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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부터 여러 학술저널 또는 문학저널들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획

호(특집호)를 발간하였다.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7권 제3호(2020년 8월) – 곽

노완, 권정임, 금민/김창근, 김공회, 『문학들』 제61호(2020년 9월) - 류보선, 양선

형, 이다희, 임정균, 『창작과 비평』 제189호(제48권 제3호)(2020년 9월) - 김현우, 

양재진, 윤홍식, 이일영, 『동향과 전망』 110호(2020년 10월) - 유종성/양재진 & 

이일영, 전승훈, 『산업노동연구』 제26권 제3호(2020년 10월) - 안효상, 서정희/제

갈현숙), 『경제와 사회』 통권 제128호(2020년 12월) - 백승호/양재진, 임운택 등

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기서 발표된 글들을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글들에서 발견되는 주장이나 논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

를 중심으로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의 5가지 특징인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성, 정기성에 관한 교

훈, 기본소득의 해방적 효과의 발현에 중요한 요소이자 완전기본소득과 부분기

본소득을 구별하는 데(또한 부분기본소득에서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을 사고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충분성에 관한 교훈, 부분으로 전체를 흔들고자 하는 기

본소득 비판에 관한 교훈,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관한 교훈을 살펴본다.1)

1) 기본소득 찬성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나 쟁점을 평가한 이전의 글들로는 강남훈
(2010), 백승호, 이승윤(2018), 이건민(2020b)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해외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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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관한 교훈

기본소득에서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핵심요소를 이룸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의 원리를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필요의 충족으로만 보는 입장(양재진, 2020a; 2020b; 

제갈현숙, 2020)에서는 보편성과 무조건성은 용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위험과 필요의 

발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위험에 처한 계층 또는 복지가 필요한 계층으로부터 무위험계

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사회의 자원과 소득을 이전시키기 때문에 역진적이라고 본다(양재진, 2020a; 

2020b; 제갈현숙, 2020).

과연 그러할까? 달리 보아야 한다. 첫째, 위의 주장은 기본소득의 ‘지급’만을 일면적으로 볼 뿐 기

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여(부담)’는 (의도적으로)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기여(부

담)’와 ‘지급’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소득은 고소득층·고자산층으로부터 저소득층·저자산

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은 ‘지급’ 면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며 ‘기여(부담)’ 면에서 위험(필요) 발생과 무관하게 ‘기여능력(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여(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에 의존함 없이 확실히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기여(부담)’도 ‘지급’도 전체 사회구성원을 아우른다는 ‘보편성’ 때문에 기본소득은 소득불

평등을 비롯한 각종 불평등의 각 개인의 격차를 전 방위적으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제를 작동

시킨다. 물론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수당 역시도 위험(필요)의 식별과 인정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특정 사회의 소득불평

등을 감소시키는 힘이나 정도는 각 제도의 급여수준과 성숙도, 수급층과 비수급층의 소득분포, 가구구

성, 수급률, 사각지대 정도 등에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기본소득이 기

존의 사회보장제도들보다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강조

지점은 현존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들이 다른 변수들과 요소들에 따라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매

우 상이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는 것과는 달리,2) ‘기여(부담)’와 ‘지급’ 면에서의 ‘보편성’이라는 특성으

로 인하여 기본소득은 다른 변수들과 요소들에 의해 크게 좌우됨 없이 소득불평등을 확실히 개선시킬 

수 있으며, 세율, 지급수준 등 몇 개의 모수들에 대한 정보만 알면 소득불평등 개선 정도에 대한 사전적 

예측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립적인 특성과 독자적인 지향을 갖는 ‘기관 없는 신

체’로서 기본소득을 파악하는 것(류보선, 2020)은 물론 여러 심오한 의미를 갖지만, 이러한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은 “자동화된 불평등”(유뱅크스, 2018)이라는 책 제

목에 기대어 달리 표현하자면, “자동화된 평등” 기제를 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양재진(2020a; 2020b)은 기존의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 복지의 원리가 위험 발생에 

따른 ‘욕구의 충족’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반면, 기본소

득은 ‘위험(필요)의 발생’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되기에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

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 역시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소득은 “수급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의 확장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소득의 보편주의는 무차별성

2)  이는 맥락에 따라서는 상대적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현존 제도들의 구체적인 구성과 배치를 단기
간에 바꾸는 것은 복지정치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기본소득의 도입과 같은 외부충격(?)이 기존 제도들에서 요구되었던 내
부개혁을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6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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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scriminateness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양재진

(2020a, p.62)의 지적 자체는 타당하다.3) 하지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

합에 기여해온 반면, 기본소득은 오히려 그것들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회부

조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부상조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도 볼 수 있지만, 복지의 수혜층과 기여층(부담층)을 날카롭게 나눔으로써 인기 없는 정책이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우리’와 ‘그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지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부상조와 사회연대, 사회통

합을 저해할 수 있다(Korpi and Palme, 1998; Gelbach and Pritchett, 2002; Kasy, 2018). 사회보험

은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은 자신의 기여를 토대로 하지만, 위험이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

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국민연금의 A값(균등부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연금 크레딧 제

도 등과 같은 요소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부상조와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 레짐에서 잘 드러나듯 이 제도의 기본적인 속성, 곧 기

존의 노동 경력과 지위, 소득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소득비례적earnings-related 속성으로 인해 강력한 

사회계층화 효과를 낳는다(Esping-Andersen, 1990). 사민주의 복지국가 레짐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기존의 제도로는 보편적인 사회수당을 꼽을 수 있

는데(Esping-Andersen, 1990), 이는 사실 위험 발생에 따른 ‘욕구의 충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권

리의 실현’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백승호, 2020). 여기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보편적인 사회수

당을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공유부 배당의 권리’와 ‘사회권의 실현’에 입각하여 전 인구층으로 전면 

확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백승호, 2020), 당연히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Kasy, 2018; Mays, 2019). 이와 관련하여, 정상훈(2020, pp.70-71)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은 이웃사촌이나 지역사회다. … 충분한 기본소득이 있다면 우리는 돈 

버는 노동에 대한 압박, ‘먹고 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타인의 아픔에 공

감하고 연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 정신이다.” 반대방향으로 보자면, 모두가 모두에게 그 어

떤 조건도 없이 보편적으로 ‘기여(부담)’는 능력에 따라 ‘급여’는 평등하게 나누자고 합의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기대는 단지 

이론적 예측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실시된 기본소득 (관련) 실험들에

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공동체효과들과 신뢰 수준의 향상 등의 실증적 증거로 일관되게 뒷받침되는 것

이기도 하다(B-MINCOME and Ajuntament de Barcelona, 2019; Kangas et al., 2019; Kela, 2020).

마지막으로 김창근(2020)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비판하며, 특히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문

제시한다. 그는 “물론 모든 사회적 노동은 ‘결합’과 ‘협력’(협업과 분업)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협업

과 분업은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협업과 분업이 아무리 생산성을 높여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더라도, 그러한 협업과 분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익을 자신들과 공유해

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협업과 분업의 방법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식과 기술 덕분이더

라도, 그러한 지식과 기술은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pp.98-

99). 또한 “노동가치론에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이윤도 노동에서 나온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

3)  이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기본소득을 ‘새로운 보편주의’를 가능케 하는, 그리고 ‘기존의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무엇’으로 평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18년 핀란드 탐페레에서 개최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2018 BIEN Congress의 제목은 “기본소득
과 새로운 보편주의: 21세기에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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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높고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모든 개별 자본의 이윤이 양인 이상, 

어떤 노동자도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가치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각주 15).4) 이

러한 사고틀을 고수할 경우, 자발적 실업자에게까지 제공되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며,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임금 이론을 이용한 고용지대 주장을 통해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당화를 꾀한 

판 파레이스의 시도에 대해 일부 타당한 비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김창근(2020)

의 주장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판 파레이스의 고용지대 주장이 기본소득론을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이 기본소득 일반에 대한 비판일 수는 없다. 기본소

득의 원천은 공유부(공통부, 공동부)이며 공유부 수익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자산의 

수익이나 또는 지식,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으로서(금민, 2020a, p. 6), 무조건적, 보

편적,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리에 맞다. 이는 자본,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연적, 사회적 ‘공통부’

(공동부, 공유부) 역시 생산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생산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강남훈, 2019; 금민, 2020a; 2020b; 류승연, 이승훈, 2020), 노동만이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하는 맑스주의적인 노동가치론의 문제의식을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본소

득론자들은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 정당성을 판 파레이스의 고용지대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강남훈

(2019), 금민(2020a; 2020b) 등이 제시한 기본소득의 원천으로서 ‘공통부’(공동부, 공유부)에서 찾는

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자,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무급노동 종사자들을 포함

하여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둘째, 노동가치론에 기반하여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 비판하는 것은 노동소득 불평등을 비

롯한 현존하는 소득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개혁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류보선

(2020, p. 29)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잉여이윤 거의 전체가 자본가에게 쌓여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이 행하는 노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몫이 과잉 계상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인류 

전체가 만들어 낸 공통의 부가 점점 더 극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유종성 외 1인(2020, 

p. 5) 역시 “오늘날 기여에 따른 몫이 공정하게 분배되기보다는 지나친 과다보상과 과소보상으로 인한 

임금과 소득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무급노동의 광범위한 존재를 고려하면 노동

을 조건으로 하고 기여를 측정하여 기여에 따른 분배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불공정과 불평등

을 인정하는 논리가 된다.”고 지적한다.

셋째,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정태적인 이해와 개인(자기) 책임 논리 역시 문제이다. 김창근(2020, 

p. 86)은 “고용노동자들의 일자리 “독점”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비자발적 실업자들일 뿐이고, 자발

적 실업자는 아니다. 즉, 자발적 실업자는 실업과 “관련된 사회구성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실

업자는 일자리가 주어져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현실에서 자발적 실업자

와 비자발적 실업자의 경계와 그 구분이 모호하고 허위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자본주

4)  맑스주의적인 노동가치론 틀 내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시각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는 너무 단순한, 통속적인 이해일 수 있다. 사
회적 총자본뿐만 아니라 개별 자본의 경우에도, 개별노동자 각각에 대해 많이 착취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 아니라 총이윤의 극대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비록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특정 자본은 분할지배전략을 써서 일부 노동자 또는 노동계층으로부
터는 그(들)의 기여나 성과에 비해 더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고서라도 다른 노동자 또는 노동계층으로부터 더 많이 착취 혹은 초
과착취를 함으로써 더 큰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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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에서, 그것도 현재와 같이 실업이 만연하고 구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은 구조적인 사

회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 게다가 마땅한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

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재의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 ‘자발적 실업자’ 역시 단순히 그 개인의 선호에 의

해서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선택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타입’ 자체가 ‘자발적 실업자’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설령 사회경제적 상

황과 무관하게 아예 (유급)노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노동의욕이 (거의) 없

는 것 역시 온전히 그 사람의 ‘자발적’ 선택과 선호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전이나 환경, 우연 등

의 그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도모히

로, 2019, 5장). 궁극적으로는, 공유부 배당론에 입각할 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기본소득의 개별성에 관한 교훈

양재진(2020a)은 소득재분배 효과 면에서 기본소득의 개인 단위 지급을 문제시한다. “그나마 개

인 단위에서 보이던 재분배 효과는 가구 단위로 기본소득 수령액을 재환산할 경우 최상층을 제외하고

는 대부분 사라진다. 개인 단위에서는 중산층 가정의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나 전업주부가 모두 저소

득이나 무소득자로 분류된다. ‘무늬만’ 저/무소득자인 이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통계적으로는 양

의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양극화가 완화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을 가구 단위로 재배치하

면 어떻게 될까? 소득재분배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p. 66) “소득활동 여부나 소득의 크기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생활수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면 양극

화 해소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저소득 혹은 무소득으로 나타나는 개인도 사실은 중산층 가구원인 경우가 

많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빈곤이 집중되어 있다. 가구원수가 많은 중산층은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

보다 기본소득을 통해 더 큰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pp. 66, 68)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할까?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자.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10%의 정률소득세를 바탕으로 연 360만 원(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로, A 가구에는 연 소득 1억 원인 a와 연 소득이 0인 b가 생활하고, B 가구에는 연 소득이 각

각 5천만 원인 c와 d가 생활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 가구와 B 가구 모두 연 소득 1억 원으로 기본소

득 지급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72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즉 가구

원수와 가구의 총소득이 모두 같은 이상, 가구 내 소득분포의 양상(저소득자나 무소득자의 존재 여부, 

가구원들의 소득 격차 등)과 관계없이 기본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동일하다.5) 만약 가구 

단위로 1,000만 원씩 세금으로 걷고 72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이 경우에도 ‘가

구 단위’에서의 소득재분배를 보자면, 기본소득의 형태로 개인 단위로 지급하나 아니면 가구 단위로 지

5) 양재진(2020a)은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고소득층 가구 내 저소득자 내지 무소득자에 주목하도록 환기한다. 그러나 그 저소득자 내
지 무소득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소득자가 기본소득 제도를 위해 기여(부담)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양재진 교
수가 빠져있는 재정적 ‘오해’, ‘환상’ 내지 ‘착시’는 말끔히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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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나 경제적 손익 면에서는 동일하다. 여기서 우리가 가구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젠더 평등을 추가

로 고려한다면? 물론 현실에서 가구 내 가구원들의 소득 격차의 크기와 상관없이 젠더 평등한 삶을 영

위하는 가구들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가구 내 가구원들의 소득이나 자원 

격차가 불균등함으로써 가구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고착화되거나 강화되는 경우에 가구 단위로 지

급되느냐 개인 단위로 지급되느냐가 어떠한 효과를 낳을 것이냐는 점이다. 예컨대 A 가구의 경우, 만약 

가구 내 가구원들의 소득 격차에 거의 비례하여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가구 

단위로 지급될 경우에는 이러한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전무한 반면, 개인 단위로 지급

될 경우에는 d의 소득이 0에서 연 360만 원으로 늘어남으로써 d가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변화

시키거나 그러한 관계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된다. ‘개인 단위’ 지급이 젠더 평등을 제

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바로 이것이다(Miller, 2017; Kasy, 2018; Miller, Yamamori and Zelleke, 

2019).

두 번째로, A 가구에는 연 소득 1억 원인 a와 연 소득이 없는 b가 살고, B 가구에는 연 소득이 각각 

5천만 원인 c와 d가 살며, C 가구에는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e가 산다고 가정하자. 위의 예와 달라진 유

일한 점은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1인 가구인 C 가구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1인당 평균

소득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가구원수 면에서는 서로 다른 가구들의 경제적 손익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A 가구와 B 가구 모두 연 소득 1억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

는 대신 72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되는 반면, C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

을 위해서는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3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가구 단위’ 면

에서, 2인 가구인 A 가구와 B 가구는 280만 원 손해인 반면, 1인 가구인 C 가구는 140만 원 손해이다. 1

인당 평균소득이 같을 경우, 가구 단위에서의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가구원수의 크기에 정확히 비례함

을 알 수 있다. ‘개인 단위’ 면에서, 2인 가구인 B 가구에 속한 c와 d, 1인 가구인 C 가구에 속한 e는 정확

히 동일하게 각각 140만 원 손해이다. 가구 내 가구원의 수에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이 동일할 경우 개

인 단위에서의 경제적 손익의 크기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es in consumption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연 소득 5천만 원이며 1인으로 구성된 C 가구(e가 생활), 연 소득 1억 원이며 4인으로 구성된 D 가구(f, 

g, h, i가 생활하며 f만이 소득을 번다고 가정), 연 소득 2,500만 원이며 1인으로 구성된 E 가구(j가 생활)

를 비교해보자. 여기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균등화지수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

구원수의 제곱근’을 채택해보자.6) 그러면 C 가구와 D 가구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균등화지수를 활용

했을 때 경제력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구에 대해 기본소득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D 가구와 E 가구를 비교함으로써 1인당 평균소득 면에서는 같지만 가구원수 면에서는 서로 다른 

가구들의 경제적 손익을 다시 한번 비교할 수 있다. 또한 C 가구와 E 가구를 비교함으로써 가구원수 면

에서는 동일하지만 1인당 평균소득 면에서는 차이가 나는 가구들의 경제적 손익을 비교할 수 있다. 위

에서도 살펴봤듯이, C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3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140만 원 손해이다. D 가구는 연 

6)  물론 ‘가구원수의 제곱근’이 가장 좋은 균등화지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장 단순하면서도 널리 쓰이는 지수라 여기서 선택되었을 
뿐이며, 다른 균등화지수를 활용하더라도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는 달라질지언정 아래 논의에서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적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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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억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1,440만 원을 기본소득으

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440만 원 이익이다. E 가구는 연 소득 2,500만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25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3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110만 원 이익이다. 균

등화소득 면에서는 C 가구와 D 가구가 동일하지만, 기본소득은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제도이기에 가구원수가 1명으로 적은 C 가구는 140만 원 손해인 반면, 가구원수가 4명

으로 많은 D 가구는 440만 원 이익인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가구 단위 지급이 아니라 개인 단위 지급이

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보았을 때 기본소득은 역진적일 수 있다고 하는 양재진(2020a)의 주장의 여러 

논거 중에서 타당한 (아마도 거의) 유일한 논거일 것이다. D와 E 가구를 비교해보면, 위에서 C 가구와 

A, B 가구를 비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평균소득이 같을 경우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가구원수에 

정확히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4명인 D 가구는 440만 원 이익/1명인 E 가구는 110만 원 이익). C와 E 

가구를 비교해보면, 가구원수가 동일할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혜택이 줄어들거나(순수혜층의 

경우) 기여(부담)가 늘어나는 반면(순기여층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혜택이 늘어나거나(순수

혜층의 경우) 기여(부담)가 줄어든다(순기여층의 경우)는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다(연 소득 5천만 원인 

C 가구는 140만 원 손해/연 소득 2,500만 원인 E 가구는 110만 원 이익).7)

위에서 10%의 정률소득세를 바탕으로 연 360만 원(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였

고,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가구원수와 가구의 총소득이 모두 같은 이상, 

가구 내 소득분포의 양상(저소득자나 무소득자의 존재 여부, 가구원들의 소득 격차 등)과 관계없이 기

본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의 크기는 동일하다. ② 1인당 평균소득이 같을 경우, 가구 단위에서의 경

제적 손익의 크기는 가구원수의 크기에 정확히 비례한다. ③ 가구 내 가구원의 수에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이 동일할 경우 개인 단위에서의 경제적 손익의 크기도 동일하다. ④ 가구원수가 동일할 경우 소득

이 높을수록 경제적 혜택이 줄어들거나(순수혜층의 경우) 기여(부담)가 늘어나는 반면(순기여층의 경

우),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혜택이 늘어나거나(순수혜층의 경우) 기여(부담)가 줄어든다(순기여층의 

경우). ⑤ ‘1인당 평균소득’이 아니라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균등

화소득’ 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의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경제적으로 불리한 반면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해진다. 이러한 특성은 세율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에서

는 언제나 성립한다. 물론 현실에서 기본소득이 정률소득세-기본소득의 형태로만 도입되는 것은 아니

며, 따라서 이렇게 발견한 5가지 사실은 일부 수정될 수 있다(“동일하다”에서 “거의 동일하다”로, “정

확히 비례한다”에서 “거의 비례한다”로). 하지만 전체 기본소득 정책패키지가 진보적, 개혁적, 해방적

인 형태일 경우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사실의 기본적인 성질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7) 양재진(2020a, p.66과 표 1)은 LAB2050 연구보고서(이원재 외, 2019)에서 제시한 ‘월 30만 원 국민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인한 가구 
형태별 손익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고자 시도한다. 우선 LAB2050에서 제시한 기본소득 모델이 기본소득 
일반을 결코 대표할 수 없으며, 이 연구보고서에서 도입한 소득재분배 효과 방법에도 문제가 많음을 지적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이건민(2019)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19) 참조). 다음으로 LAB2050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에 관한 양재진 교수의 평가에 대해서 재
평가해보자. 경제적 이익이 큰 순으로 총 5가지 가구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국민기본소득제로 인하여 ‘연소득 1억 원 4
인 가구(외벌이)’는 연 352만 6,000원 이익, ‘연소득 9,000만 원 3인 가구(맞벌이)’는 연 314만 2,000원 이익, ‘연소득 3,500만 원 노부모 
부양 3인 가구’는 연 168만 4,000원 이익, ‘무소득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가구’는 손해도 이익도 없음, ‘연소득 5,000만 원 청년 1인 가구’
는 41만 원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기본소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소득 지급액수만큼 기초연금과 생
계급여가 대체된다는 가정’에 크게 기인한 것이다. 만약 기본소득이 지급되더라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전혀 대체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연소득 3,500만 원 노부모 부양 3인 가구’는 609만 원이 더 증가하여 연 777만 4,000원 이익으로, ‘무소득 생계급여 수급
자 2인 가구’는 720만 원이 더 증가하여 연 720만 원 이익으로 바뀐다. 이렇게 될 경우, 이들 두 가구의 경제적 이익은 각각 1위와 2위
로 올라서며 3위의 두 배 이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도외시한 채 마치 ‘기본소득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가구 단위로 볼 때 기본
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미약해진다거나 심지어 역진적이라고 보는 양재진 교수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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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의 논의는 전체 기본소득 정책패키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인당 평균소득’이 아니라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균등화지

수를 적용한 ‘균등화소득’ 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의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경제적으로 불리한 반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해진다는 점,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가구원수가 적으며 고소득

층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은 경향이 있다는 사회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까? 혹자

는 이러한 사실을 들면서, 기본소득을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급여 지급액도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

재한다. 하지만 필자는 아래의 이유로 (비록 연령 범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는 열려 있기

는 하지만)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하며 급여 지급액 면에서도 가구원수

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기본소득

의 원천은 공유부(공통부, 공동부)이며 공유부 수익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자산의 수

익이나 또는 지식,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으로서(금민, 2020a, p. 6), 무조건적, 보편

적,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리에 맞다. 둘째, 가족의 형성을 촉진할 유인을 만드느냐 가족의 해체

를 촉진할 유인을 만드느냐의 이슈에서 개인 단위로 균등 지급하는 것이 낫다. 가구원수는 고정불변의 

것이 결코 아니며,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본소득의 경우 가구원수가 늘어날

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함께 생활할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Miller, 

2017). 셋째, 기본소득은 진공 상태에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며,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그리

고/ 또는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정책이 이미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기본소득마저 가구 단위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넷째, 기본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니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거나 그러한 정책을 늘리는 방식 일변도로 나아가는 것은 생태·환경을 고려했

을 때에도 부적절하다. 예컨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많이 만드는 

식으로만 대처하는 것은 1인 가구의 1인당 에너지 소비가 2인 이상 가구의 그것에 비해 많다(김민경, 남

현정, 정명구, 2020)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은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함께 생활할 유인을 낳는 제도라는 점에

서 1인 가구 급증 현상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보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본소득의 개별성은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성, 정기성이라는 다른 속성들과 결

합하여 기본소득이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향한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새로운 기획이 되게끔 하는데, 이

에 대해서는 아래의 ‘현금성’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3. 기본소득의 현금성에 관한 교훈

양재진(2020a, pp. 68-71)은 기본소득의 현금 지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현금은 오·남용

되기 쉽고,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회서비스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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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급여와 사회서비스 비중 면에서 현금의 비중이 매우 커지는 경도된 복지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비

판이다.

이러한 세 가지 비판에 대해 하나씩 반비판해보자. 기본소득 또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현금

이 지급되더라도 수급자들이 현금을 오·남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기본소득 관련 전 세계 실험들

과 브레흐만(2017) 등에서 잘 보여주었으므로 여기서는 재론하지 않겠다. 첫 번째로, 어느 사회에서나 

현금을 오·남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오·남용 가능성을 들어 기

본소득의 현금성을 공격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현금소득이라는 점에

서는 기본소득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사회수당, 공공부조, 공적연금,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는” 오·

남용 가능성을 들어 그것들의 현금성을 문제 삼지는 않기 때문이다(이건민, 2017). “모두의 몫을 모두

에게”(금민, 2020b) 돌려주는 정당한 권리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본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회서비스가 후퇴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

도록 경계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이렇게 되리라고 미리 상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부당전제의 오

류를 범하는 것이다(이건민, 2020b, p. 110). “코르피와 팔메가 보여준 바와 마찬가지로, 동태적으로 

볼 때 복지지출을 위한 예산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며,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한 문진영, 김윤영

(2015)의 연구는 “장기적으로 볼 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보완관계가 있

음을, 즉 어느 하나의 증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하나의 증가를 견인하는 관계Granger causality가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이건민, 2017).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기본소득과 공공사회

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공공사회서비스가 전면적으

로 시장화된다면, 기본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의 액수는 (동태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만약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저렴한 액수라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공사회서비스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에 접근하는 데 일정 정도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증진하고 범죄가 

감소하며 사회갈등이 줄어들고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진다면, 공공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

용은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공공사회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이건민, 2020b, p.110).

세 번째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 비중 면에서 현금급여의 비중이 매우 

커지는 경도된 복지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자. ‘GDP 대비 현금급여 지출’을 한 

축으로 ‘GDP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을 다른 한 축으로 할 때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가 남유

럽보다도 훨씬 더 치우친 현금급여 중심 복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윤홍식(2017)에서 이미 제기

된 바 있다. 이러한 우려 제기 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정태적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더욱 그

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를 잘못 이해할 경우, 마치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복지체제가 남유럽형에 가깝게 될 것이다’라는 그릇된 인상이나 인식에 빠질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에 속한 제도들이 하나가 아니듯, 현금급여에 속하는 제도들도 하나

가 아니다. 여기서 ‘GDP 대비 현금급여의 비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금급여의 구성’이 중요하

다. 남유럽형 복지체제는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비중이 큰 복지체제로, 이로 인해 사회계층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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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복지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와 사회통합 정도

도 사민주의 체제에 속한 국가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기본소득의 ‘보편성’으로 인하여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와 사

회통합 정도도 향상하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공공사회서비스를 확대하거나 확충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여기서 개별 제도나 정책 수준에서의 ‘보편성’이 한 국가의 복지체제 전반의 

‘보편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김영순, 2012). 하지만 기존의 사회

보장제도를 대폭으로 대체하거나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동반하여 새로운 

보편주의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1층으로 튼튼히 쌓아올리는 방안(백승호, 2020; 유종성, 2020)이 보편

적 복지체제를 강화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상술한 기본소득의 ‘보편성’

이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현금급여로서 기본소득 지급보다는 사회서비스 형태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양재진(2020a, 각주 3)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본소득론자의 주장대로 공유부를 모두가 똑같은 액

수로 나누어 갖기 위해서는 현금급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공유부의 분배에서 사회서비스의 수

혜 기회를 동일하게 받는 형식으로 나누는 것도 시민권으로서 기본소득 배분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UBS가 우

리 시대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논자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 논리이기도 하다(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Gough, 2019; Coote, 2021).

주요한 사회서비스가 반드시 ‘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무료free at the point of use’여야 한다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주창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지만, 보편적 기본소득만이 필요한 것이 아

니며 공공사회서비스의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우리는 여기서 보편적 기

본서비스와 관련한 후속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에는 유보적 또는 적대적 입장을 취한 것과

는 달리(Coote, Kasliwal and Percy, 2019; Coote, 2021),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관련한 최초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보편적 기본소득을 병행해서 발전해야 할 상호보완적인 정책으

로 이해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Porter, Reed and Percy, 2017). 그들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옹호자들은 자유와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화폐적 분배를 필요로 하는 개인적인 필요, 

그리고 특수한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Porter, Reed 

and Percy, 2017, pp. 13, 51).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유, 자립, 자율성, 선택, 권한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본

소득의 ‘현금성’이 갖는 장점은 결코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Huws, 2020; Standing, 2020). 

Standing(2020)은 기본소득은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Huws(2020)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이 개인의 자립과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젠더평등에 기여하고, 

낙인효과, 오류, 시간 지체를 낳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분배할 수 

있으며, 빈곤, 사회연대, 노동, 일자리의 질, 산업구조, 자립과 존엄성,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바람직

한 변화를 이끌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관료조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

는 힘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상훈(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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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39-40)의 지적 역시 경청할 만하다. “기본소득은 사전성을 갖는다. 이것은 다른 공공사회복지서비

스와 크게 다른 특징이다. 사실 젊고 건강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 성인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혜

택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나이가 들거나 병이 나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야 사회복지서비스가 등

장한다. ‘일이 벌어지면’ 그때 도와준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먼저’ 모두에게 지급된다. 사후적으로 돕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원상회복’이 목표다. 물론 이런 공공서비스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데 기본소득

은 사람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 누구라도 역

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문학은 개인의 자유, 자립, 자율성, 선택, 권한을 제고함으로써 여러 차원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기

본소득의 해방적 잠재력을 가장 직관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 양선형

(2020)은 기본소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본과 문학이 동떨어져 있고 작업자의 

가난이란 불가피하다는 식의 인식은 현장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생계의 책임과 부채를 온전히 떠

맡”기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적 진전을 가로막는 회피의 수사로 활용된다”는 그의 지적

(pp. 62-63)과 “문학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준 현재의 제도에 타성적으로 귀속

되지 말고 성공한 사람들의 위치에 걸맞는 책임, 제도적인 진전을 위한 모색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p. 64)에서 필자는 기본소득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그의 지적과 요구는 

비단 문학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전 영역에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가

능케 하는 기본조건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이를 4일만에 거의 다 써 버린 경험과 관련하여 이다희

(2020)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일 동안 나를 둘러싼 공기가 부드러워졌고, 나는 마주치는 사람들과 

상냥한 미소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첫 시집 발간을 앞두고 그 무게감에 한껏 예민해

져있었지만, 4일 동안은 예민한 내 마음이 조금 견딜 만하다고 느껴졌다. 소비 계획을 세운 적이 없음에

도 모든 소비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나에게 그 4일은 묘한 진공 상태로 느껴졌다”(p. 68). 그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기본소득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우리는 일회성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단기

간에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맞이한 그의 모습을 통해 정기적인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우리 각자의 생활

에 얼마나 경이로운 전환이 찾아올지를 자연스레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임정균(2020)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복지에 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

었”으며, “특정 이념에 기대지 않고, 순수하게 내 마음에 끌리는 복지정책이나, 정책의 기조, 주장들은 

결국 나의 생활 조건에 유리한 것들임이 자명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분배, 그것이 정의인가 

생각해 보게 된다”고 말한다(p. 76). 또한 “생계에 문제가 없다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이걸 노동

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of labour라고도 부르는 모양인데 보편적 복지가 행해지면 가능한 일이라

고 한다. 그걸 뭐라고 부르든,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아니, 무슨 일이든 좋아서 하고 싶다.”라고 

말한다(p. 77). 필자는 이에 크게 공감하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은 미래 사회보장제도 및 복

지국가의 상을 7에서 짧게나마 제시해보았다.

류보선(2020)은 기본소득이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지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려 구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의 원리가 ‘개인이 만든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

이 만들어 낸 것 중 상당 부분까지도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현재의 분배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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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기 때문이”며(pp. 28-29), 기본소득이 “나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고 나서” “‘기

관 없는 신체’로서의 독자적 지향점을 향해 작동하는 정책이” 되었기 때문이다(p. 32). 그는 ‘기관 없는 

신체’라는 속성 때문에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체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식

하고 있으며, 기존의 이해타산적이고 냉소적인 현존재들의 심상과 ‘구별 짓기’라는 통치성의 원리가 강

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을뿐더러 설령 현실에서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논리와 원리에 기반한 실천들과 구조들로 인해서 기대했던 변화들이 제대로 발

현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도 이해하고 있다(pp. 34-35). 그럼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또는 크게) 보

인다고 해서 바람직한 변화와 전환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현실주의와 냉소

주의, 불간섭주의와 대기주의에 빠져 ‘신중한 무위’로 일관하는 태도는 그 자체가 이미 커다란 실패이

며 더 큰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류보선(2020, p. 36)의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기본소득은 불가능성과 가능성 사이에 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다. 설

사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구체화, 

현실화시키려면 기본소득이라는 단절 혹은 전회가 없을 경우 지구 전체가 직면할 재난적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응시와 정의로운 분배가 가져올 전미래에 대한 명랑한 전망과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한지 모른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에 지젝은 “역설적이지만 재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재난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 “예방행동(‘선제공격’)의 발상을 과감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말한 적

이 있다. “참된 행위는 그에 관해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투명한 상황 속의 전략적 개입이 결

코 아니며, 오히려 참된 행위가 지식의 틈새를 메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상상을 현실화시켜야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도래하지 않는

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지구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행위이며, 비록 기본소득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그 참된 행위의 반복이 결국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 

세상을 도래시킬 수 있겠기 때문이다.”

4. 기본소득의 정기성에 관한 교훈

이일영(2020)은 김종철(2017; 2020)의 영향을 받아 기본자산을 “생산적 활용에 필요한 공유 자

산”으로 재정의하면서, 동아시아 모델이 기존의 대기업 중심 산업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기본자산제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

한 “기본자산은 자원의 탕진을 막고 사회적 상속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주거, 교육, 토지(농지) 

등 실물 또는 서비스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p. 143)고 보며, 그 세부방안으로 청년 주거 기

본자산제, 청년 갭이어 제도, 청년 농지 기본자산제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가 제안하는 ‘청년 기본자산제’가, 그리고 기본자산제 일반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청년 기본자산제’는 기

본소득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감소시키는 힘이 약할 것으로 보인

다. 정책이 겨냥하는 대상의 범위, 정책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 시스템의 범위, 정책이 미치는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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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범위 모두에서 그러하다.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알바레도 외, 2018)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졌으며, 

이는 국가의 자산 중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의 증가(공공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의 감소)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a). 이를 감안한다면, 민간에

서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자산을 재분배함으로써 자산과 소득의 고른 재분배를 꾀하고자 하는 

기본자산과 같은 기획보다는 사회 전체의 자산 중에서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줄이고 공공이 차

지하는 비중을 높이면서 이를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기획(기본소득; 

특히나 공통부기금 조성이나 공유지분권 설정과 결합한 기본소득)이 자산과 소득을 더 효과적으로, 효

율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일 것으로 보인다(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b). 기본자산론자들은 자산재

분배 효과를 기본자산의 커다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기본자산은 민간자산 대비 공공자산

의 비중을 높이지는 못한다는 점, 그리고 민간 부문 내에서 자산을 재분배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불평등이 다시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자산제를 통한 자산재분배 효과는 기

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기본자산으로 지급되는 지급액 수준이 낮거나 자산에 대한 누진적인 

과세 방안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한계는 더욱 뚜렷해진다(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20).

둘째, 현재 청년 문제의 해결법을 청년들이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원과 기회를 제공

하는 것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청년들이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게끔 ‘청

년 기본자산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동아시아 모델에 내재한 농업, 자영업, 건설업, 중소 제조업 등 소

경영적 영역의 현대화와 안정화를 도모”(이일영, 2020, p.143)할 수 있다는 기대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

다. 청년의 실업 및 니트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청

년 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변화만을 꾀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시구조적, 종합적 접근이 요구될 것

이다.

셋째, 자원의 탕진을 막기 위해 실물 또는 서비스 형태로만, 그것도 특정 용처로 제한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부장적이며 기본자산 주창자들이 강조하는 ‘거시 자유macro-freedom’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애커만, 알스톳, 2010). 현 시점에서 개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나 정

책결정자들이 아니라 바로 개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용처 제한은 돌봄, 

희귀·난치 질환 치료 등 개인에 따라서는 현재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자산의 활용법을 원천적으로 불

가능하게 한다(서정희, 2021). 또한 ‘생산적 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고이율 악성부채에 대한 조기 상환

의 가능성도 가로막음으로써, 어떤 청년의 경우 용처 제한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서보다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삶의 불안정성과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즉 용처 제한 조치가 없었더라면 기본자산

을 이용하여 당장에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갚음으로써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었을 고율의 부채를 짊어

진 어떤 개인의 경우, 용처 제한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높은 부채 부담을 떠안은 채 생활해야만 한다.

넷째, ‘생산적 활용’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고 허위적일 뿐더러,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을 

구분한 후 전자만을 허용하면서 특권화하는 방식은 생산주의와 성장주의라고 하는 기존의 질서에 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기 쉽다. 그리고 생산주의와 성장주의의 이러한 고수는 현재의 극

심한 노동, 생태, 젠더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기본소득과는 달리 기본자산제의 구상에서는 노동, 생태, 젠더 등의 차원에서 사회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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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전환을 추동하겠다는 기획이 체계적으로 누락되어 있다. 물론 ‘청년 농지 기본자산제’가 지속가능

한 생태 농업의 주체를 육성함으로써 생태적 전환에 일부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생태세-생태배당, 국

토보유세-토지배당, ‘농민기본소득’(농업참여소득), 생태적 농업에 대한 지원 등의 종합적인 정책패키

지를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 진영의 그것에 비할 바는 아니다.

여섯째, 기본자산제(기본자산제도의 일반적 형태이든, 김종철(2017; 2020), 이일영(2020) 식의 변

형된 형태이든)는 지분이 소진된 이후의 삶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며, 기본소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다(서정희, 2021). 기본소득을 통해 삶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기본자산제 지지자들이 희망하는 자립적이고 생산적인 주체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기본자산은 기본소득을 필요로 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5. 기본소득의 충분성에 관한 교훈

기본소득의 충분성에 관한 교훈은 최초 도입 시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계유지에 충분하지 

않은 액수의 부분기본소득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지만 종국에는 생계 영위

에 충분한 액수의 완전기본소득이 되어야 기본소득의 해방적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은 어찌 보면 조금 모순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모순이 아니다. 오히려 이 둘이 함께 할 때 이른

바 ‘기본소득의 불가능성 정리’를 들어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

다. 여기서 ‘불가능성 정리’란 “기본소득은 지급수준이 너무 낮아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거나, 지급

수준이 너무 높아서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다”라는 주장이다(Groot, 2004). 즉 너무 낮은 액수의 

기본소득은 사회적 최저선social minimum으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지지받기 어려우며, 너무 높은 액수의 

기본소득은 노동공급을 급격히 줄임으로써 경제적,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건민, 2017). 이러한 ‘불가능성 정리’는 부분기본소득과 완전기본소득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으로써 기본소득 전체를 비판하거나 기각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논리 중 하나다.

처음부터 충분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실현되기 어려

울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작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따라서 ‘불가능성 정리’에 대해서 우리는 당장에 도입될 수 있는 부분기본소득

도 기본소득과 정합적인 다른 제도들과 함께 할 때 저소득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승호(2020, 표 2)는 2020년 기준으로 현행 

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 추가 모델에서의 수급액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월 30만 원이라는 낮은 수준

의 기본소득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재보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많은 논자들이 여전히 기본소득을 ‘탈노동’ 혹은 ‘탈노동화delaborization’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서, 기본소득을 기술의 발전과 소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세적이고 소극적

인 대응으로 위치 짓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양재진, 2020a, pp. 71-74; 임운택, 2020, pp. 86-90; 제

갈현숙, 2020, pp. 145-147).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는 문제가 많다. 첫째,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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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인 논리는 사회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바로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찾아진다(금민, 2020b; 

Standing, 2017, Ch.9; 2020). 기본소득은 사회적 상속의 원리에 따른 커먼즈 배당으로서, 커먼즈로

부터 발생하는 정당한 몫을 모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금민, 2020b; Standing, 2020). 또한 기본소득

은 다른 정책대안들에 비해서 사회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다섯 가지 사회정의 원칙, 곧 보장차등 원칙, 

가부장주의 검증 원칙, 자선이 아닌 권리 원칙, 생태적 제약 원칙, 존엄한 일 원칙을 가장 잘 충족시킨다

(Standing, 2017, Ch.9).

둘째, 기본소득은 결코 기술진보에 대한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술

진보의 과실을 일부가 독점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기술진보의 성과 중 모두의 기여 혹은 몫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자는 기획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기술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가 개인에게 해왔던 방식, 즉 그것의 성과는 전혀 분배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각 개인이나 가구에게 차

별적으로 미치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교육, 훈련 등에서 가부장적인 

개입으로 일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기본소득은 각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 

훈련, 역량 등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사회투자’라 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을 ‘탈노동’ 혹은 ‘탈노동화’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탈노

동사회에서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탈노동사회에서도 기본소득은 필요하지 않다.”, “기본소득

은 탈노동 개념에 적합하다.”, “기본소득은 탈노동을 초래한다.” 등의 주장, 명제 혹은 프레임에 갇혀

서 사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독자들 역시 이러한 주장, 명제 혹은 프레임에서 기본소득

을 사고할 것을 주문하고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일차

적으로 사회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정의에서 발견됨은 위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탈노동사회가 도

래하기 이전인 지금 여기에서도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에 노동, 생태, 젠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

인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Desai and Palermo, 2019; Gilbert, Huws and Yi, 2019; Howard, Pinto 

and Schachtschneider, 2019; Mays, 2019; Miller, Yamamori and Zelleke, 2019), 노동, 생태, 젠

더 등의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Huws, 2020; Standing, 

현행 소득보장제도(A) A+30만 원 기본소득
생계급여 (1인) 월 52만 원 월 52~82만 원
                      (2인) 월 90만 원 월 90~120만 원
                      (3인) 월 116만 원 월 116~146만 원
기초연금 월 30만 원 월 30~6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월 40만 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6개월 동안)
6개월 이후는 없음

월 50~80만 원(6개월 동안)
6개월 이후는 30만 원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연간 150만 원 연간 360~510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연간 260만 원 연간 360~62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연간 300만 원 연간 360~660만 원

실업급여 정규직 월 평균 198만 원(210일)
비정규직 월 평균 180만 원(150일)

정규직 월 228(198+30)만 원
비정규직 월 210(180+30)만 원

<표 > 현행 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 추가 모델에서의 수급액(2020년 기준)

출처: 백승호(2020,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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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아울러 최소소비수준에 미달하는 액수의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을 (급격히) 감소시키리라고 

볼 수 없음은 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그리고 2008~2009년 나미비아 실험, 2012~2014년 인도 실

험, 2017~2018년 핀란드 실험,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의 사례 등 기본소득과 관련한 전 세계 실험이

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Haarmann et al, 2009; Davala et al., 2015; Jones and 

Marinescu, 2018; Yi, 2018; Gilbert, Huws and Yi, 2019; Kela, 2020). 더군다나 노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특히나 개인적으로/사회적으로 흥미롭거나 보람 있거나 바람직한 노동의 경우), 노동으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 인정과 소속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비화폐적 보상, 삶의 의미와 재미, 흥미를 추구

하고자 하는 인간 고유의 본성 등을 감안할 경우,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에서조차 사람들은 자신의 노

동공급을 (크게) 줄이지 않을지 모른다(Gilbert, Huws and Yi, 2019).

진형익, 이미숙(2020)이 제시한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도 이에 조응한다. 이들은 한국갤럽에 의뢰

하여 전국의 만 19~64세 성인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조사 형태로 설문조

사를 수행해서, 총 905명의 응답자료를 확보했다. 설문문항 중에는 “본인의 경우 매월 얼마의 기본소

득이 지급될 때 일을 그만둘 것으로 생각하는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진형익, 이미숙(2020: 그림 5)에 

따르면, “본인의 경우 매월 얼마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 일을 그만둘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

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본소득 지급액수가 월 50만 원 미만인 경우 1.2%, 월 50만 원~100만 원 미만인 

경우 1.8%, 월 100만 원~150만 원 미만인 경우 7.2%, 월 150만 원~200만 원 미만인 경우 13.8%, 월 

200만 원~250만 원 미만인 경우 16.5%, 월 250만 원~300만 원 미만인 경우 9.6%, 월 300만 원 이상

인 경우 21.5%가 일을 그만둘 것으로 예상했으며, 28.4%는 기본소득 지급수준과 관계없이 일을 그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비록 ‘intensive margin’(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얼마나 오래 일할 것

인지)은 직접 확인할 수 없고 ‘extensive margin’(노동시장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응답자들은 

세율 인상으로 인한 대체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효과만을 염두에 두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노동공급을 늘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묻고 있

지 않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월 1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약 4%의 사람들만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응

답한 조사결과는 기본소득 지급액수에 따른 노동공급 반응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총량적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노동공급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좋은 노동,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 그 자체로 매력이 있으며 내재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노동은 장려하고 증가시

키는 반면, 열악한 노동, 자신에게 맞지 않는 노동, 그 자체로는 매력이 없으나 화폐적 보상에 기초한 외

재적 동기를 갖는 노동은 장려하지 않으며 감소시”킨다는 사실이다(이건민, 2020b, pp. 114-115). 이

를 감안할 때, “기본소득은 탈노동 개념에 적합하다”거나 “기본소득은 탈노동을 초래한다”라는 식의 

주장은 “(유급)노동을 단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지”니며 “서로 다

른 성격의 노동에 대해 상이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다(이건

민, 2020b, p. 115). 

끝으로, 비록 기본소득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기본소득의 해방적 효과가 현실에서 제대로 실

현되기 위해서는 완전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을 뚜렷하게 지향하면서 결국에는 기본소득의 충분성을 충

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훈(2020, p. 70)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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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분성이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나는 기본소득이 ‘얼마 안 되는 돈’이 아니라 충분한 수

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또다른 특징인 ‘충분성’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액수여야 한다는 뜻이다. 충분성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

에서도 의견 차이가 크다. 처음부터 충분한 액수를 고집하면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

만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충분하지 않은 기본소득은 그 장점 대부분을 잃기 때문이다.”

6. 부분으로 전체를 흔드는 기본소득 비판에 관한 교훈: 기존 제도들의 ‘정명’ 개혁을 
가능케 하는 기본소득, 그리고 전체 그림을 보아야 할 이유

윤형중(2021)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환상일 뿐이며 증세를 동반한 기본소득도 단지 순수혜층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정치적 지지와 실현가능성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최한수 교수의 칼

럼(2021)에 대한 비판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

만, 전제를 잊은 채 결론을 일반화하거나, 기본소득의 일면만을 보고 비판하는 식의 기본소득 찬반 논

쟁도 보다 진화할 필요가 있다.”

그의 지적과 같이, 기본소득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서 비판론·반대론을 제

기하는 방식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부분이나 지엽적인 것으로 전체를 흔들고

자 하는 방식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첫째, 양재진(2020a; 2020b)과 제갈현숙(2020, pp. 135, 139, 143, 147)은 기본소득이 ‘균등급여’

이므로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균등급여’만으로 기본소득을 특징짓는 것은 

기본소득의 일면만을 바라본 것이며,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비례적 또는 누진적 과세까지 함께 종합적

으로 고려한다면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미하므로 기본소득은 불평등 문제의 대안일 수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또한 소득불평등은 ‘절대적 소득격차’가 아니라 ‘상대적 소득비중’으로 측정되

므로, ‘균등급여’라는 측면만 보더라도 그 액수가 커질수록 불평등 개선 효과가 상당할 수 있음은 물론

이다(이건민, 2020a). 더 큰 틀에서 보자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유의미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튼튼

한 1층으로 얹는 방식의 개혁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제도를 줄이고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유력한 방안이다(백승호, 2020).

둘째,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이루어지는/이루어질 수 있는 조정이나 개혁 중 일부분에만 주목하면

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방식이 발견된다(양재진, 2020a; 2020b; 제갈현숙, 2020). 제갈현숙(2020, 

pp. 138-139)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서 생계급여,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의 A값(균등부

분)이 대체되는 방안을 문제시한다.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역진성을 논하면서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지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A값 부분의 대체’뿐이다.8)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인

한 효과는 (의도적으로) 간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합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는 가로막힌다.

더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생계급여 및 국

8)  비록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A값 부분의 대체 문제(기본소득 
지급액수가 증가하더라도 전혀 대체하지 않을 것이냐, 기본소득 지급액수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대체할 것이냐)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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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의 A값 대체 등을 제안했던 것은 큰 틀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그리고 그러한 개혁의 중요

한 원칙 중 하나로서 기존 제도의 ‘정명’ 개혁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완전고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이에 기반한 사회보험 제도도 흔들리게 되고 이로 인해 자산조

사 기반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Atkinson(1996) 등에 

의해 적실히 지적된 바 있다.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은 전체 사회보장제

도, 사회,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 빈곤의 덫, 실업

의 덫, 복지의 덫, 불안정성의 덫, 불확실성의 덫, 저축의 덫, 별거의 덫 등에 빠진 수급자 및 수급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9)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이행에 따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지지자

들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를 이른바 복지국가(자본주

의) 황금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보장제도의 ‘주’가 아니라 ‘부’가 되게끔 하는, 더 나아가서는 이에 

대한 의존성을 상당히 줄이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고 있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부조제도의 기준을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선

별과정의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면서 할당 대상의 범위와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적용한다면, 잔여주의

적 속성을 탈각시킬 수 있다”는 제갈현숙(2020, p. 144)의 주장은 그의 기대와 같은 방식으로의 공공부

조 개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에 역행하는 구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에서 1층의 기본소득 바로 위에 위치하는 2층에서 기존의 

사회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백승호, 2020; 유

종성, 2020)과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사회보험은 원래의 소득비례적earnings-related 속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세대 간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익비가 1이 되도록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자

는 구상(유종성, 2020)은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각 제도의 ‘정명’을 찾으면서도 빈곤과 불평등, 사각

지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 개

혁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층의 기본소득은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2층의 소득보험은 기

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중산층을 비롯한 전 사회계층의 자신의 기여에 따른 소득

보장 욕구 충족 기능을 일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1층의 기본소득이 충분한 액수로 자

리 잡기 전까지는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가 기본소득과 함께 1층에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1, 2층이 안

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응당 이와 더불어 교육, 돌봄, 의료, 주거 등 사회서비스의 강

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백승호, 2020). 따라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의 A값을 대체하

겠다는 구상(김교성 외, 2017) 역시 이러한 전체 그림 하에서 제시된 것이라는 점이 이해될 필요가 있

다. 국민연금의 A값 대체 그 자체만으로 보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소득

의 도입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기여 기간이 적음으로써 국민연금으로부터 실

질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포괄함으로써 현재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 

잘 작동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소득비례적 성격의 강화 및 수익비 1로의 개혁은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줄임으로써 제도의 정치적 지지를 높이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존 사회

보험의 소득보험으로의 전환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사회보

9)  “‘진짜 불쌍한 사람’만 지원하자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는 박정훈(2020)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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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부분으로 전체를 흔들고자 하는 방식이 발

견된다. 전승훈(2020)은 안정적인 액수의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증세 방안, 비과세 감면 

정비, 재정지출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한 후, 단기간에 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는 것은 재정적

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짓는다. 그중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가 실제로는 결코 녹록치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

승훈, 2020, pp. 153-154). 하지만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증세 방안에 대한 그의 주장과 논거에서는 그 

자체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뿐더러, 여러 부분으로 쪼개어 유의미한 액수의 재원 마련의 불가

능성을 논의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이 발견된다(전승훈, 2020, pp. 153-159).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그는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특

정 분야 재정 지출을 줄이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발표된 국방 중

기 계획’, ‘한국판 뉴딜’ 등과 같은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

서, 기존의 재정 지출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한다(전승훈, 2020, p. 

153). 하지만 비록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5년이나 10년에 걸쳐 조세부담 중 공공사회지출의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재정지출구조 개혁만으로 GDP의 5%에 상당하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유종성, 2020, p. 98; 2021, p. 15). 소득세 증세와 관련하여, 그는 “우리나라 소

득세 최고 세율이 낮은 편이 아니고, 과표 구간 수도 적은 편이 아니”며 “지난 10년간 고소득층을 중심

으로 소득세 부담을 빠르게 증가시켜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득세수를 증가시키는 증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전승훈, 2020, p. 157). 또한 “전체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증세” 역시도 “전체 근로소득자 중 40% 이상이 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근로 

소득자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세율 인상 등을 통해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

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한다(전승훈, 2020, p.158). 이러한 그의 주장과 논거에서 고려되지 않

고 있는 것은 모든 개인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강남훈, 2019; 

유종성, 2020; 2021)은 면세구간 없이, 개인소득 중에서 누락되는 소득원천 없이 개인소득을 과세대상

으로 포괄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득세율 증가가 기본소득 지급

과 연동될 경우 소득이 낮은 개인들과 가구들은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유의

미한 액수의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단기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주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반박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기본소득 재원 모델을 하나 이상 제시하

는 것일 테다. 그리고 이는 이미 강남훈(2019)과 유종성(2020; 2021)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행된 바 

있다.

7.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관한 교훈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 구멍 나거나 낡거나 닳은 부분을 덧대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며 “현재의 

복지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김공회(2020)나 양재진(2020a; 2020b) 식의 시각은 

현존하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를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며 앞으로의 복지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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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도 바람직한 형태로 마음껏 바꿀 수 있는 식으로 사고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우리가 개별 사회복지제도가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제도’를 놓고 기본소득과 비교할 경우에는, 양

재진(2020a, p.66)과 같이 “1/n로 모두 나누어 갖는 기본소득보다, 복지급여가 훨씬 후하”며 “복지급

여 방식의 재분배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결코 일반화하여 용감하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기각은 반례 하나만을 들면 충분하다. 유종성(2020)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을 뿐더러 기본소득의 도입과 사회보험의 소득보험으로의 

전환 등의 개혁 없이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사각지대가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

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이 지속될 경우 미래에도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할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Yi(2020)는 현재 우리나라 조세급여체계tax 

and transfer system의 지니계수 개선율과 동일한 수준의 지니계수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정률소득세-기본

소득 정책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에서 요구되는 재원의 GDP 대비 비율이 GDP 대비 공공사

회복지지출 비율보다 더 낮음을 보인 바 있다. 다음으로 개별 제도 차원에서 향후 미래 전망을 해보더

라도, 유종성(2020)의 지적과 같이 현존하는 사회보험은 소득보험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노동시장

의 이중구조와 성과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

하기 어렵다. 현존하는 사회부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급층과 비수급층으로 이분화되는 인기 없

는 정책이라 정치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진다(Korpi and Palme, 1998; Gelbach and Pritchett, 2002; 

Kasy, 2018).10) 게다가 수급 기준선 직전과 직후의 소득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의 발생가능성(유종성, 

2020; Yi, 2020)으로 인하여 양재진(2020a; 2020b)이 사고하는 방식의 ‘두터운 지원’이 애초에 불가능

할뿐더러, 소득역전 현상을 용인할 경우에조차 구직노력, (더 오랜 시간의) 노동참여 등 여러 가지 ‘조건

성’이 따라붙기 마련이다(Yi, 2020).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그렇게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편적인 사회수당이 확대되지 않는 한), 단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증

가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빈곤 완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일 것이다.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과 평가에 대한 김공회(2020)의 시각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김

공회(2020)는 삶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되었을 때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전면에 부상해왔으나 자본

주의는 ‘임노동의 전면화’로,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으로 대응해왔음을 환기한다. 그리고 그는 ‘계급

투쟁의 장’으로서 복지국가는 ‘임금소득’, ‘국가의 현물성 복지서비스’, ‘공적 이전소득’ 등 삶의 재생산 

전 영역에 걸쳐서 사고하고 개입한다는 점에서 ‘공적 이전소득’에 국한되며 이에 대해서만 사고하고 개

입하고자 하는 기본소득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며, 앞으로의 복지국가는 현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으

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시야와 해방성을 ‘공적 현금이전’에 국한시키는 것은 기본소득을 비

판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에서만 그러할 뿐이다. 기본소득(의 시야와 해방성)은 현존하는 ‘공적 이전소

득’ 자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임금소득’, ‘국가의 현물성 복지서비스’, ‘공적 이전소득’ 모두의 변화를 겨

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의 시야와 해방성)은 생산과 재생산 영역 자체와 그것에 대한 우리

의 사고 자체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노동, 생태, 젠더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평등하고 삶의 

10) 행정학과 교수임에도 기본소득과 현존 사회보장제도의 정책효과를 비교하는 분석에서 양재진(2020a; 2020b)은 ‘행정’을 (의도적으
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을 매표를 위한 포퓰리즘 수단으로만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정치’적 요소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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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건강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추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언급에서 그나마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은 공적 현금이전에 속한다’뿐이며, 결국 당연하면서

도 어찌 보면 굳이 언급하거나 강조할 필요가 없는 문장만이 남는 셈이다.

양재진(2020)과 김공회(2020)는 모두 복지국가가 ‘무의 상태’에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기 이

래로 규제 완화, 노동 및 사회 보호 후퇴 등을 통해 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변화함과 동시

에 보편적 복지가 후퇴하는 대신 ‘고용중심적 복지정책’(홍민기 외, 2013)이 강화되어온 현실의 조건 

하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침묵한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노동과 

복지의 연계성을 한층 더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의 필요에 맞게 노동력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반면 빈

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왔으며, 기본소득은 이를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기획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와 파악 없이, 

“현재의 복지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단순히 주장하거나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도

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소득과 ‘노동의 권리’와의 관계, 기본소득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행의 관계에 관한 

임운택(2020)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제갈현숙(2020)도 이와 유사한 시각을 드러낸다). 우선 그는 기

본소득과 ‘노동의 권리’를 대립적/경쟁적/양자택일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노동의 권

리’ 언급 시 ‘노동’을 ‘임노동’으로 특권화하고 있다. 노동의 형태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무조건적

으로 보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으

며,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불안정한, 열악한 지위에 놓인 노동자들과 비자발적 실업자들, 무급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긴요하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Standing, 2011; 2017; 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Kasy, 2018). 기본소득은 ‘노동의 권리’ 보장에 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사고, 기본소득과 ‘노동의 권리’는 상호배치된다는 사고,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와 ‘노동의 권리’에 대

한 요구가 힘과 권력, 정치에 대한 ‘영합 게임’zero-sum game에 놓여 있으므로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낫

다는 사고 등은 낡았을 뿐만 아니라 해로울 수 있으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임운택(2020)

이나 제갈현숙(2020)과는 반대로, Huws(2020)는 기본소득과 노동의 권리가 상호 도움이 되고 함께 

해야만 하며 양자 모두가 21세기 복지국가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훌륭한 시각을 보여준다. 기본

소득에 대한 요구/정치와 ‘노동의 권리’에 대한 요구/정치는 ‘정합 게임’positive-sum game이자 동일한 방

향으로 상호 강화되는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 관계로 사고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할 것

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 개별적으로 노동과 소득의 분리를 어떠한 전제도 없

이 관철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은 도대체 누가 수행하는지와 같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가 발

생한다”(임운택, 2020, p. 85)는 지적에서는 일종의 부당전제의 오류 내지 역설도 발견된다. 이것이 부

당전제의 오류일 수 있는 것은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이론적, 실증적 증거는 기본소득

이 지급된다고 해서 노동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

을 ‘임노동’에 국한하지 않고 가사노동, 돌봄노동, 자원봉사활동, 생태·환경 보전 활동 등의 광의로 정의

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것이 역설일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

행에 긍정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또는 많이 양보해서 최소한 중립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본소득이 도

입된 상황에서 국가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충분히 수행되게끔 역할하지 못한다면 기본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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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충분히 수행하게끔 역할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부당하거나 부정적인 전제, 대우, 가정을 미리 상정하지 않는 이상, “‘사

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충분히 수행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기본소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필

요한 노동’이 충분히 수행되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최소한 어려워진다”라는 식의 논리는 결코 성립하

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는 양재진(2020a; 2020b)의 주장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양

재진(2020a, p. 61)은 “원리적으로 기본소득은 ‘사회보장’ 급여이기 어”려우며, “현실에서도 기본소득

은 사회보장제도로 인정받지 못”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계산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 복지의 원리를 ‘욕구 충족’으

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공유부 배당의 권리’와 ‘사회권의 실현’이라는 권리보장의 측면을 도외시한 매

우 일면적인 해석일 뿐이다(백승호, 2020). 더불어 기본소득이 OECD의 공공사회지출 계산에 포함되

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차

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국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할 뿐이다.11) 무엇보다도 복지의 발달사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과 필요에 대응하여 기존에 없던 새

로운 제도가 형성되면서 역사적으로 진화·발전해 왔음을 잘 보여준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Ch.3). 특히나 현재의 노동과 생태의 위기에서도 잘 드러나듯, 확률분포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위험risk과는 달리 확률분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알기 힘든 불확실성uncertainty이 심화되는 시대

에는 이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로서 기본소득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안효상, 서정희, 2020; Standing, 

2020).

미래 사회보장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복지국가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간략하

게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필자는 앞으로의 새로운 보편주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소득

을 튼튼한 기초 위에서 생계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개인들의 삶을 

토대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호성’reciprocity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 수행에 대한 식별이 선행된 후 권리가 부여되는 식의 ‘상호성’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권리를 우선 부여한 후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무 수행을 기대하는 식으로의 전

환 말이다. 이는 인류학자들이 강조하듯 부모 등 양육자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아

이가 성인이 되어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것을 떠올려볼 때 인간의 성장과정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국가의 역할도 개인과 사회에 대해 모든 사안에 가부장적으로 개입하거나 넛지를 

이용하여 변화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서 그럼에도 커버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와 과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행과 관련한 ‘보충성

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의 적용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미충족 사회욕구’unmet social needs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수행을 일차적으로는 자발적인 개인과 공동체에 맡기고, 물

11) 정원호(2021)는 스위스 탄소배당 사례를 전국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 사례로 보고 있다. ‘사전 지급’의 형태가 아닌 ‘사후 정
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주나 월 단위 지급이 아니라 연 단위 지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스위스 탄소배당을 기본소득이라고 정
의할 수 있는지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는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하면서 스위스 탄
소배당은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과연 타당하며 일관적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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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그 성격상 공공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에서는 공공사회서비스가 맡으며, 이에 더하여 사

회적 경제 부문이나 시장 영역에서도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참여소득이나 공공

일자리 등으로 대응하는 방식 말이다. 즉 “개인과 공동체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적인 수행 가능성에 대해 미리 불신한 채 국가에서 과도한 역할

을 떠맡고자 할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기본소득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미리 불신한 채 기본소득 없이 

국가가 모두 잘할 수 있다고 자임할 것이 아니라(일자리보장론은 이러한 입장을 끝까지 밀어붙인 구상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적인 수행을 기초로 하여 부족한 부분이 발생

할 시 국가에서 필요한 개입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전 사회적인 수행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기본소득 논쟁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한 이 글이 향후 기본소득 논쟁의 발전과 바람직

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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