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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두 개의 큰 행사가 있었다. 하나는 17일부터 19일

까지 열린 제19회 북미 기본소득 대회 <기본소득: 지식, 액티비즘, 정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19일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트 성장사회와 페미니즘 돌

봄 전환>이었다. 북미 대회의 키워드는 ‘빈곤’과 ‘실험’, 한국여성학회 학술대회

의 키워드는 ‘포스트성장’이었다. 두 대회 모두에서 기본소득이 언급되거나 논의

되었다. 

한국여성학회 대회의 경우, 기본소득이 중심의제는 아니었지만, 가장 마지

막 세션이면서 해외석학 초청 기조 강연이었던 수잔 폴슨Susan Paulson의 연설에

서 기본소득이 언급되었다. 구체적으로 탈성장과 페미니즘 논의에서 기본소득이 

정책패키지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다. 수잔 폴슨은 지난 계간  기본소득 (7호)의 

필자의 글(pp.119-120)에서 소개된 ‘탈성장 국제네트워크’의 프로젝트 중 하나

인 ‘페미니즘과 탈성장 연합The Feminisms and Degrowth Alliance: FaDA’1)에서 활동하

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19회 북미 기본소득 대회에서 발표된 글 중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논의들을 살펴본다. 거의 삼일 반나절의 시간 동안 미국적 맥락에서

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과 이와 교차하여, 수잔 폴슨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탈

성장 논의 지형에서 발화되는 기본소득을 관찰하면서 큰 온도 차를 느꼈다. 어떠

한 지향과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말하는가’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수잔 폴슨의 발제 내용까지 담고 싶었지만, 이번 호에 담기에는 분량과 내용의 심

도가 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주제는 다음 호로 넘긴다. 

1)　https://www.degrowth.info/en/feminisms-and-degrowth-alliance-f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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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회 북미 기본소득보장 대회NABIG 개최

동부 표준시(미국 및 캐나다)를 기준으로 6월 17일~19일 동안 제 19회 북미 기본소득보장 대회

North American Basic Income Guarantee Congress: 이하 NABIG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기본소득: 지식, 액

티비즘, 정책>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연구자, 활동가, 예술가, 정책가들이 모여 집단적 전문성과 경

험, 에너지를 공유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의 비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리였다. 조직위원회는 특히 다

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문을 모집하고 행사들을 구성하였다.2)

6개의 기조강연과 소규모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총 35개의 세션과 120명 이상의 연사들이 

참여했다. 기조강연을 제외하고 세부 프로그램 일정에 들어가면 (일부에 한해) 각 세션별 발제자료 혹

은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3) 위 행사에서 크게 눈에 띄었던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코로나 팬데

믹 위기로 인해 급격히 부상한 보장소득GI 실험에 대한 논의이다. 둘째, 기본소득이 북미의 맥락에서 다

양한 사회운동과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한 탐구이다. 셋째, 문화계에서의 기본소득 운동이다. 

2. 2021년,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GI 실험의 해

올해 1월 블룸버그 뉴스는 2021년을 ‘보장소득 실험의 해’라고 전망했다. 근거는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들의 연합the 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 이하 MGI에 속한 일부의 ‘시장들’이 수십 개의 보장소득 실

험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MGI에서 연방수준으로 보장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이야기와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보장소득 실험들’을 시장들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2)　출처: https://basicincome.org/news/2021/03/the-2021-nabig-congress-17th-to-19th-june/ (최종접속날짜: 2021년 6월 1일)
3)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nabig-conference-website.webflow.io/이다.

1) 팬데믹과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며 얻은 것
2) 위기대응(일회성의 현금지급)에서 영구적인 정책으로 이행하는 방법
3) 북미 및 기타 지역의 기본소득 및 보장소득GI 파일럿 프로그램의 결과
4) 국가 간 비교: 미국이 캐나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그 반대의 경우
5) 시, 주, 연방 수준에서 액티비즘과 옹호에 대한 전망
6) 기본소득이 인종적/사회적/환경적 정의를 위한 사회운동의 전략과 목표가 교차하는 방식
7) 문화 영역에서 기본소득의 부상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들의 연합the 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 MGI

▶ MGI는 어떤 조직인가?
MGI는 연방 차원의 보장소득을 옹호하는 시장들의 네트워크이다. MGI에 가입한 시장은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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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포함하는 원칙에 동의한다. ① 시/주/연방 차원에서 보장소득을 옹호한다. ② 경제적 불안의 
생생한 경험을 강조하는, 내러티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투자한다. ③ 이러한 노력에 대해 다른 
도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새로운 파일럿에 대해 지원하고 자금을 제공한다.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유산에 기반하여 그리고 최초의 보장소득 파일럿SEED을 설계하면서, 캘리
포니아 스톡턴 마이클 튜브스Michael D. Tubbs 시장과 경제보장 프로젝트Economic Security Project는 2020
년 6월에 MGI를 설립하였다. 시장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지
급인 보장소득을 옹호한다. 보장소득은 공동체 모두를 끌어올리고, 미국 자체의 탄력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된다.  

MGI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경제적 불안이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2-3
개의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필수품을 살 수 없을 정도의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다. 코로나19는 대부분의 미국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을 더욱 노출시켰으며, 특히 이것은 흑인
과 갈색인종 사람들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쳤다. 

▶ 보장소득 캠페인 : 100인 시장의 지지를 위해 the 100 Mayors for Guaranteed Income Campaign

보장소득을 위한 투쟁은 모든 수준의 정부(시/주/연방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풀뿌리 
운동은 주 및 연방에서 선출된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로 인해 보장소득 도입을 위한 시장 100인 캠페인이 탄생했다. 

이 캠페인은 전국의 유권자들이 시장들에게 청원하거나 전화하여 보장소득을 지지할 것을 촉구
하도록 설계되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신문의 편집자에게 편지를 쓰거나, 시장이 보장소득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다른 조직 또는 중소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 직접적이고 대
중적인 압력을 통해 100명의 새로운 시장들이 보장소득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하며, 시/주/
연방 수준에서 이 아이디어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래 [그림1]은 현재 캠페인 현황을 보여준다. 초록색 표시가 현재 보장소득을 지지하지 않는 지
역이며, 도시를 클릭하면 바로 시장에게 보내는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라색 표시
는 MGI에 가입한 시장들을 표시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유권자들이 감사카드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
다. 2021년 6월 17일 기준 MGI에 가입한 시장은 52명이다.

[그림1] 보장소득 캠페인 현황 (2021년 6월 기준)

 출처: https://sites.google.com/incomemovement.com/100mayorsin100days/home?authuser=0
(위 링크에서 각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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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6월 17일 첫 번째 세션이었던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들의 연합: 파일럿들의 부상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 Rise of the Pilots” 기조연설4)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장소득 실험의 일부를 소개한다.

 

1)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Oakland, California

리비 샤프Libby Schaaf 시장은 미국에서 가장 큰 보장소득 파일럿 중 하나인 ‘오클랜드의 탄력성 있

는 가족들Oakland Resilient Families’ 기구 출범을 지원하고 있다. 6/8 ~ 6/30일까지 동부 오클랜드 그룹에 

대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신청 받았다. 오클랜드에 본사를 둔 비영리단체인 UpTogether와 MGI의 협력

으로 이루어지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오클랜드 평등지수 대비 부의 불평등이 가장 큰 그룹에 대해 의

도적으로 중점을 두었으며, 저소득 및 18세 미만 아동이 적어도 1명이 있는 6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

하여, 월 500달러의 보장소득을 최소 18개월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5) 무작위로 선택된 600

개의 가구는 지리적 위치, 소득수준, 연구 설계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며, 두 그룹 모두 한 달에 

500달러가 지급된다. 지급의 정당성은 “정의에 투자하며, 가족에 투자하고, 서사를 변화시키며, 구조

를 변경하는 것”에 있다. 

인종 및 성평등을 위한 도구로서 제안된 보장소득 운동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흑표당Black 

Panther Party6)으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선착순은 아니며, 미등록 이주민과 

주거지가 없는 사람도 포괄된다. 지원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정의Justice에 투자 : 보장소득을 통해 경

제적 안정성과 이동성, 자산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전시킨다, ② 가족에 투

자 :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족이 위기에서 탄력성resilience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서사의 변화 : 

스토리텔링과 실증자료를 통해 빈곤이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라는 사실을 고양시킨다, 

④ 시스템의 변화 :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킬 수 있는 강점 기반 정책들

strength-based policies과 무조건적 현금지원을 설계한다. 이를 통해 가구의 경제적·정신적·정서적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연구 결과는 연방 단위의 보장소득으로의 확장을 위한 실증자료가 될 것이며, 전국적으

로 시작된 수십 개의 유사 연구들과 결합하게 된다. 

오클랜드 시장(그녀)의 연설 중 흥미로웠던 부분은 ‘일자리 보장은 학생, 장애인, 은퇴자, 엄마, 아티

스트, 내성적인 사람들, 우울감이 있거나 아픈 사람들을 돕는데 유용하지 않으며, 간단히 말해서 자유로

운 정신free spirit을 지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함께 서사구조를 바꿔야 한

다change the narrative. 우리는 존엄의 공백을 다뤄야 한다address the dignity gap.’라는 문제의식이었다.

2) 미네소타 세인트 폴 Saint Paul, Minnesota

멜빈 카터Melvin Carter 시장은 미네소타의 수도인 세인트 폴의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시장이다. 

그는 ‘사과하지 않는 평등unapologetic equity’ 의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세인트 폴 시는 ‘사람들의 번영을 

4)　https://www.nabigcongress.com/workshop/rise-of-the-pilots, 
5)　https://oaklandresilientfamilies.org/about 
6)　자기방어를 위한 흑표당(Black Panther Party for Self-Defense: 이하 BPP)은 오클랜드의 메릿 대학(Merritt College)에서 만난 휴이 뉴

튼(Huey P. Newton)과 바비 실(Bobby Seale)에 의해 1966년 10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설립되었다. 흑인 민족주의, 사회주의, 
무장 자위, 특히 경찰의 폭력에 반대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혁명 조직이다. 통합주의적 목표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가 이끄는 
비폭력적 항의 전술을 깨뜨린 블랙파워 운동의 일부이다. (출처: https://www.archives.gov/research/african-americans/black-power/
black-panthers#bp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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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보장소득 파일럿People’s Prosperity Guaranteed Income Pilot’을 시작하였다. 최대 150 가구에게 최대 

18개월까지 월 500달러의 보장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람들의 번영 파일럿‘은 컬리지 

바운드 세인트폴CollegeBound Saint Paul과 대학 저축 이니셔티브the City’s college savings에 참여하는 가구에

게 제공된다. 대학 저축 이니셔티브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세인트 폴 거주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녀

에게 대학저축 계좌와 50달러의 예금 종자돈을 제공한다.

3) 워싱턴 타코마 Tacoma, Washington

빅토리아 우다즈Victoria R. Woodards 시장은 39대 타코마 시장으로 피어스 카운티의 유나이티드 웨

이United Way of Pierce County, 그레이터 타코마 커뮤니티 재단Greater Tacoma Community Foundation, 어번 리

그Urban League, 사운드 아웃리치Sound Outreach, 타코마 주택 당국Tacoma Housing Authority과 협력하여, 

“타코마의 회복력 성장Growing Resilience in Tacoma: GRIT”이라 불리는 파일럿을 기획하고 있다. 12개월 동

안 “가난에 처한 최소 100 가구”에게 매월 500달러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 노래로 시작한다고? : 사회운동의 맥락

셋째 날인 6월 19일 첫 번째 세션 중 하나는 ‘아래로부터 당신이 들어 올려질 때, 모든 사람이 일어

난다When You Lift From The Bottom Everybody Rises’라는 다소 혁명적인 제목의 세션이었다.  

사회자인 폴린 피사노Pauline Pisano는 힘 있는 목소리와 생기 있는 웃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션의 

시작을 노래로 열었다. 반주 없이 노래를 시작했을 때, 고요한 정적을 단숨에 사로잡고 그녀의 목소리

가 모니터를 뚫고 나와 분위기를 압도했다. 줌zoom을 통해 가슴이 뛴 경험은 개인적으로 다수의 비대면 

회의를 겪어봤지만, 처음 있는 일이었다. 노래 제목은 ‘모두 일어나everybody rises’7)였고, 만일 대면으로 

진행되었다면 분명히 함께 일어나 노래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개인적으로 세션의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가사의 내용이 귀 속에 들

7)　https://youtu.be/MpoluO7HpEk 

[그림2] 기조연설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들의 연합: 파일럿들의 부상”

왼쪽 상단부터 : 스테이시 러틀랜드(Stacey Rutland), 소득운동(Income Movement) 설립자,  사디아 맥콘빌(Saadia McConville), MGI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리비 샤프(Libby Schaaf),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시장 , 빅토리아 우다즈(Victoria Woodards), 워싱턴 주 타코마 
시장, 멜빈 카토(Melvin Carter),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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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꽂혔던 노래의 제목은 ‘부자의 집the Rich Man's House8)’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곡은 켄싱턴 여

성 권리 조합Kensington Women's Rights Union과 앤 피니Anne Feeney가 작사·작곡한 노래로, 음악을 통해 사

회를 변화하기 위한 ‘일어나 노래하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Rise Up Singing & Rise Again 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주로 노동운동이나 빈곤철폐운동과 같은 투쟁의 자리에서 자주 노래된다. 세션의 

시작은 사회자 혼자 독창하였지만, 세션의 마지막에서는 함께 노래했다. 특히 이 노래가 시작되자, 연

설자 중 한 명인 타니샤의 아이들이 모니터 앞으로 뛰어나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보기 드문 진

기한 광경이었다. 이하 노래 가사의 일부를 실었다.9)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들어보길 권한다.

8)　https://www.musixmatch.com/lyrics/Anne-Feeney/The-Rich-Man-s-House 
9)　이 노래의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레지스탕스 리바이벌 코러스(Resistance Revival Chorus)가 부른 버전으로 링크를 올린다.   

https://www.youtube.com/watch?v=WSusGq8viGw  

‘부자의 집’

나는 부자의 집*에 갔고, 그가 내게 훔친 것을 
되찾았어
내 존엄을 되찾았어
내 인간성을 되찾았어
오, 부자의 집에 내려가서, 그가 내게 훔친 것을 
되찾았어
내 존엄을 되찾았어
내 인간성을 되찾았어

이제 그는 내 발 아래 있어
더 이상 시스템이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두지 
않을 거야! ……

* 노래가 반복되면서 이 단어는 ‘전미총기협회, 감옥, 
국경, 백악관’으로 바꿔 부른다. 

the Rich Man's House

Well I, went down to the rich man's house* 
and I,
Took back what he stole from me (Took it back)
Took back my dignity
Took back my humanity
Oh I, went down to the rich man's house and I,
Took back what he stole from me (Took it back)
Took back my dignity (Took it back)
Took back my humanity
Now he's under my feet, under my feet, under 
my feet
Ain't gonna let the system walk all over me! 
……

[그림3] ‘아래로부터 당신이 들어 올려질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난다’ 세션, 마지막 노래하는 장면

왼쪽 상단부터: 샤론 히바르Charon Hribar, 가난한 사람들 캠페인PPC/카이로스 센터의 정책책임자, 폴린 피사노Pauline Pisano, 가난한 사람들 
캠페인PPC/카이로스,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문화활동가, 브레이던 웰쉬braedon welsh, 학생, 쉘리 반즈Shailly Barnes, 카이로스 센터의 문화전
략 책임자, 타니샤Tanisha의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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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의 캠페인: 도덕적 회복을 위한 전국적 요구The Poor People 's Campaign: A National Call 

For Moral Revival; 이하 PPC’10)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수천 명의 빈민들이 이끌었던 1968년 캠페인의 재

탄생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캠페인PPC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내러티브와 조직적 인종주의, 군국주의, 

생태적 황폐화, 종교적 민족주의에 대한 왜곡된 도덕적 내러티브라는 불의에 맞선다. 이 운동의 핵심 

원칙은 1968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가 “우리의 안온한 국가적 삶에서 새롭고 불안한 힘”11)이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계급에서 지도자들을 확인하여 단결시키고, 분열된 힘들의 구분을 

넘나들게 하고, 역사적으로 분열된 선을 넘나들며, 함께 투쟁하고 함께 되어가는 것이다. 

PPC 활동에 영감을 받아, 의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최근 인권의 틀에 기반하여 도덕적 요구들에 천

착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의회 결의안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5월에 소개되었다. “3차 

재건: 아래로부터 빈곤과 저임금의 완전한 대응Third Reconstruction: Fully Addressing Poverty and Low Wages 

from the Bottom Up”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은 의미 있는 입법과 함께 교착상태의 부정의를 해결하라는 요

구이다. 미국의 빈곤층 혹은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1억 4천만 명의 고통과 조직력에서 만들어진 ‘3차 재

건’ 결의안은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옴니버스적 비전을 반영한다. 이 비당파적 결의안은 빈

곤의 원인을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에게 돌리는 체계적 인종주의, 생태적 황폐화, 군국주의, 종교적 민

족주의에 대한 왜곡된 도덕적 내러티브와 맞물리는 부정의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을 수용한다. 결의안

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세션에서는 결의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2022년 6월까지 진행될 가난한 사람들의 캠페인PPC의 광범위한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PPC가 만들어 낸 액티비즘은 현재진행형이며,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기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 새로운 빈곤철폐운동이 68혁명과 같은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낼지는 아직 평가하기는 어

렵지만, 음악과 예술의 방식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부터 요구를 수렴하려는 아래로부터의 액티비즘

은 이미 강렬하다. 특히 사회시스템 전반과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가치’를 변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Poverty is not a PERSONAL failing, it's a 

POLICY failing”라는 점을 선명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미국의 보장소득 운동의 맥

락은 새로운 빈곤운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4. 제1회 고등학생 에세이 컨테스트 :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미국적 맥락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부분은 ‘제1회 고등학생 에세이 컨테스트’를 실시한 것이다. 사전

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에세이를 접수받았으며, 미국과 캐나다 각각 1명을 선정하여 

수상하였다. 수상자에게는 각 3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되었다. 본 장에서는 1위를 한 미국 청소년 조슈

아의 글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맥락을 엿보고자 한다. 그의 글에서 강조하는 

지점은 기본소득의 도입정당성은 빈곤 철폐에 있으며 기본소득은 성장과 노동을 저해하지 않으며 기

10)　이 조직의 요구사항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영상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youtu.be/Nnw6pnxJOf8 
11)　1967년 매시(Massey) 강의에서의 ‘새롭고 불안한 힘’에 대한 연설이다. (참고: https://kairoscenter.org/quotes-from-rev-dr-kings-
           last-years/) 
12)　https://www.3rdreconstru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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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사회안전망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의 비전이 탈성장과 탈노동이 아님을 

선명하게 주장했다. 이하 조슈아의 글 전문을 옮겼다.

2021년 5월 27일

기본소득이 점점 더 유명해지는 것Gaining Ground*          
           

조슈아 밀러Joshua Z. Miller 

사실상 다른 모든 시대를 포함하여 우리 시대의 궁극적인 경제적 질문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안에서 어떻게 생활수준을 가장 잘 높일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이것은 그들의 답이 어떻든 간
에 프랭클린 델라 노 루즈벨트와 린든 존슨, 로널드 레이건이 제기한 질문이었다. 일반적으로, 그 방
법은 성장이었다. 역사는 이 사실을 증명해 왔는데(Clark 2007), 이것은 자본의 축적(Mankiw, Romer, 
and Weil 1992), 유용한 아이디어의 혁신(Lucas 1988), 포용적 제도들을 설계하는 것(Acemoglu & 
Robinson 2012), 그리고 이것이 빈곤으로부터 대다수의 세계를 구하는 것이었다(Roser and Ortiz-
Ospina 2013). 일반적으로 성장의 결과와 빈곤 감소 사이의 관계는 미국에서 매우 강했으며, 다른 대
다수의 선진 국가에서도 그러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실질생산량이 둔화되고 빈곤 감소는 정체
되었다(Fox 2020). 대신,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불평등이 증가했다(Piketty 2014). 명확한 사
실은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도달했다는 점이며, 이것은 성장이 빈곤 감소에 대한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에서 성장이 빈곤 감소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무엇이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나
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성장의 결실이 대부분의 사람들
을 피폐하게 만들고, 눈부신 성장이 불평등을 낳는다면, 그리고 만약 빈곤을 제거할 가장 좋은 방법
이 소득을 올리는 것이라면, 미국에서 기본소득은 빈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미국은 더 이상 예전처럼 국경이 개방된 상태가 아니다.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었던 무한
한 성장과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없다(Cowen 2011). 대신에 우리는 생산성 저하, 실질 임금 정체, 히
스테리시스**의 시간들을 겪는 토지를 본다. 현대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익을 자본이 가져감에 따
라 노동소득 분배율은 하락한다(Piketty 2014). 이것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손쉬운 기회들이 희
박해지는 반면 소득불평등은 치솟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성장을 낮추기 위한 
회귀가 아니라, 미국의 부와 빈곤을 해결하는 방식을 재구상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포퓰리즘적 정책들은 단기적 측면에서 일자리를 보존하고 부를 재분배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인 성장을 무너뜨린다. 우파가 선호하는 무역과 이민을 제한하는 시도들 혹
은 좌파가 선호하는 기업 투자와 사업 이익을 줄이려는 시도들은 장기적으로 빈민을 양산하면서 미
국의 번영을 지속시킨 혁신을 파괴할 것이다(Strain 2020). 보호주의와 탈성장은 미학적인 이유로 매
력적이지만, 우리의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토대를 형성할 수 없다. 

반면, 기본소득 정책은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빈곤과 불평등을 모두 줄일 수 있다(Smith 2021). 
케냐의 현금이전에 대한 심층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상응하여 사업이익도 훨씬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Egger et al. 2019). 다수의 연구들은 다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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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기본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밝혀왔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Widerquist 2017; 
Hartley and Garfinkel 2020; Golden 2020). 심지어 중간 정도의 지출 수준을 가진 국가에서도 기본소
득은 빈곤을 극적으로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현금이전을 실시할 때마다 반복해서 확인
된다. 사실,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빈곤이 크게 감소한 것은 소득 이전에서 비롯되었다(Ghenis 2021). 
본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현금이전을 지급하는 것은 상류층의 과도한 초과소
득인 사회의 크림이 에멀션emulsion***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맛있는 우유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더 많은 유토피아적 보편적 기본소득의 옹호자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탈노동의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희망한다. 나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 사실, 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고용효과가 거의 없다
는 것을 받아들인다. 미국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영향 연구의 다수는 노동의 손실이 거의 없음
을 제시하였다(Hoynes and Rothstein 2019; Jones and Marinescu 2018). 이것은 우리가 노동의 성
과와 현금이전의 성과 모두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파이는 더 커지고 이것은 앞으로 수
년 간 지속할 것이다.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의 또 다른 혜택은 우리의 복지시스템을 복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밀턴 
프리드먼이 보장소득을 정책으로 제안한 이유들이 있다. 보장소득은 실업에 대한 구조적인 인센티
브를 제거하고, 빈곤을 완화시키면서도 수혜자에게 더 큰 개인적 자유를 허용할 것이다(Friedman 
1962, 191-194). 

나의 경우는 (고전적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여전히 이전
의 성장으로 형성된 자발적 질서emergent order****를 유지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한명의 자유존재를 
더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하나의 예시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주장하였는
데, 자유롭고 번영한 사회에 걸 맞는 기본적인 빈곤 완화를 제공할 것이다(Hayek 1979, 54; Zwolinski 
2019). 다시 돌아와서, 최소소득은 현대 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립이 아니라 보완이 될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유토피아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다. 이것은 사람이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세금은 왜곡되었으며 노동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보편
적 기본소득은 일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빈곤과의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다(Mieszkowski, Pechman, 
Tobin 1967). 보편적 기본소득은 몽상가가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만든 계획이다(Mankiw 2019). 미국
이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기본소득이 사회를 파괴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더 잘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지어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상과 깊이 연결된 목표
이기도 하다(Paine 1797). 오렌 캐스Oren Cass가 주장한 것처럼 보편적 기본소득은 “문화적 역행cultural 

backsliding”이 아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탈노동post-work 미국을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다. 이것은 탈빈
곤post-poverty 미국을 만들려는 계획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본소득이 성장으로부터 나온 직접적인 이익을 도려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진
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현금 이전이 즉각적으로 빈민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며 혁신의 풍요
를 유지시킬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최고의 방법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우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달성할 수 있는 것과 달성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 시대의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하
며, 그리고 전심으로 기본소득을 미국의 빈곤과 불평등 해결에 중요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알려야 한
다.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William Lloyd Garrison******의 말을 반복하면서, ‘진지하게, 모호하지 않고, 변명
하지 말고, 1인치도 후퇴하지 말고,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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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는 기본소득이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는 현상에 대해, 미국의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빈곤과

의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 요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탈노동과 탈성장의 비전속에서 기본소득

을 논의하는 것을 그만두고, 매우 경제학적이고 실용적 측면에서 현재의 성장의 과실을 즉각적으로 모

든 사람들에게 돌린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중요한 의제인 것이다. 그의 글에서 매우 명료하게 기본

소득 의제가 품은 다양한 대안사회에 대한 면면들을 잘라버리고, 빈곤철폐로 일축시키는 모습에 소름

이 돋았다. 이러한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제 기본소득을 어떠한 비전 속 에서 세우는 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게 된다. 또한 어떠한 맥락 속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지를 예민하게 관찰

할 필요가 있다.   

소결하면, 제19회 북미 기본소득보장 대회NABIG에 참여하면서, 단면적으로 나마 미국의 기본소득

에 대한 맥락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미국의 보장소득 운동의 시사점은 세 가지이다. 첫

째, 아래로부터 발생한 운동의 생생함과 강렬함이다. 현재 보장소득 운동이 1968년 빈곤철폐운동과 흑

인인권운동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신빈곤 운동의 일환으로 여겨질 지라도, 아래로부터의 열망은 매우 

강력하며 잘 조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령, 2020년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들의 연합MGI을 중심으

로 100인의 시장들이 보장소득을 옹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보장소득 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제3차 재건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보장소득을 연방단위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현재의 정책시스

템에서 찾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인프라의 변혁을 꾀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둘째, 그러나 보장소득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정의에 따른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과 다르다. 

특히 가구단위 지급과 (일부) 조건성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정의에 위배된다. 조슈아의 글에서처

럼 보장소득을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로 혼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기보다는, 미국의 맥락에서 주

* to gain ground 관용구는 무엇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잘 알려지거나 성공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기본소득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기본소득을 잘 알게 되고 수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이 점점 더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번역하였다. 

** 이력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정의하면 파괴된 뒤에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 

*** 유화액이라고 번역되며, 우유처럼 액체가 다른 액체에 콜로이드 상태로 퍼져 있는 용액을 말한다. 주

로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 사이에 일어난다(출처: 위키백과). 여기서는 상류층의 초과소득(크림)이 일부 그

룹에게 집중되어 분리되어 있었다면, 기본소득을 통해 이것이 분산될 수 있고, 모든 시민에게 크림(소득)이 골

고루 나눠짐으로써 더 맛있는 우유를 만들 수 있다고 유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자발적 질서, 자기조직화와 동의어이다. 이것은 카오스와 같은 것에서 자발적인 어떤 질서가 형성된 

것을 말한다. 경제학에서 ‘자발적 질서’란 일반적으로 계획을 통해 질서를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자

기이익적 개인들이 모여 다양한 사회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 앞서 논의하였듯이,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현재의 

정책 전반을 의미한다. 

****** 미국의 노예제폐지운동을 이끌었던 언론가이자 개혁운동가(1805-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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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는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일부 조건성을 부과하는 현금이전은 보장소득GI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셋째,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장소득(기본소득) 논의가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고 경제적 

문제로 좁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 지형에서 기본소득은 팬데믹로 인해 위기를 

맞은 현재의 자본주의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주장될 수 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수잔 폴

슨이 말했던 탈성장과 페미니즘 논의 속에서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에 놓이는 것이다. 우려

스러운 점은, 이렇게 실용적·경제적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가 논의해왔던 

다양한 ‘생태·사회적 전환’의 비전과 목소리들을 부지불식간에 잠재우는 효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사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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