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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 국제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이관형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동
향 

:
 

국
내
동
향

작년과 재작년, 숫자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제목의 글

을 쓴다. 2019년 박람회 현장스케치는 계간 《기본소득》 창

간호(2019 여름)에 수록된다. 이때 계간 《기본소득》 은 70

쪽 남짓이었으나, 2020년에는 140쪽(2020 가을)으로 꼭 

두 배가 늘었다.1) 이번호는 분량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분

량이 늘어나는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 계간 《기본소득》 

이 보유한, 역량 있는 편집자의 개인 능력도 무시 못 할 요

소이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그만큼 활발해

졌다는 징표이겠기에 그러하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작년(2020년)에는 박람회

의 개최 여부와 방법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결국 

봄(4월말)이 아니라 가을(9월 중순)로 개최가 순연되며, 오

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방식을 택하게 된다. 올해는, 주최 

측에 의하면 “기본소득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비정상의 정

상화 열망을 담아” 본래의 개최 시기인 봄(4월말)으로 되돌아간다.

온라인 방식은 처음에는 낯설었으나, 나름의 장점이 있다. 시차도 조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이면 참석이 어려웠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아브하지트 바네르지나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물론 판 파레이스나 가이 스탠딩 등 기본소득의 상징적 인물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었다.2)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팬데믹이 소득양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심화하였으

1)　2020 여름호가 이미 210쪽을 기록했다.
2)　이 글에 게재된 사진 자료는 모두 컨퍼런스 동영상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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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 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 한국형 기본소득,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나아가 팬데믹을 떠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

요하다고 말한다.

첫 날인 4월 28일(수)에는 기조연설, 특별세션 2개, 특별연설, 일반세션 3개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바네르지 교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의견’이라는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보편적 기본

소득의 효과를 도덕적 차원, 효율성 차원, 기타 잠재적 이점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이어 보편기본소득

의 부정적 효과 혹은 그에 대한 선입견(편견)으로 재정 부담, 의욕 저하, 과소비 등을 꼽는다. 끝으로 실

제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 위의 선입견들에 대해 증명된 사실을 몇 가지 명제로 제시한다. 

‘사람들을 나태하게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금을 신중하게 사용한다’, ‘가난한 사람은 기회를 잘 활

용한다’, ‘생산성이 근본적으로 증대한다’ 등이 그것이다. 즉 기본소득의 역효과에 대한 선입견은 잘못

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특별 세션 1-1은 ‘종교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이다. 종교 세션은 그동안의 컨퍼런스에 없던 세

션이다. ‘종교’가 기본소득의 확산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임을 감안할 때, 종교 세션이 생긴 것

은 환영할 만하다. 개신교, 가톨릭, 불교에서 발표와 토론을, 좌장은 천도교(동학)에서 맡는다. 

개신교측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 정미현 교수는 마틴 루터가 아니라 츠빙글리의 개혁 정신에 주목

한다. 루터가 개인주의적 신앙에 방점을 둔 반면 츠빙글리는 사회개혁과 공공성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성주의 신학 담론을 결합하여 개신교 노동개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내

세운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안식일 원리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의 공유부 개념, 탄소세 도입의 정당성

이 논의된다.

가톨릭측 발표자인 박상훈 신부는 가톨릭 사회사상이 기본소득과 배치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이 인간의 삶에 ‘기본적으로 좋은 것들basic goods; 생필품’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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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권으로 보며 배제와 불공정, 특히 빈자 배제를 인간존엄의 심각한 위반으로 본다는 점에서, 또한 

사회위기와 생태위기의 통합적 생태론과 관련한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변화를 위한 영감과 도움을 받

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상통할 수 있음을 피력한다.  

불교의 발표는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맡는다. 앞서 두 종교가 다소 큰 담론을 이야기 했다면 불

교는 종교 내부에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제안, 즉 ‘승가형 기본소득’을 내놓아서 차별성을 나타낸다. 

유 교수는 승가 내에도 소득격차가 크고 기본적인 수행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처지가 곤란한 

승려들이 많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승가 내에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기본적인 수

행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특별 세션 1-2는 ‘기본소득 입법, 현실과 전망’이다. 전국민 기본소득제도의 시행은 입법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서정희 군산대 교수가 발표

를, 이다혜 서울대 법전원 강사와 오동석 아주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용혜인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발표한다. 기본소득법안, 기본소득공론화법안, 기본

소득탄소세법안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이 쉽지 않음을 토로한다. 재정환상, 세금증가 우려

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벽사회를 벗어나 공유자-민주주의commoner-democracy로 나아가기 위

해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

다. 탄소세, 토지세 기본소득 및 아동, 청년 기본소득을 우선 추진 중임도 아울러 밝힌다.

서정희는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법안의 의의와 방향’에서 그동안 제안(의원발의)된 기본소득관련 

법안을 소개하고, 이 중 기본소득법안인 조정훈 의원안과 소병훈 의원안을 비교·검토한다.

특별연설에 나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 사라트 다발라는 세계 기본소득 운동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요약한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제공이 현행 복지제도 보다 우월함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즉 

“현행 복지제도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결

론을 내놓는다. 

일반 세션은 1-1은 “코로나 19 팬데믹, 우리 삶의 위기, 기본소득”이라는 제하에서 진행된다.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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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판 파레이스, 가이 스탠딩, 애니 밀러 등 기본소득 셀럽(?)들이 총출동한 자리다. 국내에서는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참여하며 이한주 경기연구원

장이 좌장을 맡는다. 

판 파레이스는 세션 제목과 동일한 제목의 발표를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제안된 3가지 유형의 기

본소득을 제시한다. 일시적인 보편 생존소득(적자지출에 바탕한 긴급기본소득), 일시적인 보편 회생소

득(화폐발행 기반의 국민을 위한 양적완화), 영구적인 무조건적 기본소득(소득세나 기타 재원으로 조

달하는 최저소득)을 비교하고 팬데믹 하에서 영구적 보편기본소득의 타당성에 부여된 이중과제를 제

시한다. 아울러 이중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가이 스탠딩은 ‘팬데믹 시대의 기본소득’을 발표한다. 기본소득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지대추

구 자본주의 해체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한다. 한국이 공유부세, 탄소세, 부유세 등을 통해 형성한 재원

으로 국가 공유부 기금을 만들 것을 조언한다. 그는 좋은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불평등, 

불안정, 부채, 스트레스, 불안, 로봇, 멸종, 신파시즘적 포퓰리즘의 8가지를 꼽는다. 기본소득은 특히 멸

종의 위협 즉 환경파괴에 대한 청년 세대의 행동을 유발하고, 신파즘적인 포퓰리즘의 위협 해결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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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 밀러의 발표 제목은 ‘코로나 19와 기본소득’이다. 코로나 19의 재난상황이 가져온 변화의 크

기와 속도에 주목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간 격차 및 부적합성이 커졌고 기본

소득에 대한 요구는 전례 없이 높아졌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강남훈은 ‘경제개혁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을 발표한다. 스위스와 캐나다의 탄소세/탄소배당에 

착안하여 이를 토지보유세/토지배당 모델을 제기한다.

유영성은 ‘COVID19 대유행과 새로운 전환의 초석,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통해 팬데믹 시대 기본소

득제도의 전환적 성격에 주목하고, 경기도형 기본소득이 가져온 성과를 소개한다.

세션 1-2는 “현실(세계) 속의 기본소득”이다. BIEN 이사이자 뉴스 에디터인 밥 제이콥슨이 좌장

을,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과 캐럴라인 테티 기브디렉틀리GiveDirectly 수혜자 지원 사업부 국장이 

발표를, 호베르투 메릴 포르투칼 미뉴대 철학과 교수와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을 

담당한다. 

김재용의 발표제목은 ‘내 삶과 함께 하는 기본소득-경기도의 도전과 성과’이다. 경기도의 코로나 

19대응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성과를 소개한다. 아울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성공요인을 분석하

고 기본소득 전국화와 관련한 과제를 제시한다.

캐럴라인 테티는 기브디렉틀리가 12년 동안 케냐에서 실행한 기본소득 실험의 성과를 소개한다. 

낙관성, 가족화목, 회복력 등의 증진, 저축과 투자 커뮤니티의 형성, 팬데믹 충격에 대한 완충 등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고 한다.

세션 1-3은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기본소득”이다. 좌장은 가천대 유종성 교수가, 발표는 요르

헤 핀투 포르투갈 미뉴대 연구원과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은 얀 오토 안데

르손 핀란드 오보 아카데미 명예교수와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맡는다. 

호르헤 핀투는 ‘기본소득과 생태 그리고 탈생산주의’를 발표한다. 기존의 공화주의가 결여한 생태

문제를 공화주의 안으로 들여온 녹색공화주의(혹은 생태공화주의)를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녹색공화

주의는 탈생산주의의 촉진이 주요 특성이다.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탈생산주의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녹색공화주의의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조혜경의 발표 제목은 ‘정의로운 생태전환과 탄소배당’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1990년 이래 탄

소배출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2005년 이후부터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감소는커녕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

며, 스위스와 캐나다의 탄소세/탄소배당 모델이 전거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날인 4월 26일(목)은 첫째 날과 달리 기조연설과 특별연설, 일반 세션, 특별 세션이 혼재되어 

진행된다. 첫째 날과 같은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이 어려워 기조연설, 특별연설, 일반 세션, 특별 세션의 

순으로 재구성한다.

둘째 날의 기조연설자는 스티글리츠이다. 그는 ‘기본소득과 팬데믹’이라는 연설을 통해, 보편적 기

본소득이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성과라는 두 과제 모두에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별연설은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가 ‘기본소득과 사회적 모성/영성, 사냥꾼 시대를 넘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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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의 시대를 열자’는 제하에서 진행한다. 그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문명의 기틀이며 탈근대, 탈남성

휴먼 시대의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한다. 이 과제의 실현을 통해 폭력에 기반한 사냥꾼의 시대들 넘어 

상호부조원리가 살아있는 제2의 축의 시대를 열자고 제안한다.

일반 세션 2-1은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와 의의”이다. 좌장은 정재헌 부경대 교수가, 발표는 폴 니

하우스 미국 UC 샌디에고 교수와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아이오아나 마리네스쿠 미 펜실베니

아 정책대학원 교수와 스티븐 누네즈 미국 제인 패밀리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담당한다.

폴 니하우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중 보편기본소득의 효과’를 발표한다. 케냐 농촌에서 진행한 대규

모 실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보편기본소득 지급효과를 평가한다. 지급초기에는 소득 증

가를 나타냈으나 결국에는 하락했다고 한다. 원인은 수혜자들이 더 높은 소득위험을 감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렇지만 기아증가율은 낮춤으로써 최악의 부정적 영향은 완화시켰다고 한다. 

김을식은 경기연구원이 2020년 10월~11월 수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는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가구의 소비

지출대비 소상공인 매장지출비중은 15.5% 증가한 38.3%을 나타냈으며, 재난지원금의 평균소진기간

은 7.1주였다고 한다.

일반 세션 2-2는 ‘기본소득 재원조달’이다. 가장 핫한 이슈중 하나다. 마누엘 프란츠만 독일기본소

득연구 단장이자 킬 대학 교수가 좌장을,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과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

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마자와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디표, 말콤 토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단장이 참여한다.

박기백은 ‘대한민국 보편적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혁’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주요 

세목의 증세방안과 그 규모를 제시한다. 소득세, 토지세 관련 세목들의 조정 내지 인상방안을 담고 있

다. 

금민은 기본소득의 핵심이 공유부 배당에 있다고 주장한다. 공유부의 개념과 종류, 그로부터 도출

되는 기본소득의 재원들을 제시한다. 배당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형의 토지보유세, 탄소세, 빅데이터

세, 별도의 소득세 등이 제시되며 세입과 세출의 강한 견련관계에 바탕을 둔 기본소득 특별회계가 주창

된다.

일반 세션 2-3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할애된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좌장이며, 

윤성진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과 수사나 마르틴 벨몬테 스페인 ACPP 과학코디네이터가 발표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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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과 레안터 빈데말트 독일 Monneta 연구원, 김병조 경기연구원 초빙

선임연구위원과 천경희 가톨릭대 교수 등이 토론을 맡는다.

윤성진은 코로나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게 미친 영향과 작동원리를 

분석한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점포로의 구입처 변경을 유도하였으며 재난지원금의 축장(저축 등으

로 인한)을 막는다. 결국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 및 고용증가 효과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는 것이다.

 수산나 벨몬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전환 및 공공정책 도구로써 지역화폐’를 발표한다. 그는 

스페인의 두 가지 시범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일반 세션 2-4의 주제는 “기본소득과 코로나 팬데믹 속의 노동위기”이다.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

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표에는 트로이 핸더슨 시드니대 강사와 이다혜 서울대 강사가 나선다. 토론에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대표, 다비드 카사사스 스페인 바르셀로나대 교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전 의

장 루이즈 하그 영국 요크대 교수가 참여한다.

핸더슨은 ‘위기 속 기회-코로나19와 호주 기본소득에 대한 전망’을 발표한다. 호주 연방정부의 코

로나 팬데믹 대응과 호주 내에서 벌어지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를 소개한다.

이다혜는 ‘코로나19, 노동 불평등과 기본소득’을 발표한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노동 불평등의 심

화 현상과 이로 인해 부상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다룬다.

박정훈은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전국민 산재보험과 같이 기본소득도 노동유연화의 수단이 될 수 있

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특별 세션 2-1은 “기본소득과 젠더, 돌봄, 사회적 재생산”이다. 김교성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알마

즈 젤레케 뉴욕대 상하이 캠퍼스 교수와 홀리오 리나데스 독일 Circles UBI 연구원 및 커뮤니티 코디네

이터가 발표를 맡는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윤자영 충남대 교수, 서정희 군산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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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알마즈 젤레케는 ‘가사노동 임금: 돌봄 경제를 위한 기본 자본으로서의 기본소득’을 발표한다. 가

사·돌봄 노동에 대한 무임금이 여성의 사회적 취약성은 물론 전체 노동 계급의 취약성을 가져 왔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돌봄 경제를 위한 기본 자본이며 재생산적 노동을 위한 무조건적 임금이라는 것

이다.

홀리오 리나레스는 ‘기본소득과 돌봄 계급의 반란’을 발표한다. 그는, 현재의 위기를 통해 무급 돌

봄 노동이 모든 곳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임이 드러난다고 본다. 돌봄 계급의 반란을 통해 중앙은행

의 탈 중립화와 기본소득으로 발행되는 공유부로서 통화의 민주화를 달성하자는 주장을 내놓는다.

특별 세션 2-2는 “대동법,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이다. 김태희 실학박물관장이 좌장을, 발표는 

이정철 경북대 연구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맡는다. 계승범 서강대 교수, 김태년 

퇴계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이관형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정철은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등장한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모델이 조선시대 대동법과  근

친성을 지님을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기본소득의 역사적 전거를 서양 전통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찾으려는 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유영성은 이정철의 주장에 대한 실증적 비교를 내놓는다. 이런 시도는 중요하지만 아전인수나 견

강부회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다.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이 시작된다. 대선 시계가 빨라진 느낌이다. 이어 국민의 힘 경선과 제도

권 정당 안팎의 이합집산이 진행될 것임을 감안하면 소위 ‘대선 국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

다. 다른 한편, 백신 접종으로 잦아들 것으로 기대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런 형국에서 기본소득은 현실 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대선 국면이 귤

을 탱자로 만드는 ‘회수’가 될지, 로마를 점령하기 위해 넘는 ‘루비콘 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

에도 ‘현장스케치’는 계속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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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동향 

김찬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동
향 

:
 

국
내
동
향

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실시

4월 29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반기에 시행될 전

망이다. 조례안은 당초 지난해 6월 26일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재원 마련과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됐었다. 이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거쳐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 1조는 ‘경기도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

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 경제적 취약계층이거나 사회적 약자라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 기본권,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의거해 있음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농민기본소득 조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자. 조례 2조 1항에서는 농민

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한국의 농업정책의 기준

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농업인’ 규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규정은 5가지인데, 그 중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과 “농

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경작”하

지 않고 “경영”만 해도 그는 농업인이다. 바로 이런 농업인 규정이 ‘공익형 직불금’을 타는 부재지주를 

만든 근거이다. 조례 2조 1항은 ‘농민’을 다시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계
간

  《기
본

소
득

》 2021. 여
름

109

조례 5조 1항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

칙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가구주에게만 지급되는 한계

가 있었는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개인’ 지급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경기도 농

민기본소득은 농민 1인당 연간 60만 원(월 5만 원씩)1)을 농민 개인에게 지역화폐(3개월 내 사용)로 지

급한다. 농민수당은 보통 가구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므로, 예컨대 2인 가구라면 농민기본소득 지급

액은 농민수당의 2배가 된다.2) 농민수당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농민에게 큰 의미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례 8조는 지급신청 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민은 본인

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농민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해당 농민이 신청을 하면 읍면동은 주소 확인 및 거주 및 경작기간 등의 기본적 자격 확

인 절차를 거친 다음, 마을 -> 읍면동 -> 시군의 3차에 걸친 ‘농민기본소득위원회’(조례 11조)의 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게 된다. 

재원은 도 50%, 시군 50%씩 분담하여 마련하고, 올해는 작년 12월에 도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

금까지 시군 조례 제정을 완료한 6개 군(여주, 포천, 연천, 양평, 이천, 안성)만 우선 실시하게 된다. 6개 

군은 경기도 내 농민 29만 여명 중 9만 여명에 해당한다. 2022년부터는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

정이다. 기존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던 여주시, 양평군은 농민수당 조례를 폐기한다. 양평군 같은 

경우 농민수당은 군비 100%로 운영되었지만 농민기본소득은 군비가 50%만 투입되므로 개인 지급으

로 바뀌어도 군 예산은 오히려 연 8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절감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몇 가지를 검토해 보자. 첫째, 지급대상자 확정의 문

제이다. 지급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

(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농업에 1년 이상 종사했다면 거주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생계를 책임지는 농민이라면 19세 미만도 지급한다. 

둘째,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초과인 사람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

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농민이 사과주스를 가공하여 소득을 올렸다면 어떻게 될까? 

3,700만 원은 매출액이 아니고 환산소득액이다. 과일주스 제조업의 단순 경비율은 92.3%이다. 따라

서 4억8천만 원의 매출을 해야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이런 농민은 많지 않아 재

원 상 어려움도 없으니 기본소득의 원리상 소득조건을 빼는 것이 맞지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 장애를 무시할 수 없었다.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초과는 공익형 

1)　분기당 15만 원 지급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2)　농가당 가구원수는 2.2명 (2020,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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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제외 조건과 같다. 

셋째, 농업 경영체와의 관계이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지만 실제로 농민이 아닌 

사람은 제외해야 하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3)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포함시

켜야 한다.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는 따라서 기초 자료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 결국 농민기본소득위원

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 지역사회의 유력자인 부재지주의 영향력을 배제

해야 하며 힘이 없는 임차농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운영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내 농민단

체 등이 망라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시군별 활동가를 선발하여 농민기본소

득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는 기구를 뛰어넘어 농촌의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본소득 지지자들 가운데에서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엇갈린 견해가 존재해 왔다. 농민기본소득

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로서 범주형 기본소득의 기능을 잘 할 것이라는 견해와, 농민기본소득 

같은 ‘직업’ 범주형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저해요인이며 기본소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견

해가 공존해 왔다. 

필자는 농민기본소득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농민(농업)부터 시작하자는 것과 

농민(농업)이니까 하자는 것의 의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 전자는 농민기본소득이 범주형 기

본소득으로서 ‘의미 있는 액수의 기본소득’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이 경험을 사회의 다른 영

역으로 확산시키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그저 하나의 

‘직업’ 기본소득으로 보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농업은 1) 식량의 기지이자 생명창고 2) 다

원적, 공익적 가치 3)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흐름 창출 4) 기후위기와 싸우는 ‘탈脫탄소 전사’라는 의

미에서 보편적/전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범주형 기본소득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모를까, 한다면 농민기본소득이야말로 농민 아닌 사람에게

도 가장 설득력이 큰 범주형 기본소득이다. 농민만 기본소득을 주면 연대의 정신을 약화시키고 집단의 

이기주의를 키우며,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농

민기본소득만의 약점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연령별, 지역별 기본소득에서도 수급자가 아닌 다른 

연령, 다른 지역과의 갈등은 크게 발생한다. 

청년기본소득이 최적의 범주형 기본소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24세만 주는 청년

기본소득은 25세 이상의 청년들의 반감을 샀다. 청년 범위를 넓히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19-30세까지

로 하면? 31세, 32세는 자신을 ‘장년’이라 생각할까? 범주형 기본소득은 근본적으로 범주 외 인구집단

3)　임차농이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지주와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런 계약서가 없는 임차농이 너무 많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했을 때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까지의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기 때문에 부재지주는 자경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써 주지 않는다. 차제에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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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범주형 기본소득에서 ‘범주’의 가치는 그 범주 자체의 의미에서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으로 생각한다.   

‘농민(농업)이니까 하자는 것’은 농민기본소득이 하나의 ‘참여소득’이라는 것을 말한다. 보편적 기

본소득이 시행된 이후에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참여소득’으로 계속 존속할 것이다. 참여소득으로서 농

업이 갖는 가치는 앞서 언급한 농업의 보편적/전사회적 가치와 같다. 덧붙이자면 ‘독립된’ 참여소득으

로 남았을 때 농업참여소득은 기후위기에 맞서는 친환경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

이 옳다. 그리고 공익형 직불금의 ‘소농직불금’4)과 통합되어 단일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지자체 농

민수당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경기도는 3월 4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실험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전 사회구성원에게 실시하기 전에 그 

효과를 미리 검증해보는 정책실험의 의미가 있다. 즉 보편적 기본소득의 ‘축소모델’을 살펴보는 것이

다. 농촌이 실험 단위가 되면 농민과 비농민이 다 포함되고 빈곤층 등 특정 집단만이 아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적 효과를 실험하는 데에 

적절하다. 

그래서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실시’와 동시에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시도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다. 그러한 목적의 실험이 왜 농촌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보편적 기본

소득의 정책실험이라면 농촌과 도시에서 각각 진행되면 더 좋았을 것이다. 도시는 빼고 농촌으로만 진

행되다 보니 실험 설계 시부터 ‘지방소멸지수’나 ‘지역재생력지수’ 같은 농촌의 소멸 가능성, 국가균형

발전, 도농 간의 격차 등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이것은 기본소득 정책실험으로는 부적절한 언표들이다. 

빈곤한 농촌지역을 선택한다면 실험으로서의 객관성이 훼손될 것이고 보편적 기본소득의 축소모델로

서의 의의도 상실될 것이다. 

또 하나 사회실험이 갖춰야 할 과학적인 실험 설계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무작위 통제 실험’을 하려

면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실험대상과 비교 대상이 되는 대조집단 모두 무작위로 선정되어야 할 것인데,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는 기본소득’이라는 컨셉으로는 이를 견지하기 쉽지 않았다. 경기도는 꽤 

여유 있는 농촌이 있는 반면에 소멸 위기의 농촌도 있는 등 그 격차가 매우 컸다. 하나의 ‘면’을 무작위 추

출했을 때 어떤 ‘면’이 선택되었는가에 따라서 소멸 위기와 관련한 데이터에 큰 차이가 생길 것이다. 그

4)　0.1ha～0.5ha 소농 가구의 경우 월 10만 원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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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피하기 위하여 몇 십 개의 ‘리’를 무작위 추출한다면 과학성은 담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애초에 

실험이 목표로 하는 지역경제 순환효과나 승수효과, 공동체 효과 등의 측정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고민 끝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실험’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

이 났다. 사업의 목표는 1) 농촌 지역의 소멸위기 극복 2) 농촌의 사회적 활력 제고 3) 기본소득의 이해

와 공감대 확산으로 정해졌다. 사업 시기는 5년간이며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후 여러 지표를 통한 

평가를 통해 한 개의 ‘면’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다. 선정기준은 지역소멸의 위험이 있고5) 주

민수도 전국 평균 이하인 면 지역6)이다. 대상 지역은 면이 있는 경기도 시군 중 4개 시군(김포, 남양주, 

양주, 용인)을 제외한 11개 시군 26개 면7)이 조건을 충족한다. 선정된 면의 실거주자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월 15만원(연 18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도농 간의 격차가 워낙 크고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농촌 시범사업

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실험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 지역화폐 형태의 현금 

지급 외에도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결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년간의 다소 

긴 기간을 설정한 것도 실제로 시범사업 지역으로의 청년 등 신규 인구의 유입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으

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으로 일개 면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절대 ‘전면 실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민기본소득과 비교될 성격의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 혹자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면서 전자는 ‘직군’에 후자는 ‘공간’

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무조건성과 지역순환경제, 공동체성의 측면에서 농촌기본소득이 더 포괄적이고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8) 하지만 농촌기본소득은 실험이나 시범사업이면 얼마든지 가능하

고 의미도 크지만, 전면실시의 관점에서는 전사회적인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오히려 실행이 어렵다. 

첫째, 농촌과 비농촌을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다. 통계청KOSIS/국토교통부 자료는 두 개의 기준으로 

농촌인구를 표시하고 있는데(2019) 비도시인과 농촌인의 규정이 상이하다. 

5)　지역소멸지수(만 20～39세 여성인구수/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수)가 0.5～0.2인 ‘위험 진입’ 지역과 ‘고위험’(0.2미만) 지역
6)　전국 면 평균 인구수(4,167명) 이하인 면 지역
7)　가평(1), 광주(2), 안성(3), 양평(2), 여주(3), 연천(8), 이천(1), 파주(1, 휴전선 인근 진동면 제외), 평택(1), 포천(3), 화성(1) 
8)　‘농어촌주민기본수당’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다.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 법제화 토론회’, 2021-03-16)

전체인구
용도지역기준 행정구역기준

도시인구 비도시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구분 기준 주거·상업·공업·
녹지지역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읍, 동 면

51,849,861
47,596,532 4,253,329 47,240,850 4,609,011

91.80% 8.20% 91.11% 8.89%

[표1] 도시, 비도시, 농촌인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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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조적인 예 두 가지만 들어보겠다. 아래 표를 보듯이 기장군은 비도시인이 0명인데 농촌인

은 1만7천여 명에 달한다. 고양시는 거꾸로 농촌인은 한 명도 없지만 농사를 짓는 등의 비도시인은 6만 

명에 가깝다. 어떻게 보면 용도지역 기준의 비도시지역이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농촌의 모습과 더 닮은 

경우도 많을 것이다. 행정구역으로 보더라도 읍이 도시인구로 분류되는데, 농촌에 가까운 읍이 훨씬 많

을 것이다. 결국 지급대상지를 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어떻게 정하건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둘째,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 이후에도 ‘농업참여소득’으로 존속하지만 농촌기본

소득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굳이 농민기본소득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

간 정거장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농촌기본소득이 농민기본소득보다 더 얻으려고 하는 경제적, 지

역적, 공동체적 목표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전사회적 실현으로 얻을 수 있다. 

셋째, 농민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어 온 것에 반해(‘농민기본소득전국

운동본부’) 농촌기본소득은 전면 실시의 관점에서는 위로부터 구상된 이론적 가설일 뿐이다. 

농촌은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 1) 보편적 기본소득 (도농 간의 격차만큼 농촌의 상대적 효과가 크

다) 2) 농민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된 농민기본소득은 농촌 전체를 살찌우는 핵이 된다) 3) 사회서

비스 확대 (농촌의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은 정말 중요하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촌기본소득의 현

실태이다. 

비도시인 농촌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0 17,068

경기도 고양시 59,717 0

[표2] 기장군과 고양시의 비도시인과 농촌인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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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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향 

:
 

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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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장소득 실험의 맥락

이지은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계
간

  《기
본

소
득

》 2021. 여
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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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2021 NABIG Congress  https://www.nabigcongress.com/ 

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 https://www.mayorsforagi.org/  

Income Movement https://www.incomemovement.org/   

Kairos center https://kairoscenter.org/ 

The third reconstruction https://www.3rdreconstru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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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9년 2월부터 2년간 시행된 미국 스톡턴 경제력 강화 실

증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SEED 실험의 1차년도(2019년 2

월~2020년 2월) 결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

선 2021년 3월에 발표된 1차년도 결과 분석 보고서(West, Baker, Samra and 

Coltrera, 2019)의 요약Executive Summary,  연구개요Year 1 Research Overview, 결과

Year 1 Findings를 발췌하여 소개하고, SEED 실험의 특성과 1차년도 결과의 시사점

을 간략히 제시한다.

1. 요약Executive Summary

SEED는 Michael D. Tubbs 전 시장에 의해 2019년 2월에 시작되었으며, 미

국에서 최초로 시장mayor이 주도하여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계획이다. 무작위로 

선정된 125명의 스톡턴 시민들은 24개월 동안 노동요건 등 어떠한 조건도 없이, 

매달 현금으로 500달러를 지급 받았다.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 Trial; RCT 파일럿은 독립연구자 팀인 테네

시대학교University of Tennessee의 Stacia West 박사,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Amy Castro Baker 박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의 E4AEvidence for Action 프로그램에서 재

정을 지원하였다.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보장소득이 어떻게 소득 불안정에 영향을 미

스톡턴 SEED 실험 1차년도 결과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이건민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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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가? 소득 불안정에서의 변화들은 어떻게 심리적 건강과 신체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장소

득은 어떻게 미래에 대한 주체성agency over one’s future을 만들어내는가?

2021년 3월에, SEED는 실험의 1차년도 예비결과를 공개하였다. 발표된 결과는 COVID 이전 시기

인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시기를 포함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보장소득은 소득 불안정성, 또는 가구들이 직면하는 월별 소득의 변동성을 감소시켰다.

· 무조건적 현금은 수급자들이 전일제 일자리를 찾는 것을 가능케 했다.

· 보장소득의 수급자들은 더 건강해졌는데, 우울과 불안의 감소와 웰빙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 보장소득은 재정적 결핍을 제거함으로써, 자기 결정권, 선택, 목표 설정, 위험 감수를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 냈다.

SEED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긴급하면서도 치명적인 문제들 중의 일부인 불평등, 소득 불안정성, 

빈곤에 맞서고 대처하며 이를 인간화하기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보다 공격적인 정책 해법들의 추구

를 어렵게하는 빈곤층, 노동 빈곤층에 대한 견고한 고정 관념들과 가정들에 도전하고자 했다. 우리는 

SEED가 모두에게 존엄성을 제공하는 더욱 공평하고 포용적인 사회계약을 상상할 기회를 준다고 믿는

다. 모든 사람은 재정적 안정을 누릴 자격이 있다. SEED는 보장소득이 그것을 달성할 하나의 방법임을 

입증한다.

2. 1차년도 연구 개요Year 1 Research Overview

이 실험을 추동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보장소득은 소득 불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② 소득 불안정의 변화는 재정적 웰빙, 심리적 고통, 신체적 기능을 어느 정도로 변화시키는가?

③ 보장소득은 어떻게 미래에 대한 주체성을 만들어 내는가?

우리는 보장소득이 월별 소득 불안정성을 줄이고, 소득 만족도를 높이며, 그 결과로 심리적 스트레

스를 줄이고,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참

여행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와 함께 혼합방법 무작위 통제 실험mixed methods randomized control 

trial을 활용하였다. 참여행동연구 대상 집단들은 자격deservedness과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대화를 목표

로 하면서, 개인들이 500달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모든 연구 활동들은 테

네시대 녹스빌캠퍼스University of Tennessee-Knoxville 및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세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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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병행

(2) 순차적 연구: 양적 연구 → 질적 연구 → 양적 연구

(3) 공동체 기반 참여행동연구. 2021년 9월까지 연구 지속

요소 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병행. 기초선 양적 데이터는 2019년 2월에 집단들을 무작위 배정하기 3

개월 전에 수집되었으며, 무작위 배정 이후에 세 번의 간격으로 수집되었다. 참가자들은  소득 및 정신

건강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월별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SMS 설문을 작성하였다. 50명의 참가자로 구

성된 질적 유의purposive 표본을 선정하여 1:1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인터뷰를 통해 500

달러를 사용하는 의사결정이 현재 네트워크에서의 책임성과 안전망 기준선에 따라 어떻게 고려되었는

지를 확인하였다. 

요소 Ⅱ A:

순차적인 연구(양적 연구 → 질적 연구 → 양적 연구): 요소 Ⅱ는 보장소득과 관련된 변화들을 어

떻게 해석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내포된nested 유의 질적 표본을 만들기 위하여 대처, 소득 불안정성, 주

체성에 대한 초기의 양적 조사를 활용하였다. 목표는 개입과 관련된 전략들, 과정들, 미래에 대한 주체

성 감각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순차적인 요소는 대처전략들과 건강행동들과 함께 소득 불안정성의 생

생한 경험들을 포착하였다. 그것은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의 유의표본과 함께하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들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프로토콜들은 사회적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기존의 경제적 불안정, 대처 기제

와 네트워크 문헌에서 정보를 얻었다. 앞서 언급된 영역들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주제 분석(Braun & 

Clark, 2006; Tashakkori & Teddlie, 2008)은 매월 이루어진 초점이 좁혀진 양적 텍스트 기반 질문의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Cole-Lewis & Bernhardt, 2015).

요소 Ⅱ B:

1차년도의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혼합방법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존 데이터 셋으로는 답할 수 없

었던 새로운 연구 질문들을 생성하였다. 따라서 추가적인 의도적 인터뷰의 순차적 단계가 2차년도에 

추가되었다. 연구활동들이 현재 진행 중이다.

양적 측정

소득불안정성 데이터는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통한 월별 자가 보고로 측정되었다. 신체적 기

능과 심리적 고통의 건강 지표들은 6개월마다의 종단 설문조사 내에서 SF-36과 Kessler 10을 거쳐 양

적으로 측정되었으며(Rand Corporation, 2018; Kessler et al., 2002), 심층 인터뷰들을 통하여 질적

으로 측정되었다. 고용 및 400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비상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재정적 

웰빙에 대한 데이터는 6개월 간격으로 양적 설문조사에서 자가보고를 통해 수집되었다.

양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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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가 예비 보고서라는 것을 전제로, 기본적인 기술통계량과 추론통계량이 양적 데이터로 

제시된다. 사전분석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통계분석들이 수행될 것이고 그 결과는 최종보고서에서 제

시될 것이다. 요소 Ⅰ과 Ⅱ의 양적 분석들에서, 미국 재무다이어리Financial Diaries 연구에서 이용된 바와 

같이 소득 불안정성은 변동계수에 의해 계산되었다. 변동계수를 알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월별 소득의 

표준편차를 월별 소득의 평균으로 나누었다(Morduch & Siwicki, 2017).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기능

을 측정한 SF-36과 Kessler 10의 개체 간 및 개체 내 효과들은 2018년 12월과 2019년 2월의 기초선과

의 t-test로 검정되었다. 고용 변화와 재정적 웰빙에 대해서 기술통계량이 계산되었다. 요소 Ⅰ과 Ⅱ의 

질적 분석들에서, 구조적 코딩에 의해 통보된 주제 분석이 사회연결망 관계들을 포착하기 위하여 이용

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일반적으로 복지급여를 받는 것과 관련된 낙인과 수치심의 맥락에서 현금 수령

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Keene, Cowan & Castro Baker, 2015) 의사결정 경로들이 

가치/감정 코딩과 함께 사용되었다(Saldana, 2009).

질적 방법론

1차년도 질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세 단계가 있었다. 기초선 설문조사에서 개방형 질문, 인테이

크 이후에 반구조화된 인터뷰, 그리고 실험집단의 구성원들과 함께 첫 해 동안 계속 진행된 반구조화된 

인터뷰가 그것이다. 통제집단을 대상으로도 인터뷰가 수행되었으며, 이는 계속 진행중인 연구활동들

의 일부분을 이루었다. 모든 질적 방법론은 결핍과 긴장감에 특별하게 주목하는 사회적 스트레스 모델

에 이론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었다(Mani, Mullainathan, Shafir & Zhao, 2013; Shah, Mullainathan 

& Shafir, 2012).

1단계:

모집된 응답자들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작위 배정되기 전에, 개방형 질문들이 최초의 기

초선 설문조사에서 포함되었다. 안전망과 관련된 자격, 수치심, 비난에 대한 문헌을 통해 지시메시지들

을 제공하였다(Baumberg, 2016; Seccombe, James & Walters, 1998; Tach & Edin, 2017). 이러한 

개방형 부분들은 (1) 반구조화된 인터뷰들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2) 텍스트 기반 데이터 수집, (3) 가

구 의사결정 패턴 식별, (4) 보장소득이 어떻게 안전망 복지급여들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알아

내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응답들(N=478)은 Braun & Clark(2006)의 주제 분석의 다섯단계들에 따라 

Dedoose 프로그램으로 재귀적으로 코딩되었다. 여기에는 실체에 대한 서술 코드들(Saldana, 2009), 

의사결정을 포착하는 감정 코드들(Goleman, 1995), 공적 담론 문헌을 반영하는 가치 코드들을 사용

하는 세 차례의 비교 코딩이 포함되었다.

2단계:

응답자들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작위로 배정된 후, SEED 프로그램 스태프는 공동체 기반 

환경에서 일대일 인테이크 세션들을 위하여 실험집단의 잠재적 구성원들을 초대하였다. 실험집단에 

등록된 모든 수급자들은 SEED 운영의 하나의 요소로서 반구조화된 인터뷰에 참가하라는 초대들을 받

았다. 36명이 동의하였다. 인터뷰는 참가자의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5~20분 길이로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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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되었으며, 전문적으로 전사되었다. 프로토콜은 일반적인 인구통계, 신뢰, 사회연

결망, 프로그램 활용, 의사결정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의미론적 수준에서 주제 분석은 1단계에

서 활용된 동일한 단계들에 따라 Dedoose로 수행되었다(Braun & Clark, 2006). 이러한 단계에서 사

용된 코드들은 1단계에서 활용된 그것들의 확장 버전을 나타냈다. 추가사항에는 시퀀스와 의사결정을 

포착하는 아키텍처 코드들과 자격성에 대한 공적 담론의 관점을 포착하는 수정된 가치 코드들이 포함

되었다(Saldana, 2009).

3단계:

실험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실험 첫 해의 대략 절반 정도 지난 시점에 반구조화된 인터뷰에 참여

하도록 초대되었다. 여기에는 해당 집단의 적절한 대표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전 또

는 현재 경험들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표적화된 아웃리치가 포함되었다. 모집은 50명의 목표 표

본에 이르렀을 때 중단되었다. 3단계의 목표는 보장소득과 관련된 전략들, 과정들, 적응들, 미래에 대

한 주체성 감각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인터뷰는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되었고, 전문적으로 말 그대로 전

사되었으며, 사람들이 질문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따라 1~3시간 지속되었다. 대부분은 자신의 집에

서 인터뷰했으며, 일부는 사생활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동체 기반 환경에서 인터뷰하도록 선출

되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개인적인 계획이 바뀌었을 때 전화로 인터뷰하기로 선택되었다. 전체 

인터뷰 및 분석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교 메모 작성이 이루어졌다(Charmaz, 2014; Strauss, 1987). 인

터뷰 프로토콜은 과정, 의미 형성, 전략들, 물질적 및 비물질적 자원들의 풀링, 신뢰, 사회연결망에 대

한 프롬프트들을 포함하였다. 1단계와 2단계에서 이용되었던 원래의 5단계 주제 분석(Braun & Clark, 

2006)은 처음 두 단계의 분석과 초기 양적 신호들에 기반한 코드북 개발 동안 변경되었다. 혼합방법 접

근법의 반복적인 측면을 유지하면서(Tashakkori & Teddlie, 2008; Teddlie, Tashakkori & Johnson, 

2008), 우리는 의미론적 수준에서 주제 분석과 함께 잠재분석에 근거이론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접근법을 조정하였다(Charmaz, 2014).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법은 1단계와 2단계의 분석에서 수급자

들이 공통의 언어와 공유된 이해를 결여했던 전개 현상으로 보장소득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선택되었

다(Charmaz, 2014). 마지막 코드북은 과정 코드들, 가치 코드들, 초점 코딩(Thornberg, Perhamus & 

Charmaz, 2014), 이론적 코딩(Glaser, 1978; Charmaz, 2014)을 포함하였다. 모든 코딩은 Dedoose

에서 이루어졌다.

3. 1차년도 결과Year 1 Findings

내러티브 분석은 재정적 부족이 어떻게 가구 내 관계와 사회적 관계 내에서 시간 부족을 낳는지를 

보여주었다. 월 500달러의 화폐는 가용시간을 늘리고 생일 케이크와 같은 것들을 사거나 친구들과 함

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내러티브 분석이 드러낸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있다. 자신의 연결망 내에서 무급 돌봄노동을 수행

하는 데 삶과 시간의 대부분을 바치는 여성들은 시간의 주입과 함께 재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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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힘이 어떻게 수년간 그들이 무시했던 방식에서 그들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가능케 했는지

를 설명하였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치과 치료와 예방 의료를 따라잡는 것과 같은 예상되는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그들 스스로의 욕구, 바람, 원하는 

것에 경청하고 중심을 두는 새로 발견된 자유를 제공하였다. 가령 다른 사람의 차 대신 자신의 차를 고

치는 것이라든지, 아이들이나 친척을 위해 모든 것을 돌리는 대신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돈이라든지 말이다.

프로그램 시작 1년 후,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월별 소득 불안정성이 적었다. 통제집단은 실험

집단에 비해 거의 1.5배의 소득 변동성을 경험하였다. 실험집단은 월별 46.4%의 소득변동을, 통제집

단은 월별 67.5%의 소득변동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가구의 월별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보

고한 미국 재무다이어리의 결과와 일치한다(Hannagan & Morduch, 2015). 또한 개입을 받는 가구들

은 통제집단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예상치 못한 400달러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더 나은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수급자의 25%만이 예상치 못한 비용을 현금 또

는 현금의 등가물로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1년 만에 실험집단의 52%가 예상치 못한 비용을 현금이나 

현금의 등가물로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초선 조사에서 통제집단의 25%가 예상

치 못한 비용을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로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1년 후, 통제집단의 28%만이 예상치 

못한 비용을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로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실험집단은 보장소득을 받은 지 1년 후에 

통제집단에 비해 더 안정적인 재정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Kessler 10은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질문을 기반으로 심리적 고통을 측정하는 널리 사용되는 도

구이다. 점수는 10~50 범위에 위치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나타낸다. 25점 미

만은 건강할 것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20~24점은 경미한 정신건강 장애를 보여준다(Kessler et al., 

2002). Kessler 10의 t-test는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진 지 1년 후인 2020년 2월에 시작된 네 번째 관찰

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불안 및 우울 증상 발생률이 더 낮은 것을 보고했음을 나타낸다. 첫 번

째 관찰에서, Kessler 10에 대한 실험집단(평균 21.28, 표준편차 9.03)과 통제집단(평균 20.72, 표준

편차 8.97)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303)=0.541, p=0.58]. 네 번째 관찰

에서,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는 21.15(표준편차 10.55),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18.43(표준편차 8.66)

으로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184)=-1.92, p=0.056]. Cohen’s d로 측정된 이러한 

변화의 효과 크기는 –0.282로 비교적 작은 효과였다. 통제집단을 기초선에서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Kessler 10의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t(86)=-0.997, p=0.322]. 하지만 실험집단은 

기초선에서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t(85)=2.732, p=0.008]. 

이 효과에 대한 Cohen’s d는 0.29였으며, 또 다시 작은 효과였다. 종합해보면,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

이 통제집단은 그러하지 않았던 정신건강의 임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경험했음을 시사

한다. 1년 동안의 개입에 걸쳐 경미한 정신건강 장애가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정신적 건강 상태로 이동

하였다.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개발한 약식 건강 설문조사 36Short Form Health Survey 36은 전반적

인 건강과 웰빙을 측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도구이다. 여기에는 신체 기능, 신체 건강으로 인한 역할 

제한, 정서적 문제로 인한 역할 제한, 에너지 및 피로, 정서적 웰빙, 사회적 기능, 통증, 전반적인 건강이



계
간

  《기
본

소
득

》 2021. 여
름

131

라는 8가지 하위척도가 포함된다(Hays & Shapiro, 1992; Stewart et al., 1992). 점수는 0에서 100 

사이에 분포하며 숫자가 클수록 더 건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기준선에서, 8개의 하위척도 중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보장소득을 받은 지 1년 후 실험집단은 통

제집단과 정신건강(t(183)=14.85, p=0.012), 피로에 대한 에너지(t(186)=7.30, p=0.023), 정서적 웰

빙(t(191)=7.70, p=0.022), 통증(t(189)=7.87, p=0.047)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비교에서 효과 크기는 Kessler 10에서 발견된 것보다 약간 더 컸다. Cohen’s d는 정서적 건강에 대해 

0.370, 피로에 대한 에너지에 대해 0.335, 정서적 웰빙에 대해 0.332, 통증에 대해 0.283이었다.

2019년 2월에 수급자의 28%가 전일제 일자리를 가졌다. 1년 후에 수급자의 40%가 전일제 일자

리에 고용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통제집단은 동일한 1년의 기간 동안 전일제 고용이 5%p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32%가 2019년 2월에 전일제로 고용되었다. 1년 후 통제집단 참가자

의 37%가 전일제로 고용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더 큰 노동시장 추세를 시사할 수는 없지만, 질적 데이

터와 통합될 때 개인이 일자리 전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월별 500달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통

찰력을 제공한다.

선택된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은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의존하는 관계에 대한 주체성, 자기결정, 진

정한 신뢰에 달려 있다. 일단 기본욕구가 충족되고 희소성이 약화되면 참가자들은 선택과 안전감에 의

해 정의된 선택된 취약성과 진정한 신뢰를 위하여 자유를 원했던 취약성의 상호관계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경로들을 설명하였다. 감시 및 제약된 의존을 유발할 수 있는 강제된 취약성과는 달리, Callie는 선

택된 신뢰, 상호의존성 또는 취약성을 “당신의 모든 것을 어떤 것에 집어넣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음”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긴장하거나 어려운 관계를 맺은 친구 및 

가족에게 돈이나 자원을 요구하는 것을 줄이고, 협박을 받고 있는 관계에서의 시간을 제한하는 능력이 

포함되었다.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보장소득이 자기결정권과 주체성의 감각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한다.

4. SEED 실험의 특성과 1차년도 결과의 시사점

SEED 실험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주체들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실험의 주된 목적이 엄밀한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객관적인 실험 결과를 산출하는 것에 있

기보다는 빈곤의 원인이 빈곤한 사람들의 특성이 아니라 현금의 부족에 기인한다는 것, 사람들에게 직

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최선의 투자라는 것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에 있었다. 그러므

로 SEED 실험에 대한 평가도 실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다양한 사례

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실험 주체들 스스로가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장소득’을 실험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

다. 스톡턴 시민 중에서 중위가구소득인 46,033달러 이하의 지역neighborhood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이 실험에 참가할 자격이 있었다.1) 이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125명의 스톡턴 시

1)　더 구체적으로, 평가 팀은 무작위로 선정된 4,200명의 거주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냈고, 참여에 관심이 있는 가구들은 인구학적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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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24개월 동안 500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이었다. ‘보장소득’ 실험이라는 명명에서 우리는 실험 주

체들이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 빈곤지역 또는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을 짐

작해볼 수 있다. 물론 실험집단의 경우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 변화나 복지급여의 감소 없이 500달러

를 추가로 지급받는다는 점은 적어도 이들이 외부재원 기본소득 정책이 도입된 경우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건민, 2020).2)

셋째, ‘보장소득’ 실험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장소득’ 실험이라고 볼 수 없는 측

면도 존재한다. 신청자의 경우 거주하는 지역이 스톡턴 시 중위가구소득 이하에 속하기만 하면 되었으

므로, 신청한 사람의 가구소득이 중위가구소득 이상인 경우도 실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위가

구소득이 면세소득과 같은 형태의 음의 소득세를 예로 들어보자면, SEED 실험에 참여하였으나 실제 

가구소득이 중위가구소득을 상회하는 가구에 속한 A라는 사람은 실제 음의 소득세가 도입될 경우에는 

‘보장소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의 소득세’를 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장소득이 소득변동성

과 재정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급방법을 택하였다. 스톡턴 시에 거주하는 가구들

은 흔히 월초에 임차료를 비롯하여 많은 액수의 지출을 마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SEED는 매

달 15일 또는 15일 근처에 지급되었다. 이는 가구가 직면하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데 최적

인 시기라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9.7%의 스톡턴 시민들이 은행계좌를 갖

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수급자들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불 직불카드가 지급

수단으로 결정되었다.

1차년도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보장소득이 가구들의 소득 불안정성

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며, 이는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또 다른 결과들, 즉 우울과 불안

의 감소와 웰빙의 향상, 자기결정권, 선택, 목표 설정, 위험 감수를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하였다는 

결과의 바탕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1차년도 결과에서 드러난 보장소득으

로 인한 (소득의 증가 및) 소득 불안정성의 감소 정도가 사전적인 이론적 예측과 비교했을 때에는 어떠

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이 없다는 것이다. 소득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이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변수인 변동계수의 정의상 (다른 모든 변수들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제공된 보장소득의 크기만큼 

분모에 해당하는 평균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 값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전적인 이론적 예측

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실제 관측된 값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판자들의 입장에서는 보장소득으로 인

해 소득 불안정성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체적인 고용일수와 일자리로부터 얻은 소득의 집계 결과에 관심을 둔 핀란드 실험과는 달

리, 전일제 일자리에 고용된 사람들의 비율에 주목함으로써 좋은 일자리의 전망과 일자리의 질 향상에 

정보들을 요청하는 웹 기반 동의 양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사람들의 집단(pool) 중에서, 총 125명이 보장소득을 받
도록 배정되었다. 이러한 집단 중에서, 100명은 핵심 연구 표본을 이루었으며, 25명은 정치적으로 유의(purposive) 집단 혹은 스토리
텔링 집단, 즉 SEED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적으로 발언하는 집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표본 이탈하는 경우가 발
생할 것을 대비하여 5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또한 200명의 개인들이 무작위로 통제집단으로 배정되었다.

2)　SEED 실험의 주체는 무조건적 현금이 현존하는 사회안전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
서 기존 복지급여들을 보존하기 위한 면제(waiver) 절차, 어떠한 피해도 없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예상치 못한 복지급여 손실을 보
상하기 위한 Hold Harmless Fund의 설립 등을 통해 실험집단이 월 500달러를 받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복지급
여들에서의 손해에 미리 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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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보장소득 내지 기본소득의 잠재력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예컨대, 실

험기간 도중에 실험집단에 속한 일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합하거나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 더 좋은 일

자리를 갖기 위하여 잠시 현재의 열악한 일자리에서 벗어나 교육, 훈련, 탐색 등을 하고 그 중 일부가 이

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경우, 후자를 측정하는 변수 면에서는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일제 일자리에 고용된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 전자를 측정하는 변수 면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 훈련, 탐색 기간의 증가로 전체적인 고용일수와 일자리로부터 얻은 소득은 감소). 물

론 ‘전일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나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모두 대표하기에는, 그리고 보장소득 

내지 기본소득이 좋은 일자리의 전망과 일자리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분

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일부 사람들은 보장소득 내지 기본소득이 주어질 경

우,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기존의 전일제 일자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적합하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

자리(그것이 전일제이든 시간제이든)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 

셋째, SEED 실험 1차년도 결과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들은 기본소득 관련 다른 실험

들과 마찬가지로 보장소득 내지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를 시사한다(B-MINCOME and Ajuntament 

de Barcelona, 2019; Kangas et al., 2019; Kela, 2020; Rogehr and Scheidler-Benns, 2019). 또한 

SEED 실험이 채택한 양적, 질적 연구의 혼합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기제를 드러내

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넷째,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돌봐왔던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귀 기

울이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시간과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분석 결과는 보장소득 내지 기본소득

의 젠더 효과의 또 다른 중요한 기제를 드러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1차년도 결과는 빈곤층과 노동빈곤층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들과 가정들에 도전

하고자 한 SEED 실험 주체들의 생각과 믿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의 주된 책임을 빈곤한 개

인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보장소득 내지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들의 재정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말이다.

추후 이 실험의 2차년도 결과까지 공개된다면, 스톡턴 SEED 실험에 대한 더욱 종합적인 시사점 도

출과 종합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2차년도 결과는 어떠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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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이슈가 국내에서 다시 화제가 된 시점이라고 하면,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일 것이다. 전무후무한 감염증 확산 현상은 소

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등 많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과 활동에 

위협을 가했고,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대안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기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전국민고용보험, 기초

자산제, 안심소득, 기본소득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국회에서는 기본소득 관

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런 흐름과 함께 전문가들은 재원확보 방안, 사회

복지와 생태적 관점의 기본소득, 공공소유권 등과 관련한 기본소득 토론을 진행하

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시민은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에 대

해서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쉽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상의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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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기준lab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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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기본소득을 쉽게 설명하는 『집이 아니라 방에 삽니다』와 최근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플랫폼 경제와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으로 기본소득을 알아보는 『이럿타

로 경제에 눈뜨다』 의 두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집이 아니라 방에 삽니다』( 신민주 지음│디귿│2021년 4월 16일 출간)

이 책의 저자는 집이 아닌 방에 살고 있는 평범한 20대 청년이다. 작은 원룸에서 

독립을 시작하였고, 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평범한(?) 20대 청년이다. 저자는 자신이 사회에서 경험한 다양

한 사례를 책으로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는 동등한 최소한의 기회

인 기본소득을 소개하고 있다.

책은 총 4부와 에필로그, 부록으로 구성되어있다. 1부는 저자가 겪은 사례를 통

해 작금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집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친절해야 하

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집주인의 비위에 맞춰 무리한 요구와 일을 참아야 한

다”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사례를 통해,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현행 복지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가난이 낭만이 되거나 미담으로 소비되는 

것” 사회 현상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데, 가난에 대한 미담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회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는 기본소득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2부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편의점 아르바

이트를 통해 만난, 사회에서 잉여라 불리는 사람들을 소개하며, 그들이 게으른 사람

이거나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폐지 줍는 노인, 아르바

이트생, 실업자 등 누구나 일을 하는지, 일하지 않는지, 장애가 있는지, 장애가 없는

지 등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기본소득의 대상

이 되어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자가 원하는 활동

의 지속 가능성을 돕고,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보편적 복지관점의 기본소득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3부와 4부도 사례를 통해 기본소득이 모든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어

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결혼하지 않은 이주여

성, 난민 등의 사례를 통해 모두가 자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법은 기본소득

이라는 사회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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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는 특수한 대상을 상정하지 않고 모두를 말하

는 기본소득이, 중요한 복지 체계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부록

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시작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하는 이유, 개인별 지급해야 하는 이유 등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설명을 세분화하여 질의응답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소개하는 책의 경우 학문적, 통계적 서술로 인해 독자가 무거운 느낌

이 드는 경향이 있지만, 이 책은 1부에서 4부까지 저자가 경험한 사례를 통해 기본소

득을 설명하고 있다. 보통의 시민이라면 겪어본 사례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마법 같은 책이다. 다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기본소득

을 제안하고 있어, 독자의 성향에 따라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이 책은 독서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큰 걱정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부모님이든 누구나 쉽게 기본소득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작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위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이 책을 소개해보는 것

을 권장해 본다.

2. 『이럿타로 경제에 눈뜨다』(이럿타 지음, 밥꽃양 기획 엮음 │지식의풍경│

2020년 12월 23일 출간)

이럿타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진행하는 경제 전문 팟캐스트다. 다양한 경

제문제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접근해 대안을 제시하는 방송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

렇다’의 예스러운 단어인 ‘이럿타’로 정했다. 책은 이럿타에서 진행한 방송 내용 중 

플랫폼 자본주의와 빅데이터, 기본소득, 세계 경제라는 주제에 대한 방송 이야기를 

다시 엮어 구성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는 대본의 형식으로 편집되어 있다.

엮은이 ‘밥꽃양’은 현대자동차 식당의 여성 노동자 싸움을 그린 영화 ‘밥꽃양’을 

보고 자신의 닉네임으로 삼았다. 그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민주언론시민연합, 녹색당, 민주노동당 등에서 실천적 활동을 해왔다. 이럿타 방

송의 애청자인 그가 방송 내용을 책으로 편찬하자고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이러한 

제안에 동의를 얻어 직접 방송 대담을 책으로 엮는 집필을 진행하였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있다. 1부는 플랫폼 기업 유형(광고 플랫폼, 클라우드 플

랫폼, 린 플랫폼 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플랫폼 노동의 유형(크라우드 노동, 주

문형 앱 노동), 데이터(개별 데이터와 빅데이터) 소유권과 개인정보, 빅데이터와 빅

브라더의 관계 등 플랫폼 경제와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정보와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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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2부는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

로 급부상한 배경을 시작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와 의미, 정당성, 재원 마련 방법

과 같은 구제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영향도 

빈곤과 재분배 관점, 노동 공급과 거시경제의 관점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나아가 기본소득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일자리 보장의 의미와 한계, 생

태주의적 관점에서의 기본소득(생태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등

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3부는 세계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굵직 굵직한 사건인 경제 위기와 미국 중심

의 성장 모델, 유로존과 브렉시트, 미-중 경제 갈등 등에 대해 원인과 과정에 대해 자

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형상에 대해서 저자는 “불

평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반복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불

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이럿타 방송의 플랫폼 자본주의와 빅데이터, 기본소득, 세계 경제라는 3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 3부로 재구성하였음에도 독자가 전체 흐름을 자연스럽게 잘 

따라가도록 구성되어있다. 1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플랫폼 자본주의와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지만, 독자는 1부를 통해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의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를 2부에서 전달하고 있다. 

책은 방송 참여자들의 대화를 함께 읽어가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의 특징은 독자들도 대화의 흐름 속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주제에 대해 차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방송 참여자들은 전문적인 설명, 어려운 내용에 대한 

질문, 논제에 대한 정리 등 역할 분담을 통해 대화를 진행하고 있어, 독자들도 이해하

면서 내용을 따라가기에 용이하게 되어있다.

책의 부제는 ‘쉽게 읽는 플랫폼 자본주의와 기본소득’인데, 오히려 이 부제가 제

목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플랫폼 자본주의와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이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자본주의와 

기본소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독자들이 있다면 꼭 읽고 소장하는 것을 권

장한다. 그리고 대화 형식으로 되어있어 독자의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

만, 오히려 대화를 통해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가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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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최근의 대선 정국에서 기본소득이 정책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소득

에 대한 비판이 증대하면 할수록 기본소득이 정책 논쟁의 중심에 놓이는 역설적 효

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번역된 두 권의 저서  『기본소득과 좌파』 (필리프 판 파레

이스 편, 안효상 역, 박종철출판사, 2020),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제프 크로커, 유

승경 역,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21)는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대안을 고

민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기본소득과 좌파』는 유럽에서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엮은 

것이다. 서구에서 좌파란 의회에서 급진파가 왼쪽에 위치한 것에서 유래하여 진보

적 정치세력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 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데, 파레이스의 거친 분류에 의하면 노동을 중심

에 두는 노동주의 좌파와 자유를 중심에 두는 자유지상주의 좌파로 대별할 수 있다

(11~12쪽). 따라서  기본소득과 좌파  는 좌파 내의 두 세력 간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

쟁을 담고 있다. 

노동주의 좌파의 기본소득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에게도 지원하는 보편성에 대한 비판

둘째,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지원하는 무조건성에 대한 비판

셋째,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비판

기본소득 찬반 논쟁과 재원 문제

-  『기본소득과 좌파』 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서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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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본소득 재원 규모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비판 

이러한 비판들을 열거하자면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로 비판들은 위 논

점을 둘러싸고 확대재생산되는 것 같다.

첫째 논점에 대해서는 소득을 구분하기가 어렵거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전체에게 주는 기본소득 방식이 좋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체에게 주는 더 큰 금액을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권리의 보편성에 근거한 보편성 주장에 대해서는 보

편성에 근거해서 얼마의 기본소득 금액을 줘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한

다. 자산심사의 낙인효과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없는 자산심사가 가능하다고 비판한

다(28쪽). 

둘째의 논점은 노동주의 좌파에게 핵심 쟁점이다. 일과 소득을 분리시키는 문제

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노동주의 좌파의 핵심 아젠다는 일의 가치대로 댓가가 주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르주아 경제학과 다른 점은 일의 가치를 누가 생산하는

가이다. 노동주의 좌파에 의하면 노동가치는 노동에서 출현하므로 노동에 대해 지불

되어야 한다. 노동주의 좌파는 이 논리에 의거해서 일과 소득을 분리시키는 기본소

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기본소득을 받으면 나태해지고, 다시는 

노동현장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비판으로 이

어진다. 

셋째 쟁점은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불방식이 소득 하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

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동일한 금액을 기본소

득으로 엷게 지불하는 것보다 소득 하위층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단순

한 산수를 들이댄다. 

넷째 쟁점은 기본소득을 의미있게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막대하며 이 재

원이 현재의 경제체제에서 동원하기에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여기서 요약한 비판들은 기본소득의 기본 생각에 대한 것과 현실적 적용 가능성

에 대한 논점이 서로 뒤섞여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경

우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이지만, 기본소득을 반대할 경우 

적용 가능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이 점

에서는 원칙과 실현이 서로 엮인 것은 틀림없지만, 검토와 숙고에서는 양자를 분리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굳이  『기본소득과 좌파』에 등장하는 논점은 좌

파만의 논점이 아니라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논점 전체를 아우른다고도 볼 수 있겠

다.

하지만 좌파 내의 기본소득 논쟁이라면 이 중에서 둘째의 쟁점이 핵심이 될 법하

다. 여기에도 1) 노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차이부터 2) 변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형태가 초래하는 생산과정의 효과 및 3) 일과 분리된 소득이 주어질 때의 노동자의 

반응 등 다양한 차원이 혼재되어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노동주의 좌

파의 경우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혁명의 시기에 노동수요가 급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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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예측을 동의하지 않고 나아가서 일과 분리된 소득은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주

장으로 일관된 반면,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 세 층위의 각 영역에서 진입한다. 노동

할 권리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가져오는 권리 – 즉 여기서는 노동

이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는 필수적 조건이 아니다 –를 강조해서 기본소득을 지

지할 수도 있고, 4차 산업혁명이 결국 노동수요를 급감시키고 프레카리아트를 양산

할 것이므로 이들의 불안정한 소득구조를 변화할 필요성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도 있으며, 기본소득은 일의 유무와 연계된 것이 아니므로 노동의 인센티브를 줄이

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기도 한다. 둘째 논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

는 것은 기본소득의 반대자보다 지지자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본소득 정책

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리적 교조주의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는다. 

첫째, 셋째, 넷째 쟁점은 대체로 실현가능성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셋째와 넷째 

쟁점은 기본소득의 수준을 중심으로 서로 얽혀 있다. 만약 기본소득의 지불금액과 

총 재원이 충분히 크다면 셋째 쟁점은 핵심 쟁점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쟁점은 주어진 재원을 제약조건으로 하는 논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

득 논쟁은 단순히 이론적 쟁점이 아니라, 현실의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느냐의 문

제로 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단계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

하다. 그렇다면 세 번째 비판에 불가피하게 직면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동일한 재원으로 100명 중 하위 20명에게 500만 원씩 줄 것

인가, 아니면 100명 전원에게 100만 원씩 줄 것인가의 문제로 치환된다. 여기에서 

다양한 선택지와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생각해볼 수 있으리라. 독자들도 한 번 생각

해 보기 바란다. 

그런데 충분한 재원을 전제한다면 이 문제는 쟁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

면 지금은 100만 원으로 하위 10명에게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1억 원을 조성해서 

전원에게 100만 원씩 줄 수 있다면 셋째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넷째의 쟁점으로 이어진다. 이 넷째의 쟁점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일반적 대답은 세금이다. 세금을 통한 재원 확보는 총생산을 재분배하는 것

이다. 이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정치적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세

원에 대한 논의 – 누진소득세, 판매세 또는 부가가치세, 토지세, 탄소세 등 – 가 제기

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세금 문제는 국회 통과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 과정이다).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국채발행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채는 언젠가 갚아

야 할 채무이므로 이자 지불 비용 외에도 원금 상환 의무가 주어진다. 『기본소득과 주

권화폐』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든다. 도대체 국채는 어떻게 발행되는가? 국채는 정부

가 발행하여 민간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일반 채권과 달리 신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

에 이자도 낮고 장기간의 회수 기간을 갖는다. 정부가 여러 가지 필요로 국채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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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시급성이 있으므로 시중은행에 강제로 매각도 되고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구입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장기침체

를 겪는 일본은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일본 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

하여 정부지출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른바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2001년

에 시작해서 2008년이 되면 경기침체를 겪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했다. 이 정책

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통제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달리 부실에 시달리는 

각종 채권을 중앙은행을 통해 직접 매입해주었다. 그런데 양적 완화 정책은 부실 채

권에 대해서 시행될 때는 결국 부도 위기에 놓인 채권자들 – 부자들 – 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 대선을 통해서 새로이 등장한 화폐이론현대화폐이론, Modern Money Theory은 

화폐의 본질 자체를 문제 삼는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이 이론적 맥락 속에서 화

폐의 본질을 주권화폐로 보고, 정부가 통화량을 관리할 뿐 아니라 정부가 화폐를 직

접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렇게 창출된 화폐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화폐에 대한 시각은 이른바 ‘현대화폐이론’과 같다. 하지만
『기본소득과 주권화폐』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현대 사회의 본질을 소비자 지출에

서 경향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근로소득의 비중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연금, 복지

혜택, 배당 등은 일하고 받는 근로소득과 구분되는 비근로소득인데 근로대중 자체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구성에서 경향적으로 근로소득이 줄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라고 보면, 노동의 결과로 받는 소득으로 그 나라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모두 

소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회가 굴러가려면 생산물을 소비

할 수 있는 총수요가 창출되어야 하므로 기본소득이라는 일과 분리된 새로운 소득형

태가 필요하다. 

저자에 의하면 과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 재원은 세수중립성의 원칙을 따

르기 때문에 (조세 저항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의 총생산을 흡수할 수 있는 총수요를 

만들어 낼 수가 없다(97쪽). 따라서 주권화폐라는 제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체계

적인 과소소비 경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주권화폐의 발행에는 제한이 있다. 현대화폐이론에 의하면 총생산을 흡수

할 만큼 발행하는 것이 제한이다. 만약 그 이상 발행되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

다. 

기본소득의 쟁점은 이론적 쟁점과 현실적 쟁점이 모두 있다. 이 쟁점을 서로 혼

동해서는 안된다. 기본소득의 실행 과정의 어려움이 기본소득 자체의 부정으로 나아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더라도 그 현실화는 사회, 정치, 문화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상상력이 발휘될 것

이고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열린 

토론은 매우 환영할 만 한 일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논쟁이 심화될수록 기본소득의 

현실화는 좀 더 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