파트너십 
구축 등을 실현하고 있다. 스페인은 지역화폐 REC로 25%의 승수효과, 지역화폐 그라마로 16%의 승수효과를 나타내면서 
공공조달을 비용지출이 아닌 투자로 간주하면서 궁극적으로 SME 기업조직의 혁신 및 통합증진 효과를 실현하고 있다. 
지중해 지역의 팔레스타인, 요르단, 튀니지,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칼 등에서는 일자리 증진, 지중해 지역의 국민기반 통화 
활용 등의 실증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발표에 대해 문의드릴 점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메드타운 모델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공공지출의 효과로 지역 소상공인의 수요 증대, 지역화폐의 재순환 증가, 공공지출의 
지역 승수효과 증가 등을 제시하였는데, 지역사회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평가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는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2.  메드타운 모델은 지중해와 유럽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어떠한 시스템으로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국가에 따라 운영의 차이가 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가?

3.  경기도의 지역화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뒷받침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중해와 유럽에서 공공지출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국가가 부담하는 재정적 지원금이 있는지, 메드타운 모델이 지속가능하게 하는 동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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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Sungjin Yun confirmed Gyeonggi local currency’s effects on supporting small businesses and self-
employed business owners and boosting local economy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The analysis 
demonstrated the impacts and changes that the local currency brought to consumers’ behaviors 
and small businesses and offered evidences showing it resulted in a revenue growth of and 
increasing employment by small businesses. What makes his research highly recognized is that it 
intended to analyze positive roles and values that the local currency has taken in responding to the 
pandemic of COVID-19. I would like to propose some points to discuss from his presentation. 

1. �It is expected that as many as KRW 15 trillion of local currency would be issued in Korea in 2021. 
Especially, Gyeonggi province has planned to employee its local currency in various policies. 
Is it possible for the province to incentivize local residents to use the local currency and firmly 
establish it as a sustainable scheme?    

2. �The issuance of Gyeonggi local currency is led by the provincial government, so, I wonder 
whether the meaning of the issuance is fully communicated with and understood by the 
residents. In particular, is it possible for Gyeonggi local currency to be sustainable without 
assessing the effects of strengthening community solidarity? 

3. �Gyeonggi’s local currency was proven to protect and revitalize small businesses and self-
employed business owners by limiting the region, amount, and business categories of the usage. 
There, however, are some complaints about the criteria on the limits. What could be an effective 
approach in terms of the restrictions on place, amount, and purpose of the local currency usage? 

The MedTOWN policy presented by Susana Martin Belmonte is a model to leverage local currency 
as a public policy tool by establishing community implementation platform. So, it has achieved 
digitalization for ESG ecosystem, economic democratization, a decent job increase, robust skill 
strengthening, and partnership building. Spain showed 25% of multiplier effects from REC, and 
16% from Grama. In the process, it considers public procurement as investment not as expenditure, 
ultimately resulting in SMEs’ corporate innovation and integration enhancement. Mediterranean 
nations including Palestine, Jordan, Tunisia, Spain, Greece, and Portugal have achieved empirical 
performances such as job creating through local currency. So, I would like to ask some questions 
regarding the presented work. 

1. �The MedTOWN model presented the effects of public spending; demand growth for local SMEs, 
local currency re-circulation increase, and multiplier effects increase of public spending. Was the 
evaluation of local residents on vitalizing the community included in the assessment, and how 
was it evaluated? 

2. �In the MedTOWN model, several Mediterranean and European nations are participating all 
together.  What kind of system enables them to operate in solidarity? Is there any difference in 
operation by each nation, or any difficulties in operation? 

3. �Gyeonggi’s local currency has maintained with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Mediterranean and European nations, do the governments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using local currency in public spending? What sustains the MedTOW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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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과 코로나 팬데믹 속의 노동위기
Basic Income and Labor’s Crisis in the COVID-19 Pandemic

코로나 팬데믹에 직면한 모든 나라는 긴급한 방역 조치를 취했고, 이는 불가피하게 경제 침체를 야기했다. 이는 당연하게 
고용위기, 즉 (부분) 실업을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은 보건의료와 돌봄을 포함해서 '필수적인 일'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대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감염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런 노동의 위기는 우리에게 최소한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방역 및 경제 위기라는 급격한 변동 속에서도 
어떻게 적절한 소득 보장을 할 것인가이며, 다른 하나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조건을 확보할 것인가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고유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시간의 단축과 안전한 작업 환경이 일차적인 방안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실업과 질병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해 기존의 고용보험을 최대한 확대하고 관대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충분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다.

발표에는 트로이 헨더슨 시드니대학교 정치경제학 강사와 이다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및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한국의 젊은 연구자인 트로이 헨더슨과 이다혜 연구위원은 각각 경제학과 
노동법이라는 배경 속에서 기본소득이 일차적인 소득보장 방안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토론자로 나서는 세 사람 모두 흥미로운 논점을 제기할 것이다. 최근 부상한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 속에서 노동조건의 개선과 기본소득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말할 것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 
사회학부 부교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인 다비드 카사사스 교수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의 선택지를 제시할 것이고, 이 속에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전 의장인 영국 요크대학교 정치학부의 루이즈 하그 교수는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오늘날 노동의 위기가 수반하고 있는 젠더 불평등의 현실과 이를 바꾸기 위한 기본소득의 의미에 대해 말할 것이다. 좌장을 
맡은 노회찬재단 조돈문 이사장은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사회학전공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사람을 사람답게  597 

In the wake of COVID-19, nations around the world have urgently taken quarantine measures, 
which inevitably caused economic downturn. It, in turn, necessarily led to employment crisis, that 
is to say, (a partial) unemployment. Moreover, the COVID-19 pandemic forced u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ssential jobs’ in health care and caring. Laborers in those fields, however, tend to 
suffer low wage and prolonged working hours. What makes the situations even worse is that they 
are easily exposed to the risk of serious infection. 

This type of labor crisis has proposed at least two challenges. One is related to a question on how 
to guarantee a decent income in this dramatic situation of quarantine measures and economic 
crisis. The other one is on how to secure sound and safe labor conditions. The latter requires 
certain strategies. The primary one could be to reduce working hours and create safe working 
environment. With regard to the former issue, discussion has been underway to expand the scope 
and secure generosity of the existing labor insurance and to provide enough basic income. 

Troy Henderson, lecturer of political economy at the University of Sydney, and Dahea Lee, lecturer 
of Law, School of Law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search fellow of SNU Center for Labor 
& Welfare Law, are invited as presenters for this session. Troy Henderson and Dahea Lee, the 
two young researchers from Australia and Korea respectively, will propose that basic income 
be institutionalized as a primary measure to secure income based on different background of 
economics and labor law.  

Three panels for discussion are likely to make very interesting points. Especially, Junghoon Park, 
chair of the Rider Union, would deal with how  working condition improvement and basic income 
could be linked one another in the reality of delivery workers. David Casassas,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the University of Barcelona and a member of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of Basic Income Earth Network(BIEN) would suggest that basic income could 
present an option of ‘escape’ from labor market, then, negotiation power of laborer would enhance. 
Louise Haagh, former chair of BIEN and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s at the University of 
York, is going to talk about gender inequality accompanying labor crisis and the implication of BI 
for changing that trend in the view of gender equality.  

Moderator Donmoon Cho, served as professor of sociology at the Catholic University, is now 
working as president of the ROH HOE-CHAN Foundation for an Equal and Fair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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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ATION 

트로이 헨더슨 호주 시드니대학교 정치경제학 강사
Troy Henderson, Lecturer, Political Economy, the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요약문 I   위기의 기회 –코로나19와 호주 기본소득에 대한 전망

호주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있어 보건 및 경제적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로 찬사를 받았다. 호주의 중도우파 
연합정부는 팬데믹이 야기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 이 중 두 가지 
주요 정책은 바로 고용유지(JobKeeper)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과 구직자 지원정책(JobSeeker)하에 실업수당을 배가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실업지원 수혜자들을 위한 상호의무요건 유예를 통해, 호주는 잠시나마 기본소득형태의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상호의무가 회복되고 구직자 지원프로그램(JobSeeker)의 지급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러한 의도치 않은 ‘실험’은 
오래가지 못했다. 호주는 현재 부유국 중에서도 실업 수당이 두 번째로 낮으면서 불안정한 노동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본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경험이 기본소득에 주는 시사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첫째, 팬데믹에 대한 
연방정부 대응의 규모 및 특성을 먼저 살펴본다. 둘째, 복지 수혜자 중 일부 범주에 속한 사람들의 빈곤율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와, 더 높은 구직자 지원프로그램(JobSeeker) 지급금이 수혜자의 경험에 미치는 질적인 영향을 함께 제시한다. 셋째, 
호주에서 어떤 형태의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넷째, 호주에서 최근 몇 달 동안 논의된 
기본소득에 대한 두 가지 개별 제안에 대해 알아본다. 이 제안은 생계소득보장(LIG, Liveable Income Guarantee)와 ‘부 
측정기반(affluence-tested)’ 호주 기본소득(ABI)를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있어 장애요소 및 기회에 대해 고찰한다.

Abstract I Crisis as Opportunity  
– COVID-19 and the Prospects for Basic Income in Australia

Australia has received plaudits for its management of the COVID-19 pandemic in relation to both 
health and economic outcomes. The centre-right Coalition government implemented one of the 
largest fiscal interventions in Australia’s history in response to the pandemic-induced economic 
recession. The two major policy measures were the JobKeeper wage subsidy program and the 
doubling of the unemployment benefit under the JobSeeker policy. With the suspension mutual 
obligation requirements for those receiving unemployment assistance, Australia briefly enjoyed 
a form of Basic Income. This unintended ‘experiment’ proved short-lived, with mutual obligation 
restored and the payment rate of JobSeeker dramatically reduced. Australia now has the second 
lowest unemployment benefit among rich countries, together with among the highest rates 
of insecure work. This presentation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COVID-19 experience for 
Basic Income from several perspectives. First, it describes the scale and character of the federal 
government response to the pandemic. Second, it presents the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striking effect on poverty rates among some categories of welfare recipients, as well as the 
qualitative impacts on the lived experience of those on the higher JobSeeker payment. Third, it 
describes to rising levels of public support for some form of Basic Income in Australia. Fourth, it 
describes two separate proposals for Basic Income in Australia that have been debated in recent 
months: the Liveable Income Guarantee (LIG) and an ‘affluence-tested’ Australian Basic Income 
(ABI). Finally, some observations regarding obstacles and opportunities to progress the Basic 
Income debate in a post-COVID-19 world are put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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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불안정한 일자리 – 시간제 근로자

지표 1: 시간제근로자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 비중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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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I 위기의 기회 –코로나19와 호주 기본소득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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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불안정한 일자리 – 비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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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가 없는 근로자 비중

지표 4: 비 정규적 근로 형태의 고용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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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불안정한 일자리 –– 비전형 일자리

지표 11: 표준고용관계의 감소

유급휴가가 있는 정규직 근로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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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 했던 실업자 지원

Newstart*/구직자

최저 임금 대비 구직자 및 노령 연금 1990-2021

*뉴스타트 (Newstart):

호주의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만 22세 이상 ∼ 

노령연금 수령 연령 이하의

국민을 위한 복지수당

(역주)

2020. 4~9월

2020. 10~12월

2020. 1~3월

2020. 4월

연금

빈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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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 – 호주, 부유국 중 하위 2위
실업급여, 실업 2개월 이후 유지되는 이전 근로소득의 비율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실업급여의 임금(순)대체율, 2019년 또는 최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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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단기로 끝난 사회정책 실험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호주 정부는 실업급여의 규모를 증대하면서 수혜자가
구직을 해야 하는 조건인 “상호 책무”를 면제하였는데, 의도치 않게 현실
세계에서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대규모 시험을 하게 된
것이다.

2020년 4월 27일, 정부는 기존 구직자의 2주당 실업급여($565.70)를 두 배로
증대하였고, 총 6개월동안 $550를 추가 지급하였다. 9월에 이 부양책은
2주당 $250 로 하향되었고, 12월에는 2주당 $150가 되었다.

다음 주 목요일 경기부양책이 종료되면, 구직자의 기본 급여는 2주당 $50 
미만으로 소폭 상승하겠으나, 수혜자는 기존에 받았던 금액보다 줄어든
2주당 $100 를 받게 될 것이며, 구직자가 두 배였고 빈곤선 이하였던 때보다
낮아진 $500가 될 것이다.

4월 1일 목요일부터 수혜자들은 더 강화된 구직 노력 검증을 받게 되며, 7월
1일부터는 한 달에 최소 15곳에 지원을 해야 하는 현 기준에서 증가한
20개의 일자리에 지원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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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위기가 곧 기회?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구직자 실업급여가 1주당 $ 550로 인상되고 급여조건이 완화되면서
호주인들은 일종의 기본 소득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는 인상적이었다. 수십억 달러의 거시 경제 부양책으로 수십만 명의 호주인이 빈곤을
피할 수 있었다.

최근 한 연구에서 구직자 보조금 증대가 소득 빈곤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수혜자의 생생한
경험을 다루었다.

Philips, Gray와 Biddle (2020)의 시나리오 모델링에 따르면 ‘Newstart / 청년지원금(Youth 
Allowance)을 받는 개인은 가장 큰 가계 빈곤 격차 감소를 경험 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전 평균격차가 연간 $ 6,201이었는데 연간 $ 241까지 격차가 감소하였으며, 이 코호트의
빈곤율도 67 %에서 7 %로 급감했다.

그러나 이 계획되지 않은 실험이 끝 나가고 있다. 3 월에 코로나19 지원책을 종료하겠다는 연방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 조건들이 부활하였으며 지원금이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Spies-Butcher는 전염병이 정점을 찍을 때 ‘경제가 성장하고 다시 번영했을 뿐만 아니라 빈곤도
개선되었다’며 ‘어쩌다 보니 수천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아이러니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전염병을 통해 정부와 사회가 사회적 보호와 관련하여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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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지원금 증대 및 상호책무의 조건 완화의 영향

– Klein, E, Cook, K, Maury, M & Bowey, K 2021, 코로나19 이후 사회보장 및 시간활용, 스윈번 공과대학교와 멜번

아동가족복지증진센터.

– 가정폭력으로 파트너를 떠난 한부모(35-44세, 구직자 지원금 수혜자)가 말하는 보조금(Supplement)의 혜택

– “제 정신건강이 제일 중요했어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느껴요. 공과금을 제 때에 냈고요…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제

아이도 평범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누릴 기회가 생겼어요. 저한테 희망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돌봄 사용시간(보조금)

보조금 수혜자들 중, 대부분인 72%가 정신건강관리를
시작하거나 그 시간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신체건강 돌봄 사용시간(보조금) 식사를 잘 하기 위한 변화 (보조금)

보조금 수혜자 중, 72%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응답자들이 신체건강관리를 시작하거나 관리시간을
증대 시켰다(좌). 같은 비율의 응답자가 식사를 잘 하기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하거나 그 시간을 더
늘렸다(우)

시작/증가 변화 없음 감소/중지
시작/증가 변화 없음 감소/중지

시작/증가 변화 없음 감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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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의 입장
지역/국가 (연도) 질문 (또는 어떻게 기본소득이 체계화되었는지) 지지 (%) 반대 (%)

미국 (2011) 기본소득이란 모든 이에게 근무 선택 여부와 상관 없이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아이디어다. 연방 정부가 미국의 모든 이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찬성인가, 반대인가?

11 82

캐나다 (2013) 현재의 경제지원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캐나다인의 연간 소득 보장 정책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46 n/a

프랑스 (2015) 기본소득 제공(대부분의 기존 지원혜택을 대신할 수 있음)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에 찬성인가? 60 40

유럽 (2016)
기본소득이란 노동여부 및 기타 소득원 유무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개인들에게 정부가 무조건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타 사회보장급여를 대체하고 대부분의 기본 의식주 등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금액이다. 
오늘 만약 기본소득 찬성여부에 관한 국민투표를 한다면, 어느 쪽에 투표하겠는가?

64 24

영국 (2017)
(조사) 참가자에게 설명된 보편적기본소득(UBI)이란: 영국의 성인 모두에게, 개인의 노동 여부나 기타 소득원
유무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인 현금 형태로 제공되는 소득이다.

49 26

영국 (2017) 만약 위 내용이 현재 수준보다 세금이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30 40

미국 (2018)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하여 실직한 미국인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서의 보편적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 가?

48 52

미국 (2018)
정부가 매 월 $1,000 체크를 모든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연 소득이 $150,000 이상인 국민에 대하여 증세를
한다면 이 안을 지지하겠는가, 지지하지 않겠는가?

37 43

리투아니아

정부가 필수생활비를 충당할 만한 소득을 모두에게 매월 지급함: 그 지급금으로 기타 수많은 사회적 혜택을
대체함. 그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최소한의 삶의 수준: 모든 사람이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음. 각자 버는 돈은 각자 보유함. 
노동 혹은 다른 재원: 이 제도는 조세로 재정을 충당한다. 종합해 봤을 때, 이 제도를 당신의 국가에 도입한다면
반대하겠는가, 찬성하겠는가?  

81 19

이탈리아 59 41

영국 51 49

프랑스 49 51

독일 46 54

스웨덴 38 62

노르웨이 34 66

(2018)

한국 (2020) 최소한의 삶의 수준 보장 49 43

EU14 국가
모든 시민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 의무 없이 국가에서 보장받는 소득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4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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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의 입장

패툴니 씨(Mr Patulny )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전에 UBI에 대한
지지율은 43~45% 정도였으며, YouGov 조사에서 보니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가 UBI에 더 많은 관심과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꽤 적절한
증거입니다.“

YouGov에서 최근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8%의 응답자가 '생활보장급여(Guaranteed Living Wage)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답하였으며 반대한 사람들의 비율은 19%였다. 또한 50%가 ‘우리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으로 소득을 제공해야만 한다.'라고 대답하여 반대한 25%와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호주의 정책 옵션으로서 보다 보편적이고 요구조건이 적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있는
이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울롱공 대학교 Roger Patulny 사회학 부교수와 맥쿼리 대학교 Ben Spies-Butcher 사회학
부교수는 UBI에 관심이 있다.

올해 초 그들은 호주인들이 UBI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알고 싶어서 UBI에
관한 질문들을 호주종합사회조사(AuSSA)에 제출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에서 이루어졌고 모든
국적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The University of Sydney Page 12

개혁옵션 I – 생계소득보장(LIG)

– 우리는 생계소득보장(LIG, Liveable Income Guarantee)을 소득으로 정의한다: i) 시간이 경과해도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함 ii) 징벌적 제한조건 없이 수급 가능 iii) 호주 사회에 기여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시장에서의 적절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모두에게 지급

– LIG는 현 수준의 고령 연금 정도로 지급될 예정이며, 본 자료 준비 시점에서, 미혼은 $944.30 , 커플은

$1,423.60을 2주마다 받으며 아래의 추가적인 보조금도 받는다.

– LIG는 모든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비자 자격자, 학생비자 및 임시보호비자 자격자들에게 지급된다. 

LIG는 수혜자의 조건에 따른 선택적 지급이다: a) 충분한 시장 소득 없음 b) 참여활동 수행 중 c) 16세 이상

– LIG 수급적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합법적 사회 기여로 간주될 수 있는 참여활동이 많다. • 육아, 노인 부양, 

혹은 무급 돌봄 • 조직이나 명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소방, 서핑 안전요원, 여성 난민, 커먼웰스 게임 등의

주요 공공행사 •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 근무 • 소규모 사업 시작 지원 • 생태보호

프로젝트 • 예술 및 창의활동 • 정규 학업(학생)

– 저자: Quiggin, Klein, Dunlop, Henderson & Goodal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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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의 비용 추정치 – 연간 재정 AUD$200억 (GDP의 1%)

취업자

퇴직 등

실업자

구직 포기자

부모 봉양 중

기타 수급자

기타 근무
희망자

계

수
(백만)

수혜율
(%)

수혜자 수
(백만)

1인당
비용 ($)

전체 비용
($ 십억)

표 1: '생계소득보장(LIG)’ 제도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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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옵션 II – 호주의 기본소득

–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호주 복지 국가의 제도적 논리에 민감한 기본 소득 모델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원칙을 열거하는 것이었다. 둘째로, 호주 기본 소득의 재정 및 분배 영향을 모델링하여 그러한

변화에서 발생하는 특정 정책 상충 관계를 강조했다.

– 우리의 모델을 구조화할 때,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보다, ‘소득 측정이 더 잘 사는 이들의

접근성을 제한하려고 주로 쓰이는 ‘부 측정(affluence testing)’과 관련한 원칙을 염두에 두었다. 

현실에서 이는 테이퍼 비율(taper rates) 인하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부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우리는 이 접근법이 모든 성인에게 동일한 기본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UBI 방식 급여의 재정 비용 및

관련 재정 이탈(fiscal churn)을 포함하면서 호주의 사회적소득이전시스템을 보다 보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제안한다. 부 측정 테스트는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에 초점을 둔다.

Spies-Butcher, Phillips & Henderson, 2020 – 전체 내용은 다음 참조: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103530462096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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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및 보조금

– 다음으로 우리는 유효한계세율(EMTR)을 통해 조세 및 복지 시스템을 통합하는 논리를 반영하고 기존 제도적 조치를

개혁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네 가지 하위 원칙을 지정했다. 

– EMTR은 소득에 따라 증가만 해야 한다 (인센티브의 진행성).

– 고소득자들은 보편주의(재정 효율성)로의 움직임으로부터 순편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자의 소득이 더 낮아져서는 안된다. (즉, 주어진 시장 소득에 대해 순소득이 더 낮다) (자본).

– 현재 조세 규모는 현재의 상태로 가야 한다 (경로 의존성)

–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코로나 이전 지급 수준에 근거하여 호주의 두 가지 기본 소득 시나리오를

모델링하였다. 모델 1에는 Newstart 실업 수당 (연 $ 14,647.32)의 기본 요율이 있다. 모델 2는 코로나 이전 ‘요율

인상'을 위한 이해 관계자 캠페인에 따라 Newstart에 1주당 $ 75(연 $ 18,252.98)를 추가한 기본 요율이 있다.

– 성인인 18세가 되는 때부터 연금수령연령이 될 때까지 모든 이들은 자산 측정이나 취직 활동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는다. 기본 요율은 시장 소득이 증가하면서 서서히 줄어든다.

The University of Sydney Page 16

결과 – ANU의 PolicyMod를 사용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 재정 영향 측면에서 모델 1의 연간 예상 순비용은 $1,034.5억이며, 급여가 더 높은 모델 2의 연간

순비용은 $1,261억이다. 상당한 금액이긴 하지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려면 호주의 GDP 대비 세금

비율(현재 모든 정부 수준에서 27.8%)을 OECD 평균인 34.2% 수준으로 올리기만 하면 된다.

– 재정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한계 소득세율은 모델 1의 경우 12%p, 모델 2의 경우 14.5%p 

증가해야 한다. 우리는 개별 소득세율을 예시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대체조세구조가 서로 다른

재정적, 분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 정적 분배 효과로 넘어가서, 모델 1과 모델 2 모두 중간 소득자에게 상당한 소득 증대를 제공하며

불평등과 빈곤율을 감소시킨다(표 3과 4 참조). 불평등 지니계수는 50에서 65 포인트로 줄어드는 반면

빈곤율은 17%~22%로 떨어진다. 이는 호주의 소득 불평등이 0.337에서 0.274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스칸디나비아의 수준(스웨덴의 0.282와 덴마크의 0.263 사이)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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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표

모델1
(지원 무)

모델2
(지원 무)

모델1
(중립 재정)

모델2
(중립 재정)

1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출처:

표 4: 기본소득 모델의 재정 및 분배영향

현재

중립 재정 중립 재정

재정 계수

빈곤율

중위소득

GDP 대비 영연방 조세 비율

표 3: 부 측정 기반 기본 소득 제안의 분배 영향. 연간 동등 가처분소득의 백분율 변화
($의 변화)

주:

출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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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본소득 재정조달 옵션 –– 연 $$AAUUDD  11,,226600억

재정 수단
재정수입 (2017-2018) 

AUD$10억
정책변화

추가재정수입증가분

AUD$10억

추가재정수입필요분

AUD$10억

개인소득세
212.8

모든 소득구간에서 14.5% 상승 126.1 -1.1

법인세 86,764 $50/톤 탄소세 도입 23.3 101.7

부가가치세 64,062 10%에서 15%로 인상, 
과세표준 확대 44 81

부유세 0 총 투자에 대한 5 % 
추정수익률(귀속자산소득). 130 -3.9

5대 조세지출 (120.4) 5대 조세지출 폐지 100-120 5-25

재정적자 -10 재정적자 $1,250억 증가 1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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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시행 옵션
최적의 단일 설계/시행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복지국가들 각각의 상황, 구조, 정치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본소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참여 조건 및 특정 범주의 편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범주 별 편익을 일부 유지하면서 부분적 기본소득(사회적 배당)과 경기조정형 안정화보조금을 도입한다.

기본소득의 소득최저선을 활용한다. 공공 (또는 공공 근로자가 관리하는) 연기금에 대한 자발적 기여를 통한 수익을 추가적으로 투입한다. 

일부 범주적 급여를 유지하면서 NIT 방식의 급여(B.I.G. 또는 GAI)방식을 도입한다.

연령 그룹별 기본소득을 점진적ㆍㆍ단계적으로 시행한다(PIP). 

2단계의 시행 절차를 도입한다. 기본소득 도입을 의회 한 회 임기(term)동안 시행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투자펀드 수익을 바탕으로 기본소득금액이 증가한다. 

GMI가 시행되고 공공 지원이 강화되면 점진적 편익 단계가 상승한다(BPU).

중시해야 할 두 가지 옵션은 1)시간 경과와 함께 증가하는 보편적 소득최저선 제공 2) 기본소득을 위한 범주적 편익 수혜 조건 완화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 수혜자를 근로 연령 인구(WAP)로 제한한다. 이는 노령 연금 지급금 금액이 더 높고 더욱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기존 혜택의 수혜자를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도입돼서는 안된다. 

기본소득 제도는 ‘누진체계(progressive principle)’에 기초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소득원천이 아닌 소득수준으로 결정한 추가적인 범주적 편익에 대하여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 수혜자들이 받는 편익이
유사할 때, 저임금 근로자들이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해야 한다.

기본소득 제도를 다른 모든 사회적 프로그램 전체를 대체하는 대안으로써 설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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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시행 – 경제

– 말콤 토리(Malcolm Torry): 영국이 전진하는 최고의 길은 한 시기에 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 토리는 다양한 시행 가능 선택지들을 주창했다. 그 중에는 아동 수당 증대로부터 시작하는 계획도 있다. 기본

소득은 18세인 전체 성인에게 지급되며, 추후 그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18세 코호트가 동일한 기본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원한다면 소유할 수 있다 (Torry, 2019a: 170)

– 만약 호주에서 “합리적인” 기본소득 비용이 $900~1,300억이라면, 각 코호트의 노동력 참여율에 따라 연간

$80~150억(GDP의 0.4~0.75%)이라는 "한입 사이즈“ 수준의 비용으로 기본소득의 재정적 영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1~2개의 연방 예산 內 $2억 정도 드는 시도/시험/실험에서 $1천억 규모의 제도로 이전할 수는 없다.

– 경제는 시간의 경과 동안 “재분배”적인 기본 소득의 거시경제적 동태 효과(성장, 노동 공급, 생산성, 

인플레이션)를 “소화"할 시간을 가진다.

– 정책입안가는 단계적 시행이 진행되며 나오는 ”피드백”에 따라 정책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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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시행 – 정치

– 모든 근로 연령의 사람들이 10년 이내에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될 것을 알고 있다.

– 1년 차에는 정책에 관심이 약간 있는 약 150만 명으로 된 코호트 그룹을 만든다. 빠른 속도로

참여자의 수가 증가한다.

– 시험에 참여하는 수 백, 혹은 수 천명보다 더 정치적으로 중요하며 강력한 코호트

– 코호트 그룹 중 상당수가 개시에 반대(순 배제자)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보편적 재분배 제도를

시행하려면 피할 수 없음

– 10년 동안 단계적 시행을 하면서 옹호자, 정책입안가 및 활동가가 이 정책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 이는 5 ~ 10 년의 소규모 시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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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시행 – 연구

– 단계적 시행에서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의 전면적 시행으로 (바라건대) 이어질 소규모

시도/시험/실험들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단계적 시행은 기본소득의 영향에 대하여 여러 학문과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실시되는 모든 종단 및

횡단연구를 위한 장(場)이 된다. 

– 우리는 HILDA 방식의 종단 연구를 상상해볼 수 있다. 

– 연구로 기본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그것은 정치와 사회적 운동만이 가능하다

– 연구는 분석과 피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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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옆에 굶주린 이들이 있는데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런 맥락에서의
“수요”의 힘은, 분배의 권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타협이 불가능한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반드시
먹어야 하기에, 당연히 정당하게 몫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못한다면 그 상황이 수치스러운 것이다.

- 제임스 퍼거슨, 분배정치의 시대 :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James Ferguson, A Rightful 
Share: Distribution beyond Gift and Market) 2015: 214 

모든 사람은 적절한 기본소득을 보장 받아야 한다. 미국과 같은 부국은 모든 사람을 빈곤에서 벗어나 있도록 할 수
있다. 일부는 소득만 지급받고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름처럼 복지가 더 제한적인
것이다. 부유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들도 여가를 즐겨야 함을 받아들이자.

-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 2001: 312

임금 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거나 분리를 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게 거리를
둠으로써 더 이상 삶의 질 때문에 일에 완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매달려야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우리가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이미 원하고, 하고 있고, 또는 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하고, 다른 이가 되는, 무엇인가 다른 종류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실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 – 카시 윅스(Kathi Weeks), 2011: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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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AS OPPORTUNITY – COVID-19 and the Prospects for 
Basic Income in Australia

2021 KOREA BASIC INCOME FAIR, April 29th, 2021 

DR TROY HENDERSON, Lecturer in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Sydney
troy.henderson@sydney.edu.au
Twitter: @TroyCHend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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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cure Work in Australia – Part-Time

Presentation I Crisis as Opportunity  
– COVID-19 and the Prospects for Basic Income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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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cure Work in Australia – Ca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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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cure Work in Australia – Non-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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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dequate Unemploy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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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parison – Australia 2nd lowest among ric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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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 A (short-lived) social policy experiment 

The University of Sydney Page 8

COVID-19 – Crisis as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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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f JobSeeker Payment Increase & Relaxed Mutual Obligation Conditions

– Klein, E, Cook, K, Maury, M & Bowey, K 2021, Social security and time use during COVID-19,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 Centre for Excellence in Child and Family Welfare, Melbourne.

– A single mother (35-44 years, JobSeeker Payment) who left her partner due to domestic violence said 
the benefits of the Supplement noted:

– “My mental health is the main thing, I’ve actually felt worthy. My bills are all paid on time… I’ve been able 
to give my children a normal life like other children, and I’ve been able to go back to study so that I have 
a chance at a better future. I guess it gave me some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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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ttitudes to Basic Income

Region/Country (year) Question (or how BI is framed) Support (%) Oppose (%)
US (2011) The idea would be to provide enough money for everyone to enjoy a modest living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choose to work. Do you favor or oppose having the federal government provide every single American with 
a basic income grant?

11 82

Canada (2013) ...a guaranteed annual income policy for Canadians, to replace the current economic assistance programs? 46 n/a
France (2015) Are you in favour of the introduction of a basic income guaranteed to all citizens that would replace most existing 

benefits? 
60 40

Europe (2016) A basic income is an income unconditionally paid by the government to every individual regardless of whether 
they work and irrespective of any other sources of income. It replaces other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is high 
enough to cover all basic needs (food, housing, etc.). If there would be a referendum on introducing basic income 
today, how would you vote?

64 24

UK (2017) A Universal Basic Income was described to participants as: a regular income paid in cash to every individual 
adult in the UK, regardless of their working status and income from other sources.

49 26

UK (2017) If it meant an increase in taxes from their current
levels?

30 40

US (2018) Do you support or not support a universal basic income program as a way to help Americans who lose their jobs 
because of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48 52

US (2018) Would you support or oppose giving every American a monthly check from the government of $1,000, which 
would be paid for by raising taxes on individuals earning more than $150,000 a year?

37 43

Lithuania The government pays everyone a monthly income to cover essential living costs: It replaces many other social 
benefits; The purpose is to guarantee everyon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Everyone receives the same amoun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are
working; People also keep the money they earn
from work or other sources; This scheme is paid for by taxes. Overall, would you be against or in favour of having 
this scheme [in your country]?

81 19
Italy 59 41
United Kingdom 51 49
France 49 51
Germany 46 54
Sweden 38 62
Norway 34 66
(2018)
Korea (2020) guarantee a minimal level of livelihood 49 43
EU14 Do you agree or disagree that each citizen, including those in work, should receive a guaranteed income from the 

state without work requirement?
4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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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ttitudes to Basic Income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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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Option I – The Liveable Income Guarantee

– We define a Liveable Income Guarantee as an income: 5 i) sufficient to sustain a decent standard of 
living over time ii) available without punitive conditionality iii) paid to everyone without an adequate 
market income who is willing and able to contribute to Australian society

– The LIG will be paid at the level of the current Age Pension, which, at the time of writing this, is 
$944.30 for singles, and $1,423.60 for couples per fortnight, with additional payments outlined below

– The Liveable Income Guarantee is available to all Australian citizens, permanent residents, and holders 
of work, student and temporary protection visas. The LIG is an opt-in payment conditional on recipients: 
a) not having an adequate market income b) undertaking a participation activity c) being over 16 
years of age

– Participation Activities 6 There are many activities that can be considered as legitimate social 
contributions that will meet the eligibility criterion for receiving the LIG. Such options include: • Care of 
children, the elderly, and other care work currently unpaid, • Volunteering in support of organisations 
and causes, which might include firefighting and surf lifesaving, women’s refuges, or major public events 
like the Commonwealth games, • Work on grant-funded community projects, • Support for starting a 
small business, • Ecological care projects, • Artistic and creative activity, • Full-time study

– Authors: Quiggin, Klein, Dunlop, Henderson & Goodal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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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ndemic Cost Estimate – AUD$20 billion annual fiscal cost (1 percent of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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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Option II – An Australian Basic Income

– Our first aim was to enumerate a set of principles that would underpin a model of Basic Income that is 
sensitive to the institutional logics of the Australian welfare state. Second, we modelled the fiscal and 
distributional impacts of an Australian Basic Income, highlighting particular policy tradeoffs in such a 
shift.

– Our model is structured around the principle of ‘affluence testing’ in which ‘income-testing is primarily 
used to limit access by the better off’, rather than targeting payments only to the poor. In practice this 
means reducing taper rates, making more people eligible for part-payments.

– We suggest this approach would move the Australian social transfer system in a more universal 
direction while containing the fiscal cost—and associated fiscal churn—of a UBI-style payment that 
would pay all adults the same Basic Income amount. Affluence testing encompasses a focus on both 
equity and efficiency.

Spies-Butcher, Phillips & Henderson, 2020 – full paper in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103530462096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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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 Payments

– Next we specified four subsidiary principles that reflect the logic of integrating tax and welfare 
systems via effective marginal tax rates (EMTRs) and acknowledge exist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as the starting point for reform. These are:

– EMTRs should only increase with income (progressivity of incentives);
– High-income earners should receive no net benefit from moves towards universalism (fiscal efficiency);
– No below median income earner should be left worse off (in other words, have a lower net income for 

any given market income) (equity);
– The current tax scale should be largely taken as given (path dependency).
– Based on these principles we modelled two Basic Income scenarios for Australia based on pre-COVID 

payment levels. Model 1 has a base rate of the Newstart unemployment benefit ($14,647.32 per 
annum). Model 2 has a base rate of Newstart plus $75 per week ($18,252.98 per annum) in line with 
pre-COVID stakeholder campaigns to ‘Raise the Rate’.

– Adults age 18 until pension age would be eligible for the Basic Income payment without being 
subjected to asset tests or work activity testing. The base rate is gradually tapered as market incomes 
increase

The University of Sydney Page 16

Findings – Microsimulation using ANU’s PolicyMod

– In terms of fiscal impact, the estimated annual net cost of Model 1 is $103.45 billion, 
and the annual net cost for the more generous Model 2 is $126.1 billion. While 
clearly significant sums, meeting the additional cost would only require an increase in 
Australia’s tax-to-GDP ratio (currently 27.8 per cent across all levels of government) 
to around the OECD average of 34.2 percent.

– To achieve fiscal neutrality, all marginal income tax rates would need to be increased 
by 12 percentage points for Model 1 and by 14.5 percentage points for Model 2. 
We use individual income tax rates for illustrative purposes only and acknowledge 
that an alternative tax mix may have different fiscal and distributional implications.

– Turning to static distributional effects, both Model 1 and Model 2 deliver significant 
income gains to middle income earners and reduce inequality and poverty rates (see 
Tables 3 and 4). Inequality is reduced by 50 to 65 Gini points while poverty rates fall 
by between 17 per cent and 22 per cent. This would see Australian income inequality 
fall from 0.337 to 0.274, similar to Scandinavian levels (between Sweden’s 0.282 
and Denmark’s 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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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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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Financing Options for Australian Basic Income - $AUD126 billion annually 
Fiscal Instrument Revenue (2017-2018) AUD$bn Policy Change Additional Revenue 

Raised
AUD$bn

Additional Revenue 
Required
AUD$bn

Personal Income 
Tax

212.8 14.5% increase across all 
brackets. 

126.1 -1.1

Company Tax 86,764 Introduce $50 per ton 
carbon tax. 

23.3 101.7

Goods & Services 
Tax

64,062 Increase rate from 10% to 
15%; broaden base. 

44 81

Wealth Tax 0 5% deeming rate on 
aggregate investments 
(imputed asset income). 

130 -3.9

Top 5 Tax 
Expenditures

(120.4) Abolish Top 5 Tax 
Expenditures. 

100-120 5-25

Fiscal Deficit -10 Increase budget deficit by 
$125bn. 

1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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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Implementation Options
No single optimal design and implementation model.
BI schemes should be designed to reflect context-specific welfare state structures and political economic circumstances.

Partial BI with some participation conditions and certain categorical benefits retained. 
Partial BI (social dividend) and countercyclical stabilisation grant, with some categorical benefits retained. 

BI income floor, supplemented by returns earned through voluntary contributions to public (or worker-controlled) pension funds. 

NIT-style payment (B.I.G. or GAI), with some categorical payments retained.
Gradual phased implementation (PIP) of BI by age cohort. 
Two-step implementation process. Partial BI implemented in one term of parliament. BI level increased over long term, based on returns to 
public investment fund. 
Gradual benefit phase-up (BPU), once GMI is implemented and public support enhanced.
Equal focus on easing conditionality on categorical benefits as pathway to BI, alongside providing a universal income floor that increases over 
time. 
BI should be limited to working age population (WAP), in situations where age pensions are more generous and function reasonably well. 

BI should make no existing categorical benefit recipient worse off. 
BI schemes should be financed, based on the progressive principle of capacity to pay. 
Access to additional categorical benefits determined by level of incomes, not source of incomes, to ensure low income workers are not 
excluded from accessing benefits received by some welfare recipients with similar incomes.  

BI schemes should not be designed as wholesale replacements of all other soci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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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d Implementation – Economics

– Malcolm Torry: it ‘would appear that the best way forwards for the UK would be the implementation of 
a Basic Income for one demographic group at a time’

– Torry canvases a range of possible implementation options, including a scheme which: ... would start with 
an increase in Child Benefit. A Basic Income would then be paid to all eighteen year olds, and they would 
be allowed to keep it as they grew older, with each new cohort of eighteen year olds receiving the same 
Basic Income and being allowed to keep it (Torry, 2019a: 170)

– If a “reasonable” Basic Income costs between $90 billion and $130 billion in Australia we can deal 
with its fiscal impact in “bite-size” chunks of $8-$15 billion per year (0.4 to 0.75 percent of GDP) 
depending on each cohort’s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 We can’t move from trial/pilot/experiment that costs $200 million to a $100 billion scheme in one or 
two Federal Budgets

– The economy has time to “digest” the macroeconomic dynamic effects (growth, labour supply, 
productivity, inflation) of a “redistributive” Basic Income over time

– Policymakers can adjust policy settings according to “feedback” as the phased implementation 
pro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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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d Implementation – Politics

– Every working age person knows they will have “right” to Basic Income within 
10 years 

– Creates cohort of around 1.5 million people in Year 1 with some interest in 
the policy, a number that quickly multiplies 

– Far more politically significant–and powerful–cohort than a few hundred or 
few thousand people in a trial 

– Significant cohort likely to oppose the roll-out (the net losers) but this is 
unavoidable when implementing a universal redistributive scheme.

– 10-year phased implementation is time period over which you could expect 
advocates, policymakers and activists to retain an interest in the policy

– This is not the case for a 5 to10 year small-scal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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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d Implementation – Research

– Under phased implementation researchers are not charged with designing and 
analysing small-scale trials/pilots/experiments that leads (hopefully) to full 
implementation of BI 

– Phased implementation becomes site for whole range of longitudinal and cross-
sectional studies that analyse the effects of BI across range of disciplines and wide 
variety of variables

– We can imagine a HILDA-style longitudinal study  
– Research doesn’t “win” Basic Income 
– Only politics and social movements can
– Research provides analysis and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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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Feel free to stay in touch ☺☺

To eat one’s fill while hungry others stand by is plainly unacceptable. Instead, the force of the 
“demand,” in such contexts, comes from a non-negotiable principle that presence itself brings with it 
a distributive entitlement. Those who are here among us must eat and may therefore rightfully 
demand a share. Anything else would be shameful
- James Ferguson, A Rightful Share: Distribution beyond Gift and Market 2015: 214 
Everybody should be guaranteed a decent basic income. A rich country such as the US can well 
afford to keep everybody out of poverty. Some, it will be said, will seize upon the income and won’t 
work. So it is now with more limited welfare, as it is called. Let us accept some resort to leisure by 
the poor as well as by the rich
- John Kenneth Galbraith, 2001: 312
Basic income can be demanded as a way to gain some measure of distance and separation from the 
wage relation, and that distance might in turn create the possibility of a life no longer so 
thoroughly and relentlessly dependent upon work for its qualities. Therefore, we might demand a 
basic income not so that we can have, do, or be what we already want, do, or are, but because it 
might allow us to consider and experiment with different kinds of lives, with wanting, doing, and 
being otherwise - Kathi Weeks, 2011: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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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소장 



624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발표  PRESENTATION 

이다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및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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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Fellow, SNU Center for Labor & Welfare Law, Korea

요약문 I   코로나19, 노동 불평등과 기본소득

본 발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노동에서의 불평등 심화와, 그로 인해 부상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를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최대의 노동 위기로 진단한다. 세계적으로 2억 5천만명 
이상, 한국은 1백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된다. ILO는 경제가 점차 회복되더라도 직종별, 
지역별로 불균형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 기존의 취약계층은 더 큰 타격을 더 오래 겪게 되는 
‘흉터 효과’를 우려한다. 코로나19는 노동에서의 위험과 불평등을 가시화한 것이다. 
코로나19는 기존의 노동 체제에 대해 여러 도전을 제기한다. 산업화 시대 형성된 협소한 근로자 개념을 기반으로 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 제도가 코로나19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으며, ‘돌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기존 노동법제도의 
전제가 해체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부상한 ‘필수노동’(essential work),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노동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인해 노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필요한 것은 시장중심적이 아닌 인간 중심적 
회복이다. 기본소득은 노동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 형태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분배정의 구현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Abstract I COVID-19, Inequality at Work andBasic Income

This presentation deals with an worsened inequality derived from COVID-19 and the necessity of 
basic income as consequences.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evaluated COVID-19 as the 
worst labor crisis ever since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It is estimated that around 250 
million people globally and 1 million people in Korea have lost their jobs in the fallouts of COVID-19. 
ILO suggested that even though the economy shows signs of a gradual bounce- back, the trend is 
seen uneven by sector and region. Also, it concerned about ‘scar effect’ that the vulnerable such as 
the female, youth, and non-regular workers suffer from the adversities longer than any others. It 
could be said that COVID-19 has made the risk and inequality in labor more noticeable. 
In the face of COVID-19, essential works have emerged proving their values, and non-face-to-
face labors have been newly introduced because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Under the 
circumstances, the accelerated 4th industrialization prompts us to come up with a new approach 
to protect labors. In the post-COVID-19 era, what we need is not a market-oriented recovery, but 
a human-oriented one. The need for basic income has been further highlighted in that it could 
strengthen negotiation power of labor, recognize and protect changing types of labors, and play as 
a means to implement justice of distribution in ever growing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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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동에 대한 3가지 질문 

11..  가가시시화화::  드드러러난난  것것  
 - 코로나19는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었나? 
 
22..  해해체체::  흔흔들들리리는는  것것  
 -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것이 한계에 달해 흔들리게 되었나?  
 
33..  재재구구성성::  새새로로워워져져야야  하하는는  것것  
 - 코로나19를 계기로 변화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발표자료 I 코로나19, 노동 불평등과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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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동에 대한 3가지 질문 

11..  가가시시화화::  드드러러난난  것것  
• 불불평평등등: 노동 4계급의 부상, ‘흉터 효과’(scarring effect) 
• 위위험험: 안전한 노동은 없다 - 건강, 생명, 그리고 고용의 위험  
 
22..  해해체체::  흔흔들들리리는는  것것  
• 돌돌봄봄  재재난난(care crisis): 돌봄의 재가족화, 젠더 불평등  
• 종종속속의의  해해체체: ‘종속’ 개념을 중심으로 한 현행 노동법제도의 한계 
 
33..  재재구구성성::  새새로로워워져져야야  하하는는  것것  
• 코로나19와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성찰 
•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1. 가시화: 불평등 

RRoobbeerrtt  RReeiicchh::  ‘‘노노동동  44계계급급’’의의  출출현현  
• tthhee  rreemmoottee  – 원격근로, 비대면 노동이 가능한 고소득 사무직 근로자 
• tthhee  eesssseennttiiaall  – 보건, 물류, 유통 등 필수영역 근로자 
• tthhee  uunnppaaiidd – 코로나로 인해 실업 또는 소득상실 겪은 근로자 
• tthhee  ffoorrggootttteenn  – 미등록 외국인, 난민, 노숙인 등 공공영역에서 배제된 사람들 
 새롭게 등장한 계급이 아니라, 이미 현존하던 불평등이 코로나 계기로 가시화된 것. 
 
IILLOO((국국제제노노동동기기구구))::  불불평평등등  심심화화  우우려려  (Covid-19 Monitor 7th ed., January 2021) 
• 1930년대 세계 대공황(The Great Repression)이후 가가장장  심심각각한한  노노동동의의  위위기기로 진단. 
• 불불균균형형한한  회회복복(uneven recovery): 회복의 추세도 불균형.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선
진국보다 개도국의 피해가 더 크며 회복도 더딤.  

• 흉흉터터  효효과과(scarring effect):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기존의 노동 취약집단인 여여성성,,  
청청년년,,  비비정정규규직직 등이며,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이들의 불이익은 마치 ‘흉터’처럼 향후 몇 
년간 지속되어 불평등 심화될 것을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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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시화: 위험 

건건강강과과  생생명명의의  위위험험  
• 보건의료 종사자, 대면노동 종사자의 확진율 높음 
• 필필수수노노동동자자(essential worker): 재난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들(의료, 돌봄, 
복지, 배달 등) – 대표적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 

 
고고용용의의  위위험험  
• IILLOO::  전전  세세계계적적으으로로  22억억  55천천  55백백만만개개  일일자자리리  감감소소한 것으로 추산. 직접적 실업, 근로
시간 단축분 모두 고려한 통계. 서구권의 경우, 제도적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유럽의 
실업률이 비교적 낮고,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 실업률이 가장 높음. 

• 한한국국::  코코로로나나  이이후후  주주4400시시간간  일일자자리리  기기준준,,  112200만만개개  일일자자리리  감감소소. 통계청 기준 취업자 
감소 100만 명 이상.   

• 권권고고사사직직,,  해해고고,,  무무급급휴휴직직  등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절차 위반(제23조), 사용자
의 휴업급여 지급의무(제46조)등 법 위반하여 이루어진 고용 상실이 다수.  

2. 해체: 돌봄 재난 

여여성성의의  노노동동시시장장에에서서의의  불불이이익익  
• 코로나로 인한 취취업업자자  감감소소::  핵핵심심연연령령에에서서  여여성성((5511..44만만명명))이이  남남성성((3322..77만만명명))의의  11..77배배  감감
소소  (2021. 3월 기준) => 노동시장에서의 젠더차별, 여성의 자녀 돌봄 의무 등이 이유. 

• 코로나로 인한 휴직 신청자: 여성이 남성의 2배. 
 
유유급급  돌돌봄봄노노동동자자의의  위위험험::  ““질질병병은은  여여성성과과  가가깝깝다다””    
• 여성의 돌돌봄봄노노동동  전전담담으으로로  인인해해  바바이이러러스스에에  더더  쉽쉽게게  노노출출. 요양보호사의 위험한 근로조건.  
• 의료인의 경우, 코로나 확진 여성 의료인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61%).  
• 의료, 보건 노동 중에서도 돌봄은 여성 의료인에게 전담되어 더 높은 감염률 초래함. 
 
‘‘돌돌봄봄  재재난난’’((ccaarree  ccrriissiiss))::  가가정정에에서서의의  무무급급  돌돌봄봄노노동동  폭폭탄탄    
• 어린이집, 교육기관 폐쇄로 가정에서 가사, 자녀양육 등을 떠맡은 여성들에게 돌봄노동 
폭탄.  

• 전업주부 여성의 경우 1일 9시간->12시간 40분으로 폭증, 반면 남성의 경우 큰 변화없이 
1일 3시간대 유지(은기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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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 현행 노동법에서의 ‘종속’  

현현행행  노노동동법법제제도도의의  전전제제::  ‘‘종종속속’’  
• 현존하는 노동 및 사회보장 제도는 2200CC  중중반반까까지지  산산업업화화  시시대대의의  노노동동,,  경경제제  고고성성장장,,  
완완전전고고용용을을  염염두두에에  두두고고  만들어짐 - 특정 기업 및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사람
만을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방식. 

 
‘‘종종속속’’을을  기기반반으으로로  한한  근근로로자자  개개념념의의  한한계계 
• 11999900년년대대  이이후후  균균열열일일터터(fissured workplace) 현상에 따른 ‘고용 털어버리기’, 2000
년대 이후 소위 44차차  산산업업혁혁명명  ––  플플랫랫폼폼  노노동동,,  인인공공지지능능  부부상상으으로로  일일하하는는  방방식식의의  변변화화. 

• 고고용용보보험험의의  한한계계: 고용보험 수급권 역시 법적 근로자 개념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특수
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섭하지 못함, 코로나 상황 속 사각지대. ‘노무
제공자’, ‘취업자’ 등 더 유연한 개념으로 적용범위 확장 필요. 

• 법법적적  ““근근로로자자””  개개념념의의  한한계계와와  확확장장  노노력력: 협소한 법적 근로자 판단 방식을 바꾸려는 
세계적 노력. 미국 “ABC test” (2018년 캘리포니아 Dynamex 판결), 영국 대법원 
2021년 우버 판결(Uber v. Aslam) 등으로 근로자 개념 확대 중.  

3. 재구성: 코로나19와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성찰 

“오늘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사업에서 자
기착취(auto-exploiting)하고 있는 노동자다. 
사람은 이제 주인과 노예가 한 몸에 들어있는 
존재다. 계급투쟁조차 자기 자신에 대항하는 
내적 투쟁으로 변해버렸다... 각 개인은 성과주
체(achievement-subject)가 되었다.” 
 
- 한병철, <피로사회>, 2012 
 



사람을 사람답게  629 

3. 재구성: 코로나19와 노동의 미래에 대한 성찰 
“한병철의 명쾌한 진술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
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비판적 논점이 제기되어야 
한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을 양산하는 
계급차별 시스템은 그대로 존속되며, 여기서 투쟁
과 적대는 개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과의 
투쟁’으로 결코 환원될 수 없다. 제3세계 국가에는 
아직도 수백만의 육체노동자가 있다… 실제로 벌어
지는 일은 탈바꿈이라기보다 아웃소싱이다…” 
 
- 슬라보예 지젝, <팬데믹 패닉: 코로나19는 세계
를 어떻게 뒤흔들었는가>, 2020 

3. 재구성: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노노동동의의  미미래래??  44차차  산산업업혁혁명명,,  플플랫랫폼폼  노노동동,,  인인공공지지능능,,  로로봇봇……  
• 디디지지털털  전전환환(digital transformation): 새로운 형태의 노동 부상, 거스를 수 없는 기
술적 추세지만, ““노노동동의의  미미래래””의의  전전부부를를  대대변변하하는는  것것은은  아아님님..  모든 노동이 자기착취적 
노동, 독립적 노동, 성과중심적 노동 등으로 이행한다고 전망하는 것은 오류임. 

• 필필수수노노동동((eesssseennttiiaall  wwoorrkk))의의  중중요요성성: 코로나19 계기로 지젝의 진단처럼 여전히 우리
는 보건의료, 돌봄, 물품배달 등 육체노동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반성적으로 깨닫게 됨.   

• 따라서 (1) 4차 산업혁명 대응 + (2) 기존의 노동, 사회보장 제도에 기반한 법적 보호 
양쪽 모두가 필요하며, 양양쪽쪽은은  서서로로  대대립립하하는는  것것이이  아아니니라라  2211세세기기  노노동동의의  본본질질적적,,  양양
면면적적  속속성성임임.  

 
코코로로나나1199,,  인인간간  중중심심적적  노노동동  
• 신신자자유유주주의의적적  접접근근의의  실실패패와와  반반성성: 노동권, 복지국가를 경시한 채로 “일터로 돌아가라” 
“경제가 더 걱정”이라는 식의 접근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확인. 

•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사람람의의  건건강강권권,,  생생명명권권,,  노노동동권권,,  사사회회안안전전망망. 
• IILLOO::  ““인인간간중중심심적적  대대응응””(human-centered response)의 필요성 강조. 
• 시장주의적 접근 ‘지양’, 인권 기반적 접근을 ‘지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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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구성: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재재난난과과  기기본본소소득득  
• 긴긴급급재재난난지지원원금금의 경험: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대상이었고, 최초의 실험 및 논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 2차 재난지원금 이후 선선별별지지급급은은  오오히히려려  사사회회  연연대대를를  해해친친다다는 점을 확인하게 됨. 
 
노노동동의의  미미래래와와  기기본본소소득득  
• 기본소득은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종말론”, 즉 고용 총량의 부족 때문
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양질질의의  노노동동(decent work)을 위해 필요함. 

• 기기본본소소득득은은  사사회회권권((ssoocciiaall  rriigghhtt))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동법, 사회보장제
도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같이함. 노노동동의의  교교섭섭력력을을  강강화화하고 사회보장 사각
지대 해소에 기여. 예산 문제는 경제 문제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합의, 
민민주주주주의의의의  문문제제. 

• 기본소득은 취취약약한한  노노동동,,  필필수수노노동동  보보호호,,  새새로로운운  형형태태의의  노노동동((플플랫랫폼폼  노노동동  등등))에에  대대한한  
지지지지,,  돌돌봄봄노노동동의의  가가치치  인인정정,,  시시간간주주권권  및및  워워라라밸밸  보보호호 등 효과를 가짐. 

• 기본소득과 ‘시시민민노노동동’: 기본소득은 시민권 인정하는 효과로 인해 노동(labor)과 일
(work)의 긴장관계 해소, 노동의 가치와 의미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 

 

TThhaannkk  yyoouu!!  
 
만일 내용 인용을 원하실 경우, 발표자의 이하 논문 및 저서에 있는 더 자세한 연구 내
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Reeffeerreenncceess  
• 이다혜, “코로나19와 노동법의 과제: 정의롭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법제도적 방향” (법과사회, 2021) 
• 이다혜,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의 부상에 따른 ‘종속노동’의 재조명” (노동법연
구, 2020)  

• 이다혜, “미국 노동법상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2018년 캘리포니아 대법원 Dynamex 판
결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019) 

• 이다혜,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노동: 디지털 전환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2019) 

• 이다혜,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근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검토” (서울대 법학, 2019) 
• 이철수/이다혜, “영혼 있는 노동: 한국의 노동법과 일의 미래” (스리체어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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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OVVIIDD--1199,,  IInneeqquuaalliittyy  aatt  WWoorrkk  aanndd
BBaassiicc  IInnccoommee

Ida, Dahea LEE (Ph.D. in labour law) kerith@snu.ac.kr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April 29, 2021
The 3rd Gyeonggi Province Basic Income International Conference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 Three questions

11..  VViissuuaalliizzaattiioonn::  TThhiinnggss  rreevveeaalleedd
- What are the problems at work that Covid-19 has brought to our eyes?  

22..  DDiissmmaannttlliinngg::  TThhiinnggss  tthhaatt  ffaacceedd  ccrriissiiss
- What are the points of current labour law and system that face crisis?

33..  RReessttrruuccttuurriinngg  ::  SSoommeetthhiinngg  tthhaatt  nneeeeddss  rreenneewwaall
- What needs to be changed in the face of post-covid 19 era? 

Presentation I COVID-19, Inequality at Work and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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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estions on Labor in COVID 19 Era

11..  VViissuuaalliizzaattiioonn

• Inequality: Emergence of 4 working classes(R. Reich), ‘Scarring effect‘ (ILO)

• Risk: No “safe work” in the face of covid-19 – worker’s health, life and empl
oyment in peril.

22..  DDiissmmaannttlliinngg
• Care crisis: Severe burden of care work on women – the failure of law and s

ystem in addressing the problem.
• Question on “subordination”: Due to covid-19, we face limits of current labo

ur law centered around the concept of subordination

33..  RReessttrruuccttuurriinngg  
• Some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work in the middle of Covid-19
• The interplay between future of work and covid-19

1. Visualization: Inequality
RRoobbeerrtt  RReeiicchh:: CCoovviidd--1199  sshhoowwss  nneeww  kkiinndd  ooff  ccllaassss  ddiivviiddee  aanndd  iittss  iinneeqquuaalliittiieess..

• The “Remotes”: Professional, managerial, and technical workers who can work via zoom.

• The “Essentials”: Nurses, homecare workers, farm workers, food processors, truck drivers... their wo
rk would not cease, but their working condition in Covid-19 is at risk.

• The “Unpaid”: Those who suffered job loss or unpaid leave.

• The “Forgotten”: prisons, jails, undocumented immigrants, homeless… totally out of state protection. 

=> Inequality that already existed has become very clearly “visible” in the wake of COVID19. 

IILLOO((IInntteerrnnaattiioonnaall  LLaabboorr  OOrrggaanniizzaattiioonn))::  CCoonncceerrnn  oovveerr  wwoorrsseenniinngg  iinneeqquuaalliittyy
((CCoovviidd--1199  MMoonniittoorr  77tthh  eedd..,,  JJaannuuaarryy 22002211))

• ILO suggests that covid-19 is the worst labour crisis ever since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 “Uneven recovery”: Low income workers are more damaged than high income workers; the developi
ng nations are suffering more and recovering slower than the advanced ones.

• "Scarring Effect”: the people hit hardest by the pandemic were women(the vulnerable in the labor
market), the youth, non-regular workers. Even after the pandemic, their disadvantages may remain
as ‘scars’ for the next few years, which would aggravat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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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sualization: Risk at Work 
RRiisskk  ooff  lliiffee  aanndd  hheeaalltthh  aatt  wwoorrkk::  OOccccuuppaattiioonnaall  ssaaffeettyy  ccoonncceerrnnss

• Medical workers who has to face Covid-19 patients are more vulnerable to virus.

• Essential workers (mart cashiers, delivery service workers, etc) who work face-to-face with th
e customers, are also vulnerable to virus. 

RRiisskk  ooff  UUnneemmppllooyymmeenntt  -- WWoorrllddwwiiddee

• ILO estimate: Worldwide, more than 255 million workers suffers job loss. 

• Worst job loss since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 Differing trend among countries: More job loss in the United States (due to their employment
-at-will labour law system), relatively less job loss in Europe (as many European countries impl
ement employment protection measures).

RRiisskk  ooff  UUnneemmppllooyymmeenntt  -- KKoorreeaa

• More than 1 million job loss until now : the worst job loss since 1997 IMF crisis.

• Many cases of violation of Korean Labor Standard Act has been reported: Protection against 
unfair dismissal (LSA Art. 23), Employer’s obligation for paid leave (LSA Art. 46).

2. Dismantling: Care Crisis
FFeemmaalleess’’  ddiissaaddvvaannttaaggeess  iinn  tthhee  llaabboorr  mmaarrkkeett

• Reduced number of the employed due to COVID19 : Ma le (- 260,000), Fema le (-470,000), Among 
those who lost jobs, women in their 30’s were majority(Yuseon Kim, as of Sep. 2020) => it was 
speculated that their major reason was childcare at home.

• Number of applicants for leave due to the pandemic: Women are twice as many as men. 

RRiisskk  ooff  ppaaiidd  ccaarree  wwoorrkkeerrss::  ““DDiisseeaassee  iiss  cclloossee  ttoo  wwoommeenn””

• Women are more exposed to virus than men, because most of caregivers are women. Risky working 
condition of care workers.

• Among medical workers, women are more highly likely to be infected than men(61%).

• Among workers of health care sector, most of patient care is taken by female health providers, which 
cause high infection rate among women. 

''CCaarree  ccrriissiiss‘‘::  AAddddeedd  sseevveerree  bbuurrddeenn  ooff  uunnppaaiidd  llaabboorr  ooff  ccaarree  aatt  hhoommee  

• Due to shutdown of children day care center and primary schools, labor of child care and 
housekeeping fell on the burden of women. 

• For full-time housewives, their working hours surged from 9 hours to 12hours and 40 minutes    a day, 
while men spent 3 hours for housekeeping work a day, same as before COVID 19(Gisu Eu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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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tructuring: Basic income and future of work
CCoovviidd--1199  ppaannddeemmiicc  aanndd  [[aa  lliimmiitteedd  eexxppeerriieennccee]]  ooff  bbaassiicc  iinnccoommee
• Korean experience of Emergency Relief Fund: not a basic income in a true sense but, it was meaningful 

in that the 1st relief fund was paid to all Korean nationals with no conditions attached.
• After the 2nd emergency relief fund, we experienced that selective payment, which is not universal, 

would rather undermine social solidarity. 

BBaassiicc  iinnccoommee  aanndd  tthhee  ffuuttuurree  ooff  wwoorrkk

• It is not that basic income is inevitably needed for the lack of total employment(the job apocalypse 
scenario due to the 4th industrialization). Instead, it is needed for “decent work”. 

• Basic income can be regarded as a social right. So it has to share the basis with the existing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system. Basic income could deal with blind spots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also
enhance worker’s bargaining power. Budget for basic income could be an economic issue on one hand,
however, more substantially, it could be an issue of political agreement and democracy.

• Basic income is effective in protecting the vulnerable and essential work, supporting new forms of 
work (e.g. platform work), recognizing value of care work, time sovereignty and work-life balance.  

• Basic income and ‘citizen-work’: Basic income could ease tension between ‘labor’ and ‘work’ thanks to 

the underlying idea of basic income that acknowledges civil rights, and also contribute to recovering 
values and significance of work.   

TThhaannkk yyoouu!!
For more information and detailed discussions, please refer to my academic law 

articles and books below.

RReeffeerreenncceess
• "Labour law in Crisis in the face of COVID-19: Suggestions for law reforms for a just and 

safe workplace", Law & Society Journal vol. 66, 2021
• "An Old Question and a New Answer Explored: Who is an “Employee” under 21th Century 

Workplace?", SNU Labor Law Review, Vol.49, 2020
• "Digital Platform Workers and Changes in the Concept of “Employee”: An analysis of 2018 

California Supreme Court's Dynamex Decision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n Labour Law", 
Korean Journal of Labour Law, Vol.72, 2019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omen's Labor: A Study on the Effe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Care Work", Law & Society Journal vol. 60, 2019

• "Basic Income and Labour Law Transformed: How Basic Income can Reinforce Rights at 
Work in the Era of Digitalization", SNU Law Journal, Vol.60. No.1, 2019

• "At Work in Heart: Korean Labour law and the future of work", Threechairs, 2019 (with 
Prof. Cheol-Soo Lee) 



원본 人(추사 김정희 서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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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Junghoon Park, Chair, Rider Union, Korea

토론문 I 자유로운 개미의 탄생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배달산업과 배달노동이 주목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필수노동자’라고 
불렀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존재했던 소위 필수노동자들은 택배와 음식배달노동자로 대표됐다. 택배 노동자는 과로사로, 
배달노동자는 사고사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는데, 한편에서는 이들을 ‘플랫폼노동자’라는 근사한 말로 포장했다. 
플랫폼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배달기업이 아니라 플랫폼기업으로 불렸다. 새롭고 근사해 보이지만, 이들은 노동자와 
비슷하게 일하지만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의 증가와, 소득감소, 자영업자의 
몰락은 플랫폼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늘리는 효과를 발휘했다. 쿠팡이츠 배달라이더는 60만, 배민커넥트 
배달라이더는 11만을 넘었다. 과거 국가주도의 공공근로나 대규모 토목건설에 참여했던 실업자들은, 오늘날 플랫폼에 로그인 
하고 있다. 국가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공공근로를 통해, 실업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플랫폼기업들은 운동 
삼아 배달을 하면서 부수익을 올리라고 광고 하지만, 노동을 통해 흘리는 땀과 헬스장에서 흘리는 땀은 다르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 도보 배달이라도 해서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의 수익이라도 올려야 하는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의 이상적인 노동자는 한 공장에서 일하는 근면 성실한 노동자 였다. 오늘의 노동자들은, 퇴근 후 또는 실업상태의 
시간마저 쪼개서 1초 단위의 디지털 호출 노동을 수행하는 자유로운 개미를 지칭한다. 이것은 여가시간의 종식, 온전한 실업의 
종식을 의미한다. 회사에서 개미처럼 일하더라도, 퇴근 후와 주말시간에는 베짱이처럼 지내던 존재들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이런 복잡한 존재들을 지원하기엔 구멍이 너무 많다.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으로 코로나19 초기 시기를 견뎠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4대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들만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였다. 게다가 호주의 사례처럼 실업급여는 소득 대체율이 현저히 낮다. 부족한 소득을 위해 부업과 플랫폼노동자들은 
늘어났는데, 이는 곧 부정수급을 의미한다. 

1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는 선별적 지원으로 선회했는데, 근로자 신분이 아니었던 노동자들은 서식조차 없던 서류를 
준비하느라 관공서를 전전했으며, 공무원들은 성난 노동자들을 상대하느라 쓰러져갔다.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록 때문에 특고노동자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다. 소득이 충분히 줄지 않았던 
특고노동자들도 지원에서 제외됐다. 배달노동은 매우 위험한 일자리로 국가의 산재보험이 필수적인데,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이 잡혀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야 지원을 하는 선별적 복지의 문제가 노동자들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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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본소득은 코로나19이후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이후 성장한 플랫폼기업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논의들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는 데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없앨 거라는 신조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불분명한 정의를 그냥 넘긴다 하더라도 배달현장에서 이용되는 기술들은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노무관리 장치에 불과하다. 위치정보 수집과 평점과 별점 제도는 노동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들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노동자들을 옥죄는 디지털기술은 더욱 발전한다. 과거 매니저의 
욕설이 핸드폰의 세련된 알고리즘과 알림음으로 바뀐 것뿐이다. 

두 번째로,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산재보험과 같은 맥락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유연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플랫폼기업들은 노동력을 무한하게 축적할 수 있다. 노동자들을 출근시킬 필요 없이 노동력 데이터만 소유하면 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예비노동자다. 과거 산업예비군이 임금상승을 억제했지만, 플랫폼은 실업자 자체를 
소유할 수 있다. 언제든지 플랫폼에서 꺼내 쓸 수 있어야 하므로, 보편적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호아래 있는 것이 
플랫폼 기업에게도 유리하다. 기본소득 역시 인터넷세계에서 숨쉴 수 있는 데이터요금을 책임질 수 있는 기능만을 한다면 
주커버그를 비롯한 플랫폼 CEO들에게 매력적인 사회보장제도 된다. 물론, 이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부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기본소득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안에서 어떻게 해방적으로 활용할 지의 
문제다. 제도 자체는 죄가 없다. 

기본소득의 파업기금적 성격, 위험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으로서의 기능, 네트워크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기업과 주주들이 뺏어가는 노동자들의 몫을 환수하는 방식의 접근과 철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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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Shall Set the Ants Free
 

The delivery industry and delivery labor gained attention as non-face-to-face economy have been 
developed after COVID-19 hit. In South Korea, we call them the “essential workers”. The so called 
“essential workers” who existed before COVID-19 are now represented by home delivery and food 
delivery workers. Home and food delivery workers gained attention by overwork and accidents 
that have killed them. And their reality was covered by naming them with fancy words, “platform 
workers”. Companies that use “platform workers” were called platform companies, not delivery 
companies. It sounds new and sophisticated, but they were special employment workers who wer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labor laws. Rising unemployment rate, lower income and collapse 
of self-employed caused by COVID-19 have increased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platform labor 
market exponentially. The number of delivery riders in Coupang Eats and Baemin Connect exceeded 
600,000 and 110,000. Unemployed workers who once participated in state-led public works or large-
scale civil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past are now logging into platforms these days. The state is 
solving the unemployment issue to some extent through digital public work from the private sector. 
Platform companies are advertising to people to earn additional profits by delivery work as if you 
are doing an exercise, but sweat from labor is different from sweat from a gym. Amid the economic 
crisis, they are actively taking advantage of labor workers who are desperate for a minimum wage 
or profit less than that are willing to do delivery work even by on foot.

A diligent worker who is working in one factory used to be an idealistic form of a labor worker in 
the past. Workers today are like free ants who are providing labor to digital calls by breaking up 
their time by seconds after work or while they are unemployed. This means the end of leisure time 
and complete unemployment. Once there were workers who worked like ants and enjoyed their 
free time like grasshoppers during weekends and afterwork, but now they are endangered. 

The welfare system in South Korea has too many loopholes to support these complicated creatures. 
People endured the early days of COVID-19 with subsidies such as the first disaster support funds 
that were universally paid and unemployment benefits. However, unemployment benefits were 
a system only for workers with employment insurance. Furthermore, like in the case of Australia, 
Korea’s unemployment benefits also had significantly lower income replacement ratio. The number 
of platform workers and people taking side jobs has increased and this means illegal receipts of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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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ally paid first disaster support fund was followed by selective support funds. Workers 
who were not in employee status had to run to public offices for paper work that did not even 
had templates for them. Special employed workers who worked in part time was excluded from 
the target of special employment worker support because of their employment insurance record. 
Special employed workers with no drastic income drop were also excluded from the support. 
Delivery work is a work with extremely high risk which requires National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ut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holders will be noticed with their income which will 
make their eligibility for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 limited. This can be referred as an illegal 
receipt of subsidy, but we can see that the problems of selective welfare providing support to not 
so diligent workers only are also jeopardizing workers safety. 

On the other hand, basic income is gaining more attention after COVID-19, and they partially 
correspond to interests of platform companies that have made growth after COVID-19. Particularly, 
the following discussions cannot be the best alternative to tackle the current situation. First, it is the 
idea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make jobs disappear. Apart from the vague defini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technologies used at the delivery site are just tools for labor 
management to manage workers. The coll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and the rating systems 
are indirect measures to control labor. The more workers’ data is collected, the digital technology 
strangling the workers will be advanced. Bosses’ verbal abuses have now turned into sophisticated 
algorithms and notifications.

Secondly, in the same context with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and national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asic income can work as a measure for labor flexibility. Platform companies can 
accumulate labor forces infinitely. All they need is a labor data without having workers actually 
coming to the office. Therefore, all people are reserve laborers. In the past, industrial reserve force 
restrained wage increases, but the platforms can now own the unemployed workers. It is also better 
for platform companies to have workers under the protection of universal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o that they can easily use the workforce from the platform 
anytime. If basic income can function to cover data fees so that people can freely live and breathe 
online, it can be an attractive social security system to platform CEO’s like Zuckerberg. Of course, 
there is no need to refuse basic income itself, as we should not refuse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insurance for these reasons. It is about how to utilize basic income in labor market in 
more free way.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e system itself.   

We need to come up with approaches and philosophies to have basic income with its nature of 
strike fund, function of providing material conditions for workers to refuse dangerous work, and 
function of retrieving the workers’ share which was taken by companies and shareholders in a 
networked industri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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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I
 

본 발표는 실제 근로 형태와 존엄성을 인정받는 근로 형태 간의 차이와, 이들 간에 이미 존재하는 융합적인 형태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들이었다. 구조적 실업, 
기술변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불안한 노동 등을 이러한 위기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생산 중단으로 인한 빈곤 및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고, 노동분야 내 사회적 관계의 원자화(atomization)가 
가속화 되고, 여성 노동인구에 대한 업무량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공통의 모토(및 절차)중 하나는 “유연성”이다. 노동과 관련한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은 “유연한 
노동”을 수반할 것이다(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한다). 언뜻 보기에, 이는 위험하게 들린다. 그 
이유는 “유연성”의 가치는 관리분야에서 수용되어온 것으로, 즉, 노동자들의 법적, 제도적 보호를 잠식함으로써 비용 
감축을 목표로 하는 고용주 측에서 내세우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역으로 뒤집어 고찰함으로써 
유연성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자문해 보는 것은 어떤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생애주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요된 유연성”에 대응하여, “선택된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도구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노동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별적이며 종합적인 역량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이다. 기본소득과 같은 무조건적인 소득의 유입(현물 혜택과 더불어)은, 
특히, 그 무조건성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하고 주체적인 방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노동 
조건 및 노동의 종류, 즉,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유를 더욱 증진 시킬 것이다. 

이는 특히 새로운 활동이 필요한 시기, 즉, 경제 침체 및 위기 시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활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긴급성, 불안, 그리고 절망의 상황에서는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된 활동을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폭넓고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무언가를 하다”, “행동하다” 는 어찌되었든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는 일정한 패턴을 수행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필요한 협상력을 보장함으로써, 원치 
않은 인생의 계획을 거부하고 생산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및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노동시장 내에서 가용한 존재로 수용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의해 묻히고, 단절된 우리의 재주와 능력을 발휘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이러한 창의력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인식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본소득과 같은 무조건적 자원은 해방경제회복의 프레임워크내에서 자유로이 선택된 
활동의 효과적인 부상을 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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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his presentation explores the huge divergence, and yet the already existing convergences, 
between actual forms of work and what is desirable to achieve dignifying forms of work. The crisis 
is old and very well-known: structural unemployment, job destruction due to technological change, 
precarization of work, etc. With the COVID-19 pandemic, these trends have deepened: huge increase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due to the halt of production, higher atomization of social relations 
within the field of work, and a still bigger workload for female working populations.

Within this context, one of the common mottos (and procedures) is that of “flexibility”: the response 
to the challenges of work seems to entail huge doses of “flexible work” (people must constantly 
adapt to constantly changing circumstances, etc.). At a first glance, this sounds dangerous, because 
the value of “flexibility” has often been embraced by managerial sectors and associations of 
employers aiming at reducing costs by eroding workers’ legal and institutional protections. But why 
don’t we turn the terms of the debate upside down and ask ourselves what is really wrong with 
flexibility? Because we humans need flexible trajectories where we autonomously perform different 
tasks according to our needs, which change all along our life cycle. Thus, against “forced flexibility”, 
there is need to think of tools favouring “chosen flexibility”, that is, our individual and collective 
capacity to self-manage our work processes. This is why basic income is needed: an unconditional 
income stream such as basic income (together with in-kind benefits), because of its unconditionality, 
would enable people to command flexibility in a secure and sovereign way that would enhance 
their effective freedom to choose which kinds of work to do and under which conditions.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in times of economic blockage and distress when new activity is 
needed. But where do we expect this activity to come from? Even more: what do we mean when 
we say “activity”? “Doing something” is something much wider and profound than limiting oneself 
to “executing an isolated action” under conditions of urgency, anxiety, and despair because 
survival is at stake. “Doing something”, “acting”, means trying to carry out an itinerary that we feel 
that somehow belongs to us. Hence basic income. By guaranteeing relevant degrees of bargaining 
power, basic income helps us to refuse unwanted life plans and permits that we shape productive 
spaces and practices so that we put into motion activities, dexterities and faculties that nowadays 
remain buried, blocked, and amputated by the need to accept what is available within labour 
markets. Are we capable of realizing the scope of the inefficiency of a system that constantly spoils 
all this flow of creativity? Unconditional resources such as basic income would favour the effective 
emergence of freely chosen activity within the framework of an emancipatory economic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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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I
 

두 발표 모두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소득에는 무엇보다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기본소득이, 다른 것 
(잠재적으로는 되돌릴 수 있는)이 아닌, 빈곤퇴치를 위한 접근법이 되도록 하는 생계보장의 도입을 위한 합의와 압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표에서 밝혔듯, 이러한 정치적 합의에는 세 가지 광범위한 제약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이러한 제약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혜택을 주는 더욱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시스템적 전환의 
일부로 기본소득을 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는 기본소득을 불평등에 대한 시장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대응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더욱 폭넓은 협력적 논리의 일부로 구성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ouise Haagh, The Case 
or Universal Basic Income, Cambridge: Polity, 2019). 팬데믹 이전 그리고 팬데믹 중에 형성된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의 
정치적 프레임이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또는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위기 중 기본소득에 대한 ‘더욱 
강력해진 주장’이 전제하는 바는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는 빈곤퇴치라는 입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원 및 
제안을 위해 재정을 해친다는 것이다. 

세 가지 제약인 (i) 시스템적으로 증가하는 불안, (ii) 불평등, 젠더기반, 고립된 불안 및 (iii) 개발의 비포괄적인 재정 및 관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i)  증가하는 불안

헨더슨의 발표에서는 호주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불안에 대한 추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소득 및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는 것과 어떻게(보기에는 반직관적으로) 연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득 지원수준 측면에서 완전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소득지원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호주가 불안과 불안정의 추세를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지원에 있어서는 가장 인색한 서방의 자유주의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보여준다. 

(ii) 불평등한 불안 

이다혜 연구원의 발표는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을 중점적으로 보이는 국가 간 유사한 동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불안의 국제화다. 이는 푸코적 신-통치성 접근(Foucauldian neo-governmentality approach)에 부합하며 
자아적응에 침투하는 것과 관련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신자유주의는 자율조절의 형태로서 
시장적응의 필요에 대한 개별적인 수준을 규범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한다. 우리가 
이러한 접근법을 따른다면, 국가 징벌적인 사회정책뿐 아니라, 불안 그 자체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의 부족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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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해야 한다. 나는 불안의 규모를 감안할 때, 개인이(기본소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고용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고 반드시 기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바 있다. 또한, 개인들의 ‘행동’권은 비-자유형태라고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제도 내에서는 정의가 우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다혜 연구원의 논문에서는 코로나19가 여성에게 미치는 왜곡된 영향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이는 내가 신자유주의 발전이 
수반하는 돌봄의 시스템적 평가절하를 감안할 때 예측 가능한 추세로써 인간 개발관점에서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Haagh, L., 
Rethinking Democratic Theories of Justice in the Economy after COVID-19, Democratic Theory, 7 (2), 110-123, 1st 
December, 2020.). 여기에서 불안의 고립과 관련하여 강조된 자기표현의 문제가 더욱 명확해 진다. 

문제는 양성평등에 대한 열망이 사실상 여성을 포함하는 서비스와 공통의 구조를 조용히 침식하고 자기통제 및 시장적응에 
더욱 집착하면서 더욱 공허해지는 분위기가 고조된다는 것이다. 긴축과 결합된 노동조합의 쇠퇴로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규제기능을 잠식했다. 여기에서, 우리는(슬프게도) 악마의 옹호자 역할을 하고, 코로나 19 동안 여성이 돌봄 노동을 부담하고 
보건 위험을 불평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이 소득지원으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기본소득이 포함된다) 평등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iii) 정치적 합의의 개발 제약

헨더슨의 발표는 전 세계 기본소득에 대한 유용한 여론을 제시한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 하면서, 내가 언급했던 딜레마를 확인시켜 준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듯, 사회가 취약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기본 소득을 하나의 대안으로 
찬성하면서, 사회 민주주의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써 비판하는 주장으로 이해되기 쉽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해석을 
오해 그리고 위험한 생각으로써 반대한다. (Haagh, The Case for.. 2019) 기본소득을 마켓프레임 기반의 주장으로 
제시하는 것을 북유럽 국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저항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Louise Haagh, The Developmental Social Contract and Basic Income in Denmark, 
Social Policy and Society, 2019)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한 상황은 이러한 마켓프레임 기반의 주장을 강화하는 불안정성의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불안정에 대한 재분배 솔루션 측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을 
강화함으로써, 불안정 문제는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 이는 또한, 물론 내가 약간 냉소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소득주장을 개혁하기 위한 조세 중립적 계산 및 전환의 접근법의 불운한 부작용 중 하나인 것이다. 우리는 기본소득을 
단지 보상적인 구제책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낮은 세금 긴축합의에 무의식적으로 이끌려왔다.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제도와 전환에 대한 예측과 계산을 위한 노력에는 매우 공감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며 
논쟁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나는 기본소득을 국가수준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변화로 설정하고 작동하는 것이 지역화된 
실험과 관련된 약간은 방어적인 설득 방식보다 더 낫다는 헨더슨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단독적인 개혁으로써 
제시하는 것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속에서 그리고 포용적인 발전에 부합하도록 제시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는, 즉, 직업적 형태로 고용을 재구성하기 위한 적극적 접근방식에 찬성하여 불안정 자체에 대해 공격하고, 부와 소득원 
전반에 높을 뿐 아니라 누진적인 세금을 요구하는 새로운 재정 정책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 이익은 공동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된다. 안타깝게도, 기본소득이 빈곤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더 많이 보여줄수록, 신자유주의의 
부당함에 대한 도덕적 반응이 아닌, 기본소득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정치적 합의의 
접근방식은 더욱 요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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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루이즈 하그 영국 요크대학교 정치학부 교수 
Louise Haagh,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s, University of York, UK

Summary I
 

Both papers presented highlight a crucial point: a basic income requires above all a political 
agreement. To me this means a form of consensus and pressure for adoption of a guarantee of 
subsistence that makes basic income *not* another – potentially reversible – approach to anti-
poverty.

There are three wider constraints on this political agreement, which are also revealed in the 
papers. Whilst the COVID-19 Pandemic highlights these problems, it is not evident that it makes 
addressing the constraints any easier. Addressing the polarization at the heart of the debate 
about basic income depends on framing basic income as part of a wider systemic shift towards 
inclusive development, to the benefit of all. This depends on making basic income part of a larger 
cooperative logic of social solidarity, not a market framing response to inequality (Louise Haagh, 
The Case or Universal Basic Income, Cambridge: Polity, 2019). It is not clear that the political 
framing of the case for basic income before or through the pandemic can or has achieved this. The 
very premise of the ‘strengthened case’ for basic income in the midst of crisis is the consolidation 
of the anti-poverty case for basic income that ultimately undermines broad-based support  and 
finance for the proposal.

The three constraints I want to mention in summary concern, (i) systemically growing precarity, 
(ii) unequal, gendered and isolated precarity, and (iii) non-inclusive finance and governing of 
development.

(i) Growing precarity
The detailed paper by Henderson reveals the trend towards systemically growing precarity in 
Australia, and how – seemingly counter-intuitively - this is linked with declining support of the 
incomes and job-search of those affected. It also shows that during COVID-19 a complete blip 
occurred in terms of the levels of income support, once that was not (predictably) sustained. It 
shows Australia is on the spectrum of Anglo-liberal economies who are the most miserly when it 
comes to income support, despite also leading the trend in precarity and inequality.

(ii) Unequal precarity
The also excellent paper by Lee shows similar trends across countries highlighting two further 
important phenomena. The first is the internalization of precarity – which accords with a 
Foucauldian neo-governmentality approach which highlights the ‘problem’ of neo-liberalism linked 
with its penetration into an adaptation of the self.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neo-liberalism 
generates a normative acceptance at the level of individuals of the need to market-adjust as a form 
of self-mastery, which makes neo-liberalism ‘govern itself’. If we follow this approach we need to 
worry not only about state-punitive social policies, but more so the lack of a collective backlash 
against precarity itself. In (Haagh op.cit, Chapter Two) I argued given the scale of precarit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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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ot necessarily expect individuals – even with a basic income – to effectively activate their 
employment rights. I argued the very expectation that individuals ‘action’ rights is a form of 
unfreedom, because it means justice does not prevail within the institutions of the economy.

Lee’s paper also highlights the skewed impact on women of COVID-19. This is something I have 
emphasized from a human development perspective as a predictable trend given the systematic 
devaluating of care which neo-liberal development entails. (Haagh, L., Rethinking Democratic 
Theories of Justice in the Economy after COVID-19, Democratic Theory, 7 (2), 110-123, 1st 
December, 2020.) Here the issue of self-representation highlighted in relation to the isolation of 
precarity is even more evident.

At issue is the increasing sense in which the aspiration to gender equality has been made vacuous 
as it has become attached to self-governing and market adaptation, as services and common 
structures that actually include women have silently eroded. Decline of labour unions combined 
with austerity enabled neo-liberalism to encroach the regulatory functions of the state. Here we can 
(sadly) play the devil’s advocate and point out that the way women still carried the care burdens 
and health risks unequally during COVID-19 shows income assistance – and this would include a 
basic income – does not cut it when it comes to equality.

(iii) Development constraints on political consensus
Henderson’s paper also provides a very useful table of public opinion about basic income around 
the world. This confirms the dilemmas I have just talked about, whilst raising the need to be very 
careful when we interpret the implications of opinion poll results. It shows, as we know, support to 
be higher where social states are weaker, and vice versa. It is easy to see this as a case for bashing 
social democracies as now outdated, in favour off a view of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I reject 
this interpretation (Haagh, The Case for.. 2019) as misleading and dangerous. One sense in which 
it is misleading is that there are good reasons to think that the presentation of the case for basic 
income as market framing is part of the resistance to basic income in Nordic states (Louise Haagh, 
The Developmental Social Contract and Basic Income in Denmark, Social Policy and Society, 2019). 
Regrettably, an irony of the circumstances is the case for basic income as a response to precarity 
risks reinforcing the market-framing case. By restating the case for basic income in terms of a 
redistributive solution to precarity, the problem of precarity is in fact left untouched. This is also, 
if I may be slightly cynical, one of the unfortunate side-effects of the tax-neutral calculation and 
transition approach to make the case for basic income reform. We have – as it were – become 
unwittingly drawn into the very low tax austerity consensus that makes basic income merely a 
compensatory remedy.

I say this with sympathy for the effort to calculate a feasible basic income scheme andtransition. 
It is an important exercise and part of the debate. I agree with Henderson that setting forth basic 
income as an institutional change that is happening at country-level, and then making it work, is 
much better than the slightly defensive mode of convincing associated with localized experiments. 
Still, I would prefer basic income to be presented not as a stand-alone reform, but squarely within 
a critique of neo-liberalism and for inclusive development. This means attacking precarity itself 
in favour of a new proactive approach to refashion employment in an occupational form, and 
promoting a new fiscal regime that demands high as well as progressive taxation across sources of 
wealth and income, so that the gains from production become a foundation for shared development.  
Unfortunately, the more we get drawn into showing how a basic income benefits the poorest, the 
further away we get from a political consensus approach to basic income that makes basic income 
part of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not just a moral reaction to neo-liberal in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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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소개  SESSION INTRODUCTION 

기본소득과 젠더, 돌봄, 사회적 재생산
Basic Income and Gender, Care, Social Reproduction

코로나 팬데믹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가시화시켰지만, 사실 우리 사회는 일찍부터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 낮은 출산율은 사회적 재생산 위기의 징후일 뿐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는 우리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앞으로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재 잠정적인 대답은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인간과 다른 존재 사이의 동등한 관계의 확보가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션에서는 젠더 평등에 기본소득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향후 돌봄에 대해 개인과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돌봄의 제공자이자 수혜자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좌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이자, 중앙대학교 기획처장인 김교성 교수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UPEN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복지국가, 비교사회정책, 소득보장, 빈곤 분야에서 연구 활동 중이다. 
세종대학교 행정학과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공저로 
『기본소득이 온다』, 『한국의 빈곤』, 『동아시아 사회복지와 사회투자전략』, 『동아시아 사회복지연구』, 『Ageing and Pension 
Reform Around the World』 등이 있다. 

발표에는 알마즈 젤레케 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 교수와 훌리오 리나데스 독일 Circles UBI 연구원 및 커뮤니티 
코디네이터가 참여한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알마즈 젤레케는 젠더 평등과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해, 과테말라의 젊은 
인류학자인 훌리오 리나레스는 돌봄 개념을 확대하고, 이렇게 확대된 돌봄이 새로운 사회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발표에 이어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교수,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본소득과 젠더, 돌봄, 사회적 재생산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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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ID-19 pandemic seems to have exposed the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from which, 
however, we have already been suffering. The low birth rate is just a signal of the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The pandemic and climate changes have cast a fundamental question on where we should place 
our values in life and where we should in the future. At the moment, a tentative answer could be: 
we should place our values on life of humans securing equal relations between humans and other 
existences, not on profits.  

During the session, participants would discuss how basic income could contribute to gender 
equality, and how individuals and society should take responsible for care in the future. 
Furthermore, it would be discussed that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we 
all have to equally be providers and recipients at the same time. 

Moderator Kyoseong Kim graduated from the Chung-Ang University and obtained a PhD at 
the University of Pennsylcania(UPENN). He has currently been researching on welfare state, 
comparative social policy, income security, and poverty. He previously taught at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Sejong University and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the Soongsil 
University. He has been currently teaching at the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and now serving as a dean in the office of Planning and Budget. He is co-author of several 
publications including『Here Comes Basic Income』,『The Korean Poverty』,『The Social Welfare 
and Social Investment Strategy of East Asia』,『Social Welfare Policy Theory』, and『Ageing and 
Pension Reform Around the World』.  

In the meantime, Almaz Zelleke, professor of Practice in Political Science, NYU Shanghai, and 
Julio Linares, research and community coordinator of Circles UBI of Germany are invited for 
presentations. Prof. Zelleke, a US political scientist, will deal with the relations between gender 
equality and basic income. Also, Julio Linares, a young Guatemalan anthropologist, will advocate 
that the concept of caring needs to be expanded and that expanded caring has to become a central 
pilar of a new society. 

Following the presentations, discussion will be led by Joohee Lee, professor of Department 
of Sociology, Ewha Womans University, Jayoung Yoon, assista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Economics at th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Jeonghee Seo, professor of social welfare 
department at the Kunsan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discussion, they would put focus on 
relations between basic income and gender, care, and social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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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RESENTATION 

알마즈 젤레케 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 교수
Almaz Zelleke, Professor of Practice in Political Science, NYU Shanghai, USA

요약문 I 가사노동 임금: 돌봄 경제를 위한 기본 자본으로써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서 무급 돌봄 노동을 보상하는 기본소득의 능력은 자동화로 인해 증가하는 불안정한 임금노동력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특징으로 간주된다.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기본소득 캠페인에서 여성의 경험과 돌봄 노동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사노동 임금’ 캠페인-
1970년 대에 잠깐 동안 유지되었던 국제 페미니스트 운동-의 이론적 기여는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가사노동 임금”운동은 마리아로사 델라 코스타 와 실비아 페드리치가 이끈 마르크스 페미니즘 단체에 의해 1972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 페트리치의 말에 따르면, 이 운동의 목표는 “국가가 가사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국제 페미니스트의 동원 과정을 열고” 그리고 이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이었다. 국제 페미니스트 단체(International 
Feminist Collective)는 대규모 자본주의 지배체제에서 가사노동의 입지를 분석하는 데에 비판적인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도입했다. 이것이 주장하는 바는, “생산적”이며, 임금을 바탕으로 하고, 공장에서의 일반적인 남성의 노동은, 무급의  
“재생산적”인 여성의 가사 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기반 노동 분업에 대한 설명은 이론에서는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유명한 페미니스트 정치 이론가와 
경제학자의 연구에도 반영되어있다. 페드리치는 젠더기반 노동분업의 개념을 ‘노동 계급’과 ‘비노동 계급’이라는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 특히, 자유 복지국가에서는, 비노동 “하급 계층”이 임금 노동에 대한 세금을 통해 지급되는 
사회복지급여에 의존하기 때문에 노동 계급의 노동에 기생하는 것으로서 묘사되곤 했다. 

페드리치는 “무임금의 사회적 취약성이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관점에서 전체 노동 계급의 취약성이 되었다” 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페드리치는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재생산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에 무조건적 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운동의 초점을 변화시켰다. 페드리치의 연구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돌봄 경제를 위한 기본 자본으로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기본소득 시행은 임금 소득자가 아닌 
자본주의자의 자본(권력 자본이 대표하는), 즉, 자본가의 소득으로부터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선언문에 적었듯, 사적 자본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고 자본가 계급에 유익한 조건을 바탕으로 
노동력을 진두 지휘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력을 재분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혁명적인 잠재력이 
된다. 기본소득을 생산적인 노동에 대한 부적절한 임금을 보완하는 것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재생산적 노동을 위한 
무조건적인 임금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러한 혁명적 가능성을 더욱 명확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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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Wages for Housework: Basic Income as Basic Capital for the Care 
Economy

 

In many discussions about Basic Income, its ability to compensate unpaid care work is seen as an 
additional feature alongside its ability to support an increasingly precarious wage-earning labor 
force in the face of growing automation. Feminist theorists instead center the experience of women 
and the value of care work in the movement for a Basic Income. The theoretical contributions 
of the “Wages for Housework” movement--a short-lived international feminist movement of the 
1970s--are particularly important in this regard. 

The “Wages for Housework” movement was launched in Italy in 1972 by a group of Marxist feminists 
led by Mariarosa Dalla Costa and Silvia Federici. In Federici’s words its goal was “to open a process 
of international feminist mobilization that would force the state to recognize that domestic work 
is work” and to remunerate it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Feminist Collective brought a critical 
Marxist perspective to the analysis of the place of housework in the larger system of capitalist 
domination, arguing that the foundation of “productive,” waged, and typically male labor in the 
factory is unpaid, “reproductive,” and typically female labor in the home. This description of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is now widely accepted in theory, and is echoed in the work of many 
well-known feminist political theorists and economists.

Federici extended the concept of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to an underlying opposition of 
“a ‘working class’ to a ‘non-working’ class. In liberal welfare states in particular, the non-working 
“underclass” has frequently been portrayed as parasitic on the work of the working class in 
their reliance on social welfare benefits paid for by taxes on waged labor. Federici claimed that 
“ultimately the social weakness of the wageless has been and is the weakness of the entire working 
class with respect to capital.” This insight shifted her demand for compensation for women’s labor 
in the home to a demand for an unconditional wage from capital to support all reproductive labor.

Federici’s work suggests that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might be better conceived as 
Basic Capital for the Care Economy. The implementation of a Basic Income should result in the 
redistribution not of income from wage-earners but of capital--and the power capital represents-
-from capitalists. As Karl Marx wrote in the Communist Manifesto, private capital has the power 
to dominate the proletariat and command its labor on terms beneficial to the capitalist class. 
Redistributing this power is the revolutionary potential of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The 
articulation of a Basic Income as an unconditional wage for reproductive work, rather than as a 
supplement to an inadequate wage for productive work, makes this revolutionary potential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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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기본소득과 돌봄 계급의 반란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칼 폴라니의 고전에 따르면, 우리는 세계를 형성하는 
지정학적 측면과 정치 경제구조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 위기는 단지 촉매제에 불과했다. 신 자유주의 
체제는 20세기 초에 그 전 체제가 그랬듯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금본위제, 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파시즘의 
국제적인 부상을 함께 와해시켰다. 이번에 위기 자본주의는 모든 형태의 삶에 대한 대량 멸종의 실질적인 위협을 동반한다. 
이어지는 일련의 불운한 사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형태학,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결과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세계가 변화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코로나로 발생하는 사회적 재생산 위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삶과 영양을 공급하는 돌봄 계급에 대한 압박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는 그저 돌봄 분야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가정 폭력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 
자본주의의 폭력적인 가부장적 대항의 움직임은 삶의 모든 차원과 과정에서 느껴지고 있다. 현 시대의 남성성 위기는 동시에 
자본주의 위기이기도 한다. 

우리는 사적 이익을 위해 지구적 파괴를 야기한 현재의 세계화된 개신교의 직업 윤리를 넘어서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무급 
돌봄 노동이 모든 곳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2019년 앤드루 양 대통령 후보의 등장과 
기본소득제 추진을 위한 미국의 지자체장 협의기구(Mayors for Guaranteed Income)의 새로운 조직 이후 기본소득 운동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10년의 신 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대응으로써 기본소득의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남아공에서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불안정한 돌봄 계층이 삶은 자동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돌봄을 지속해야 하고 또 지속할 것이다. 

임마누엘 월러스타인은 매 10년에 한번씩은 세계적 혁명의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했다. 마지막 순간은 2011년이었다. 월가 
점령시위(Occupy Wallstreet)에서부터 타흐리르광장 시위, 그리고 쿠르드 혁명에 이르기 까지, 전 세계 사람들은 존엄성을 
요구하며 지난 10년의 기간 중 초기부터 봉기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번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돌봄 계층은 이러한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여성이기도 하지만, 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들도 있다. 이들의 상황과 
모순되는 것은 이들이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며, 임금이 너무 
낮아서 정작 자신들의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부채의 도덕성, 즉, 돈이 
사람들이 빌린 시간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고 사회적으로 조직된다는 것은 일의 도덕성과도 
부합한다. 즉, 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조합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계층적 억압의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돌봄 노동과 사회적 재생산을 더욱 광범위하게 
평가절하하고, 이와 동시에 벤쳐 캐피털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고임금으로 금융계 일자리를 부풀리는 현상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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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돌봄 계급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는 자금과 일을 조직하는 방식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따르게 될 것이다. 
노동과 돈은 모두 칼 폴라니의 오랜 저서 대변환(Great Transformation)에서 언급했듯 세 가지 가상의 필수품에 포함된다.  
이들을 어떻게 탈상품화 할 것인가? 어떤 시스템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과 사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품위있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오늘날의 통화 시스템은 영리은행 및 금융을 위해 ‘무조건(ex nihilo)’ 부채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영리은행 및 금융 기관은 
국민들에게 이자율을 높이면서 자금을 빌려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금융은 타인의 부채로 이루어 지고, 부채는 서로에 대한 약속의 집합으로, 돈을 버는 방식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익부채를 위한 이자 부담으로써 통화를 발행하는 대신, 사람들에게 직접 무조건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이를 은행이나 국가에 이자를 주면서 다시 갚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혁명이다. 중앙 은행의 탈 중립화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써 발행하는 공유부로써 통화의 민주화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즉, 기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로에 대한 약속을 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적 형태가 아닌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가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왜 현재의 시스템은 이익추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일까? 화폐를 공유부로 만들면, 
오늘날 우리가 모호하게 “정치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구조화하는 방식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 주변에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전환될 것이다. 현재, 공유부를 위한 화폐는 없다. 기본소득의 자금은 우리 경제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현재의 제도적 구조를 필연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자금을 기본 소득으로써의 공유부로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활동에 시간을 쓰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의 자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을 탈상품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임금 노동의 폐지는 인간 해방을 향한 일련의 순간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기본소득은 거짓 
이분법(false binaries)없이 자유와 평등을 모두 가능케 하며, 가능성 있는 다른 시스템을 위한 전환의 시작이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날 돈을 주는 기관의 정상상태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제기하고, 우리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공유부를 위한 자금은 없다. 기본소득의 자금은 돌봄과 자유에 기반한 시스템에 진정한 
급진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존재하게 하는 현재의 제도적 구조를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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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Basic Income and The Revolt of the Caring Classes
 

As the saying goes, history does not repeat itself but it rhymes. Echoing Karl Polanyi’s classic work, 
we are living in the midst of a great transformation, both in terms of geo-politics and the structure 
of the political economy that shapes our world.

The Corona crisis has been only but the catalyzer. The neoliberal regime has started to break down, 
just as its liberal predecessor did during the dawn of the 20th century, bringing down the gold-
standard, World War 1 and the rise of fascism internationally. This time around, crisis capitalism 
carries with it the real threat of mass extinction for all forms of life. The series of unfortunate events 
that follow will impact the lives of the most vulnerable all over the planet. The consequences of this 
social morphology, of the change in the structure of society, remains to be seen. One thing is for 
sure: the world has changed. Only our actions will determine the shape of the future. 

The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that is happening because of COVID-19 is two-fold. There are ever 
more pressures on the caring classes to keep and nourish life. But it is not just the care. Violence 
in the household has risen for many women. In the COVID-19 Pandemic, the violent patriarchal 
counter-movement of capitalism is felt in all dimensions and circuits of life. The contemporary crisis 
of masculinities is at the same time a crisis of capitalism. 

We must go beyond the now globalized protestant work-ethic that has destroyed the planet for the 
sake of private profit. The current crisis has demonstrated that non-payed care work is foundational 
to the making of society everywhere. The United States has now a brewing Income Movement 
which sprung about after Andrew Yang’s candidacy in 2019 and the newly formed Mayors for 
Guaranteed Income. These movements reflect on the social necessity of basic income as a response 
to the neoliberal reforms of the last decades . From South Africa to Brazil, the precarious caring 
classes have shown that life cannot be automated away. Even in the face of death, people have and 
will continue to care for their next of kin and their communities. 

Immanuel Wallerstein said that every 10 years or so, they are moments of world revolution. The 
last time around, this happened in 2011. From Occupy Wallstreet to Tahrir Square and the Kurdish 
Revolution, people all over the world rose up at the beginning of the last decade, demanding 
dignity. In all of these, the caring classes, those people whose work is directed at the flourishing 
of other people, were the basis of such movements; mostly women, but also men were in c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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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s. The contradiction of their situation is that the caring classes are often deeply in debt 
and their wages are so low they often struggle to make ends meet and take care of their own 
family, even though they are the ones who maintain and reproduce the “workforce”. The morality 
of debt, or the way money is designed and socially organized today to keep people living on 
borrowed time, coincides with the morality of work which tells us that work is valuable in and 
of itself and we should feel bad if we do not think so. This combination leads to the pervasive 
hierarchical oppression which devalues care work and social reproduction more broadly, while at 
the same time inflating financialized jobs with high wages such as venture capital start-ups. 

Next time the caring classes revolt, it would logically follow that a reconfiguration both in terms of 
how we organize money and work will have to take place. Both labor and money are two of three 
fictitious commodities that Polanyi outlined long ago in his Great Transformation. How could we go 
about decommodifying them? What sort of system would allow for people to be able to focus on 
the people and things they care about and spend their time with dignity and meaningfully? 

Today’s monetary system is based on Central Banks issuing debt ex nihilo to privately owned for 
profit banks and finance, who then lend money out with increasing interest rates to the rest of the 
population. In so far as finance is other people’s debts, and debts are just a collection of promises 
we make to one another, it should not be hard to rethink how we can restructure how money is 
made. What if instead of money being issued out as an interest bearing, for profit debt, it would 
just be given out as a direct unconditional transfer of money to people? Without the expectation 
to repay it back to a bank or a state at a premium. What we are arguing here is nothing short of 
revolution. The de-neutralization of central banks and the democratization of money as a commons, 
issued out as a Universal Basic Income, would allow people to be free; that is, to have the freedom 
to make promises to one another without the fear of starvation. This requires structural changes, 
but not of the neoliberal type. 

If the economy is ultimately about people, then why does the current system only care about 
profit? By making money a commons, the way in which we structure what today is obscurely called 
“political-economy” would shift to be about caring for life and the people we want to have around. 
Today, there is no currency for the commons. The money of basic income must necessarily tackle 
the current institutional structures that bring our economy into being to bring about real radical 
change. Making money a commons as a basic income would also de-commodify work, as people 
would have the freedom to decide on the types of activities they wish to spend their time on. 

The abolition of wage-labor brought about by basic income is but a moment in a set of moments 
towards human liberation. Basic income is the beginning of a transition towards other systems that 
are possible, enabling both freedom and equality without the need for false binaries. To get there, 
we must begin to seriously question that normalcy of the institutions that today give us money 
and define what work is for us. Today, there is no currency for the commons. The money of basic 
income must necessarily tackle the current institutional structures that bring our economy into 
being to bring about real radical change, to systems based on care and on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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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I
 

기본소득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젤레케 교수의 발제와 같이 기본소득이 단순히 생산노동에 대한 
보충적 지원이 아니라 재생산노동에 대한 무조건적 임금으로 자리매김할 때 더 큰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대와 평등

현재 우리사회는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노동기회의 박탈로 노동자계급은 분열되고 여성과 남성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경제 혹은 복지정책을 넘어 극소수의 자본소유자를 제외한 다수 노동자와 소수자집단을 통합할 수 있는 연대 형성과 평등의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을 때 기본소득은 비로소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획득한다. 지금은 연대와 평등의 가치를 담은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조건에 주목해야 할 시기이다. 

#1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전환: 고용에서 돌봄으로

일하는 생계부양자, 즉 고용을 전제로 기획된 복지국가의 제 제도를 돌봄에 기반한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 복지국가에서는 
생계부양자 남성의 사회권만 온전히 인정되었을 뿐 여성이나 다른 소수자집단의 사회권은 부분적으로만 존재하였다. 
돌봄과 재생산의 가치에 주목하는 성 평등한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재생산노동의 가치를 반영한 조세제도, 
돌봄의 권리와 의무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2 돌봄의 가치를 반영한 노동시장의 개혁

복지국가의 핵심원칙을 고용에서 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가치를 평가절하해 온 노동시장의 개혁 역시 
필수적이다. 기본소득이 저가치화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돌봄노동에 대한 임금보전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수준이 그 가치를 반영하여 높아져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하에 다수 영리/비영리 협회나 
센터가 관리하는 돌봄노동자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고용하여 임금과 고용형태를 개선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장시간노동 관행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여성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기본소득이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에 그칠 수 있다. 남성 역시 기본소득이 제공해주는 ‘자유’를 통해 가정 내 돌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

리나레스 연구원의 지적과 같이, 가치 있는 생산 및 돌봄 노동은 저평가된 반면 금융자본은 그 기여에 걸맞지 않는 고수익을 
올리며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투자자에 돌아가는 수익성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체제는 
환경을 악화시키며 노동을 유연화하였으며 사회적 재생산에 무임승차하여 그 비용을 지불한 바 없다. 사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며 국경을 넘어선 거대 금융자본의 영향력은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배타적인 금융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수목적기금과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의 활성화를 통해 기본소득의 연대와 
평등 제고 효과를 더욱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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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here is a reason why basic income from gender perspective might be noteworthy: basic income could 
propose a potential for a larger social transformation when it is established as an unconditional income 
for reproductive labors, not simply as a complementary support for productive labors.    

Solidarity and Equality 
Our society has recently seen the divided working class and fierce conflicts between men and women 
because of growing insecure labors and deprived working opportunities.  Basic income would gain 
possibility of political realization only when it could be used as a catalyst for building solidarity and 
facilitating equality that could unite majority of laborers and minorities except for a few of capital owners, 
going beyond economic or welfare policy. Now is time to pay attention to social and economic contexts 
and circumstances in which basic income, containing values of solidarity and equality, could be realized. 

#1 A paradigm shift in welfare states: from employment to care 
A large number of welfare states’ systems, designed based on working breadwinners, so-called 
employment, has to be shifted to the ones based on care. In conventional welfare states, only men’s 
social rights were fully accepted as the main source of income, and the social rights of women or 
minorities were only partially present. Therefore, it requires an extensive discussion on taxation reflecting 
the values of reproductive labors and rights and obligation of care in order for paradigm shift toward 
welfare states of gender equality that recognize the values of care and reproduction.   

#2 Labor market reform reflecting values of care
In order to drive the core principle of welfare states from employment to care, it is imperative to reform 
the labor market that has underestimated the value of care. The compensation for labors of caring needs 
to be enhanced reflecting their values in order to prevent BI from degrading to a means of preserving 
wages for females’ caring works underestimated in the labor market. We could begin from improving 
wages and employment conditions for care workers. That could be done through the government 
directly hiring workers usually managed by various profit/non-profit associations or centers running with 
government subsidies. Hence, without changes in the trend of long working hours in our society, BI could 
be just limited to compensation for females’ housekeeping works as the female society concerns. Also, 
a more dramatic working hours reduction is a prerequisite for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males 
make contribution to care within home through ‘freedom’ granted by BI. 

#3 Promoting social finance
As Julio Linares pointed out valuable labors of production and care have been underestimated while 
financial capitals have disproportionately gained high profits that do not fit for their contribution, which 
is aggravating income and wealth disparity and inequality. A neo-liberal financial system emphasizing 
only profitability for investors undermined the environment and made the labor market flexible. 
The system has also become a free-rider on social reproduction that it has never paid for. As social 
digitalization accelerates, the influence of huge financial capitals is highly likely to become concentrated 
beyond national borders. Therefore, we need to promote funds with special purposes and patient capital 
that seek for various social values and cause disruption in the existing exclusive financial system. In doing 
so we have to promote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enhancing solidarity and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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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I
 

기본소득이 젠더 정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성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이 복지 국가 안에서 돌봄노동의 주된 
역할수행자인 여성과 돌봄노동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시장 
노동자’를 전형적인 ‘시민’ 모델로 간주하는 근대적 시민 개념이 남성의 경험과 남성중심적 가치체계를 반영한 성차별적 
개념이며 기본소득이 남성중심적인 시민권 개념을 전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근대 
시민 개념은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며 삶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보다 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것은 남녀 모두의 책임이다. 즉 
시민권의 핵심적 자격요건은 돌봄 수행이어야 하며, 따라서 기존의 ‘여성의 일’이라 간주되었던 돌봄노동은 남녀 모두의 
기본적인 시민적 역할로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여성주의적 시민권 개념과 맞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소득과 임금노동 간의 관계의 전부 혹은 부분적인 
단절이다. 직접적으로 소득을 유발하지 않는 개인의 활동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간주하는 기본소득의 
이념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돌봄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단순한 
인정을 넘어서서 여성이 더 이상 무급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을 떠맡지 않게 되어 성별 분업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기본소득은 개인이 추구하는 어떠한 종류의 활동도 인정하는 가운데, 임금·돌봄노동의 ‘생산적’인 가치와 그 밖의 활동을 
구분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시민으로서 임금노동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돌봄노동을 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여성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남성이 돌봄노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던진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임금 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체제가 유지된다면 돌봄노동은 여전히 많은 활동 가운데 
하나로 치부되면서 임금노동과 동일한 생산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일부 여성주의자들이 우려하듯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어떤 여성들은 욕망에 따라 돌봄노동을 선택할 수도 있다. 돌봄노동 수행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면 여성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사이에서 돌봄노동을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 여성의 돌봄노동 선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수행에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돌봄노동 수행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축소 혹은 철폐하지 않고서는 남성에게 돌봄노동의 책임을 강제할 수도 없고,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할 수 없다.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노동에 대한 경제적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돌봄노동 수행에 다른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그러한 노동을 함께 수행할 책임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가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장치가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661 

기본소득이 대안적 사회재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젠더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촘촘하게 주변부 노동시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 해도 그 틈을 빠져 나가는 자본의 영악함과 다양한 
고용형태는 여성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빈곤, 불안정 임금노동, 최저임금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기본소득이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물질적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 노동 중심의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지양함으로써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경제적 인정과 재평가를 도모할 
수 있다. 돌봄노동은 임금 노동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노동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인간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삶의 원리이다. 
돌봄 노동은 의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급과 무급 형태의 노력이며, 개인과 사회에 필수불가결인 돌봄 노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로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제도가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국가, 시장, 가족, 공동체간에 돌봄 
책임을 어떻게 공평하게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촉발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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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Feminists who believe basic income could contribute to gender justice hope that the values 
of female caregivers, majority of caregivers in a welfare state and the caregiving work will be 
redefined through the basic income. They argue that the modern concept of citizen, which views 
'autonomous and independent workers in market economy' as a typical model 'citizen', is a sexist 
concept reflecting male experiences and a patriarchal value system, and believe that the said value 
system can be overturned by the basic income. The concept of a modern citizen with 'autonomy 
and independence' at its core stems from a mis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Human beings are 
inherently mutually interdependent with each other and need to be taken care of to maintain lives. 
Therefore, men and women, we all are held accountable for delivering such caring to those who 
need more caring. In other words, the core qualification of being a citizen is to provide caregiving to 
others, and the caregiving, which has been predominantly considered as “women's work” should 
be redefined as a basic role that must be played by both men and women as a citizen.

The most critical point at which the basic income and the feminist’s concept of a citizen converge is 
the partial or entire disconnection of the relation between the income and paid work. The concept 
of the basic income views the individual activities that do not directly generate income as socially 
valuable and significant. The concept recognizes the value of caregiving. However, does that mean 
the basic income could go beyond simply recognizing the socio-economic value of caregiving and 
dismantle the deeply rooted idea that women are in charge of the non-paid housekeeping work and 
caregiving, thereby overcoming the gender specific labor division? While basic income recognizes 
any kind of activity pursued by an individual, it does not necessarily distinguish the “productive” 
value of the paid work/caregiving work and the rest activities. Basic income emphasizes the 
citizens’ ‘right’ to do all activities including wage work, but it doesn’t mandate the caregiving as 
their ‘obligation’. Therefore, feminists are skeptical whether men would choose to take up the 
caregiving role when the basic income is g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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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long as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run on the paid work is maintained, it would be 
inevitable that the caregiving will be looked down upon as a type of work and the productive 
value of it won’t be regarded as the same as that of the paid work,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In fact, as some feminists fear, some women might choose to take up the caregiving 
following their desire upon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It won’t be problematic for women 
to choose caregiving over paid work if the decision to do so doesn’t work disadvantageously 
towards women. However, it is problematic because economic disadvantages persist in unpaid 
housekeeping work and caregiving work. Without reducing or removing the socioeconomic 
disadvantages attached to carrying out caregiving, neither can men be forc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caregiving, nor can they be said to have been guaranteed the right to care. Hence, how to 
recognize the economic value of socially and economically necessary work, how to minimize 
the socio-economic disadvantages attached to caregiving, and how to mandate caregiving as a 
responsibility to be performed by both men and women need to be thoroughly considered. Also, 
the need to put in place social mechanisms to address those issues have become more important.

Basic income is not a one-size-fits-all solution for creating alternative social reproduction systems 
and realizing gender justice. However, no matter how comprehensive a social safety net is made 
available for those marginalized workers, the power of money that always finds loopholes in any 
systems and the diverse types of employment are jeopardizing women’s basic right to survival. 
Considering the position of women in the labor market, exposed to poverty, unstable waged work 
and the minimum wage, the basic income could ensure minimum materials required for stable and 
sustainable livelihood for women. Moving away from the paradigm centered on paid work will in turn 
promote the recognition and reassessment of the socio-economic value of caregiving. Caregiving 
is not something to be discounted for the sake of paid work. Caregiving in and of itself is a crucial 
principle of life. Caregiving, in the shape of both paid work and unpaid work, satisfies the needs 
of those who depend on it. It is necessary to take a broad approach to how to organize caregiving 
that is indispensable to both individuals and society. It is my hope that the basic income system 
will contribute to provoking us to make efforts to redistribute the responsibility of caregiving fairly 
within the family and among countries, markets, families, and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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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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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I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중요한 발표를 해 준 Almaz Zelleke와 Julio Linares의 발표에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두 분이 수행해 온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더 진전된 고찰을 보여주셔서 반갑다.

한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리고 최근 국회의원 선거, 지방정부 보궐 선거, 2년 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논의가 
보다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쟁점으로 뜨겁게 부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젠더와 관련된 이슈로서 여성의 돌봄노동/재생산 
노동에 대한 인정으로서 여성 기본소득, 또는 (젠더와 무관하게) 돌봄에 대한 인정으로서 참여소득을 고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본소득을 돌봄 노동에 대한 '인정'의 측면에서, 혹은 무급 
돌봄 노동의 '보상'의 측면에서 인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기본소득이 그동안 무급 돌봄 노동과 재생산 
노동을 더 많이 수행해 온 여성과 유급 노동을 더 많이 수행한 남성 간에 존재한 젠더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사실과 무급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특히 무엇에 대한 보상이란 기본소득의 제1원칙으로서의 
'무조건성'을 약화시킨다. 기본소득과 젠더 논의에서 특히 기본소득의 단계별 실현 전략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여성 먼저 
혹은 여성에게 우호적인 기본소득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지 구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해 보인다. 오늘 두 
분의 발표가 보다 구체적인 고민들의 단초가 되어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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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I would like to convey my thanks to Almaz Zelleke and Julio Linares for making meaningful presentations 
on the relations between basic income and gender equality. It is nice to see further advancement in 
researches on the relations between basic income and gender equality that you have conducted so far. 

In the middle of COVID-19, Korea has seen discussion on basic income flairs up as a policy agenda in 
the latest general and by-election and in the run-up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held 2 years later. There 
is some argument that female basic income in recognition of women’s care/reproduction labors and 
participation basic income in recognition of care(regardless of gender) have to be accepted. 

I fully agree with the background and reason why that kind of suggestion is raised. It is, however, 
concerning that basic income is regarded as ‘recognition’ of care works or ‘compensation’ for unpaid 
care works. 

The fact that basic income could contribute to reducing gender inequality between women who have 
been more involved in unpaid care/reproduction works and men who have more engaged in paid works 
in one thing, and basic income is regarded as compensation for unpaid works is another. Especially, 
the concept of ‘compensation’ for something compromises ‘unconditionality’, the primary principle of 
basic income. At a time when phased implementation strategies are dealt with in the discussion of basic 
income and gender equality, we have to ponder on how the arguments related to ‘basic income for 
women first or in favor women’ could be aligned within the discussion. I believe the two presentations 
could provide some specific clues for solution. 



원본 人(추사 김정희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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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소개  SESSION INTRODUCTION 

대동법,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
Basic Income and Modern Meaning of Daedong Law

‘대동법,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 세션에서는 조선시대 경세관료 김육의 대동법을 살펴보고 기본소득으로서의 대동법이 
갖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대동법이 오늘날 기본소득으로 발전된 맥락을 이해하고,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선왕조 장기 지속의 두 가지 조건은 권력구조의 안정과 소농의 안정이었다. 이중 소농 안정의 세 가지 조건은 공정한 
세금제도, 환곡, 그리고 山林川澤 與民共之(산림천택 여민공지)이었다. 산림천택 여민공지란 소농의 자유로운 공유지 활용을 
의미하며 산림자원(땔감, 임산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동법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과세 대상 변경을 통한 세금 및 
소득의 일치, 권력형 부패 청산을 통한 80% 세액 삭감, 새로운 회계시스템 정착, 현실을 반영한 도별 확대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동법을 통해 소농 안정성 제고, 조정에 대한 백성의 신뢰 제고를 통한 정권의 안정성 제고 등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는 조선으로 하여금 17세기 중반의 높은 파고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대동법과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토지배당 사이에서 상당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대동법과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의 조세재정론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동법의 경우, 당시 조선이라는 
왕조시대에서 납세를 통한 수탈을 줄여주는 것이 현대적 맥락에서 일종의 세금감면 내지 비과세의 형태로나마 소극적인 
의미의 정부이전지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일부 특권층에 대한 수많은 비과세, 면세 등을 제거시켜 세원 확대로 
인한 재정의 건실화와 동시에 세금 부과의 공정성도 확보하는 것에 해당한다. 한편 기본소득(토지배당)의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도 특권층 특혜 배제 및 과세의 공정성 실현을 지향한다. 따라서 세금을 줄여주는 소극적 방식보다 
기본소득(토지배당)을 주는 적극적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동법과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모두 
백성(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 내지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좌장을 맡은 김태희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관장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다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조선 시대 정치사와 정치사상, 특히 실학을 주로 연구하였다. 
〈경향신문〉에 ‘옛글에서 읽는 오늘’ 칼럼을 연재했으며, 『왜 광해군은 억울해했을까?』, 『다산, 조선의 새 길을 열다』(공저), 
『정조의 통합정치』(근간) 등을 저술하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문제의식에 관심을 갖고 민생과 국가, 정신과 물질, 
세계성과 주체성 사이의 조화와 균형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발표에는 이정철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참여한다. 이정철 
연구원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17세기 조선의 공납제 개혁논의와 대동법의 성립”이라는 논문으로 문학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근무하였다. 주요 논저로는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오니』 등이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대동법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보건관리학 석사를 마치고, 영국 뉴캐슬 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환경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특별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우리의 미래』, 『미래사회의 산업과 직업 변화』,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등이 있고,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본소득과 대동법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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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는 계승범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태년 퇴계학연구원 퇴계전서 정본화 사업팀 전임연구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관형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계승범 교수는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워싱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워싱턴 대학교, 
시애틀 대학교, UCLA 등에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를 가르쳤고 현재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가 있으며 이번 세션에서는 사회경제 
맥락에서 거시적으로 본 조선 후기의 대동법을 다룰 예정이다. 김태년 연구원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로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교수,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퇴계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조선의 대표적 학자인 퇴계 이황의 저서를 정본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유교, 특히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당시에 어떻게 기능했는지, 그리고 현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남기업 
소장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토지공개념의 원류인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9년부터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국토보유세를 설계하는 데 참여하였다. 
이번 세션에서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다룰 예정이며, 주요 저서로는 『공정국가』(단독),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헨리 조지와 지대개혁』·『희년』(공저) 등이 있다. 이관형 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철학박사학위 취득 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객원연구원,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독일 고전철학과 미학에 기초한 문화정책연구와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을 다룰 예정이며 
『탈역사·탈근대시대 경기도의 정체성 모색』 등의 논문,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공저)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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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소개  SESSION INTRODUCTION 

대동법,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
Basic Income and Modern Meaning of Daedong Law

This session will enable us to look into the Daedong Law proposed by Yook Kim, a bureaucrat in 
charge of economy and tax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explore the implication of the law as 
basic income. 

During this session, we are able to understand the context in which the Daedong Law, implemented 
to reduce tax burdens on the people, was developed into today’s basic income. Also, we will seek 
for the direction that we have to move toward to make sure basic income to take a robust root in 
our society.  

The Joseon Dynasty remained robust for a long time based on two conditions. They were stable 
power structures and peasants. Three requisite for securing stability among the peasants were 
fair taxation, Grain Loan System, and the principle of ‘San-lim-cheon-take Yoe-min-gong-ji’ . The 
last principle enables the peasants to freely use public lands including resources(fire woods and 
products from mountains) from the nature. 

In the meantime, there are four key points in the Daedong Law: matching tax rate to income 
by changing taxation objects, reducing 80% of taxes by eradicating power related corruptions, 
establishing new accounting system, and national expansion by considering contexts. As a 
result, the Daedong Law improved the stability of peasants that led to people’s high trust in the 
government, and, in turn, to promote the stability of the regime. Therefore, the initiative eventually 
provided a driving force for the Dynasty to overcome turmoils in the 17th century.  

We could identify a linkage between the Daedong Law of the Joseon Dynasty and land holding 
tax-land dividend, a means of financing basic income. Also, we could view the significance of the 
Daedong Law and land holding tax-land dividend in terms of tax and fiscal policies. In case of the 
Daedong Law, reducing extortion through tax payments during the Joseon Dynasty could be a kind 
of tax reduction or non-taxation in the modern context. This sort of policy could be regarded as 
government transfer payment in a passive form. This strategy could improve fiscal soundness and 
secure fairness in taxation at the same time by scrapping non-taxation or reduction given to part 
of the privileged leading to increased source of tax revenues. On the other hand, land holding tax 
for financing basic income(land dividend) seeks for excluding favored benefits for the privileged 
and realizing fairness in taxation. Therefore, it seems more desirable to take an active approach to 
provide basic income(land dividend) than a passive approach to reduce taxes. That is to say, the 
Daedong Law and land holding tax-land dividend share something in common. That is the two aim 
at guaranteeing or maintaining economic basic rights for all people.  

Moderator Taeheui Kim, director of the Museum of Silhak(belonging to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is PhD of political scieince fro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While serving as 
director of Dasan Institute, he studied on political history and ideas of the late Joseon Dynasty, 
especially focusing on Silhak(Korean confucian social reform movement). He wrote columns of 
‘Today Reading from Old Articles’ for Kyunghyang Daily and several books including『Why did 
Gwanghaegun feel unfair?』,『Dasan, Opening a New Path for Joseon』(co-authored),『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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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of Jeongjo』(Basis).  He is expected to deal with the issue of harmony and balance between 
people’s lives and state, mentality and material, and globality and subjectivity.   

Jungchul Lee, associate researcher of Institute of the Youngnan Culture Research Center at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d Young Seong Yoo, head of Basic Income Research Group of 
GRI are going to make presentations. Lee earned his PhD of history from the Korea University with 
a dissertation titled “Discussion on reforming tributary payment in the 17th century of Joseon 
Dynasty and establishment of the Daedong Law”. After that, he worked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His publications include『The Daedong Law, 
The Best Reform in Joseon Dynasty』and『Always Concerned About People’s Livelihood』. With 
his presentation, he would talk about the modern implication of the Daedong Law. Young Seong 
Yoo completed the degree of Bachelor in economics, Master in health management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is PhD in environmental economics from the Graduate School of the 
Economics at Newcastle University. After working as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of SNU, he has been currently leading the Basic Income Research Group at Gyeonggi 
Research Institute. He is author of several books including『The Advent of Hyper-connected Society 
and our future』,『The Changes in Industry and Job of Future Society』,『The Basic Income For 
Economic Freedom for Everyone』. During this year’s conference, he is going to present linkages 
between basic income and the Daedo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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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Kwanhyung Rhie,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Political and Economic 
Alternatives, Korea, will participate in the panel discussion.  

Prof. Seungbum Kye obtained the degree of Bachelor and Master from the department of history at 
the Sogang University, and obtained his PhD from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From 2002 to 2007, 
he taught the history of Korea and East Asia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and UCLA. 
He has been currently working as professor of history at the Sogang University. His publications 
include『Stopped time: The Joseon’s Daebodan and The Threshold of Modern Era』and『Overseas 
Military Dispatch of Cho-sun Dynasty and Korea-China Relation』. During the discussion, he is likely 
to deal with the Daedong Law in the view of macro social and economic contexts. 

Taenyeon Kim, a PhD in philosophy at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served as professor 
at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the Inha University and senior researcher at the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Currently, he works as associate researcher at the Toegyo Studies 
Institute and is engaged in the project of establishing the collection of the original copies of the 
books of Toegye Yi Hwang, one of leading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His research focus is 
on the Confucianism, especially, how Seonglihak(Neo-Confucianism) in Joseon Dynasty worked 
and what implications it has on the modern society. Director Giup Nam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Sungkyunkwan University and obtained 
his PhD in politics with his research on the thought of Henry George, the origin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at the same university. Since 2009, he has worked at the Institute of Land and 
Liberty and been engaged in designing land holding tax. During this session, he will talk about land 
holding tax and basic income. His major books are『Fair State』(author),『Land Justice Saving 
Korea』,『Henry George and the Reform of Land Rent』,and『Jubilee』(co-author). Kwanhyung 
Rhie completed his PhD in philosophy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orked as researcher 
at Institute of Humanitie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yeonggi Research Institute. He 
has recently served as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for Political & Economic Alternatives. 
He is likely to deal with cultural policy based on German classical philosophy and political-
philosophical justification of UBI. His major writings include『Seeking for Gyeonggi’s ID in the Post-
history·modern ear』and『Basic Income for Economic Freedom for Everyone』(co-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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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Jungchul Lee, Associate Researcher, Institute of Youngnam Culture Researc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요약문 I   대동법,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 

조선은 17세기에 중국, 일본에서 정치체제가 바뀌어도 장기간 지속했다. 2가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권력구조의 안정성이고, 둘째는 사회경제적으로 소농(가족농)의 안정성이다. 소농은 오늘날의 중산층이다. 두 
번째가 더욱 중요했다. 소농의 안정성은 3가지 조건 위에서 가능했다. 첫째는 공정한 세금제도이다. 둘째는 환곡제도이다. 
셋째는 ‘산림천택山林川澤 여민공지與民共之’ 원칙이다. 이는 공유지의 자유로운 활용을 뜻한다. ‘산림천택 여민공지’는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다. 소유농지가 적은 소농은 부족한 생계자료를 공유지에서 얻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환곡은 국가가 대단히 낮은 이자로 소농민에게 식량과 종자를 대출하는 제도였다. 흉작이 들면 소농은 
식량과 종자를 빌려야 했다. 환곡은 전통사회에서 조선만 실시했다. 환곡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고리대가 
작동했다. 대동법의 핵심은 4가지이다. 첫째, 가구에 부과하던 세금을 땅에 부과하여(과세대상 변경) 과세와 소득을 
일치시켰다. 둘째, 권력형 부패를 청산하여 기존 세액의 80% 정도를 삭감했다. 셋째, 새로운 재정시스템을 정립했다. 넷째, 
도별로 현실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산했다. 대동법을 통해 소농의 안정성을 제고했고 이를 통해 조정에 대한 백성의 신뢰를 
높여서 정권 안정성을 제고했다.

Abstract I Basic Income and Modern Meaning of Daedong Law

The Joseon Dynasty remained robust for a long time, even when the political system of China and 
Japan altered in 17th century. It was because they fulfilled two conditions. The first was the stability of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and second was the social and economic stability of peasants (household 
farmers). The peasants at that time could be compared to the middle class at present. It was the second 
condition that was more important. The peasants were stabilized under the three conditions. The first 
was a fair taxation system. The second was Grain Loan System. And the third was the principle of ‘San-
lim-cheon-taek Yeo-min-gong-ji’  referring to ‘Must share the benefits from mountains, forests and 
streams with the people’ which promoted the free use of public land. Under the principle, the public 
was supposed to utilize forest and fishery resources without any restraint. Peasants who owned a very 
small area of farmland were forced to obtain most proportion of living resources from the public lands 
to support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 Grain Loan System, the state lent foods and seeds to peasants 
at a very low interest. During the year of poor harvest, peasants had to benefit from the system. In 
particular, the system was implemented only during the Joseon Dynasty among all the pre-modern 
dynasties. If the Grain Loan System did not properly work, then, a high interest private loan system was 
prompted to involve. In the meantime, there are four key points in the Daedong Law. First, the object of 
taxation was changed from households to land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taxation rate was associated 
with income. Second, 80% of tax reduction was made by ending power related corruptions. Third, a 
new fiscal system was established. Fourth, the Daedong Law was gradually expanded to provinces by 
reflecting the reality and context of each province. As a result, the Daedong Law enabled the Dynasty 
to improve the stability of peasants, which led to people’s high trust in the government, and, in turn, to 
promote the stability of the regime. 



사람을 사람답게  673 

발표자료 I 대동법,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 

대동법 현대적의미의기본소득

조선왕조장기지속의 2가지조건
1. 권력구조의안정
2. 소농(小農)의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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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안정의 3가지조건
1. 공정한세금제도
2. 환곡
3. 山林川澤與民共之원칙

산림천택여민공지
1. 소농의자유로운공유지활용
2. 산림자원(땔감, 임산물), 수산자원
3. 엔클로저(15C 中)이후빈민법(1601)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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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
1. 국가가운영한저리대출(식량,종자)

2. 고리대는세수감수와부의양극화초래
3. 조선패망은 1840년이후환곡문란으로

대동법의핵심
1. 과세대상변경을통한세금/소득일치
2. 권력형부패청산을통한 80% 세액삭감
3. 새로운회계시스템정착
4.   현실을반영한도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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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의효과
1. 소농안정성제고
2. 조정에대한백성의신뢰제고를통해
정권의안정성제고

3. 17세기중반의높은파고를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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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and

Modern Meaning of Daedong Law

Two conditions for the long lasting 
Joseon Dynasty
1. Stable power structure
2. Stable peasants

1

Presentation I Basic Income and Modern Meaning of Daedo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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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conditions for stable peasants
1. Fair taxation
2. Grain loan system
3. Principle of ‘San-lim-cheon-taek Yoe-min-gong-ji’ 

: Must share the benefits from mountains, forests
and streams with the people. 

2

San-lim-cheon-taek Yoe-min-gong-ji’
: Must share the benefits from mountains, forests and streams with 
the people. 
1. Peasants can freely use public land
2. Forest resources (firewood, forest products), fishery resources
3. After the enclosure movement (during  the 15C) 

the Poor Law emerged(in 16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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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n loan system
1. Low interest rate loan run by the state (foods, seeds) 
2. Private high interest rate loans led to tax revenue 

reduction and wealth polarization
3. The collapse of the Joseon Dynasty was ignited by 

the disorder of grain loan system after 1840

4

The Keys of the Daedong Act

1. Changing taxation objects to allow tax 
rate/income to be matched

2. 80% tax reduction by ending  power related 
corruptions

3. Established a new account system

4.   Expanded the system to provinces by reflecting 
reality and context of each provinc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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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Daedong Act
1. Improved stability of peasants
2. Improved stability of the regime by promoting 

the people’s trust in the government
3. Helped overcome adversities in the mid 17C

6



원본 人(추사 김정희 서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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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Young Seong Y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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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I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조선시대 대동법 비교

조선시대 대동법은 공물(貢物:특산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이다. 이는 국가의 수취원(收取源)을 전토에 
일률적으로 집중시켜 수익과 담세(擔稅)를 직결시키는 과세상의 진보, 재산과 수익에 비례하는 공평한 조세체계로의 지향, 
정률세주의(定率稅主義)를 채택하는 세제상의 진보 등을 이룩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왜란과 호란은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했고, 정부는 국가 재정을 비롯한 전후 복구 문제가 급박한 실정이었다. 당시의 위정자들은 파탄이 난 국가 재정만을 생각했지만, 
김육은 당시의 위기의 본질을 위정자들의 과오에서 비롯한 민심이반(民心離反)에서 찾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안민책(安民策)의 
실시를 통해 극복하려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동법 실시이다. 반면,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보유하는 데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거둬들인 세수를 배당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는 2017년 초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도입을 제안하였고, 연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5천만명)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발표는 대동법 공납제도 정비와 국토보유세(토지배당)제 도입은 백성(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 내지 유지시켜 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Abstract I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Based Land-Holding Tax 
and Its Comparison with Daedong Law in the Joseon Dynasty

The Daedong Law in the Joseon Dynasty, an unified tribute taxation, allowed citizens to pay 
taxes in rice. The act was evaluated as an innovative tax reform in that it achieved advancement 
in the taxation system by concentrating on the entire national soil as the source of tax revenues 
and fairly assigning tax rates according to profits (ability-to-pay of taxpayers) from the land, 
and adopting proportional tax rate. Repeated invasions by neighboring countries of Japan and 
then China’s Qing Empire of the time devastated people’s lives and post-war recovery including 
the state finance was the most pressing issue for the Joseon Dynasty. At that time, the political 
leaders were only concerned over a broken finance of the state, However, Kim Yuk, a Korean Neo-
Confucian scholar and politician, pointed out the wrongdoings committed by leaders themselves 
as the main cause of forcing the people to turn their back on the state. Therefore, he made efforts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by implementing policy to help people lead better lives. Implementing 
the Daedong Law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attempts. In the meantime, the idea behind land 
holding tax is to levy taxes on land ownership and the revenues collected from the tax are to be 
universally distributed to the public in the form of dividend. This was proposed by Lee Jaemyung, 
then presidential candidate, in early 2017 as a way of financing for basic income. According to his 
proposal, tax revenues worth KRW 15 trillion are secured, then annually KRW 300,000 per person 
would be distributed to all the Koreans(around 50 populations). This presentation suggest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Daedong Law and land holding tax (land dividend) aims at guaranteeing and 
protecting the economic basic right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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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구성원 전부를 대상으로 함

필수요건
• 취업 상태, 노동 의욕 등을 묻지 않음

• 재산 및 소득 상태를 심사하지 않음 (BIEN은 보편성)

• 가구주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

• 한 번의 지급에 그치지 않음 (사회적 급부자산 X)

•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 선택요건

• 현물이 아닌 현금을 지급함

• 기본소득의 5대 원칙 적용 : 개인 단위로(개별성), 모두에게(보편성), 정기적으로(정기성), 자산 심사나 근로 요건

없이(무조건성), 현금으로(현금성) 지급되는급여

• 나이, 남녀, 신분, 직업, 기여/노력, 재산수준등과 무관하게, 심사 없이, 누구에게나개별적으로지급되는현금

기본소득의 5대 원칙

• 토지 정의'(Agrarian Justice, 1797)에서 토지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주장

“모든토지소유자는토지사용료를사회에환원해야하며, 이 토지사용료가기본소득의재원이될 수 있다”

•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하여 청년배당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

“토지사유화에따라토지 소유의기회를박탈당한것을보상하기위하여모든청년들이 21세가될 때 15 파운드스털링을지급해야한다”

토마스 페인

•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에서 토지에 대한 단일 세목으로 정부가 필요한 모든 재원 확보 주장

•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1/n)이 부수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주장

헨리 조지

• 부동산 보유가 노년세대에 축적되므로 토지과세로부터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배당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형평성도 제고한다고 주장

에덴호퍼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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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연 15조원 세수 확보하여 국민(5천만명)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 지급(초보 수준)  

• 이 제안은 조세저항의 최소화 차원의 세수 국민 환원의 '보유세 특별회계'의 성격을 지님

• 국토보유세를 전국단위로 일괄 시행하면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임

• 경기도 차원의 국토보유세 도입은 여러 가지의 헌법적, 법률적 사안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실적 실현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

• 지방세 결정권, 조세 재정권 등과 같은 강력한 분권적 지방세 체제가 확립되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문제의식

- 우리나라는 토지소유 불평등이 극심하고(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 법인의 토지투기(지대추구)가 다른 나라보다 심함

- 종래의 보유세 강화가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라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혜택을 통한 투기차단’을 유도

•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춤

• 국토보유세 도입(현행 보유세제 개편) :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산세에서 토지분 재산세 공제

• 세수 전액을 토지배당의 형태로 재분배함

- 비례형의 경우, 공시가격의 0.5%~4%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0.8% 세율을 비례형으로 부과 시 순수혜액이 0인 세대(부담과 혜택이 동일한 세대)의 주택가격은 10.3억원으로 추정

- 국민 86%의 세대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지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토지분 재산세 환급, 비과세·감면 원칙적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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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창조와 인공적 가치증대는 구분

• 토지를 개간한 사람은 인공적 소유권을 갖지만

다른 모든 사람도 토지에 대한 자연적 소유을 여전히 보유

• ‘자연적 소유’와 개간에 의해 획득하게 되는 ‘인공적 소유’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서로 뗄 수 없도록 합체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점

• 개인적 소유도 사회의 효과이며 사회의 도움 없이 한 개인이 개인적

소유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

• 토마스 페인은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를 구분하는 이중적 소유권(dual ownership) 이론을 펼침

합리적 핵심

• 천연물에서 비롯된 이익은 천연물이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재생산이 불가능), 결국 불로소득인 지대

• 인공물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인공물 자체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므로 노력 소득

1. 기본소득 재원의 대상은 천연물과 인공물로 구분

• 천연물은 노동의 결과물이 아니므로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인간은 천연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천연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리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음

• 천연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 자체도 사회가 만든 가치로서 토지 가치는 개별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고, 사회경제적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결정함

• 요컨대 토지 자체도 모두의 것이고 토지 가치 자체도 사회가 만든 것이니 당연히 토지 가치는 모두가

동등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음

2. 소득을 소득의 원인에서부터 구분하면 기본소득으로 가장 정당한 재원이 천연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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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토지에 과세할 경우 경제활동의 위축 효과(조세의 왜곡효과)가 거의 없음

• 토지 소유는 주로 상위계층에 집중되는 특성을 지니므로 과세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세목임

• 정치경제학적으로는 공급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공공성이 가장 높은 생산요소/소비재라는

관점에서 동 세목의 장점이 강조됨

• 토지세는 난개발 등을 방지하여 생산요소 활용의 효울성을 높이면서 환경파괴, 기후위기를 방지시켜

생태환경적 관점에서도 장점

• (아담 스미스) “토지세만큼 합리적 세목은 없다”

• (밀튼 프리드만) “가장 단점이 적은 세목(the least bad tax)”

• (조지프 스티글리츠) 토지렌트와 독점렌트에 대한 과세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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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수취원(收取源)을 전토에 일률적으로 집중시켜 수익과 담세(擔稅)를 직결시키는 과세상의 진보

• 재산과 수익에 비례하는 공평한 조세체계로의 지향

• 정률세주의(定率稅主義)를 채택하는 세제상의 진보

대동법 평가

• “호서에서 대동법을 시행하자 마을 백성은 밭에서 춤추고 삽살개도 아전을 향해 짓지 않았다”라고 표현

김육(1580-1658)의 기록

그림자료: FN지니아이

• 국토보유세를 통한 토지배당(기본소득) 지급과 대동법을 통한 공납수탈의 제거는 기본적으로 백성 및

국민의 경제적 자유권의 보장이란 점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님

1. 백성(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 내지 유지

• 당시 조선이라는 왕조시대에서 납세를 통한 수탈을 줄여주는 것은 현대적 맥락에서 일종의 세금감면

내지 비과세의 형태로나마 소극적인 의미의 정부이전지출에 해당할 수 있음

• 또한 일부 특권층에 대한 수많은 비과세, 면세 등을 제거시켜 세원 확대로 인한 재정의 건실화와 동시에

세금 부과의 공정성도 확보하는 것에 해당함

2. 대동법 공납제도의 조세재정론적 의의

• 사회공동부의 권리를 지니는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신장시키고자 기본소득을 지급

• 기본소득(토지배당)의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도 특권층 특혜 배제 및 과세의 공정성 실현을 지향

• 세금을 줄여주는 소극적 방식보다 기본소득(토지배당)을 주는 적극적 방식을 취함

3.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의 조세재정론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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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I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Based Land-Holding Tax 
and Its Comparison with Daedong Law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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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d to all members of the society

Prerequisite

• paid without a requirement to work or to demonstrate willingness-

to-work

• no assessment of property and income status (BIEN is universal)

• paid on an individual basis—and not, for instance, to households

• not as a one-off grant (not social benefits and assets)

• paid at regular intervals Selectable

• Paid in cash, not paid in kind

• Applying 5 Characteristics of Basic Income: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 Cash paid to anyone without means-test, regardless of age, gender, status, occupation, contribution/effort, 
wealth level,  

5 Characteristics of Basic Income

• He proposed financing sources of basic income through land taxation in “Agrarian Justice (1797)”.

“those who possess cultivated land owe the community a ground rent, which justifies an estate tax to fund universal old-age and disability 

pensions and a fixed sum to be paid to all citizens upon reaching maturity”

• He also argued youth dividends for achieving intergenerational equity

““there shall be paid to every person, when arrived at the age of twenty-one years, the sum of fifteen pounds sterling, as a compensation in part, 

for the loss of his or her natural inheritance, by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landed property. “

Thomas Paine

• He proposed single tax as the sole source of government revenues in “Progress and Poverty (1879)”. 

• In an interview, he argued that basic income (1/n) could be considered as an ancillary means.

Henry George

• They argued that as the elderly tend to have more real estate, it is efficient and enhance the equity 

if younger generations are paid with dividends from financial sources secured from land taxation.

Edenhofer, et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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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a: The government secures annual tax revenue of 15 tn won and pays 300K won/person, year to 

the public (50 million people) (initial stage).

• This proposal has a character of ‘special accounting for holding tax’ aimed at returning tax revenue to 

the public in order to minimize tax resistance.

• It is to selectively choose a city or province that is willing to implement collecting land-holding tax, 

since it may be burdensome if it is collectively implemented nationwide.

• Introducing land-holding tax at Gyeonggi-do level would not be easy since it is so closely related 

to various constitutional and legal issues.

• The possibility will increase if a strong decentralized local tax system is established, such as the 

right to decide on local taxes and the right to finance taxes.

• The cause and solution of the problem
- In Korea, inequality in land ownership is severe (a major cause of income inequality), and corporations' land 
speculation (rental pursuit) is more severe than in other countries.
- If strengthening the existing holding tax is regarded as "speculation suppression through tax burden," national 

land holding tax for basic income is to induce "speculation prevention by providing benefits.“

• Land holding tax has the legitimacy and suitability as a source of basic income.

• Introduction of land holding tax (revision of the current holding tax system): aboli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deduction of property tax for land amount from the overall property 
tax

• Redistribution of all tax revenues in the form of dividends
- In the case of taxation based on proportion, it wi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range of 0.5%      

to 4% of the declared value(price).
- When 0.8% tax rate is imposed proportionally, the house price for households with zero net benefits (a     

household with the same amount of burden and benefits) is estimated to be 1.03 billion won.
- It means 86% of the Korean people are likely to support land holding tax for basic income.

• Abolition of differential taxation by use, refund of property tax for land, abolition of non-taxation and 
tax reduction in principle, and abolition of fair market value ratio



사람을 사람답게  693 

• Creation of land and increase in artificial value were distinguished.

• A person who cultivated the land obtains artificial property, but 

everyone else still has natural ownership of the land.

• ‘Natural property’ and artificial property’ acquired from cultivation 

are conceptually distinct. However, they cannot be separated 

practically because they are inseparably united.

• Personal property is the effect of society; and it is as impossible 

for an individual to acquire personal property without the aid of 

society.

• Thomas Paine developed a theory of dual ownership that separates ‘natural property’ 

and artificial or acquired property’.  

Rational points

• Profits from natural resources have fixed supply (reproduction is impossible): rent is unearned 
income

• Income generated from artificial products is earned income since artificial products themselves 
are the outcomes of human effort.  

1. Two potential resources for financing basic income

• Since natural resources are not the result of labor, no one can claim ownership of them, and 
humans cannot survive without natural resources, so the principle that everyone should enjoy 
the rights to natural resources equally can be naturally derived.

• The benefits generated from land, a natural resource, are also values created by society, and the 
value of land is not affected by individual landowners, but by government policy decisions, and 
socioeconomic changes or environmental changes.

• In short, since the land itself belongs to everyone and the land value itself is created by society, 
it naturally makes the land value a source of basic income which everyone can claim rights 
equally.

2. If income is classified based on the cause of the income, natural products are the most  
legitimate financial sources for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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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supply of land is generally inelastic, there is little effect of economic contraction (tax 

distortion effect) even if land is taxed.

• Land tax is a desirable tax item to improve the equity of taxation as land ownership is mainly 

concentrated in the upper class.

• In terms of political economy, supply is not determined by people, so the merits of this tax item 

are emphasized from the viewpoint of production factor/consumer goods with the highest 

publicity.

• Land taxes also have advantages from an eco-environmental perspective b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using production factors by preventing reckless development,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climate crisis.

• Adam Smith argued in favor of a land tax, on the grounds that it would fall on the owner of the 

land, and not harm other economic activity. "Nothing could be more reasonable," he concluded.

• Milton Friedman said that “the least bad tax is the property tax on the unimproved value of land, 

• Joseph Stiglitz stressed imposing tax on land rents and monopoly 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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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ment in the taxation system  by concentrating on the entire national soil as the source of tax revenues 

and fairly assigning tax rates according to profits(ability-to-pay of tax payer) from the land

• Orientation toward a fair tax system proportional to wealth and profits

• Advancement in the taxation system adopting proportional tax rate.

Evaluation of Daedong Law

• "When Daedong Law was enforced in the Chungcheong province, the villagers danced in the fields and dogs did 

not barked at officials in the local government offices."

Record by Kim, Yook (1580-1658)

그림자료: FN지니아이

• The payment of land dividends (basic income) through national land holding tax and elimination of the tribute 

extortion through Daedong Law are basically equal in value in that they guarantee the right to economic 

freedom of the people.

1. Ensuring or maintaining the basic economic rights of the people 

• Reducing exploitation through tax payment in the Joseon Dynasty can be equivalent to transfer payments in a 
passive sense in the modern era, which is in a kind of tax reduction or non-taxation.

• It also lifted countless benefits of non-taxation and tax exemption for a small number of privileged group, 
leading to expanded tax sources and enhanced fiscal soundness, as well as ensuring the fairness of taxation at 
the same time.

2. The significance of the tribute payment system under Dadong Law in terms of taxation & public budgeting 

• Provide basic income so as to enhance the economic freedom of individuals who have a right to societal 
common wealth

• Land holding tax as financial sources of basic income (land dividends) is also aimed at excluding special benefits 
from privileged groups and realizing fairness in taxation.

• It is to take an active approach of giving basic income (land dividends) rather than a passive one of reducing 
taxes.

3. The significance of land-holding tax as land dividends in terms of taxation and public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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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DISCUSSION 

계승범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Seungbum Kye,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Sogang University, Korea

토론문 I
 

•“이정철, 대동법,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 

대동법은 조선시대 여러 개혁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례이다. 빈부에 관계없이 가구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세금을 토지라는 
재산 기준으로 바꾸었다. 토지를 보유한 상대적 부자에게 세금 부담을 지운 것이다. 다만 이런 대동법이 과연 어떤 점에서 
오늘날 기본소득 사안과 부합하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Tax base를 가구에서 토지로 전환한 것은 빈곤층의 세금 부담을 
부유층으로 옮긴 조치이지, 그것이 곧 기본소득 보장은 아니다. 현대의 기본소득에 견줄 만한 옛날 제도라면 차라리 당나라 
때 均田制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전통시대 ‘고리대’는 좀 다르게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춘궁기에 100을 50% 이자로 꾸어 수확기에 150을 상환하는 게 
고리대의 전형이다. 엄청난 高利로 보이지만, 당시에 춘궁기의 곡물 가격은 수확기에 비해 2배까지도 높았다. 빌릴 때보다 
갚을 때 곡물 가격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50% 이율을 단순히 현대식으로 판단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당시 곡물의 자연 손실이 연 15%정도인 점도 고려한다면, 당시 고리대부업자가 빈농의 ‘고혈을 짜서’ 벌어들이는 실제가 
50%보다는 훨씬 더 낮았을 것 같다.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유영성,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조선시대 대동법 비교”에 대한 토론문 의견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지 기본소득 자체는 아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추가로 과세하는 점에서는 
대동법과 유사하나, 조선시대 대동법에 과연 기본소득 개념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빈농이 공납 때문에 쇠락하니까 국가에서 
마지못해 그 부담을 경감해주고 그 조세 손실분을 지주에게 과세한 것일 뿐, 기본소득 개념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세금을 줄여주는 소극적 방식보다 기본소득(토지배당)을 주는 적극적 방식을 취함”(slide #13, 6. 대동법과 국토보유세)을 
통해 대동법과 국토보유세를 유비하셨는데, 대동법에는 후자의 개념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대동법의 최고 내용은 빈부 
차이를 무시한 가구별 과세를 토지 소유자에게 전가한 것일 뿐, 거기서 더 이상의 의미를 찾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좀 멀어지는 것 아닐까? 이에 대한 발표자의 설명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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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 Discussion of Jungchul Lee’s “Basic Income and Modern Meaning of the Daedong Law” 

The Daedong (Uniform Land Tax) Law is the biggest success among others in Joseon Korea. Taxes 
based on a household basis regardless of rich and poor were imposed on a property basis, which is 
land. The tax burden was imposed on the relatively wealthy land-holders. However, it is somewhat 
questionable how such Daedong Law corresponds to today's concept of the so-called basic income. 
The transition of the tax base from households to land is a measure that shifts the tax burden from 
the poor to the rich, not a guarantee of basic income. If we want to talk about the system from the 
past comparable to the basic income in modern days, the Equal Field System in Tang China in the 
600s-700s seems to be more similar. I would like to know what the speaker thinks. 

The “high interest rate loans” in traditional Korea can be seen differently. The typical high-interest 
loan is to borrow 100 with 50% interest rate during the season of spring poverty and pay back 150 
at harvest season. The interest rates appear to be extremely high. But the grain price in the spring 
would be up to twice as high as in the fall. Since grain prices were considerably lower at the point 
of repayment than when borrowed, it could be misleading if the 50% interest rate is simply judged 
as in the modern day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atural loss rate of grain was about 15% per 
year at that time, it seems that the revenues generated by “squeezing the poor farmer’s sweat and 
blood” at that time may have been much lower than 50%. I would like speaker’s opinion. 

• Discussion of Young Seong Yoo’s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Oriented National Land 
Holding Tax and Its Comparison with the Daedong Law in the Joseon Dynasty” 

National land holding tax is a measure to finance basic income, not the basic income itself. In terms 
of imposing additional taxes on land owners, it is similar to the Daedong Law, but we are not sure 
if the concept of basic income existed in the Daedong law in the Joseon Dynasty. The collapse of 
tenant-farmers due to heavy tribute taxes had made the state authority reluctantly ease the burden 
and levy the losses of tax revenue on landlords, which seems to have not that much to do with the 
concept of basic income. I would like speaker’s opinion. 

You have compared the Daedong Law and National land holding tax by saying that “It is to take 
an active approach of giving basic income (land dividends) rather than a passive one of reducing 
taxes.” (slide #12, 6. The Daedong Law and national land holding tax). But it seems that there was 
almost no latter concept in the Daedong law. The best thing about the Daedong Law is that the 
taxation imposed on each household regardles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ch and poor was 
shifted to the land owners. Efforts to find meanings from it may take the matter drift away from the 
current discussions about basic income. I would like to hear explanation from the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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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1.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도도한 물결이 ‘코로나’라는 협곡을 굽이쳐 흐르며 물살이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한 
비대면의 일상화, 공장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고용의 질과 양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산업혁명도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시민들의 일자리는 갈수록 불안해지고 가계의 소득은 날로 저하되어 결국 소득과 자산이 
극도로 양극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많은 SF에서 발달한 과학기술의 과실을 일부가 독점하는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공황을 통해 배웠듯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소비의 주체가 사라지면 기술의 발전도, 
생산성과 이익의 제고도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부의 독점과 양극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적이다. 

2. 돌이켜 보면 수렵과 채집에서 농경과 유목으로 생산 방식을 전환하고 산업혁명을 거치며 인류는 생존을 위한 노동 시간을 
줄이고 휴식과 창조를 위한 여가를 늘여왔다. 이는 생산성이 올라감에 따라 생긴 이익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이러한 공유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왕에서 귀족으로, 그리고 양반 관료나 부르주아지로, 
이익과 여가의 공유는 아주 천천히 확산되었다. 지금은 더 많은 시민들이 그 이익과 여가를 나누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을 위하는 ‘위민(爲民)’, 인민을 근본으로 삼는 ‘민본(民本)’, 인민과 함께 나누는 ‘여민(與民)’을 넘어서(인민을 
위하거나, 인민을 근본으로 여기거나, 인민과 함께 하거나 모두 왕이나 귀족, 양반 관료 등의 정치 주체들이 인민을 대상화한 
것이다.) ‘인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학문과 예술처럼 정치도 시간이 남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와 로마의 시민이, 조선의 사대부들이 노예주였거나 지주였기에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렇기에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 시민의 민주주의는 아직 그리 ‘직접적’이지 못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바쁘고 아직 충분히 부유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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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 한 번의 산업혁명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과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가 더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대동법이 양란이후 흔들리던 조선의 시스템을 안정시켰듯이, 기본소득제가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아 우리가 로봇에 
밀려난 쓸모없는 인력으로 전락하지 않고 여유 있고 창조적이며 주체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 질문1 : 조선시대와 달리 현대에서 토지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 
등 산업혁명에 따른 이익에 대한 세금도 기본소득제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질문2 : 대동법의 핵심 중 하나는 번거로운 기존의 공납 시스템의 개선과 실질적 세액 삭감을 통해 생산 주체인 소농의 
안정성을 제고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감세를 통한, 특히 법인세 감세를 통한 산업 활성화와 통하는 
논리가 아닌가? 오늘의 주제인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대동법에서 국토보유세의 근거를 
찾기보다는 당대의 개혁이었던 대동법의 추진 과정에서 관행에 안주하는 기득권층의 저항에 맞서 공론을 모으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을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대동법 추진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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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1. A lofty wav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rolling through the canyon so called “COVID-19” 
and the current is accelerating. Routinization of contact-free through digitalization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through factory automation continue to deteriorat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employment and it is expected to accelerate further. 

As it always used to be in times of explosive increase in productivity, this industrial revolution 
will probably improve and maximize corporate productivity and profits, but at the same time, job 
security will increasingly be weakened and household incomes will drop day by day, resulting in 
extreme polarization of income and assets. 

Many science fictions are describing Dystopia where few are monopolizing the frui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the history taught us that this is impossible. As we have learned 
from the Great Depression, if the consuming subjects disappear from the capitalist system, there 
will be no technology development, productivity improvement or profit increase. Excessive level of 
monopoly and polarization of wealth are enemies of capitalist society. 

2. If we take a look back on, humans have changed their production methods from hunting and 
gathering to agriculture and nomadic pastoralism, and through the Industrial Revolution, humans 
have reduced working hours for survival and increased leisure time for relaxation and creation.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y shared profits from improved productivity.

Of course, the sharing was not equal to all. The sharing of profits and leisure were spread very 
slowly from the Kings to nobles and to bureaucrats and bourgeoisies. Now, more people are 
sharing profits and leisure.

Accordingly, beyond “for the people”, “people oriented” and “with the people”, it was possible to 
operate a democratic system “owned by the people”(“For the people”, “people oriented” and “with 
the people” show how political subjects such as the Kings, nobles and bureaucrats objectified 
the people). Like learning and art, politics were also a luxury for those who had time to spare. 
The Greek and Roman citizens and Joseon Nobles were slave owners or landlords, so they were 
free from the labor for survival and they could “directly” participate in politics. However, modern 
citizen’s democracy is not that “direct” yet. We are too busy and still not rich enough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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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w are we going to share the profits and time from another industrial revolution? How can we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the capitalist system? How can we make democracy operate 
more properly? 

As the Daedong Law stabilized the faltering systems of Joseon after the two wars, the basic income 
system may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us to live as a free, creative, and independent citizens 
without being ousted by robots and degenerated into a useless manpower. 

* Question #1: Unlike in the Joseon Dynasty, land taxes in modern times are not taxes on “income” 
but taxes on “ownership”. In my opinion, taxes on the profits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data tax, carbon tax and robot tax should be utilized as resources for the basic income. What is your 
opinion? 

* Question #2: One of the key points of the Daedong Law is that it has enhanced the stability of 
farmers which are the subject of production, through improving the existing cumbersome tribute 
system and substantial tax cuts. Then, doesn’t this logic in line with revitalization of the industry by 
tax cuts, especially corporate tax cuts? How does this relate to today’s topic, financing basic income 
through a tax increase? Rather than finding basis for the National Land Holding Tax in the Daedong 
Law, shouldn’t we refer to the Daedong Law which was a reform of the time, and find out how to 
collect public opinion and resolve problem against the resistance of the Establishment who are 
complacent with the custom in the course of promoting the Daedong Law? In that sense, what is 
the wisdom that we can learn from the course of promoting the Daedo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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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I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다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과 달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는 부동산 소유 불평등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시는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하락시키므로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보유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실수요자로 재편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부동산 소유 불평등을 낮출 것이다. 

두 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줄어든다. 불로소득이 줄어들고 지가가 하향 안정화되기 때문이다. 지가가 내려가면 매매차익과 
임대소득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다. 

세 번째로 경제 효율이 더 높아진다. 경제에 큰 부담이었던 지가가 안정되면 지가에 짓눌렸던 생산의 용수철이 튀어 오르게 
되고, 기본소득 지급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며 지가 안정이 주택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면 경제 효율은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부담’이 아니라 ‘혜택’을 통한 부동산 투기차단이 가능해진다. 즉, 경제적 
유인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소유 패턴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고,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며, 부동산 
과다보유 개인이나 법인보다 과소 혹은 적정 보유 법인과 개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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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Unlike other sources of tax revenue for basic income, the basic income-oriented national land 
holding tax comes with the following effects. First, it narrows the gap in ownership of real estates. 
People will be less likely to own real estates, often seen as the source of unearned income,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tax will lead to fall in the expected return from them. That, in turn, will bring 
a redistribution in the real estate scene in a manner that those who are in real demand will have 
access to them. Hence, the inequality in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will be reduced. Secondly, it 
will narrow the gap in income. Cut in unearned income and the land price that will fall and thereby 
be normalized will reduce the gap. Lower land price will reduce profits from selling and renting 
properties, and eventually the real estate will have less impact on the income inequality.   

Third, the economy will be working a lot more efficiently. When the land price, which has been 
a heavy burden on the economy, stabilizes, the long-lost production momentum due to the land 
price will be regained. Improved income distribution thanks to the basic income and the stable 
housing price induced by the stabilized land price will lead to more efficient economy.

Lastly,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oriented national land holding tax could block the 
real estate speculation with “benefits”, not with “burden”. In other words, changing the structure 
of the economic incentives will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real estate ownership patterns 
of individuals and corporates. The basic income-oriented national land holding tax works a lot 
more advantageous to non-homeowners over homeowners, single homeowners over multiple 
homeowners, and individual owners and corporates that are under or moderately own over those 
who own exces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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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대동법과 기본소득 
 

과거 역사로부터 현재의 나아갈 길을 고쳐 묻는 것을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 한다. 우리에게 근대화는 곧 서구화를 
의미했다. 우리는 한국사람이지만 우리의 생활양식을 포함한 사고방식은 서구화되었다. ‘바나나’는 이에 대한 자조적, 비유적 
표현이다. 우리의 역사는 온고지신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극복되어야 할 어떤 것이 된다. 우리 자신을 잊고 서구 일변도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의 편향이다. 

역으로 ‘우리’, ‘우리 것’을 강조하는 것도 또 다른 편향을 낳을 수 있다. 현재는 과거의 누적이다. 지난 세기, 우리의 삶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 그렇지만 양의 동서와 시간의 고금을 관통하는 인간 삶의 공통성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힘들다. 
과거는 장구한 시간이었다. 무수한 일이 발생했고 부지기수의 제도들이 명멸했다. 그로부터 오늘날의 현실문제와 관련한, 
유사한 단초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온고지신’이 ‘견강부회(牽强附會)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대동법에 주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현재의 거의 모든 제도나 그 제도를 
낳은 사상 등이 그러하듯 ‘기본소득’도 서구적 맥락에서만 논의가 진행되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런 관성을 탈피하려는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 조선은 지식인 엘리트(사士 혹은 인人)가 백성(民)의 삶(生)을 책임지는 유학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지고 운영된다. 조선의 조세제도는 고대 중국의 조용조(租庸調)를 수용한다. 이는 농경에 기초한 동아시아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조용조 제도에서 전결(田結)에 기초한 조(租)에서는 관리나 기타인의 사적 이해가 개입될 여지가 적기 때문에 폐해가 
덜했다. 그러나 역(役)을 의미하는 용(庸)과 지역 특산물의 공납을 뜻하는 조(調)에서는 자의적 운용의 여지를 지니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그러했다. 특히 조(調)의 부담이 조(租)의 부담을 압도했다. 즉 ‘공납 혹은 방납의 폐단’이 나타났다.

이원익(1547-1634), 김육(1580-1658), 조익(1579-1655) 등은 이 폐단을 근절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동법을 주창, 시행한다. 대동법의 핵심은 지방 특산물의 공납을 쌀로 통일하고, 과세방식을 호역(농민가구가 담당하는 
공물과 부역을 통칭하는 개념)에서 전결로 통일한데 있다. 이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간상인의 개입여지를 
차단한다. 농민의 부담은 줄어들었고 국가의 세수는 오히려 증대했다. 

제도의 도입과 개혁, 시행은 가치와 방법의 양축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어떤 제도든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는 평등이지 
차별일 수는 없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의 통찰처럼 자유의 결과로서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조차 자유의 평등을 주장한다. 차별과 불평등을 결과하기란 너무도 쉽다. 반면 차별과 불평등을 줄이기는 매우 힘들다. 
모든 정책은 구호차원일망정 형평이나 평등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근대이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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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은 신분에 기반한 조선사회에서도 ‘평균’(현대어로 바꾸면 ‘평등’ 혹은 ‘형평’)을 정책의 가치와 지향으로 삼았음을 
알려준다. 자유경쟁과 그로 인한 부의 증대가 낙수효과를 통해 민생의 신장을 가져온다는 신념은 더 이상 지지되기 힘들다. 

역사를 돌아보건데 민생이 안정될 때, 즉 하부토대가 견실할 때 나타나는 분수효과가 사회정치적 안녕과 경제의 발전에도 
순기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대동법이 제대로 작동되던 시기야 말로 민생과 국가의 세수가 동시에 증진된 시기다. 
대동법이 무너지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과적으로 대동법의 붕괴는 조선의 붕괴를 가져온다. 

대동법은 신분사회인 조선에서 평균의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할 방법으로 기능한다. 거칠게 말해서 현행 세수와 세출체계는 
모두 선별에 기초한다. 많이 버는 사람을 선별해서 많이 내게 하고 적게 버는 사람을 선별해서 복지의 이름으로 도움을 준다. 
즉 이중적 선별에 기초한다. 기본소득은 선별과정을 세출에는 적용하지 않고 세수에만 적용하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을 
게임에 비유하자면 게임 참가자는 모두 같은 돈을 받는다. 그러나 게임 참가비는 다 다르다. 

기본소득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낙인효과 탈피, 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하여 복지증진과 
경제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가 있겠는가? 민생안정과 국가세수증대라는 대동법의 
일정한 공헌을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지닌 한계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대동법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세계사의 흐름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대동법은 농경사회 안에서 평균의 제고와 민생안정에 기여한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가 감지되는 오늘날 
대동법이 농경사회에서 했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그 대열의 앞 열에서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부자에게는 
공동체에 기여한 명예를, 가난한 이들에게는 공동체에 기여할 기회의 증진을 기본소득은 부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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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he Daedong Law and Basic Income
 

There is an old idiom in Korea that goes: ‘Ongojisin(溫故知新)’. It means to seek the way forward 
from the history of the past. For Koreans, modernization meant westernization. Koreans’ way 
of thinking as well as lifestyle have become westernized. ‘Banana’ is a self-mocking metaphor, 
depicting ourselves in the middle of such change. Korean history has become something to 
overcome, rather than something to learn from. But it is a biased tendency to forget about 
ourselves and blindly devote to westernization.

On the other hand, emphasizing ‘who we are’ and ‘what we have’ can cause another bias. Today 
is the accumulation of the past. In the previous century, we underwent fundamental changes in 
life style. However, it is hard to deny the common nature of human life that transcends old and 
new, and East and West. The past was a long time ago. Countless things have happened and 
innumerable policies have appeared and then disappeared over the course. We can easily get a 
clue to the real problems of today based on similar and relevant events in the past. Now we should 
make sure that the lessons from the history are not distorted from a self-centered angle.

Nonetheless, our focus today on the Daedong Law of the Joseon Dynasty is still meaningful in 
itself. Just like almost all the current systems and their underlying ideas, ‘basic income’ has been 
discussed only in the Westernized context. Against this backdrop, this conference holds a great 
significance as an attempt to break away from the trend. Joseon Dynasty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based on the Confucian ideology, in which the intellectual elite (士 or 人) are responsible 
for the lives (生) of the people (民). Joseon adopted Zu Yong Diao (租庸調) taxation system of the 
ancient dynasties of China, in which taxes are paid in kind or labor. It was commonplace for Eastern 
Asian countries, where agriculture was the center of the society.

Under Zu Yong Diao, Zu, or taxes imposed on agricultural land, produced less evil consequence 
because there was little room for public officials and others to pursue their own interest. However, 
Yong, or labor, and Diao, or payment in kind (mostly local specialties), had room for arbitrary 
operation, and it was actually the case. Burden from the payment in kind was particularly 
overwhelming, much more than the land tax. In short, ‘tax payment in local specialties’ had caused 
social maladies. 

That was why Won-ik Lee(1547~1634), Yuk Kim(1580~1658) and Ik Jo(1579~1655) proposed and 
implemented the Daedong Law in order to root out the harms of the system and stabilize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The key point was that the means of tax payment was unified from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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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ties to rice, and the tax base was also unified from payment in kind and labor to agricultural 
land. This was to improve equity on taxation and remove any intervention of middlemen. 
Resultingly, while the burden on farmers reduced, the national tax revenue increased. 

The adoption, reform, and implementation of a policy consist of two pillars: value and method. 
In any policy, the value it pursues is equality, not discrimination. Like the insight of Amartya Sen, 
who was awarded the Nobel Prize in Economic Sciences, even liberalism, which insists on risking 
inequality as a result of freedom, argues for the equality of freedom. It is too easy to result in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But it is so hard to reduce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Every policy 
is supposed to aim at equity and equality, even if it is just for an aid. This is even more so after the 
formal democracy was put in place.

The Daedong Law shows that the 'average' (‘equality' or 'equality' in modern terms) was the value 
and goal of policy even in Joseon society, where things were based on social ranks. The belief that 
free competition and its trickle-down effect will lead to the growth of people's livelihood is no 
longer supported.

Looking back on history, the trickle-up effect, which is available when people's livelihood is stable, 
in other words when the lower foundation is solid, has positively influenced the socio-political 
well-being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society. While the Daedong Law was properly 
functioned, the people's livelihood and the nation's tax revenue increased all together. There might 
be many reasons to the collapse of the Daedong Law, but it is clear that the collapse of the law led 
to the collapse of Joseon.

The Daedong Law served as a way to realize the value of the average in the hierarchical society of 
Joseon. Roughly speaking, both tax revenue and tax expenditure today are based on selection of 
taxpayers. Tax authorities select those who make a lot of money and let them pay more tax while 
assisting those who make little money under the name of welfare. This can be called dual selection 
system. For basic income, however, such system is not applied to tax expenditure, but to tax 
revenue. To compare basic income to a game, every game player gets the same money, but their 
participation fee varies.

Basic income can help remove blind spots, get rid of social stigma, and reduce administrative costs. 
By mitigating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it can serve two ends: welfare promotion and economic 
revitalization. However, is there such thing as a perfect policy? Even if certain contributions of the 
Daedong Law such as stabilizing people's livelihoods and increasing national tax revenue were 
recognized, it must have had limits as well. Indeed, the Daedong Law was so helpless in the face of 
the flow of world history from agricultural society to industrial society.

The Daedong Law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average and the stability of the people's 
livelihood in agricultural society. Now qualitative changes are detected in capitalism, and basic 
income today will play the role that the Daedong Law played in agricultural society. We are leading 
the way at the forefront. Basic income will give the rich the honor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and the poor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