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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소득 실험의 부상

이 글은 근래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논의를 일별하고 한국의 기본소

득 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21년 가을, 미국의 LA와 시카고시는 빈곤에 대

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장소득 파일럿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LA의 재치있는 

작명을 우리말로 옮기자면 ‘거대한 도약’ 정도로 옮길 수 있을 BIG: LEAP(Basic Income Guaranteed: 

Los Angeles Economic Assistance Pilot) 파일럿 프로젝트에서는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 이하이며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3,000명의 개인들에게 가구당 월 1,000달러가 1년 동안 지급된다.1) 

시카고의 경우 연방 빈곤선의 3배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5,000가구에 월 500달러가 1년 동안 지급된

다.2)

LA와 시카고의 시도는 국내에서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었던 캘리포니아 스톡턴

시의 경제적 역량강화 입증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SEED 프로젝트를 필두로 미

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시행되고 있는 보장소득 파일럿들의 흐름 속에 있다. SEED 프로젝트는 스톡턴

시의 마이클 텁스Michael D. Tubbs 전 시장의 주도로, 2019년 2월부터 2년 동안 중위소득이 46,033달

러 미만인 지역에 거주하는 125명의 스톡턴 시민들에게 24개월 간 매월 500달러를 지급하고, 수령자

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관찰하려는 시도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 6월 “모든 미국인들은 소득 기

반income floor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기치 하에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장소득을 옹

호하는 시장들의 네트워크Mayors for Guaranteed Income가 창립되는 계기가 되었다.3)  현재 60개가 넘는 

1)　https://bigleap.lacity.org/
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10-27/chicago-city-council-approves-16-7-billion-budget-for-2022-kv9u693m
3)  보장소득 실험들을 추진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계간 《기본소득》 2021년 여름호에 실린 이지은의 “미국 보장소득 실험의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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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의 최저선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미국의 보장소득이 한국의 기본소득에 제기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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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시장들이 이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중 많은 도시들이 LA와 시카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스톡턴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를 지역적 특색에 맞게 변주해가며 보장소득 파일럿을 실시하고 있

다. 가령 노숙인들에게 월 500달러 혹은 1000달러를 지급하는 콜로라도주 덴버Denver시의 <기본소득 

프로젝트Basic Income Projec>, 가족 단위로 월 300달러를 지급하는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Sacramento

시의 <직접 투자 프로그램Direct Investment Program> 등이다. 더 자세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의 현황은 이 

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4) 

이 파일럿들은 모두 보장소득이라는 범주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공고화해나가는 효과를 빚어

내고 있다. 물론 이 파일럿들의 명칭이 항상 “보장소득”인 것은 아니다. 덴버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파일럿 프로젝트들에서 지급되는 

소득들에는 보장소득이라는 범주로 아우를 수 있는 공통성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경제적 지위를 기

준으로 수령인을 선별하여 지급한다. 이 점에서 보장소득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나 기본소득한국네

트워크가 정의하는 기본소득과 구별된다. 둘째, 수령자의 구체적인 소득 혹은 자산 요건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와 보장소득이 분기하는 지점이다. 

물론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 보장소득은 서로 다른 제도이나, 미국에서 “기본소득”은 소득에 대한 

이 세 가지 구상을 아우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기본소득”을 한국에서 정치체에 속한 모든 

개인들에게 보편적, 무조건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받아들일 경우 보장소득과 기본소득의 

제도적 차이는 명확하다. 그렇지만 이 이전에 미국에서 “basic income”이라는 기표가 의미하는 바를 

살피게 되면 꽤나 흥미로운 쟁점들이 도출된다. 요컨대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보

장소득과 기본소득의 제도적 차이보다, 두 아이디어 모두 소득의 기반income floor을 보장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점에 주목해보자는 것이다.

2. “기본소득보장”이라는 범주: 기반(floor)에 대한 지향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회원국으로 한국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가 있다면, 미국에는 ‘미

국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US Basic Income Guarantee Network’가 있다. 이 단체는 기본소득보장Basic 

Income Guarantee(BIG)을 “누구의 소득도 어떤 이유로든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보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BIKN에서 정의하는 

기본소득으로 이해한다면 ‘기본소득보장’이라는 명칭은 일종의 동어반복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명칭은 한국의 기본소득 공론장에서는 첨예하게 구분되고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두 유력 후보의 기본소득 논쟁 등에서 보듯) 빈번하게 충돌

하는 소득 보장에 대한 두 가지 아이디어를 한데 포괄하고 있다. 이 단체는 “기본소득보장”이라는 명칭

을 “기본소득(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본소득보장의 버전)”과 “보장소득(1960년대, 1970

년대에 진지하게 논의되면서 미국에서 알려지게 되었던 아이디어)” 양자 모두와 유사하기 때문에 채택

이 단체가 창립된 계기가 되었던 보장소득 실험을 최근 가장 먼저 실시한 스톡턴시의 실험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실린 이건민의 “스
톡턴 SEED실험 1차년도 결과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참조할 수 있다.

4)   https://www.mayorsforag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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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5)  그렇다고 이 단체가 대다수의 “기본적인 소득과 관련된 계획들basic income 

plans”을 포괄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과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라는 두 제도의 차이

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자가 기본소득보장BIG이라는 범주 안에 포괄될 수 있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는 두 제도 간의 내적 유사성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최저한의 소득 수준some basic 

minimum level of income을 보장하고, 개인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이들의 재정 상황이 덜 버는 이들

보다 좋을 것을 보장한다”라는 지점이다. 둘째, 두 제도가 공통적으로 다른 제도들과 갖는 차이점으로, 

“복잡한 범주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하나의 단순한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라는 지점이다. 

<그림 1> 영문 단행본에서 “기본소득”, “보장소득”, “음의 소득세”의 등장 빈도 (1900~2019년)

그렇다면 미국에서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 보장소득 모두를, 현금지급을 통해 소득의 기반을 확

보한다는 공통성 아래 포괄하는 ‘기본소득보장’이라는 범주는 어떠한 정치적 맥락에서 자리잡게 되었

는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현재는 영미권 담론지형에서 ‘기본소득’에 비해 ‘보장소득’, ‘부의 소득

세’라는 표현의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는 최근의 현상이다. 정치사회학자 브라이언 스틴스

랜드(Steensland, 2011)의 작업은 이후 미국에서 소득을 보장한다는 아이디어가 부상하고 퇴조했던 

궤적을 보여준다. 1960년대 가열되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필두로 한 민권운동의 흐름, 국민복지권

기구National Welfare Right Organization의 활동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모든 미국 시민에게 보장하라는 요

구가 부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과 사업가들 역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적정 임금이 지급되는 양질

의 일자리가 부족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기능적 필요에서 임금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되는 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벌이고 있던 린든 존슨 행정부가 사회정책 패러

다임을 혁신하기 위해 창설한 경제적 기회 부서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 내에서 이 아이디어는 정

책의 형태를 갖추어나갔고, 논의는 정권 교체에 성공한 리처드 닉슨의 공화당 행정부에서도 이어졌다. 

소득 보장을 통해 대처해야 하는 빈곤의 원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향해야 할 ‘자유’의 의미 등을 둘

러싼 견해차가 있었고, 이는 부의 소득세,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등 상이한 소득 보장안으로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만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 보장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급부를 

수령하는 이들을 기여원칙에 입각한 사회보험 수급자들, 자격 있는 빈민, 자격 없는 빈민 등으로 구별

5)　이하 이 문단에서 직접 인용한 내용의 출처는 다음의 웹페이지이다. https://usbig.net/about-big

(출처: Google Ngram 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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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존 도덕적 범주의 질서와 충돌하는 것이었다. 

닉슨 대통령이 “가족부조시스템Family Assistance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연설했던 1969년 8월 8

일 당일까지도 백악관은 이 정책의 이름을 정하지 못했다(Steensland, 2011: 113). 닉슨의 연설문 작

성자는 “공정한 몫Fair Share”을, 일부 경제학자들은 “완전한 기회의 시스템Full Opportunity System”이

라는 표현을 제안했고 그 외에도 “노동 유인 부조Work Incentive Assistance”, “노동연계복지Workfare” 등

이 후보로 검토되었다. 스틴스랜드는 모두에게 소득의 최저선을 보장한다는 정책이 기존의 사회정책 

기저에서 작동하는 상징적 질서와 빚었던 갈등이 결국 이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좌초

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자격 없는 빈민undeserving poor에게까지 소득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사

회적 급부를 수령할 자격에 대한 도덕적 분류체계를 변형시키기보다, 그 분류체계에 의해 제약당했다

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에 대한 논쟁은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담론적 효과를 빚어냈다. 가령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없기에 소득보장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폈던 근로빈민층working poor이라는 범주는 논쟁을 거치면서 더욱 공고화되었고, 이는 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과 복지, 임금과 복

지급여payroll and welfare roll의 도덕적 구분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조건 없는 무조건적 소

득 보장에 대한 논의는 주변화되었다. 각지에서 부의 소득세 형태로 실시되었던 소득보장 파일럿들이 

정책이 아닌 실험의 형태로나마 그 가능성을 실험했을 뿐이다.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잊혀져 갔던 기본소득보장에 대한 공론의 장이 최근 미국에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의 표준적 정의가 

확립되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전개되며 각국의 기본소득 논의와 활발하게 영향을 주

고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9년, 미국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가 창립되었다. 현재는 이 네트워크 한 켠

에는 미국 각지의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일럿들을 통해 보장소득 논의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

다. 다른 한 켠에는 2020년 미국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앤드루 양Andrew Yang이 

내건 자유배당Freedom Dividend 등 미디어와 정치권 일각에서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보편적 기

본소득이 회자되고 있다. 이 아이디어들은 그 아래로 누구도 떨어지지 않는 소득 기반을 지향한다는 공

통의 목표 아래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적 존엄의 최저선에 대한 보장이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미국 기본소득 공론장에 대한 

탐사를 마무리할 경우 누락되어 버리는 하나의 중대한 사례가 있다.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APFD이다. 미국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 웹페이지는 기본소득보장의 예시로 

둘을 병렬하고 있지만, APFD이라는 실험적 정책과 보장소득 파일럿이라는 정책적 실험 간의 차이는 

확연하다. 전자의 수령인이 기업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는 주민 전체라면(Groh & Ericson, 

2012), 후자의 수령인은 공적 부조를 받는 빈민이다. 전자는 알래스카주라는 정치공동체가 공유하는 

부의 분배를 지향하지만, 후자는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

환으로서 재분배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자의 지급 수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소

득의 최소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고려에서 결정된다. 이 지점에서 보장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와 함께 ‘보장’에 대한 지향을 탑재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의 지급 액수는 이와 전혀 무관하다. 

양자는 사실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라는 지점을 제외하면 수령인, 정책 목표, 급부의 의미, 급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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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모두 다르다. 양자의 차이를 부각하는 것은 미국의 ‘기본소득보장’이라는 범주의 느슨함을 지적

하거나 그 정의를 엄밀하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이토록 이질적인 두 현

금지급 정책에 대한 논의가 모두 ‘기본소득보장’이라는 범주 하에 하나의 공론장에 병존하고 있다는 사

실은 이 범주와 관련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성을 시사한다. 

3. 어떠한 기본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태평양 너머 기본소득 공론장과 한국 기본소득 공론장이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다면 그것은 실험

적 정책이든 정책 실험이든 특정한 제도의 디자인을 참조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두 가지 쟁점을 논

의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공유부 배당과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사이의 관계라는 쟁점이다. 미국의 경우와 달리 

BIKN은 기본소득과 공유부 배당의 결합을 여러 측면에서 중시해왔다. 2019년 개정된 정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2021년 발간된 로드맵에서 기본소득의 원리와 재원을 논의할 때 공

유부라는 개념은 필수불가결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부는 기본소득의 규범적 정당성을 정초

하고, 재정적,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으로 간주된다(금민, 2020;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 그렇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BIKN의 경계를 넘어 전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BIKN 내부에서 긴밀하게 유지되는 공유부와 기본소득의 연결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성남

시 청년배당이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구상되는 단계에 기입되었던 공유부 배당이라는 

원리는 정책이 알려지게 되면서 주변화되었다(김지현, 2022). 집권여당 내부의 유력 대선주자가 기본

소득을 주요 정책 의제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다른 정치세력들이 잇따라 제출한 ‘안심소득’, ‘공정소득’, 

‘시민평생소득’ 등의 제안들에서 볼 수 있듯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그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효과

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체계 개선이라는 화두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 쟁

점은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 보장 방안이 중심이 된다. 그렇다면 이 소득의 기본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공유부 배당이 아니라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 그리

고 그렇게 마련된 기본의 보장이 단지 ‘기본만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외에도, 기본소득의 성공이 반드시 공유부 배당론의 성공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꼭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만 개진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공유부 배당이 뒷받침하지 않는 기본소득만큼, 기

본소득으로 지급되지 않는 공유부 배당 역시 논리적으로 사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경기도의 데이

터 배당은 그 낮은 지급액수 때문에 기본소득의 목표에는 미달하지만, 공유부에 대한 분배정치로 간주

될 수 있다(퍼거슨, 2017). 이런 공유부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이어지

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공유부를 사유화하는 흐름에 대항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직관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보장되어야 할 ‘기본’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쟁점이다. 미국 보장소득 프로젝트들은 개인 및 커뮤니티 차원에서 수령인들의 경험을 관

찰한다. 이 파일럿들이 묻고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실업 내지는 불안정 노동

이라는 부정성을 창출해내는 부의 축적이 아니라 빈자의 행태를 응시한다. 이 존엄한 삶의 최저선,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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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에 대한 집중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된 계기는 한국의 기본소득 경험자들과의 만남이

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찾아온 2020년의 첫 여름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특히 경기도민들의 경우 재

난기본소득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일시적으로 하강국면에 있던 자산시장에 진입하여 

폭발하는 유동성 덕분에 자산소득을 올리며 “경제적 자유”를 성취하려 하는 “동학개미”들이 주목받

던 시기이기도 했다. 분기별 25만 원, 월 약 8만 3천 원, 임노동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인 청년기본소득

에 대한 인터뷰는 당시 연구참여자가 경험했던 또다른 노동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 즉 자산소득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조문영 외, 2021). 전문직으로 일하는 그는 자산소득에서 창출되는 현금의 “플로

우”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금융적 독립을 성취하고 조기 은퇴하는 파이어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FIRE족을 꿈꾼다고 했다. 그가 말했던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기본소득이 ‘기본’을 보장함으

로써 집합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실질적 자유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장류진(2021)의 소설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성공한 암호화폐의 초기 차트가 그리는 “J자 커브” 모양처럼 자신의 자산 

가치가, 그로써 자신의 인생이 상승하는 꿈을 꾸는 이들에게 기본이란 무엇일까. 이들이 갈구하는 일

종의 개인화된 기본소득에 대한 꿈과 정치적 기획으로서 모두가 따로 또 같이 향유하는 기본소득에 대

한 꿈 간의 거리는 물론 단지 어떠한 경제적 자유가 옳으냐는 윤리적 논쟁만으로 좁혀질 수는 없을 것이

다. 어떠한 기본이냐는 물음은 이 기본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결국 그 보장의 출처인 사회적 급부를 어떻게 명시하고 또 분배할 것이냐는 정치적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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