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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선했다. 순식간에 세계를 휩쓴 코로나의 위력 앞에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몸을 동그랗게 움츠렸지만, 정부로부터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뜻

밖의 현금 지원을 받았다. ‘이게 뭐지?’ 신기했다. 잔뜩 움츠린 마음의 두 팔을 조금은 쭈욱 펼 수 있었

다. 오래 살다 보니, 아니 또는, 아직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형편에 따라 큰돈일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려워진 그 상황에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다. 

그런 금액을 아주 하찮고 우습게 생각할 정도의 대단한 금수저가 아니라면, 누구나 그 돈을 조금씩 써

가면서 조금은 묘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대박!’ 맞는데, 나만 맞는 대박이 아니라, 다 같이 맞고 있는 

대박이라서, 다 같이 훈훈해지는 느낌이 드는 특이한 대박이랄까? 그래서 ‘별것 아니네’가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묘하게 따듯한 깨소금 맛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대박. 

세상은 모를 일이다. 그로부터 불과 1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렇듯 특별한 신선함과 신기함을 선

사해주었던 그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어디선가로부터 ‘퍼주기’라는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다. 마

치 아주 나쁜 일이요, 죄악이라는 것처럼. 혼란스럽다. 정말 그런가? 나의 혼란은 죄가 아니다. 말장난, 

속임수가 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유했던 소중하고 특별했던 그 느낌feeling에 대한 변호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쉽게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를 보라. 유럽과 일본의 정부 정책을 보라. 지금 이 상황에서 누

가 ‘퍼주기’를 안 하고 있나. 우리가 놀랄 만큼, 우리가 받았던 것보다 열 곱절 스무 곱절로 크게 퍼주고 

있다. 지금 이런 재난 상황에서 퍼주기를 안 하면 언제 퍼줄까? 이제 대한민국은 G20가 아니라, G10

에도 들어가는 나라다. K방역의 성공으로 이 팬데믹 이후에는 GDP 순위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필경 

현재 이미 그러하다. 그럼에도 한국만은 안 된다는 주장에 무슨 근거가 있는가? 지금 퍼주기로 말하면 

G20 중 한국이 꼴찌다. 한국보다 GDP가 낮은 나라보다 서민 지원에 훨씬 더 인색하다. 왜 한국만은 안 

되나?  

2020 긴급재난지원금: 
묘하게 따듯한 깨소금 맛

김상준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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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주장(=비난, 단죄, 공격)이 말장난이요 속임수라는 또 다른 근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측이 

이번 대선의 승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적극재정 정책을 펼 것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속 마음을 들

여다보면, ‘너는 하지 마라, 내가 할게’다. 

인간사에서, 인생사에서 누구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극단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

해주는 도움은 항상 선하다. 그럴 때 ‘퍼주기’는 항상 선하다. 그렇게 프레임을 벗기고 추락하고 있는 쪽

을 돕는다는 의미로 다시 정의한, ‘재난 상황에서의 퍼주기’를 재정정책 용어로 하면 ‘적극재정’, ‘구제

재정’이 된다.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정부가 화끈한 적극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해도 되더

라는 나름의 경험,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2008년의 절체절명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행해진 미국 

연방준비은행(미국연준)의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 그것이다. 문자 그대로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린 

것은 아니었다. 망하게 된 부실 금융사 계좌에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돈을 1,000,000,000…… 입력하

여 엔터키 때려서 보내주었다. 휴지조각이 된 주식과 채권을 전량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마구 꽂아

준 것이다. 어쨌거나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적극재정을 펼쳐서 망해가는 금융사들을 살려 놓았다. 다 

죽었다가 살았으니 금융권력에게는 기사회생의 대성공이요, 그래도 인플레가 안 나타났으니 미국 정

부로서도 성공이었다 할 만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사태의 묘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잠깐만!” 하며 호각을 불었던 쪽이 있었다. 그 

유명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이다. “아니, 잠깐만!!!” 그 ‘헬리콥터 머니’는 누구에게 

갔지? 도산 위기에 빠진 거대 금융사로만 갔고, 직장 잃고 집 잃은 서민들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았다. 

되살아난 금융사 CEO는 보너스 축제를 벌이고, 빚더미 위에 앉은 서민은 감옥에 갔다. ‘1대 99’가 여기

서 나왔다. 헬리콥터에서 뿌린다는 그 막대한 돈은 왜 몽땅 최상층 1%에게만 가고, 어찌하여 99%에게

는 한 푼도 오지 않았는가? 이건 아니다. 사기다. 1이 아니라 99에게 가야 마땅하다. 구제할 쪽은 99%

였지, 1%가 아니었다. 경제만 살고 서민은 죽는 경제는 필요 없다.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 경제가 

필요하다. 엔터키를 쏘는 방향을 바꾸어라. 1% 쪽이 아니라 99% 쪽으로. 

지금 유럽과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까지를 ‘적극재정’으로 돌아서게 한 것은 순전히 코로나 

팬데믹의 힘이다. 서민들이 당하고 있는 재난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이 재난 상황을 구제하

지 않으면 나라 경제, 아니 세계 경제 전체가 붕괴할 위기에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

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양극화는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대면 플랫폼 대기업들은 오히려 엄청난 코

로나 특수를 누리고, 봉쇄, 영업 제한, 업무 제한으로 소득 기회를 잃은 대면 사업, 대면 근무의 서민들

은 생계 위기와 파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적극재정’이 어느 쪽을 지원해야 하는지는 누가 보아

도 명백하게 되었다. 

코로나 재난이 준 교훈은 크다. 지난 수십년 간 부동의 진리처럼 군림해왔던 것이 ‘균형재정 원리’ 

또는 ‘긴축재정 원리’였다. 수십년을 겪고 보니, 그래서 알고 보니, 이 원리는 결국 경제권력을 몽땅 민

간 금융자본에 떠넘기라는 교리였다. 경제에서 정부는 빠져라. 지원한다고 나서지 마라. 정부가 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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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경제가 좋다. 정부가 거둔 세금(세수) 이상 돈을 쓰면 경제를 망친다. 돈이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민간 은행이 만든다(대출). 은행 대출을 받은 기업이 돈을 벌어야 서민에게도 돌아간다(낙수효

과). 서민도 돈이 필요하면 민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 금융기관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니 정부는 

금융기관 규제를 철폐하라. 지난 수십년 세계는 이러한 교리를 주문처럼 따랐다. 그리하여 금융권력 전

성시대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전성시대라고 부른다.  

그 잘못된 교리가 병으로 쌓이고 엉켜서 터진 것이 2008년 금융위기였다. 규제가 풀린 거대금융

사들은 사기에 가까운 부실 대출로 막대한 수의 서민들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고, 소득이 준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연쇄적인 도산 위기에 빠졌다. 바로 그때 미국 연준을 비롯한 많은 서방 

국가 중앙은행들은 한없이 돈을 만들어 망해가는 금융자본에 퍼주었다. 금융기관이 죽을 지경이 되니, 

결국 돈을 만드는 쪽은 민간 금융기관이 아니라 국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해졌다.1) 신자유주의의 

긴축재정 교리는 이미 이때 끝났다. 전환의 첫 신호는 그때 켜졌다. 그러나 부패한 금융사에게만 국가

가 돈을 몽땅 퍼주었던 것은 명백하게 부당했다. 긴축재정에서 적극재정으로 전환한 것은 맞다. 그러나 

전환의 방향이 틀렸다. 전환의 방향은 그때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 제시했던 것처럼, 1%의 부패한 

금융권력이 아니라 피폐해진 99%의 서민경제 쪽으로 가야 했다. 

이번 코로나는 두 번째 신호다. 이제는 미국, 유럽, 일본의 정부만 아니라, 여력이 되는 세계 여러 나

라의 정부가 코로나 구제, 서민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대로 재

정정책 전환의 방향이 잡히고 있다. 본격적인 적극재정의 시대가 돌아왔다. 처음이 아니다. 한때 밀려

났다 다시 돌아왔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2차대전 이후 30여년 동안 사회보장국가의 적극재정을 통

해 안정된 번영을 이루었다. 적극재정이 서민고용과 서민생활 부양에 쓰여질 때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

함을 보았다. 이후 금융권력이 비대해져 사회보장국가를 억눌렀던 지난 30~40년이 정도正道를 이탈한 

때였다. 금융권력이 재정지원까지 독점하면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게 극심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

다. 금융권력만 한없이 좋고, 서민은 한없이 괴로웠던 때였다. 이제 풍향이 바뀌고 있다. 이 전환의 방향

을 확고하게 틀어쥐어야 한다. 서민중심의 적극재정으로. 

나라는 1%의 권귀權貴가 아니라, 99%의 민(民)을 살리자는 물건이다. 이것이 우리의 오랜 전통이 

말하는 ‘민유방본民唯邦本’이 뜻하는 바다. 나라의 존재 이유는 오직 민의 안녕에 있다. 지금 코로나 상

황에서는 ‘나라의 재정권은 오직 민民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코로나 정국에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자산, 보편복지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다. 저명한 경제사상

가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어법으로 말하자면, 모두가 국가재분배 경제에 속한다. 그 셋 중에 내가 주장

하는 것만이 진짜고, 다른 쪽은 가짜라는 어법이 있는 모양이지만, 이는 진실과 멀고, 특히 지금 상황에

서는 백해무익하다. 지금은 그 재정지원을 빨리 집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민의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 

그것에 어떤 이름을 거는가로 다투며 시간을 허송할 여유가 없다. 기본소득도 기본자산도 보편복지다. 

1)  이 진술을 확인해보려면 『화폐의 본성』(제프리 잉햄, 2011), 『균형재정론은 틀렸다』(랜덜 래이, 2017), 『적자의 본질』(스테파니 캘튼, 
2021) 참고. 그중 아무 한 권으로 족하다. 이론적으로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은 앞의 두 책을, 빠르게 요체를 파악하고 싶은 분은 스테
파니의 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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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를 위한 수단이 많아지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아울러 그 모두가 우리 전통

에 결코 낯설거나 이질적이지 않다. 우리 전통의 경제사상은 칼 폴라니와 통하는 바 많다. 모두에게 소

득원, 일자리를 줘야 한다는 정전법 원리, 재난 상황에서는 나라가 재정을 풀고 국력을 동원해 재난에 

처한 소민小民을 구제해야 한다는 상평常平, 환곡還穀의 원리가 모두 우리 역사에서 늘 강조되어 왔음을 

기억하자. 

나라는 1%의 권귀權貴가 아니라, 99%의 민(民)을 살리자는 물건이다. 이것이 우리의 오랜 전통이 

말하는 ‘민유방본民唯邦本’이 뜻하는 바다. 나라의 존재 이유는 오직 민의 안녕에 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나라의 재정권은 오직 민民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코로나 정국에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자산, 보편복지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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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중 1명이 끼니를 거르고, 7명 중 1명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걱정하며, 12명 중 1명은 하루 온종

일 굶는다. 세계 5위의 경제 대국 영국의 실상이다. 이 ‘기아 스캔들’을 끝내기 위해 ‘End UK Hunger’ 

캠페인이 벌어졌다. 1909년에 설립된 기관 ‘The Poetry Society’의 온라인 플랫폼 ‘Young Poets 

Network’가 여기에 가세했고, “영국의 기아 스캔들에 대한 시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시 창작 경연을 

열었다. 경연 타이틀은 ‘End UK Hunger Poetry Challenge’다. 11~15세, 16 ~18세, 19 ~25세 부문으

로 나누어 공모했다. 이중 19 ~25세 부문의 우승자는 젊은 예술가였는데, 그가 제출한 작품의 제목이 이

채롭게도 ‘보편적 기본소득’이다. 라임의 묘미를 모두 잃고 말겠지만, 그래도 한국어로 옮겨보자.1) 

   
 Universal Basic Income  보편적 기본소득

by Dipo Baruwa-Etti

Workin who knows when,  직장 언제 잡게 될지 누가 알겠어 

what uh way ta make uh livin.  먹고 사는 방법이 대체 뭐야.

I drop Alfred at school,  알프레드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hear they too may stop givin.  듣자 하니 그들 역시 기부를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는군.

I take uh long walk down thuh High Road,  나는 하이 로드를 따라 한참을 걸어가며  

1)  작품 전문은 https://poetrysociety.org.uk/poems/universal-basic-incom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초역을 한국외국어대 정은귀 선
생님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안효상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고 몇몇 실수를 바로잡아 주셨다. 여기 두 분의 성함을 적어 깊은 
감사를 표한다. 물론 이 글에서 이루어진 최종적인 선택들은 나의 것이므로, 이 글에 있을 오역과 오독의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지만, 
그것은 빵이 있을 때의 이야기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한 편의 시

신형철 조선대 교수

함
께 

만
들
어
가
는 

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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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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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in out CVs like a hundred metre race.  백 미터 달리기를 하듯 이력서를 나눠준다.

All distributed, I take uh lil trip  다 나눠주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곳

ta Camden, ma fav’rite place.  캠던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지. 

I’m there in two hours,  두 시간이면 가

walkin, unable ta waste uh fivah.  걸어서 말이야, 5파운드를 낭비할 순 없으니까.  

Starin, I dream bout livin at numba six,  그곳을 응시하며, 6번지에 사는 꿈을 꾸지  

where an Armani clad man is led by his drivah.  

아르마니를 차려 입은 남자를 운전사가 태워 가는 곳. 

Ma head pans up ta thuh balcony  내 머리는 발코니를 향해 위로 쳐들고

an’ see Mrs X tendin ta roses.  아무개 부인이 장미를 가꾸는 걸 보네. 

Now I’m thinkin of choc’late;  지금 나는 초콜릿 생각을 하고 있어  

junk, held under our noses.  그것은 우리의 코 아래에 붙들린, 쓰레기. 

I leave thuh Gardens  나는 가든을 떠나 

ta head ta thuh gates an’ play chaperone  게이트로 가서 샤프롱 일을 하며

complain ta a friend who says  이런 말 하는 친구에게 툴툴거리지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ignorant ta ma pain, cos I’m paid,  내 고통은 알지도 못하는 친구, 왜냐하면 난 보수를 받으니까,

unaware ma cupboards an’ fridge  부엌찬장과 냉장고와 냉동고가 

an’ freezer are a cesspool.  시궁창이라는 것도 모르는 친구.

Alfred sits across thuh table from me, a smidge  알프레드는 탁자 맞은편에 앉아서는

of baked beans on his chin.  구운 콩 조각을 턱에 묻히고 있네.  

I wear sunglasses ta hold in signs that this ain’t regal, 

이게 점잖지 않다는 기색을 감추느라 나는 선글라스를 낀 채로 

wonderin if there are any means to ensure we eat prop’ly  

우리가 제대로 먹는 걸 보장하는 방법이 있기는 할까 생각해 보네

so ma eyes, ta find even a scrap, don’t have to be like those of an eagle.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없나 하고 독수리 눈을 안 해도 될 순 없는지를.  

1연은 화자의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 그는 실업 상태이고 생계가 곤란하다. 그의 하루는 (아마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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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로 짐작되는) 알프레드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학교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이 학교가 기부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인 듯하다. 바로 오늘, 그 기부가 곧 중단될 지도 모른다는 소

식을 듣는다.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함의를 갖는다. 아이가 오늘의 빈곤을 이

겨내고 더 나은 내일의 가능성을 꿈 꿀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빈곤이 대물림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다. 여러모로 어두운 시작이다. 

학교의 위치는 런던 웸블리의 ‘하이 로드’ 부근으로 짐작된다. 하이 로드를 걸어 내려오는 길에 그

가 해야 할 일은 구직을 위한 노력이다. “백 미터 달리기를 하듯” 이력서를 나눠준다는 표현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가. 첫째, 이 구직 활동이 오래도록 반복되어 왔다는 것, 그런데 이렇

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에 화자가 얼마간 익숙해져버렸다는 것, 그래서 이력서를 뿌리는 일이 관성적인 

행위가 됐다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다시 올라가 1연의 첫 두 줄을 읽어보면 거기에 담겨 있

는 막막함과 답답함도 이런 이해를 뒷받침한다. 둘째, 화자는 바쁘다. 가야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화자의 목적지는 캠던Camden이다. 하이로드에서 캠던까지 걸어가면 두 시간이나 걸리지만(구글맵 

검색 결과로도 그렇다), 차비 5파운드를 아끼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하이로드에서 캠던까지의 여정을 화

자가 “짧은 여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캠던이 기분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소위 ‘캠던 마켓’은 런던 최신 유

행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삶의 활기로 넘치는 그곳은 화자의 현실과 흑백 대조를 이룬다. 이런 대조는 

실의와 울분을 자아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반복되면 무뎌지는 것인지, 이제 화자에게는 하루 중 이 시간

이 유일한 해방구가 된 듯하다. 여하튼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다.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말이다. 

4연은 캠던에 도착한 화자의 모습을 그린다. 그는 장미를 가꾸는 기혼 여성을 올려다본다. 그러고

는 초콜릿을 떠올린 다음, 곧 그 욕구를 폄하한다. 이 비약적 전개는 불친절하다. 기혼 여성, 응시, 그리

고 초콜릿? 이 셋의 연쇄에서 내가 떠올린 것은 ‘고디바Godiva’다. 영지의 농민을 착취하는 남편에게 세

금 감면을 건의하자, 당신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영지를 한 바퀴 돈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남편은 이죽거

리고, 뜻밖에도 그녀가 이를 결행하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커튼을 치고 그녀를 훔쳐보지 않음으로써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으며(물론 일탈자 ‘피핑 톰’이 있기는 했으나), 이에 감화된 남편이 이후 선정善政

을 펼쳤다는 감동적인 이야기.   

11세기 영국의 어느 농민처럼, 이라고 해도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역시나 힘겨운 빈곤 상황에 시달

리는 화자가 어느 기혼 여성의 우아한 모습을 바라보며(훔쳐보며?) 문득 고디바 같은 구원자의 등장을 

상상해본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상상하던 화자가 문득 어떤 허기를 느끼며 

고디바의 이름을 딴 고디바 초콜릿를 떠올린다는 것도 그럴듯하지 않을까. 고디바 부인이 없는 세상에, 

있는 것은 고디바 초콜릿뿐이다. 그런데 화자는 초콜릿에 대한 이 연상을 거칠게 끊는다. 초콜릿은 간

식이니까. 주식의 빈곤을 일시적으로 메우는 강렬한 자극제일 뿐이니까. 화자는 ‘junk’라는 단어를 썼

다. ‘쓰레기’라는 뜻이지만 ‘쓸 데 없는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고 ‘마약’을 가리키기도 한다. 화자가 끊어

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리라. 

이어지는 5연에서 화자는 “가든”(대문자에 복수형으로 돼 있으니 아마도 인근의 캠던 공원Camden 

Gardens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을 떠나 “게이트”로 가는데, 이곳은 화자의 생업 현장이다. 화자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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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안정적인 일자리는 없어도 불안정한 임시직 일자리는 그도 갖고 있는 것 같다. 

‘게이트에서 샤프롱 일을 한다’고 돼 있다. 샤프롱은 옛날 사교계에 나가는 젊은 여성을 보호하는 사람

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지금은 약자 보호 제도의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아역 배우를 현장에

서 보호·관리하는 사람, 여성과 미성년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 환자 곁을 지켜주는 사람 등등. 화자

는 게이트에서 샤프롱을 호출하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그는 이 

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화자가 너무 악착같아 보였던 것일까. 친구가 한 마디 한다.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다. 빵만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도 산다(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물론 맞

는 말인데, 빵이 있을 때나 그럴 것이다. 친구는 화자가 얼마간 보수를 받고 있으니 빵은 해결됐으리라

고 짐작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시인의 라임을 활용하자면) pay가 있어도 pain이 있다. 

그의 식생활 공간은 “시궁창”이며 그의 가족은 “제대로” 먹고 있지 못하다. 보수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야 해결될 문제인데, 그러나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으니, 화자는 앞으로도 

내내 이 문제에 시달리게 되리라.  

빈곤의 문제 중 하나는 빈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자유를 앗아간다는 것이다. 먹는 것을 생각해

야 하는 사람은 점점 먹는 것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 다른 가치 있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 ‘부스

러기를 찾는 독수리의 눈’이 상징하는 것은 특정한 결핍이 지배하는, 그래서 협소해지고 편협해진 삶의 

모습이다. ( 결핍의 경제학 의 저자들이 제안했고 가이 스탠딩이 인용한 용어를 빌리자면2)) 결핍은 ‘터

널링’ 현상을 초래해서 ‘정신적 대역폭’을 축소한다. 결핍에만 신경 쓰는 터널 시야tunnel vision 현상이 

발생해서 다른 일에 사용할 역량이 남아나질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시인의 라임을 활용하자면) 인간의 모든 삶의 국면이 장엄할regal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부스러기를 찾는 독수리eagle의 눈만을 하고 살아갈 수도 없다. 인간은 자유를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처럼 빵만으로 살지 않을 자유 말이다. 빵만으로 살지 않는 게 인간이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빵만으로 살지 않을 자유는 비로소 인간으로 살 자유가 된다. 무엇이 이 화자에게, 그리고 가난한 모든 

이들에게, 아니 단지 살아서 이 세계에 기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보편적 기본소득, 이라고 시인은 답하고 있다. 나는 그 답에 기꺼이, 열렬히 화답한다.

2)  센딜 멀레이너선 · 엘다 샤퍼,  『결핍의 경제학』, 이경식 옮김, 랜덤하우스코리아, 2014.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 안효상 옮김, 창비, 
2018.

빈곤의 문제 중 하나는 빈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자유를 앗아간다는 것이다. 먹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은 점점 먹는 것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 다른 가치 있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 ‘부스

러기를 찾는 독수리의 눈’이 상징하는 것은 특정한 결핍이 지배하는, 그래서 협소해지고 편협해진 삶

의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