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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코로나19 대유행과 
2021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2021년 8월 18~21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이

하 BIEN 대회)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렸다. 더 정확히는 온라인으로, 즉 가상공간에서 열렸고, 

개최지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스코틀랜드기본소득네트워크Basic Income Network Scotland)에서 온라인 

행사를 조직했다. BIEN 대회 개최지는 원래 2020년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번, 2021년 스코틀랜드 글

래스고 순이었으나, 2020년은 취소(2022년 개최로 변경)되었고 2021년은 Whova(온라인 회의 플랫

폼)와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이었다.

코로나19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2020년 BIEN 대회를 취소하게 만들었

고, 2021년 BIEN 대회를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열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

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자연스럽게 2021년 대회는 기본소득 ‘운동’의 관점에서 주목

할 주제들을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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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주제 “아이디어에서 현실로”

2021년 대회 주제는 “아이디어에서 현실로Idea to Reality”였다. 지역조직위원회의 대회 설명에 따

르면, 기본소득이 “거대 변화를 위한 거대 아이디어”에서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 과정을 검토하는 대

회로 준비되었다. 

전 세계 각 지역과 나라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운동의 현황을 다루는 소주제 “전 지구적 기본소득 

전망들”의 개별세션들concurrent sessions이 가장 많았던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캐나다(의 교훈). 아프리

카(남아공, 가나), 유럽-러시아(터키, 러시아,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유럽), 

라틴아메리카(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라틴아메리카), 캐나다, 아시아(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대한민

국), 웨일스와 아일랜드, 글로벌기본소득 등이 개별세션 주제였다.

특히 제도 도입이 당장의 (정치적) 의제로 자리 잡은 스코틀랜드와 한국 등은 전체세션plenary 

session의 주제가 되었다.  스코틀랜드는 기본소득 도입모델 몇 가지가 제안된 상태에서 스코틀랜드 정

부와 의회의 지원 아래 2020년 스코틀랜드 기본소득 파일럿 타당성 연구결과가 나왔고, 한국은 경기도

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범주형 기본소득들(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실

험, 유력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도입 약속 등으로 제도적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었

다.

한국의 전체세션은 “한국의 기본소득 모험Korea's Basic Income Adventure”라는 제목으로 한국 기본소

득운동의 역사와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그리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제

시하는 ‘기본소득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발표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상임이사(현 이사

장)과 서정희 이사(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다.

Whova와 Zoom을 통해 열린 2021년 BIEN 대회. Whova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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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정의’를 명료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주제는 ‘기본소득의 정의definition’였다. 기본소득의 정의는 그

동안의 BIEN 대회들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였고 그래서 매 대회마다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

어야 하는지를 다루며 논의를 진전시켜왔다. 그렇지만 이번 대회는 남다른 위치에 있었다. 2016년 서

울에서 열린 제16차 BIEN 총회에서 기본소득의 정의를 수정하고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이어져 온 논

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이루는 BIEN 대회와 총회로 만들고자 했

기 때문이다. 대회 프로그램 브로슈어에서 “아이디에서 현실로 옮겨가기 위해 기본소득 정의에 대한 

합의 도출Coming to a consensus on the definition of Basic Income to move from Idea to Reality”이라는 세션을 소

개하는 아래의 문구에서 잘 드러난다.

“현재 광범하게 받아들여지는 기본소득 정의는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주어

지는 현금 지급금이라는 5가지 특징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최근 이 정의를 더욱 선명하게 하려는 상당

한 숙의과정이 있었다.

이 세션 동안,  잘 알려진 저자이자 기본소득 옹호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가 좌

장을 맡고 애니 밀러Annie Miller, 알리 무틀루 코일루오글루Ali Mutlu Köylüoglu, 텔레마크 마송Telemaque 

Masson, 피에르 매든Pierre Madden, 도루 야마모리Toru Yamamori가 토론을 하며 새로운 기본소득 정의에 

대한 합의에 이르고자 한다. 새 정의와 함께 이 대회에서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8월 21일 전체세션 “한국의 기본소득 모험(Korea’s Basic Income Adventure)” 발표. Zoom 캡처 사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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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소득의 정의’ 논의는 2019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19차 BIEN 총회의 결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6년 총회 결정 이후,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 사회적 지향에 대해 더 분

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에 따라 더 커지고 구체화되었다.  2016년 이후 전 세계적인 주목을 일으키는 사건들(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 실험 등)이 있었고, 스코틀랜드 기본소

득 파일럿 연구, 대한민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실시, 미국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앤드류 양의 기

본소득 공약,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에 영향을 받아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학술적 정

치적 논쟁이 활발해지면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복잡해졌다. 즉, 개념의 학문적  엄밀성

이 주된 논의인 시기를 지나 이제 기본소득 제도화의 과정에서 부각될 모호성과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래서 제19차 BIEN 총회에서 ‘기본소득 정의 명료화’ 연구팀Clarification of the Basic Income Definition 

working group을 만들어 수정할 문구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애니 밀러와 도루 야마모리의 주도로 연구

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원래는 1년 후인 2020년 제20차 대회에서 기본소득을 설명하는 문구 초

안을 다루려 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2021년 대회로 넘어왔다.

연구팀에는 애니 밀러, 도루 야마모리와 함께 알리 무틀루 코일루오글루, 텔레마크 마송, 피에르 매

든 등이 참여했고, 2년간 논의를 했다. 아쉽게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정관의 기본소득 정의 부분을 

바꿀 수정문구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몇 가지 수정문구 의견들에 대해 3차례의 개별세션에서 발표

와 토론을 하고 마지막 날 열린 총회에서 연구팀 활동 보고와 계획 발표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

연구팀에서 논의한 주제는 크게 5가지였다. 기본소득의 단일성Uniformity, 회수되지 않는 특징Non-

withdrawal character, 기본소득과 인권의 관계Relationship between Basic Income and Human Rights,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의 관계Relationship between Basic Income and Negative Income Tax, 2016년 정의 연구팀에 대한 

평가와 남은 문제들Reflections and remaining issues from the 2016 definition working group.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주제는 애니 밀러와 도루 야마모리의 제안이었다.

애니 밀러는 2019년부터 ‘기본소득의 단일성’을 정의에 추가하자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기본소득

의 단일성’ 안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본소득 금액을 지급한다(연령 제외)는 점을 정의에 추가하자는 안

이었다. 애니 밀러는 단일성을 기본소득의 정의에 포함한다면 ‘보편성’과 ‘무조건성’의 모호함을 보완

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받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음의 소득세와의 차이를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

도루 야마모리는 1950년대부터 2016년 총회 때까지의 기본소득 옹호론을 역사적으로 돌아보며 

최저선threshold이 없는 기본소득 정의 문제를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1페니도 기본소득인

가라는 질문과 함께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본적 필요basic needs의 충족 여부를 기본소득

의 설명방식으로 택한 판 파레이스와 주요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1990년대 이후 최저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충분한 수준을 기본소득 설명에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

로 포함하는 네트워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2016년에 BIEN 총회 참가자 결의안 채택으로 결론 난 

충분성 문제 등을 기억해야 할 대목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의 최저선 없는 기본소득 정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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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기존 사회보장정책을 폐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정치인이 등장한 현실을 예시하며 최

저선 없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위험성을 지적하기로 했다. 우리에게는 충분성이 기본소득의 정의인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최근 정치적 논쟁이 격해진 상황에서 더 두드러져 보이는 도루 야마모리 발표였다. 

(도루 야마모리는 자신이 최저선을 기본소득 정의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본소득운동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다

한국에서는 유종성, 이건민, 강남훈, 오준호, 김주온, 서정희, 안효상 등 7명의 연구자와 활동가

가 이번 BIEN 대회의 개별세션에서 발표했다. 8월 19일, “기본소득 재원모델을 설계할 때 고려할 것

들Things to consider when designing a funding model for basic income”이라는 세션에서 유종성 가천대 불평등

과 사회정책연구소 소장과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이 발표했다. 유종성 소장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사회보험: 모두를 위한 2단계의 사회보장 안과 한국에의 적용Universal Basic Income 

and Universal Social Insurance: A Proposal for Two-Tiered Social Security for All, with Application to Korea”을 주제

로 기본소득과 보편적 사회보험이라는 2단계로 이뤄진 모델이 가장 실현 가능하고, 보편적 기본소득

과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이 자유, 평등,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장 나은 21세기 사회보장책

이라는 발표를 했다. 이건민 연구원은 “기본소득-평률세 모델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한 7가지 명제

Seven Propositions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of the UBI-FIT Model”라는 제목으로 소득분배 양상, 세

율, 면세구간이 각기 다른 7가지 경우에서 기본소득-평률세 모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이론적-분석적으로 보여주는 발표를 했다. 같은 날, “독일, 한국, 스위스의 기본소득 재원 모델

8월 19일 개별세션 “독일, 한국, 스위스의 기본소득 재원 모델Funding models for Basic Income in Germany, South Korea and Switzerland”의 강남훈 
발표. Whova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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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models for Basic Income in Germany, South Korea and Switzerland” 세션에서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

과 교수가 “한국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실패 설명과 토지가치세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대안적 정책 

안Explan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failure to curb real estate speculation and an alternative policy proposal, land 

value tax with basic income”이라는 제목으로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모델의 가능성과 효과를 발표했다.

8월 20일, “한국의 기본소득Basic Income in Korea” 세션에서는 서정희/안효상, 오준호, 김주온 등

이 3가지 발표를 했다. 서정희 이사와 안효상 상임이사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탐구: 경기

도 기본소득의 의미와 한계Exploring the political feasibility of Basic Income: meaning and limits of Gyeonggi Basic 

Income”를 발표하며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와 한계를 

살폈다. 용혜인의원실의 오준호 비서관은 “한국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

인가?Will Korea be the first country to implement Universal Basic Income?”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관련 입법 현

황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김주온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는 최

근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에 기초하여 “협업하는 개인들의 기본소득운동: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 

대한 문화기술적 초점Collaborative Individuals in the Basic Income Movement : Ethnographic Focus on BIYN(Basic 

Income Youth Network)”이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활동을 “청년을 호명하

면서도 세대론에 갇히지 않는 운동적 지향을 가진 개인들의 느슨한 연대”로서 읽어내는 발표를 했다.

2023년 BIEN 대회 개최지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다

대회 마지막 날인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2021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BIEN General 

Assembly 2021가 열렸다. 총회의 주요안건은 BIEN 집행부EC 선거, 헝가리네트워크의 가입 승인, ‘기본소

득 정의 명료화’ 연구팀 보고, 2023년 개최지 선정 등이었다. (2022년 BIEN 대회는  2020년에 열리지 

못한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9월 26~28일에 열린다.)

BIEN 집행부 선거는 비서, 자원활동팀 담당자, 회계 담당자, 웹사이트 매니저에 대한 선거였고 각

각 디아나 바슈르Diana Bashur, 훌리오 리나레스Julio Linares, 말콤 토리Malcolm Torry, 마이크 발렌타인Mike 

Valentine이 뽑혔다. ‘기본소득 정의 명료화’ 연구팀 보고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보고였고 내년 대회 때

까지 더 진전된 논의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헝가리네트워크 가입은 별 이견 없이 승인되었다.

2023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IEN Cogress 2023 개최지 선정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개최 

안에 대한 결정이었고, 총회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2023년 8월 24~26일, “현실의 기본소득Basic Income 

in Reality”를 주제로 대한민국 수원에서 개최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2023년 BIEN 대회는 대한민국

에서 열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도된 2020년 온라인 개최 경험의 장점을 살려 온라인과 오프라

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