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
 #011

2022



Basic 

Income  

Magazine 

Issue No.11 



봄
 #011

2022

이름 모를 이의 삶이 궁금해졌다 _양희석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_백승호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의 기본소득 공약들 _ 이지은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_ 서희원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 탐방 _ 서정희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 _ 이건민
제20대 대선 후보들의 소득보장 공약 평가 _ 서정희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  _ 인터뷰어 한인정

[시] 의자 _ 김민정
[산문] 코로나 극장전 _ 김애란

[국내동향] 기본소득이 과학에게 묻다 _ 이관형
[국내동향] 가장 혁명적인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창립기념식 참여 후기 _ 한인정
[국내동향] ‘절멸의 지구에서, 지구생명체를 대변하는 정치를 시작하다’ 
                     —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 _ 한인정

C O N T E N T S

사진 속의 말

머리글

이 계절의 이슈 1 :

기본소득 국제 워크숍

이 계절의 이슈 2 :

기본소득의 현장

논점

화제의 인물

문학

동향

005

006

008

033

039

044

052

065

079

080

084

093

101



[학술동향]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비교에 대한 비판적 평가:  
                    두 가지 사례에 대한 응답_ 이건민
[국내동향]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
                    2021 한국기본소득포럼 후기 _ 한인정
[해외동향] 존엄의 최저선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미국의 보장소득이 한국의 기본소득에 제기하는 질문 _ 조민서

2020 긴급재난지원금: 묘하게 따듯한 깨소금 맛 _김상준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지만, 그것은 빵이 있을 때의 이야기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한 편의 시 _신형철

신의 인간애와 시민권의 보편적 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 _ 양순철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소득 _강원돈

한국의 범주형 기본소득_ 배상우

C O N T E N T S

동향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기본소득과 나

기본소득의 새로운 

지평

107

118

129

135

139

143

145

149

봄
 #011

2022

│발행일: 2022년 3월 20일│발행처: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편집위원장: 백승호 │편집위원: 김교성, 류보선, 서정희, 이관형,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 
│편집디자인: 사과나무││온라인 ISSN 2733-8126 │

https://ibis.re.kr/      https://basicincomekorea.org       basicincomekorea@gmail.com



계
간

  《기
본

소
득
》 2022. 봄

5

이름 모를 이의 삶이 궁금해졌다
양희석 사진작가

22년 1월 초 어느 신문에선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10대 부자의 자산은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인류의 99%는 더 가난해졌다’라는 글을 읽었다. 글을 읽고나서 떠 오른 사진 한 장이다. 

이른 새벽 강을 타고 내려온 배에서 코코넛 자루를 옮겨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미얀마 양곤에 사는 이 이름 모를 이는 이 코로나 2년 동안 어찌 지내고 있을까?

위의 기사에 따르면 100% 더 가난해졌을 것이다.

코로나 2년, 군부 쿠데타 1년.

나름 부자나라, 나름 코로나 방역이 잘 된 나라의 우리도 쉽지 않은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름 모를 이는 어떨까?

사실 ‘99%가 더 가난해졌다’라는 서술이 잘 와 닿지 않는다.

누구도 이유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잘 살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어렸을 적부터 배워왔다. 

전 세계의 99%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일까?

거의 반백 년을 살아왔지만 아직 세상은 이해 못 할 것 투성이다.

  

사진은 미얀마 양곤의 어느 부두에서 찍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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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이번 계간 《기본소득》 ‘화제의 인물’에 소개된 오준호 기

본소득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출마선언문에 인용된 구절입니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미

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경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어떤 별을 만들

어 낼지를 이야기하기보다 각자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초라한 아우성만 무성합니다. ‘논점’

에서 대선 후보들의 소득보장 공약을 비교하고 있는데 주요 후보들에게서 우리들의 별은 보

이지 않습니다. ‘이 계절의 이슈’에서 소개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국제워크숍 소식을 보면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론가 및 실천가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실

현에 대한 기대를 느낄 수 있지만, 정작 대선에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어있

습니다. 

괜찮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애초에 역경을 헤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별을 만드

는 것은 민초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 계간 《기본소득》에서는 일상에서 기본소

득을 실현해 가는 이런 보통 사람들의 노력들을 담아봤습니다. ‘이 계절의 이슈’에서는 판동

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과 부산 청년기본소득을, ‘동향’에서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

본소득, 기독교 기본소득 포럼 창립 총회를 다녀온 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의 불고 있는 기

본소득 실현을 위한 실천 소식을 담았습니다.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라는 기본소득의 지향

을 지구생명체로 확대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본소득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어느새 그 

별에 도착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논점’과 ‘학술동향’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제안되고 있는 음의 소

득세NIT와 기본소득의 비교와 비판적 평가가, 해외동향에서는 미국의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논의가 소개되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소득’에서는 김상준 교수님께서 99%

백승호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장

머
리
글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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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民을 살리는 나라의 재정권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풀어주셨습니다. 신형철 님은 

영국의 ‘End UK Hunger’ 캠페인의 19~25세 부문 수상작 ‘보편적 기본소득’을 소개하고 기

본소득에 닮긴 의미는 ‘비로소 인간으로 살 진정한 자유’에서 찾으셨습니다. ‘기본소득과 나’

에서는 양순철 장로님과 강원돈 교수님이 당신들의 삶에서 기본소득의 의미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평’에서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의 배상우 님께

서 석사학위논문 ‘“범주형 기본소득에 관한 비교연구”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이번 호에도 어

김없이 ‘문학’에서 김민정 님의 시 ‘의자’와 김애란 님의 산문 ‘코로나 극장전’이 계간 《기본

소득》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렇게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가는 길에 소중한 글들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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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1일 한국 시간 오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널
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세계 기본소득운동의 역사상 획시기
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큰 행사가 열렸다. 바로 <2022년 대
한민국 대통령선거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국제 워크숍. 전 
지구적 차원의 기본소득 운동의 길을 연 당사자들은 물론 그
들의 선언을 이어받아 세계 기본소득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까지 모두 모인 워크숍이었다. 우선 이렇게 세계 기본소
득 운동을 대표하는 이들이 갑작스레 한자리에 집결한 것 그 
자체도 이례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워크숍이 더욱 사건적인 
것은 이들을 한자리에 집결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워크숍의 주
제에 있었다. 이 워크숍의 표면적인 주제는 앞에서 소개한 대
로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본소득 공약’이다. 이게 
뭐라고 할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안을 들여다
보면 사정이 다르다. 이 주제의 심층에는 ‘드디어 전 국가적으
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탄생할 것이며, 그 국
가가 한국이 될 것인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까
닭이다.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본소득 공약> 워크숍은 2
시간 20분 가량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 워크숍에는 강남
훈(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
이 발제를 맡았으며,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오준호(기본소득당 대선 후보)
가 ‘한국의 기본소득의 오늘’에 대해 알렸다. 그리고 외국에서
는 세계 기본소득의 연구와 운동을 견인해 온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의 공동창립자
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벨기에 루뱅대학교 경제사회윤리학과 
객원교수), 애니 밀러(스코틀랜드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공
동창립자/의장), 가이 스탠딩(영국 SOAS 대학교 연구교수)과 
현재 BIEN 의장인 사라트 다발라를 포함하여, 칼 와이더키스
트(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카타르캠퍼스 철학과 교수), 발레리
야 코로셰츠(슬로베니아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기본소득유

럽네트워크 공동창립자), 알리 무틀루 코일루오글루(터키 시
민기본소득연구개발문화보급협회 공동창립자, ‘전세계 기본
소득 지지자/네트워크 회의’ 공동창립자)가 참석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된 워크숍은 진지했고 뜨거웠다. 
토론 내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첫 번째 
국가의 탄생에 대한 기대와 어떤 과정을 통해 한국이 그러한 
상황의 초입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활기
가 넘쳤다. 또한 단순히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실현한 첫 번째 국가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으며 
그를 위한 따뜻하면서도 냉정한 조언이 쏟아졌다. 

우리는 기본소득 운동사에 있어서 상징적인 이 현장을 이
번 호 ‘이 계절의 이슈’에서 지상중계 하기로 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
리 안타깝게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대
통령선거 초창기에 기본소득이라는 소중한 씨앗이 전 국민
의 가슴 속에 뿌려진 만큼 그 씨앗은 적절한 조건만 만나면 한
순간에 활짝 꽃피우리라 기대해 본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본소득 공약’을 놓고 벌인 이 
날의 진지한 대화는 반드시 다시 꺼내 보고 여러 대목에서 곱
씹어야 할 참조점이 될 것이다.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워낙 다양한 인원이 다양한 나라의 현실을 두고 논의가 펼
쳐진 지라 정리가 쉽지 않았다. 결코 쉽지 않은 이 일을 이지
은 편집위원이 야무지게 매조지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
사드린다. 옮겨 적는 과정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
의 중간제목을 달았으며, 기조발제와 패널토론 후에 자유토
론이 더 이어졌으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옮기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전체 녹화영상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유
튜브 채널(https://basicincomekorea.org/video-korean_
international-workshop-on-basic-income-manifestos-for-
presidential-election-2022-in-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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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Income

Issue 1.

1. 환영사

알리 무틀루 코일루오글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기본소득 

공약에 관한 국제 워크숍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회의는 기

본소득지구네트워크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그리고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네트워크 회의,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 연구팀 ‘리얼 유토

피아를 위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연구팀’이 공동 주최하는 회의가 되

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한국 서울에서 2016년에 기본소득 세계대회가 

개최된 이후 우리 동료들은 한국의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와 뉴스에 아

주 면밀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두 명의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

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대선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대선에서 

다뤄질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기본소득 추진 

활동가와 연구자,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선이 지금 바로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회의는 아주 짧

은 시간 안에 조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국제회의는 지금 전 세계의 

기본소득 지지자/네트워크 회의의 47차 총회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는 것

정리 

이지은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지상중계 :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국제 워크숍
(International Workshop on Basic Income Manifestos for Presidential Election 2022) 

이 계절의 이슈 1 : 기본소득 국제 워크숍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의 
기본소득 공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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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우선 환영사가 끝난 다음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발표를 듣

고 나서 그 다음에 패널 토론을 할 텐데요. 사라트 다발

라 의장님이 패널 토론 사회를 맡아 주실 것입니다. 가

이 스탠딩, 필리프 판 파레이스를 비롯한 많은 토론자

들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

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국제 워크

숍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동료분들께 넘기기 전에 한 가지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과 또 다른 기본소득 지

지자들, 지지자 그룹과의 의사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

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우리가 활용하기 시

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할 수 있게 되어

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팀 ‘리얼 유토피아를 위한 기본소득의 실현가

능성 연구팀’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그리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와 함께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이

사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상: 고맙습니다. 알리. 안녕하세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안효상입니다. 한국 대통

령 선거의 기본소득 공약을 다루는 워크숍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한국은 기본소득을 도

입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만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듯이 난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본소득 지지자와 기본소득 운동

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도 더욱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워크숍이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과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토대이자 기회

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라트 다발라: 감사합니다. 안효상 님, 그리고 알리 님, 감사드립니다. 패널 여러분 모두 그리고 참

석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계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

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여기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

게 생각하고요. 이번 웨비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이 

공동 주최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웨비나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계속해서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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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처럼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촉발되고 추진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그리고 또 토론자들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모

든 정보를 정확히 알고 선택을 하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

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기본소득을 상식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 논의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무엇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 모든 논의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논의가 더욱 더 깊이를 더해가기를 바랍

니다. 

그럼 이것으로 환영사는 마치고요. 그러면 발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훈 위원장님

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기조발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강남훈) 

강남훈: 안녕하세요. 먼저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화전민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

에는 매일 5km씩 걸어서 다닐 만큼 가난한 집안이었

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는 2년 동안 소년공으로 노동

을 했습니다. 당시 그 나이에 공장에서 노동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속이고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산업재해를 당했고 지금은 

장애인입니다. 가난과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두 번의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 약사가 수면제 대신

에 소화제를 줘서 두 번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았고, 

대학 입학 자격 얻었습니다. 중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법관이 되겠다고, 변호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시

작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처음에는 그 당시 군사정부와 미디어에 속아서 광주항쟁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반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주변 대학생들로부터 광주항쟁이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돼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 연수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연수원 시절에 노무현 변호사(그분은 나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됩니다)로부터 강연을 듣고 변호

사로서 ‘인권 변호사가 돼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남시장이 되었고요. 성남시장 시

절에, 우리가 2015년에 서울에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그 직후에 청

년배당을 도입했고요. 또 그 후 경기도 지사가 되었는데, 경기도 지사로서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

득, 농촌기본소득 등을 도입했고, 지금은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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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안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 부분은 ‘전 국민에게 1년에 100

만 원씩 나눠주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토지세에 기초한 토지배당과 탄소배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령별 기본소득이 더해지는데요, 청년의 경우에는 19세에서 29세 사이에 100만 

원이 더해지고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18세 이하로 120만 원이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 노인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360만 원의 기본소득이 하위 70%까지 주어지고 있는데 이

것을 100%로 늘릴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도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기

본소득을 농촌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농민기본소득으로 할지 농촌기본소득으로 

할지, 농촌으로 하면 대상이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지금 논의 중인데 둘 중에 하나로는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현재는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합해보면 어린이의 경우에는 0세에서 18세까지의 경우에는 대략 한 연간 2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GDP의 한 5.87% 정도를 받게 되는데, 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하게 될 때 그게 보태지지 않는다

면, 중복되지 않는다면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대략 한 GDP의 5.34%를 받게 되는데, 

농촌에 사는 청년들은 100만 원을 중복해서 준다면 한 8% 정도 될 것이고요. 30세에서 64세면 한 100

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농촌에 사는 경우에는 한 200만 원으로서 5.34% 정도를 받게 됩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360만 원에 100만 원 중복수급을 허용하여 460만 원을 고려 중이며 이

렇게 되면 GDP의 12.28%에 해당합니다. 노인의 경우 중복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

지 않았습니다. 중복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의 기본소득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토지가치세로 한 30조 원을 걷고, 탄소세로 10조 

원 내지 20조 원을 조달한다. 이게 재원이 되겠고요. 연령별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지출을 

조정하고 해서 한 25조 원, 그 다음에 소득세 공제를 일부만 조정하여 대략 12조 원 정도를 절약하면 연

령별 기본소득을 조달하는 데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기본소득은, 여기서는 제가 지금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하에서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적어 놓았지만, 지금은 지방정부 부분은 알

아서 하고, 대통령으로서는 중앙정부 부분만 공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연령 대상 전국민 기본소득 연령별 기본소득 계 농촌 기본소득(계)

18세 이하 665 연 100만 원 연 120만 원 연 220만 원 연 220만 원

19~29세 630 연 100만 원 연 100만 원 연 200만 원 연 300만 원

30~64세 2,739 연 100만 원 - 연 100만 원 연 200만 원

65세 이상 1,159 연 100만 원 연 360만 원 연 460만 원 연 560만 원

가정 1)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확대하는 경우, 2) 농촌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모두 지급하는 경우, 3) 
농촌기본소득 100만 원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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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예산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시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중 가장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토지배당입니다. 액수도 제일 크고 그리고 가장 실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도 탄소세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워 보이는데, 토지

배당은 과연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의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배당에 대해 우리들이 계

획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2200만 가구 중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1300만 가구 정도입니다. 61.3%이고 한

국에서 40% 정도의 가구는 토지를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99%가 난쟁이 행렬을 이루다

가 마지막 1%만 키가 아주 큰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때 지니계수는 0.8 정도로 매우 불평등한 토

지 보유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토지개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 토지배당을 토지세를 적절한 비율로, 약간의 누진세입니다, 약간의 아주 약한 누진세로 설계를 해서 

부과하고, 그로부터 얻어진 조세 수입을 전부 골고루 나눈다면 대략 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93~95% 

가구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은 가구가 되고요, 그 나머지 가구는 내는 돈이 더 많은 그런 가구가 되

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유액에 따라서 대략 한 90% 정도는, 여기서는 93% 내지 95%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받는 금액이 더 많은 가구로 만들려고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

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할 때 한 90% 정도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게 설계함으로써 이 토지세

에 대한 저항을 줄여보겠다, 이렇게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세를 고지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한 가구당 순수혜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지금 화면에 제시된 고지서가 그 예인데, 한글로 돼 있어서 번역이 미처 안 되어서 죄송합

니다만, 우선 세 가지 경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구는 4인 가구고 집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 이 가구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4명이라면 50만 원씩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합계로 토지배당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50만 원이 될지 60만 원이 될지 그보다 좀 작은 액수가 될 지는 아직 분명하

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올해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이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

습니다. 그 다음에 4인 가구지만 주택 가격이 대략 한 5억 원 정도 되는 가구는 새로 신설되는 토지세로 

50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는 배당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더 내야 될 돈도 받을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3인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토지배당이 나가기 때문에 150만 원의 이득이 

된다, 이렇게 고지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10억 정도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90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50만 원을 받으니까 본인은 40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이 되지만 가

족이 세 명이 있다면 150만 원을 받으니까 110만 원만큼 이득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배당 고지서 내지 

통지서를 본인과 가구 가족을 합해서 고지하면 정치적인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배당 시점과 고지 시점을 일치시켜서 그래서 분명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그렇

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소득은 점진적으로 작은 액수에서 시작해서 임기 말까지 늘려가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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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아동기본소득 같은 것들은 18세까지 주는데요. 그것도 일부 연령에서 먼저 시작하고, 예를 

들면 ‘18세에서부터 시작하고 내년에는, 후년에는 15세까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배당과 탄소배당은 토지가치세와 탄소세에 기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6개월 동안의 공론토론을 거칠 겁니다. 공론토론 이후에는 국민투표에 붙이거

나 시민의회를 열어서 논의하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왜 이런 공론토론이 필요한가 하면 토지배당은 결국 두 번째, 제2의 토지개혁의 의미가 있기 때문

입니다. 한국은 1950년대에 토지개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주들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

런데 지금은 60%의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져 있고, 토지소유자와 정치인과 관

료와 미디어가 지대를 추구하는 연합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단순 다수제인데요. 결국 50% 전후의 비율로 당선이 되고, 때때로 50% 이하의 득표율을 얻어도 당선

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 개혁 같은 커다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또는 정책에 대

한 지지율을 한 10%쯤은 더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들의 구성은 전체 시민들의 구

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40%는 집이 없지만 국회의원들은 무주택자의 비율이 15%밖에 되

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35%가 다주택자들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25%는 가장 값이 비싼 강남

3구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대통령 선거에 이기더라도 국회를 통해서 바로 통과된다는 

보장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올바른 의견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이 정책에 대해서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론토론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두 번의 공론토론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2020년에 두 번 실시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 40%, 약한 반

대 30%, 강한 반대 30%의 비율로 200명의 경기도민을 뽑아서, 이는 전체 시민의 도민의 비율 그대로

입니다, 이틀 동안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공론토론을 했습니다. 이 공론토론의 구성은 혼자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전문가의 발표, 질의응답, 그리고 분임토의, 집단토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조사는 아무런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 조사는 학습을 한 상태에서 조

사를 했고, 세 번째는 공론토론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토지세, 토지배당 이 정책

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러니까 아무런 학습을 하지 않았을 때는 39%의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데, 스스로 

학습하고 난 뒤에는 53%로 높아졌고, 공론토론을 거친 경우에는 67%로 높아졌습니다. 전체 도민이 

이 정도면 토지세 개혁을 할 만한 충분한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 규모와 토

지세에 찬성 여부에 대한 추이 변화를 보여주는 이 표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글로 돼 있

어서 죄송한데요. 대략 토론을 거치기 전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부동산 자산 규모하고 별로 비례하지 않

습니다. 반비례 관계가 없는데 토론을 거치고 나면 부동산 자산 규모가 낮을수록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순부담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지지율이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해

관계에 따른 투표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탄소세, 탄소배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찬성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58%였고, 마지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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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토론을 거치고 나면 82%까지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새 정부가 되면 기본소득위

원회를 만들어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경기도 방식의 이런 공론토론을 시・도를 돌면서 하고요.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시민들을 뽑을 때, 공론

위원들을 뽑을 때 무주택자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토론이기 때문에 자산

소유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 시민의 40%는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 중에서 40%가 뽑

히도록 그렇게 선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것은 해보지는 않은 방법인데요. 이것은 

액커만Ackerman이 ‘숙의의 날Deliberation Day’1)이라는 책에서 제안을 했듯이, 하루를 토론의 날로 정해

서 나라의 공휴일로 만들고, 모든 주권자들이 다 토론에 원하면 모두 다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참석한 주

권자들에게는 10만 원을 주고, 예를 들면 우리는 3500만 명 정도의 유권자가 있는데 천만 명 이상이 하

루 동안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그런 방법이 두 번째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

다. 이 방법은 많은 사람이 토론에 참석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하루만 토론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겠습니

다. 세 번째 방법은 뉴질랜드의 선거 개혁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캐나다의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참고

해서 시민의회를 만들고, 시민의회에 한 3천 명 정도 되는 시민의원들을 추첨으로 뽑고, 단 여기서도 사

실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니까 부동산 소유 상태에 따라서 비율에 맞도록 시민들을 뽑고, 매주 토요일마

다 한 6개월 동안 시민의회에서 이 개혁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은 공약으로 발표할 필요는 없고 집권 후에 어떤 방법으로 공론토론을 할지 내부 

토론 중인 상태입니다. 시간이 20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앞으

로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 패널 토론 1 ‘한국이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려면’(애니 밀러)

사라트 다발라: 그러면 패널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훈 위원장의 발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훌륭한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기본소득에 관한 가장 훌륭한 사상가

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기

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공동 창립자이신 세 분이 참석하셨구요, 또 다양한 세대의 기본소득 운동가들

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칼이 아마도 제2세대, 그리고 안효상 선생님과 제가 세 번째 세대가 아닌가 생

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시간이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시간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끝나

야 됩니다. 그래서 한 토론자에게 5분의 시간만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토론자 

애니 밀러 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BIEN의 공동 창립자이자 스코틀랜드 시

1)　Ackerman, B., & Fishkin, J. S. (2008). Deliberation Day. Yal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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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본소득트러스트 공동 창립자 겸 의장이고요. 기본소득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자입니다. 애니 밀러

님 5분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애니 밀러:  감사합니다. 사라트. 이재명 후보의 기

본소득 공약을 흥미롭게 읽어보았습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롭

고 즉각적이며 혁신적인 디자인입니다. 각 국가는 사

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욕구들

은 각 나라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여성의 기본소득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반갑게 생

각했습니다. 이는 이 공약이 목표로 하는 성평등에 기

여하고 있으며, 만약 사람들이 이에 대해 교육을 받고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다면, 정말로 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오준호 후보의 공약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특히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서, 새로운 

토지세, 새로운 탄소세, 지식 공유지commons에 대한 배당금을 위한 소득세제 개혁, 이것은 국부펀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제도 재편에서 그렇습니다. 모두 열렬히 환영합니다. 두 가지 공약을 

비교해보면, 이 후보의 공약에서는 1년 뒤인 2023년에 1인, 2인, 3인 가구에게 더 높은 수준의 기본소

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의 공약에서는 2026년까지 모든 가구에 더 많은 기본소득 지급을 강

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국가였다면, 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오 후보를 부통령 후보로 내

세워 기본소득의 실현과 재원 마련에 책무를 가지고 공동의 힘을 합치도록 설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

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부통령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현

재의 차이점을 진지한 토론을 통해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열정을 가진 두 사람

이 있기에 오 후보의 전문성이 최종결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한

편, 이 후보는 광범위한 정책 전반을 이끌어온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비전과 지혜로 계몽된 대통령으

로서 위상을 높이고 다가오는 위기에서 용기와 선견지명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저의 모국인 스코틀랜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와 지대추구 

위기를 모두 다루고 있는다는 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준호 후보는 부자들의 지대추구로부

터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미래에 대한 조화와 재분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을 구현하는, 기본소득의 세부 설계자로 인식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

다.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 논의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완료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토지 등록제를 가

지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세도 환영합니다. 분명히 탄소세와 탄소 배출량이 감소되면 이것은 덜 중요해

질 것이지만, 그때쯤이면 시민 기본소득세가 제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대로 된 기본소득이

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코틀랜드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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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모든 시민에게 전국적으로 기본

소득을 시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의 성취에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4. 패널토론 2 ‘충분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오준호)

사라트 다발라: 15초나 남기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준호 후보님 발표를 듣겠습

니다. 발음을 제가 잘 못해서 죄송한데요. 오준호 후보님은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이십니다. 오늘 참

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한 가지 이슈를 바탕으로 최근에 탄생을 한 

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간 발표해 주시죠. 

오준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

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

다.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

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보다 충분한 기본

소득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

릴 내용은 실질적인 자유를 위한 충분한 소득입니

다. 저를 소개하면 저는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

다』라는 책을 쓴 작가입니다. 그 책은 한국에서 베스

트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여러 기본소득 법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운영위원으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도 활동하

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에 창당한 신생 정당입니다. 당원의 70%가 20대와 30대 청년 정당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한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원 이슈 정당입니다. 하지만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

하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저 오준호와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정책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소득은 공유부의 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에서 나온 이익을 공

평하게 되돌려주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노동자들이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소득과 함께 두 가지 교정 조세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탄소세와 토지세입니다. 이 조세들을 도입하는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불

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의 복지 제도 수준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빈곤층이 현재의 복지 제도보다 보장받는 소득 수준이 더 나아지도록 만

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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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절의 이슈 1 : 기본소득 국제 워크숍

<표2> 오준호 후보의 기본소득 재원계획 (단위 1조 원)

이 표는 오준호의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을 소개한 것인데요. 표의 맨 위에 2023년

은 정부의 임기가 시작하는 이듬해이고 2026년은 임기의 마지막 해입니다. 2026년에는 월 65만 원, 

500달러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탄소세, 토지세, 시민세 

등의 목적세를 신설하고, 현재의 소득세제의 비과세와 감면을 폐지해서 기본소득 재원에 활용합니다. 

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시민세는 지식공유부에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현재 소득세의 10%

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세제 개혁도 필요합니다. 한국은 국민 부담률이 GDP의 27%입니다. 프랑스는 45%, 스웨덴은 42%로 

저는 2026년까지 국민 부담률을 GDP 대비 38%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분야, 녹색산업 분

야에서 공유 지분을 늘려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린 뉴딜, 그리

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산업에 투자하면서 기업의 지분을 인

수해서 그 배당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현금 복지 제도는 기본소득에 점진적으로 통합

하려고 합니다. 아동수당,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을 통합할 생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의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저의 기본소득 

계획이 훨씬 더 충분한 기본소득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대상으로 보면 1년에 100

만 원을 지급하는데, 저는 1년에 7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본소득이 저는 공유부의 정당한 배당

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소비 지원 정책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은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적어서 기본소득 효과를 충분히 살리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기본소

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께서는 대통령 선거 전에 밝혔던 기본

소득의 의지를 막상 선거가 시작되면서는 많이 숨기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소

극적인 태도가 저 오준호로 하여금 기본소득 후보로 따로 출마하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3년 2026년

교정적 목적세
탄소세 42 53.6

토지세 37.5 44.2

목적세
시민세 66 146

데이터세 - -

비과세 감면 폐지
소득세 72.4 92.3

기타 조세 12.9 14.1

디지털과 녹색 분야의 공공투자에서 나온 수입 - -

기본소득에 부과한 세금 20.1 42.1

현재 복지의 현금성 급여에서 절감 33.2 44.4

총계 284.1 437.3

월 기본소득 (원) 400,000 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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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로 한국의 대선에서는 노동운동에 기반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시민최저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음의 소득세를 한국식으로 변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도 분배에 기

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을 버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맞춰져 있어

서 수혜를 받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저는 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국은 최초로 기본소득을 전 국민적으로 실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세력이 아직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소득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한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치열하게 정책 경

쟁을 한다면은 한국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기본소득에 더 많이 동의하게 

되어서 그 기본소득 실시를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오준호와 기본소득당은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패널토론 3 ; 공유기금의 다변화와 장고도라는 희망봉(가이 스탠딩)
 

사라트 다발라: 오준호 후보님,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고

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신 흔적이 보여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후

보님의 고민과 또 제안은 전 세계적인 기본소득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이 스탠딩 교수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스탠딩 교수는 

BIEN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시죠. 그리고 현재 영국 SOAS 대학교의 연구교수로 계시고 여러 파일

럿들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가이 스탠딩: 감사합니다. 지금은 한국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기본소득을 제

안하는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

다. 그리고 제 생각에, 우리와 같이 해외에 있는 사람

들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사항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좋은 공약이 빛을 바래지 않기를 바

랄 뿐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사회에 대한 일관된 비

전이 필요하며, 한국은 분명히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기원전 2333년에 최초의 국가를 만든 이래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을 

국가의 모토로 삼은 나라이며, 이 정신의 본질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공동체와 연대 속의 개인들에게 

면면히 이어져오고 때문입니다. 일본의 침략과 테러는 그 정신을 희석시키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

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한국이 다른 나라에 전해줘야 할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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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불리하고 위험하며 위협적인 상황의 결합이 매우 긍정적인 변화의 순간을 촉발할 수 

있는 때는 매우 드뭅니다. 종종 과거에는 전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물론 오늘날 코로나19

가 닥치기 전에도 전 세계는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소득이 소수의 금융

자산, 물리적 자산, 지적 자산의 소유자들에게 돌아가고 점점 더 적은 소득이 프레카리아트에게 돌아가

는, 제가 ‘불로소득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라는 용어로 불렀던 경제위기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

리고 그 시스템의 결과로 우리는 전례 없이 높은 부채 비율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계부채, 기업 부채, 공

공 정부 부채 말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우리는 붕괴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품경제의 상황을 목

도하게 됩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가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코로나 상황을 그 취약성의 정점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복탄력성은 역경에 대

처하는 능력과 만성적인 불확실성을 다루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멸종과 지구온난화의 위협이 

엄습하는 생태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마침내 전 세계가 갑자기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의 총합은 한국 대선에서 유력 후보로 용감한 누군가가 일관된 변혁적 정책

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공약들도 매우 좋습니다만, 기본소득이 그 정책의 중심입

니다. 저는 공약을 읽어보았고 매우 흥미로운 공약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핵심입니다. 한

국에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기본소득은 윤리 정책ethical policy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입니다.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한 윤리적 전략으로 말이죠. 첫 번째는 공통에 대한 정의

Common Justice입니다. 한국 사람의 모든 소득과 부는,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부를 창출하는 기간 동

안에 여러 세대의 모든 노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유지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공유지

는 모두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공유지 사용에 대한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유지 기금Commons 

Fund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

게 분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들은 두 가지 형태의 세금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토지가치세입

니다. 근거는 지니계수와 좋은 토지가치세가 필요한 이유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탄소세

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탄소세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의 사례를 통

해 알고 있듯이 탄소세에 대한 지지가 있기 위해서는 만 정부가 탄소세에서 나온 모든 수입이 배당금 형

태로 순환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탄소세는 역진적일 것입니다. 

저는 후보자들에게 이 두 가지 세금에만 중점을 두지 않기를 제안합니다. 제 책 『공유지의 약탈』에

서, 저는 공유지 차감에 대해 16가지 또는 17가지 형태의 부과형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리고 그것들은 가령 노르웨이 연기금과 같이 기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액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기본소득 혹은 공유부 배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 구축에 대해서 향후 몇 달 동

안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정부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보조금들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다른 형태의 부과금들, 가령 상용 고객 부담금the frequent flyer levy 

FFL, 해상 사용에 대한 세금the sea levy을 설계해왔습니다. 두 가지 재원에 모든 무게를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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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저는 장고도라고 불리는 한국의 작은 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장고

도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기본소득을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983년에 설립

되어 1993년에 시행되었고 오늘날에는 모든 거주자에게 연간 10,000달러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살펴본 바로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해삼을 기반으로 한 활동, 공유 활동으로서 커머

닝commoning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해삼에서 나온 모든 수입은 기금화되어 재분배됩니다. 지금은 조

개를 채취해서 하고 있죠. 작은 섬에 대한 얼마나 좋은 예입니까. 이것은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장고도 사례는 홍익인간의 느낌을 강화하고 애정 어린 작은 사회를 낳았고, 이 작은 섬은 어

떻게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은 이것을 시행할 대통령을 3

월 9일에 선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또 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6. 패널토론 4 기본소득 혹은 한국 정치 전환의 교두보(안효상)

사라트 다발라: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기본소득 공약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30초 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토론자들께서 제 손을 

아예 안 보시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안효상 선생님의 토론을 듣겠습

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단체는 지난 6년, 7년간 대

단히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현재의 어떤 대중적인 논의 주제로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셨고요. 국가 차원의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안효상 선생님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발언 시작해 

주시죠.

안효상: 감사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

한 경로, 그리고 어떤 난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의제가 부상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기본소득 의제가 부상한 것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

의 심화,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 특히 청년층의 일자

리 부족,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노동 없는 미래라

는 음울한 전망 등등이 있고, 여기에다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위기를 덧붙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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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아주 광범위하거나 또 아주 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코로

나 위기 속에서 실시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경기도 등에서 실시한 재난기본소득 덕분에 기본소

득에 대한 관심과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또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존의 노동운동, 사회운동, 시민운동 내에서 기본소득을 주요한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집단도 많지 않

습니다. 원내 1석을 가진, 여기에 계신 오준호 후보가 있는 기본소득당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같은 운동 단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소수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아서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개혁적 정치가로서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비롯한 진보적 의제를 자신

의 정책으로 삼은 이유는 강남훈 교수께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은 한국 정치, 특히 한국 정당 정치의 지속적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전환transformation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트란스포르마

찌오네trasformazione, 20세기 이탈리아 정치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국 정치에도 분명 그런 

경향이 심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주요 정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과 정책을 받아들여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의 독재 정치 및 반복된 정치적 격변 속에서 안정적인 정당정치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냉전과 분단을 배경으로 해서 좌파 정당이 자리 잡을 수 없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정치 과정을 통해 진보적인 의제와 

새로운 의제가 정치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00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에서도 복지국가의 틀이 마련되고 느리게나마 복지

국가가 확대돼 왔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확대 동향은 이후 기본소득 의제가 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후발 복지국가로서 한국은 대체로 보아 기존의 복지국가 원리를 따라가려 했는데, 이

것이 사회경제적 변화와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도와 보수가 주류인 포괄

정당catch-all party인 민주당에 들어간 개혁적인 정치가들은 신자유주의의 진전을 배경으로 해서 대체

로 주류에 동화되어 가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 주변화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한국적인 의미에서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의 한 가지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통해 짐작하실 

수 있듯이 개혁적인 정치인이 기본소득 의제를 가지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또한 대통령

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본소득의 실시 앞에는 커다란 난관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

다. 집권정당의 안팎에 기본소득 반대 세력이 있고, 정치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사회운동과 시민운

동도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가능성은 두 군데 있다고 보이는데요. 하나는 강남훈 교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공론화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 일반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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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급한 과제에 기본소득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국토보유세 - 국토배당, 탄소세 - 탄소배당이 그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국토보유세 - 국토배당과 탄소

세 - 탄소배당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성 질서의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장 제일주의 그리고 사

적 자산 추구 복지라고 부르는 현상이 만연해 있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제도의 도입

은 전반적인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일부여야 하고, 다른 포괄적인 전환의 계획이 함께 있을 때만 가능

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은 어쨌든 또 다르게 보면 전환을 위한 동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

이 들고, 이랬을 때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소득을 매개로 해서 새로운 

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다수를 획득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럴 수 있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 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7. 패널토론 5 슬로베니아의 기본소득 도입 과정과 첫발 떼기의 중요성(발레리야 코로
세츠)

사라트 다발라: 안효상님, 감사합니다. 아주 가치 있는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역사적인 그리

고 사회적인 맥락을 잘 짚어 주셨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전환에 대한 희망도 제시해 주신 것 같습

니다. 다음 토론자는 발레리야 코로셰츠님 이십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오셨고요. 슬로베니아의 기본소

득네트워크 대표이시고, 또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공동창립자이십니다. 발레리야 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레리야 코로셰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

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두 가지 한국의 기본소득 제

안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모두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설계규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매우 정중히 말하고 싶습

니다. 제가 무엇을 제안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

하고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 2014

년에 있었던 첫 번째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European 

Citizens’ Initiative ECI2)에서는 유럽의 보편적 기본소득

을 위한 시민서명을 받았는데, 슬로베니아가 두 번째

로 지지 서명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두 번째 유

2)  유럽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위한 ECI는 “유럽연합(EU)을 통해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시작하자”는 슬로건으로 지지서명을 받고 있으
며 10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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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시민 이티셔티브ECI3)에서는 현재까지 슬로베니아가 가장 많은 지지 서명을 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또한 슬로베니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했습니다.4) 어떻게 그렇게 되

었고, 우리는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슬로베니아가 매우 단순한 형태의 보편적 기본소득

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월 300 유로를 지급하며, 예산중립적입니다. 보편적이

고 무조건적이며 통합적이지만 기본적입니다(<표 3> 참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지급 

수준이 부분적이며 빈곤선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제안도 예산중립적으로 제도

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금액으로 아동빈곤을 더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안은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와 2분위에게 더 좋습니다. 이는 지니계수를 더 낮추고 물론 다수의 사람

들에게 더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훌륭하고 건전한 제안은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조정 및 몇 가지 실용적인 해결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래서 슬로베니아에서는 약간의 사회적 조정을 거친 뒤 20점 만점에서 17점에 달하는 해결책에 이르렀

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우리를 유럽에서 최고로 만들기

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시한 안

이 예산중립적이며,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실현가능한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은 이해하

기 쉬운 것입니까? 실행하기 용이합니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기준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좋고 가장 

빈곤한 계층에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주요하게 드리고 싶은 제안은 최초의 보편적 기본

소득 안은 변화에 많은 노력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말

3)　두 번째 ECI는 2020년 9월 25일에 시작하여 2022년 6월 25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2022년 1월 12일 현재 169,000명 이상이 ECI에 
서명했다. (출처 https//basicincome.org/news/2022/01/european-citizens-initiative-unconditional-basic-incomes-ubi-throughout-
the-eu/)

4)　슬로베니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BI by name)의 3가지 대책을 도입했다. 1) 성직자를 위한 최저임
금 수준의 보편적, 무조건적, 통합적 기본소득, 2)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기본소득(Temeljni dohodek), 3) 슬로베니
아 관광 및 경제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 무조건적, 통합적(그러나 어린이에게는 지급액이 적음) 휴가 바우처(turisti ni boni)이다. (출처 
발표문에서 발췌)

보편적 (Universal)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0유로 지급

무조건적 (Unconditional) 자산조사나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음

통합적 (Uniform) 현금, 월별, 고정액, ‘반올림’ 금액

기본적 (Basic)
공식 = 평균 (1인에 대한 사회부조 + ½ 최저임금 + ½ 빈곤선 +   평균임
금), 기준 BI ≥ 사회부조와 BI ≥ 빈곤선

개인적 (Individual)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

예산중립적 (Budget Neutral)
개인의 10가지 세금공제, 최저임금보장(GMI)에 대한 16가지 혜택과 아동
수당을 보편적 기본소득(UBI)으로 재설계함

<표 3> 2010년 슬로베니아 보편적 기본소득안과 원칙 (U3BI proposal for Slov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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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세율을 바꾸지 말자. 사회적 기여금을 변경하지 말자.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이

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모두를 위해 정의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자. 

감사합니다.

8. 패널토론 6 기본소득운동의 최전선 한국(필리프 판 파레이스)

사라트 다발라: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12초나 시간을 절약해 주셨군요. 또 다른 기본소득 사례를 

제시를 해 주시면서 저희가 좀 비교를 할 수 있게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 주셨는데요. 

이 재정중립성 혹은 예산중립성이라는 것 역시 상당한 논쟁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자로 넘어

가겠습니다. 알리 무틀루 코일루오글루 박사님은 터키 기본소득 연구개발 문화 보급 협회의 공동 창립

자이자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 네트워크 회의의 공동 창립자이십니다. 터키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5분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알리가 화면에 안 보이는데요. 지금 접속해 계신가요? 기술적인 이슈로 지

금 나가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 들어 보기로 하고, 필리프 판 파레이스의 말씀을 먼저 듣

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프 판 파레이스 교수님은 기본소득의 선도적인 사상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우리 

모두 그의 저서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죠, BIEN의 공동 창립자이십니다. 지금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발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벨기에 루뱅대학교 경제사회윤리학과의 객원교수로 재직하

고 계십니다. 5분간 말씀해 주시죠. 

필리프 판 파레이스: 감사합니다. 먼저 기본소

득을 실현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기본소득의 개념

을 널리 알리는 위한 두 가지 정치적 시도에 대해 축

하의 말을 전합니다. 이 두 가지 시도는 매우 다릅니

다. 하지만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이슈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경우, 그 주요 과제와 효

용성은 선거 기간 동안 기성 정당에 압력을 가하고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널리 대중화시키는 것

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출되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려는 야망을 가진 정당의 유용성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은 단지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의 실현에 대해 언급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누군가는 각각의 단계들을 고려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그 

뱡향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확실히 저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의미 있는 중요한 단

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아동부터 지급한다는 아이디어는 과도기적 단계안의 초기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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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것

은 제 생각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청년기본소득

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유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본에 대한 필수적인 투자는 인생의 초기 기간

에 이뤄져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적 자본 투자는 평생에 걸쳐 이뤄져야 한

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외부인이고 여러분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에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식, 특히 토지세에도 적용됩니다. 토지세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며, 아마도 특정 부에 대한 선정은 경제적 측면에서 반대가 있을 것이며, 아직 제기되

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탄소세에 대해서라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

려되어야 합니다. 탄소세는 실용적 이유에서도 중요하지만 상징적 이유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기본소득의 근거를 매우 가시적인 방

식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본소득을 기후변화 문제와 연결시키는 한 가지 방법일 뿐

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후변화와 이번 팬데믹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올 팬데믹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

다면 우리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청년세대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본소득 

보장과 관련된 중요하고 실질적인 자유의 차원이 증가한다면, 그들의 웰빙과 자유는 증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과거에 이뤄 놓은 것에서 나온 지대를 가지고 풀타임

으로 여가를 만끽하는 즐거운 삶Dolce Vita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선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우리 모두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mobilizing 현명한 방법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방

식으로 앞으로의 문제에 맞서기 위해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이동mobilization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전일제 유급노동으로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전일제 노동은 힘겹고 긴 

시간 동안 이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극도의 빈곤이라는 고

통 속에서,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는 ‘이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동은 가장 취

약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활력과 그들의 창의성을 해방시키는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경제적 효과에 필수적인 촉진facilitation을 포함해야 합니

다. 기본소득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고용과 교육 그리고 무급의 자발적 활동 사이의 필요를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입니다. 자발적 활동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제공할 수 있는 생산적인 힘productive 

force으로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닥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절대적으로 생산적인 힘이 필요합니

다. 물론 이것은 한국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결과가 어떻든 현재 한국의 대

선은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의 핵심임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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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멋진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가 말했듯이, 기본소득이 전 세

계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이 엄청난 문제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9. 패털토론 7 또 다른 공유자원을 찾아서(칼 와이더키스트)

사라트 다발라: 감사합니다. 기본소득 정책이라는 것이 생산적이면서도 또 상당히 지혜로운 방식으

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알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동시에 일 혹은 노동

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여가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연결 문제가 있는

지 아직 알리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토론자 칼 와이더키스트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원래 카타르 캠퍼스에서 가르치시는데

요. 지금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 연구소Freiburg Institute for Basic Income Studies에 있습니다. 

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5분간 말씀해 주시죠. 

칼 와이더키스트: 감사합니다. 사라트. 저는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5분 안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먼저, 토지세와 탄소세 제

안, 그리고 이에 대한 강남훈 위원장의 발제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말 너무 중요한 한 가지는 발제자가 말한 것을 사

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

분의 토지 소유자들도 토지세로 혜택을 받을 것이

라고 말해준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지 대다

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90%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세금 혜택을 받

을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저는 발제자가 예측한 것처럼, 이것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

되는 토지소유자의 정확한 비율을 계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토지세는 토

지소유자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곳에서 그렇듯이, 한국의 토지는 상류층 사람들이 대

부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자신의 집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세에서 재분배

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부유한 지주들은 소규모 토지소유자

로 하여금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땅을 소유

한 60%의 사람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간다고 인지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토지소유자는 그

들이 인구의 90%가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수혜자 안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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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토지소유자의 60, 70, 80%를 포함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 가

지는 저는 이 공약들이 마음에 듭니다. 그 이유는 가이가 일부 말했고 필립과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

럼, 공유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공유지와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

다. 우리의 공동자산을 계속해서 약탈당해왔고,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것들을 점점 더 많

이 가져가고 있으며, 그들은 이것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갚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어쨌든 토지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상승은 다른 모든 사람

뿐만 아니라 소규모 토지소유자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보편적 기본소득과 토지세를 결합시키면 더 잘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가地價의 투기 상승을 상쇄할 것이고, 기본소득을 통해 지가나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가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의 진정한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공유지 기반 사례를 만들어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소세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너무 필요합니다. 탄소세는 소득을 다시 경제에 투입하

여 순환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필립과 다른 패널 분들이 말했듯이 탄소세는 역진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 탄소세만 부과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경

제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큰 걸림돌입니다.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돈을 되돌려주

지 않는다면, 정말로 많은 경제활동에 제동을 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탄소 사용에 세금을 부과해서 

기본소득으로 분배한다면, 이것은 탄소 사용을 더 비싸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덜 비싸게 만

드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총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기본소득

으로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시경제 정책입니다. 이것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

이 됩니다. 만약 평균 이상의 오염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보편적 기본소득의 순수혜자의 경우 평균 이

하의 오염에 대해 보상을 받게 한다면,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가 유일한 

공유자원이 아닙니다. 방송broadcast factor, 채굴, 물에 대한 권리와 같이 다양한 공유자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터넷과 같은 공통의 공간을 만들어왔고 그 수익의 대부분은 소수의 대기업에게 돌아갔

습니다. 우리는 중앙은행을 만드는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는 사람들

보다는 은행의 수익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사람들보다는 은행가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공통자산common assets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탄소나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말이죠. 탄소는 끔찍한 오염물질입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오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공유지의 나머지 부분에 적용한다면 이러한 모델(역자 - 공유부 배당)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유자원을 찾는 데 도움에 될 만한 수많은 원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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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유토론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사라트 다발라: 감사합니다. 정말 공유지라는 개념이 우리의 기본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

념인 것 같습니다. 알리님이 아직도 접속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패널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애니, 한 가

지 말씀하실 게 있나요?

 

애니 밀러: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구의 약 60%가 토지소유자라고 말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구의 60%입니다. 이 가구에 속한 가구구성원은 토지소유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

어 농가가 있다면, 이것은 성인만 소유하거나 남성 지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소

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다수가 될 수 있다면,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적용한다면 분배효과에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관련성이 있지만, 개인 단위와 가구 단위를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

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제외될 것이라고 걱정할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

다.

사라트 다발라: 감사합니다. 발레리야님. 

발레리야 코로셰츠: 네. 토지세와 탄소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땅도 없고 탄소 

산업이 없는 나라에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대의 개념을 가져오는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

이 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바닥floor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 기본소득

이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땅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아

이디어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에 더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도입 단계에서 적은 수준으로 적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라트 다발라: 다른 패널 중에서도 말씀하실 분들 계십니까? 말씀하실 패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칼, 먼저 말씀하시죠.

칼 와이더키스트: 감사합니다.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주류 정당 후보와 단일 이슈 정당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 사이의 

공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류 정당 후보가 시작할 때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보

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타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레리야가 말했듯이,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주류 정당은 기본소득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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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안을 다소 온건하게 만들어서 무언인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반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당은 더 야심 찬 제안으로 주류 정당을 밀어붙여 그들을 지렛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류 정당은 기본소득당보다 더 작은 버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 제약 때문

임을 명확히 하여 기본소득당의 제안이 덜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주류 정치인들이 우리를 저버린 것 같다는 느낌까지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두 가지 제안은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라트 다발라: 그러면 오준호 토론자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가이 스탠딩 말씀 듣겠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입니다. 많은, 또 여러 패널께서 한국에서 이재명 후보가 출

마하고 오준호 후보도 출마하니까 두 후보의 어떤 경쟁이 또 지나쳐서 기본소득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오히려 저와 이재명 후보가 정책 경쟁을 치열하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기

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

명 후보의 그런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번 선거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후보들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충분한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현해

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밝히고 설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통령 선

거라고 하는 정치적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아까 강남훈 교수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지만 그러한 내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밝히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진적인 기본소득 내용을 국민들에게 밝혀서 기본소득이 어떤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는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또 기본소득당이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국의 정치 공

간에서 해온 역할이 있다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속해 있는 민주당은 한국의 

국회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 중에 180석이 민주당, 

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

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기본소득당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입법을 

3개를 발의를 했습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이나 토지세법 또 기본소득을 공론화하는 공론화법. 이런 

것을 보아도 기본소득당이 한국의 기본소득을 확장하는 데 지금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이번 대

선에서도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다,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라트 다발라: 감사합니다. 오준호 후보님. 가이 스탠딩 님. 

가이 스탠딩: 칼과 다른 분들도 공유지에 대해 논의하셨는데요. 저도 첨언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가 기본소득을 공유지로 접근한다고 하면, 여기에 과세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공유지가 있다는 것

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토지가치세입니다. 토지는 어떤 의미에서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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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자원입니다. 따라서 토지세를 부과하면 이를 재분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광물

을 포함해서 석유, 숲과 같이 고갈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공유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갈될 수 있기 때

문에 공유지 사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수입을 올릴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자본 가치를 보존해야 합니

다. 이것이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현 세대에게 이익을 주고 

미래 세대에게 공유지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며 불공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유

형의 공유지는 숲을 포함한 회복할 수 있는replenishable 자원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숲에서 나온 수익에 대한 공유지 부과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산림이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수입의 일부를 산림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므로 모든 수입을 재분배하거나 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금은 투자한 자금과 수익의 일부

를 기본소득의 형태로 사용하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기금을 구축하는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칙이 우리 모두가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대선

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토론되어야 할 것 같아요. 탄소와 토지가 중요한 수입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소득 원천을 중심으로 확장시킨다면 더 폭넓게 조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은 꽤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하 자유토론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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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

[기획자의 말]

이번 호 ‘이 계절의 이슈 2’에서는 최근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사례를 다룬다. 

부산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이제 막 종결되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부산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실험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소식을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서희원 대표께서 소개해주

셨다.

판동초등학교에서 2020년 겨울부터 어린이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가 이 소식을 듣고 202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협약식을 맺고 후원을 하고 있다. 12

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판동초등학교 어린이기본소득을 좀 더 자세

하게 보고 싶어서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에 다녀왔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에 대해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서정희 이사가 소식을 전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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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21년, 어느 날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

이 왔다.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일전에 다른 일 때문에 

얼굴을 한 번 뵀던 분이었다. 기본소득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서 기본소득한국네워크와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에 대한 소개와 기본소

득국민운동본부와의 관계와 차이점,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기본소

득이 미칠 영향 등,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도 간단하게 소개하는 대화였다. 

하지만 목적은 따로 있었다. 부산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하려고 한단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부산 지역사회에서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이

슈화되지 못한 부분은 못내 아쉽지만 광역 단위의 민간에서 시작한 것에 

의미를 두고 내용을 정리해 본다.

 

▣ 운영개요

○ 사업명: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 사업목적: 청년의 삶에 대한 질적 변화를 통한 정책 발굴 및 제안

○ 운영 기간: 2021년 6월~12월(7개월)

○ 사업대상: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 14명(만 18세~35세)

○ 지원금액: 1인당 매월 1,000,000원 지급(7개월)

○ 주최 및 협력기관: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 부산MBC, BNK부산은행

서희원

기본소득
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이 글은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실험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
며, 심연주 님(부산형사회연대기금 처장)과 전성호 님(부산MBC TV제작부장)의 자료 도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대
한 책이 에세이 형식으로 출간될 예정이고 토론회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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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2억(기본소득 지급액 1억 원 + 방송제작비 1억 원)

▣ 추진경과

부산 청년 기본소득 종합계획(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

1. 청년 기본소득의 필요성: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캠페인 

1) ‘기본소득’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우리 시대의 청년을 중심으로 재점화하는 캠페인을 (재)부산형

사회연대기금과 부산MBC가 시작함으로써 부산의 청년실업과 미래사회에 대한 질문을 지역사

회에 던지고자 한다.

2) 청년기본소득은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의 ‘사회가치실현+부산형 경제기여+지역연대’라는 미션

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3) 기본소득에 대한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가 한국을 비롯해서 이미 구성(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돼 

있고, 해마다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다. 

4) ‘기본소득’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파적인 입장에 관계없이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내 용 일자 비고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 – 부산MBC 첫 미팅 2021. 1.19

실무협의 수차례 진행 2021. 2.17 외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 정기 이사회 의결 2021. 2.25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협약식 개최
(부산형사회연대기금, 부산MBC, BNK부산은행) 2021. 3.19

신청자 모집(인스타그램) 2021. 4.12.~5.7

1차 100명 선정 및 발표 2021. 5.17

최종 14인 선정을 위한 심사 2021. 5.24 심사위원회

최종 14인 명단 발표 2021. 5.25

선정식 개최 및 오리엔테이션 2021. 5.26 부산형사회연대기금
부산MBC, 부산은행

기본소득 지급 및 14명의 일상을 방송
SNS를 통해 방영(브이로그 등) 2021. 6~12.

부산MBC 6부작 다큐멘터리 방송 2021.11~2022.1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021.12.2.~12.8

에세이 발간 및 배포 2022. 1~2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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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 실행방안: 부산시민 희망(HOPE) 프로젝트

1)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 + 부산MBC가 함께하는 부산시민 희망(HOPE) 프로젝트 신청부터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획을 한다.

2) 선정된 14명의 부산 청년들에게 7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한다.

3) 선정 과정은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를 개설하고,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 사연과 함께 신청을 받아

서 14명의 선정(선정위원회 전문가그룹 구성)한다.

4) 신청부터 선정까지의 전 과정을 TV프로그램으로 방송한다.

5) 수혜자들의 생활을 이후 연작 다큐멘터리와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중계하고 전국에서 관심을 가

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한다.

6) 부산광역시 기본소득 정책 채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 2021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100만 원/1226억 예산편성) 

7) 부산시민단체 및 참여기업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그램 협찬 제안

1) 예상 제작경비 2억 원(기본소득 지급액 1억 원 + 방송제작비 1억 원)

2)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1억원),방송제작비(BNK부산은행 5천만 원 + 부산MBC 5천만 원)

3) 협찬고지 (5개월)

 - 청년기본소득 참여자 모집 예고 1개월 협찬고지

 - 선정식 및 지급방송 예고 및 본방송 1개월 협찬고지

 - 선정자 관찰 방송 및 예고 (2회x1개월) 2개월 협찬고지

 - 기본소득 다큐멘터리 예고 및 본방송 1개월 협찬고지

 - 홈페이지 상시 예고

4) 협찬효과

 -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 및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인 관심(포털뉴스) 및 홍보효과

 - 부산지역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청년기본소득은 부산MBC 장기프로젝트로 진행할 역점사업

 - 부산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 및 기부 효과

 - 참여단체 확대로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확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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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

1) 2021년 2월, 추진위원회 구성

 - 부산형사회적연대기금, BNK, 부산YMCA, 부산시의회,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부산MBC 

 - 청년기본소득 실험 규모, 선정방법 등 논의

2) 2021년 3월, 청년 기본소득 모집 및 선정 작업

 - TV, 라디오, 신문 광고 시작

 - SNS 등을 이용한 홍보 병행

 -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 혹은 BNK부산은행 혹은 별도의 홈페이지로 신청

 - 만 18세 ~ 35세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 신청 가능

 - 100명 정도에서 1차 무작위 선정

 - 1차로 선정된 청년들에게 자기소개서, 자금 활용처 등에 대한 서류 요청

 -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14명의 인원 선발

3) 2021년 5월, 선정 인원 발표 및 증정식(부산MBC뉴스 소개)

 - TV 광고를 통해 선정된 청년들 소개(캠페인 형식)

 - 밀착된 다큐멘터리 제작 개시

 -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Youtube, Face book 등 채널 개설

4) 2021년 7월, 선정 인원에 대한 첫 번째 다큐멘터리 방송

 - 선정된 청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옴니버스 형식의 다큐멘터리로 방송

 - Youtube 채널을 통해서는 Vlog 형식의 콘텐츠 공급

5) 2021년 10월, 추진위원회와 함께하는 중간평가 방송

 - 1차 다큐멘터리와 제작 중인 영상들을 보면서, 전문가그룹들과 기본소득에 대한 의미와

 방향성 등을 모색해보는 프로그램 제작

6) 2021년 12월, 연작 다큐멘터리 방송 및 평가

 - 선정된 청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옴니버스 형식의 다큐멘터리(4-5부작 정도)로 방송

 - Youtube 채널을 통해서는 Vlog 형식의 콘텐츠 공급

 - 추진위원회를 통해 캠페인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2022년 진행방식 협의

<특집, 잔고는 “0”이지만 입금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은 청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한 해 1만 명의 청년이 떠나는 도시 부산, 청년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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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기 힘든 이곳에서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 부산MBC와 BNK부산은행이 함께 청년기본소득에 대

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결과물을 영상에 담았다. 

 한 달에 100만 원, 7개월 간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4명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특집, 잔고는 “0”이지만 입금될 예정입니다>는 청년기본소득을 받게 된 청년들의 일상과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노인과 바다’ 갈 곳 없는 청년을 조명하다.

   ‘노인과 바다’ 라는 자조적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부산에는 청년이 없다. 2019년 기준으로 부

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18~34세) 인구는 17만6천여 명. 2018년 기준 부산 청년 인구 비중은 20.8%

로 특・광역시 6개 도시 중 최하위다. 매해 만 명에 가까운 청년 인구가 부산을 떠나고 있다.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세대가 자꾸만 유출되는 상황. 지자체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정책을 도입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작은 규모다. 2020년 기준 부산광역시 청년 정책 예

산은 부산시 전체 예산 대비 0.7%. 부산시가 청년의 어려움을 정확히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 프로그램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어려움을 버텨야만 하는 부산지역 청년의 삶을 들여다

보고자 했다. 2022년 1월 현재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도 턱없이 부족했던 일자리가 급감하는 반면 주거

비용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지역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반짝이는 청춘의 순간이 

넘쳐나는 인스타그램에서 보이지 않고, 두 마디짜리 뉴스 인터뷰만으로 짐작할 수 없는 구체적인 청년의 

삶을 포착하고자 했다.

출처: 부산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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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은 부산지역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구체적인 성별, 연령, 배경, 자산이 다른 청년 

14명에게 7개월 동안 매달 주어진 1백만 원은 부산 지역 청년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막연

한 장밋빛 상상이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제시해 본다. 

방송내용
 부산MBC에서 6부작 다큐멘터리로 2021년 11월부터 매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되었고 유

튜브에서는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로 검색하면 내용을 볼 수 있다.  

- 1회, 미대생 현진, 기본소득과 미술 이야기

- 2회, 청년작가 지미, 기본소득과 독립출판 이야기

- 3회, 래퍼 동건, 기본소득과 음악 이야기

- 4회, 디자이너 연주, 기본소득과 패션 이야기

- 5회, 기본소득 다큐멘터리에 대한 코멘터리

- 6회,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참가자 14명과 함께 한 후기(소감 나누기)

 본 실험에 대해 주최 측 관계자와 이야기 나누면서 아쉬운 점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계획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선방했다고 본인 스스로에게 

위로하는 것 같았다. 2022년에도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 이어가고 싶지만, 예산 확보에 대한 고충을 토

로한다.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에세이집이 발간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도 준

비 중이다. 이 실험의 결과와 성과가 묻히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지역사회에 부탁드리고 싶다. 

 기본소득이라는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는 정책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진영에서 만들어 

낸 좋은 정책이 정치권으로 가면 진흙탕 싸움이 된다. 기본소득에 관한 찬반론부터 시작해서 기본소득

에 대한 다양한 변종들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기본소득이 실험의 단계를 넘어 정책과 제도로 우리들의 일상으로 편입되기를 간절히 바란

다.

 최종 14명의 청년을 선정하기 위해 1차로 선정된 청년 100명의 사연을 읽으면서 먹먹했던 기억을 

떠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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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동초 탐방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에 위치한 판동초등학교는 전교생 41명으로 

구성된 작은 학교다. 이곳에서 2020년 10월 27일부터 ‘어린이 기본소득’

이 시행되고 있다. 매주 전교생에게 2천 원의 매점 쿠폰으로 지급되는 판

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의 모습(최근 3천 원으로 상향되었다)을 깊게 들여

다보고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연구재단 리얼 유

토피아 연구팀이 5일 간의 일정으로 판동초를 다녀왔다.

판동초등학교 전교생, 이미애 교장 선생님, 강환욱 선생님, 1학년 담

임 선생님, 학부모 세 분, 지역의 이장협의회장님, 보은군의 김도화 군의

원님, 최종예 (전)아이쿱 생협 대전지부 이사장님 등을 만나 판동초 어린

이 기본소득에 관해 묻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2. 무엇이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을 가능하게 했을까?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모

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 강환욱 선생님이다. 강환욱 선생님은 

2005년 교사 임용 이후 충청북도 보은 지역의 여러 학교에서 근무하고 네

번째로 2018년에 판동초등학교로 발령받았다. 지역의 많은 교사들이 그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 탐방

서정희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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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듯, 생활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청소재지인 청주에서 살다가 2014년경 보은으로 이사를 하면서 강

환욱 선생님은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러한 관심은 보은군의 행복교육지구사업 참여, 마

을 협동조합 활동 등으로 이어지면서, 2019년 판동초등학교 내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의 매점을 만드는 

것으로 연결된다.

강환욱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을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는 그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그의 노력만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학교 내에 협

동조합 방식의 매점을 만들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의 이사이자 매점 운영을 담당하는 자원봉

사자로 적극 결합하였다. 학교 인근에 걸어서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작은 마을에서 학교 안

에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매점이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매점을 소수의 학생들만 이용하자 협

동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학부모 이사들 역시 강환욱 선생님과 같이 고민하기 시작한다. 특히 매점에서 

판매, 결제 등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학부모 이사들은 아이들의 생활 수준, 용돈 여부, 가

족관계와 같은 삶의 많은 요소들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매점에서 무언가를 구입하는 것이 소득 계

층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용돈 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그리고 가족 내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삶을 깊게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한다. 소득 형편이 여유로워도 용돈이 없어서 매

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 소득이 낮아서 용돈이 없는 아이들에게 소득 계층 구분은 의미가 없었

다.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교사와 학부모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문제는 손쉽게 어려운 사람에 대

해 지원하자는 해결방안이 제시되었을 터였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은 어려운 아이들을 골라내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강환욱 선생님과 학부모 이사들이 함께 했고, 이즈음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기본소득을 

접한 강환욱 선생님은 학교 내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지역 내 협동조합 활동 인연으로 판동초등학교에 방문도 하고, 강연도 했던 아이쿱 생협의 청주지

부 최종예 이사장님이 이 고민을 듣고 후원금을 연결시킨다. 최종예 (전) 아이쿱 청주지부 이사장님은 

기본소득의 열렬한 지지자로 지역 내에서 기본소득 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계셨던지라 강환욱 선생님

의 제안을 듣고 이를 적극 지지하며 그 당시 들어온 후원을 다른 곳에 연결시키지 않고 바로 어린이 기

본소득으로 연결시켰다.

3.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

최종예 전 이사장님의 후원 연결로 확보된 1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전교생에게 매주 월요일 

2천 원 지급이라는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이 시작된다. 전교생 아이들을 학년별 집단별로 만나

면서 우리는 아이들의 언어로 표현된 연대의식과 학교에 대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은 충청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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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초등학교에서 유일하게 매점이 있는 학교를 다니고, 그러한 매점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아이

들에게 판동초등학교는 “100점 학교”이자, “즐거운 학교”이자, “아주 좋은 학교”였는데, 판동초의 어

린이 기본소득은 “용돈을 안 받아도 친구들이랑 먹을 거 사 먹을 수” 있고, 부모가 판단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살 수가 없는데, 어린이 기본소득으로 자신이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게 해 주었다.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본소득 액수가 더 많아지거나, 공부든 체육이든 더 노력해서 잘하

는 친구에게 더 많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떠냐는 질문에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나쁜 사람

이죠”라고 답하기도 하고,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왜 걔만 많이 줘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는데 다르게 주는 건 차별이라 인식하기도 했고, 똑같이 주는 것이 다 불만이 없기 때문에 

좋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차별’이나 ‘평등’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매우 스스럼없이 표현했는데, 

교과서에서 배우는 평등과 차별이라는 개념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경험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체현

되고 있었다. 

판동초등학교의 어린이 기본소득은 아이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 2010년 이후 보수

당 3선 군수와 보수적인 분위기의 농촌 마을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급진적인 의제는 입 밖으로 꺼내

어 놓기 쉽지 않은 단어다. 고백하건대, 필자는 어린이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저어했다던 교장 선생님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인터뷰에 임했었다. 그런데 판동초등학교

와 그 마을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구성원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면

서 이 마을의 이 학교에서, 누구보다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긴장되는 신임 교장으로서 ‘기본

소득’을 첫 사업으로 학교 안에서 시행한다는 것이 정말이지 쉽지 않았겠구나 싶었다. 그럼에도 시작했

고, 아이들의 변화와 학교 내의 활력은 이미애 교장 선생님을 기본소득 지지자이자 판동초 어린이 기본

소득의 유지를 고민하는 적극적 주체로 변모시켰다. 후원금이 소진되어 어린이 기본소득 유지가 어려

울 듯 하자, 사비를 털어 어린이 기본소득에 넣기도 하고, 교장 임기가 다 되어 보다 큰 학교의 교장으로 

발령받을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하고 강환욱 선생님도 전근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학교에 남아 

어린이 기본소득을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결정한다. 

어린이 기본소득을 통한 아이들의 활력과 변화는 매점 운영을 담당하는 학부모 이사들과 지역사회

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부모 이사들은 기본소득 도입에 큰 역할을 수행했지만, 역으로 기본소득 도입과 

시행이 본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에 참여하면서 학교 내 활동을 시작한 

학부모 이사들의 경우 어린이 기본소득 지급으로 협동조합 매점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매점 운영

을 위한 활동 역시 늘어났다. 귀촌의 어려움과 우울을 경험했던 학부모 이사는 이제 “너무 바빠서 우울

할 시간도 없다”라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한다. 현재 학부모들과 교장 선생님은 어린이 기본소득이 후원

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봉 모임을 만들어 사과 농장에서 쓸 수 있는 앞치마를 만들고 있다. 

지역 내에서 초등학교란 어느 지역이나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관계자가 아니면 학교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사실 관계자가 아니면 관심 밖의 영역이다. 그러나 판동초등학교

의 어린이 기본소득은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후원을 독려하고,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과정을 통해 사회



Basic Incom
e M

agazine  Issue N
o. 11

42

이 계절의 이슈 2 :  기본소득의 현장

적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면을 빌어 환기하자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인 강환욱 선생님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작년부터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

에 매년 100만 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지지의 증가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심

과 지지 역시 증가시켰다. 삼승면의 정구영 이장협의회장님과 보은군의 김도화 군의원님을 만나면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지하고 연대하는 흐름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4. 나비효과가 일어날까?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판동초등학교에서의 어린이 기본소득은 전교생 41명과 병설 유치원 아이

들 모두에게 매주 3천 원(2021년 12월부터 3천 원으로 상향)이 지급되는 작은 기본소득 실현이다. 액

수도 적고, 대상 규모도 작다. 그러나 액수가 적다고 그 효과와 의미까지 적은 것은 아니다. 

카오스 이론에서 초기의 미세한 변화가 전체에 큰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을 나비효과라고 부른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의 작은 시도와 행동이 나비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판동초등학교의 

어린이 기본소득을 시작하게 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

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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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의 말]

이번 호 '논점'은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를 비교, 검토하는 글과 대선 후보들의 소

득보장 공약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음의 소득세는 오랫동안 기본소득과 함께 검토되어 온 제도이며, 한국에서도 최근 

음의 소득세를 기반으로 한다는 소득보장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 이름은 실체를 알려주기보다는 가리기도 한다. 이건민 편집위원의 글은 이름이라는 

베일을 뚫고 음의 소득세의 실체를 드러내고, 또 이를 기본소득과 비교한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소득보장 정책이 이번 대선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일찍부터 있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날 정치 환경은 선거가 정책 경쟁의 

향연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서정희 교수는 정책 공약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모

호한 상황을 좀 더 단단한 논의의 지반으로 만들기 위해 이재명, 윤석열, 오준호, 심상정 

네 후보의 소득보장 정책을 비교하고 평가한다.

논
점 BasicIncome : 

논점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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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인류 역사상 해결된 적이 결코 없으

며,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 소득보장정책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

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동화 위협으로 인해 일

자리와 소득의 위기가 지속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

세(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는 전체 인

구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노동력이나 노동의사, 

구직 노력 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지급되며, (잘 설계되었을 경우) 과

세와 급여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득 필

요의 크기에 따라 순급여를 차등 지급한다는 제도

적 특징으로 인하여, 21세기에 유력한 대안적인 

소득보장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오세

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제 등을 둘러싼 최근의 다

양한 논쟁과 토론은 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보다는 오해와 착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대표적인 예로, 박기성, 변양

규, 2017, 박기성, 2020, 이우진, 2021a; 2021b; 

2021c; 장세희, 임철영, 2021). 이 시점에서, 같은 

듯 다른 듯 아리송한 두 제도의 이론과 실제가 어

떠한지를 따져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소득

과 NIT의 제도 특성을 핵심 모수들을 중심으로 비

교 설명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과 NIT의 경제학

적 동등성 조건과 그것의 위배 조건을 함께 검토

한다. 이어서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NIT의 

프레이밍 효과에 대하여 논한다. 마지막으로 향

후 기본소득이나 NIT가 우리나라에서 도입된다

면 각각 어떠한 모습을 취할지를 예측해보고, 이

를 토대로 재원으로서 개인소득세의 비중과 기

존 복지제도의 대체 혹은 급여 조정의 정도, 저소

득층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 순수혜층의 비

율, 시간이 지남에 따른 급여액의 상향 조정 가능

성 측면에서 두 제도를 비교하면서 글을 맺는다.

기본소득과 NIT의 제도 특성 비교

기본소득의 재원은 매우 많지만, NIT 제도

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 적합한 제도는 바로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개인

소득세 재원 기본소득 제도는 크게 비례소득세-

기본소득 모형(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 Model; 이하 UBI-FIT Model), 누진

소득세-기본소득 모형(Universal Basic Income-

Progressive Income Tax Model; 이하 UBI-PIT 

Model), 역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Universal 

Basic Income-Regressive Income Tax Model; 

이하 UBI-RIT Model)으로 나뉜다(이건민, 2021).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

이건민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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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형 모두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UBI-FIT Model의 경우는 개인소득에 대해 전 소

득구간에 걸쳐 비례세율로, UBI-PIT Model은 개

인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UBI-RIT Model은 개

인소득에 대해 역진세율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서

로 다르다(이건민, 2021).

우선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을 특징짓는 

유일한 모수는 바로 세율 t(0<t<100)라고 할 수 있

다(Yi, 2021). 과세와 급여의 직접효과만을 고려했

을 때, 손익분기점 소득은 세율 t값과 관계없이 평

균소득으로 고정되어 있고 따라서 순수혜층과 순

기여층의 비율도 불변이다(Yi, 2021). 반면 기본소

득 지급액수, 순수혜액수와 순기여액수의 규모는 

세율 t값에 비례한다(Yi, 2021). 다음으로 누진소득

세-기본소득 모형과 역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을 

특징짓는 핵심 모수들은 전체 평균세율 

t(0<t<100)와 소득구간별 세율          

라 할 수 있다. t%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적용 

시 각 개인의 소득격차가 모두 t% 줄어든다는 

Yi(2021)의 결과를 역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과 

누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으로 확장하여 적용해

보면, t%라고 하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

구간 내 개인 간 소득격차는 (직접효과만 고려했을 

때에는) 정확히 t% 감소하게 된다.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 제도에서는 전체 

평균세율(과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들)이 

중요한 모수인 반면, NIT 제도에서는 NIT 급여를 

받게 되는 소득층과 관련된 모수들이 중요하다. 

즉 최소보장소득의 액수, NIT 세율, 손익분기소득

의 크기가 핵심 모수들이며(Henderson, 1971; 

Sommer, 2016: Ch.3), 이것이 정해지면 NIT 제

도의 수급층의 규모와 NIT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가 결정된다. NIT 수급층에게 NIT 급

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양의 소득세 구간에 속하

는 사람들이 추가로 양의 소득을 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NIT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필요재

원의 규모와 양의 소득세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위의 세 가지 모수가 먼저 결정된 이후에야 확정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제도 내적으로만 보더라도 NIT 제도에는 빈곤 완

화가 정향되어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NIT 제도를 특징짓는 

세 가지 핵심 모수들은 바로 손익분기소득(임계

소득 또는 면세소득이라고도 불림), 최소보장소

득(보장소득이라고도 불림), NIT 세율(한계암

묵세율이라고 불림)이다. 그리고 이 세 모수들

은 셋 중 둘이 결정되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Henderson, 1971; 

Sommer, 2016: Ch.3). 이를 함수관계로 표현하

면, 로 나타낼 수 있다(여기서 는 손

익분기소득, 은 최소보장소득, 는 NIT 세율을 

뜻함). 이를 간단한 수치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

다. 먼저 세전소득이 0인 사람에게 1인 가구 중위

소득의 40%를 지급하고 NIT 세율은 40%인 NIT 

모형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모형 하에서 세전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미만인 사람은 40%의 

NIT 세율이 적용된다. 세전소득이 0일 때의 NIT 

급여인 중위소득의 40%가 세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40%의 세율로 감소하게 되어, 세전소득이 

중위소득의 100%인 지점에서 NIT 급여는 0이 

된다(달리 표현하자면, 중위소득의 100%라는 세

전소득 중 60%를 자신의 몫으로 갖게 되고, 중위

소득의 40%를 최소보장소득으로 보장받게 되어 

최종소득은 중위소득의 100%가 된다). 즉 이 모

형 하에서는 중위소득의 100%가 손익분기점 소

득인 것이다. y절편이 최소보장소득, 기울기가 (1-

NIT 세율)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0, 최소보장소

득)과 (손익분기점 소득, 손익분기점 소득)을 지나

는 직선을 쉽게 떠올려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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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기점 소득=최소보장소득+(1-음의

소득세 세율)×손익분기점 소득

중위소득의 100%=중위소득의 40%+ (1-

0.4)×중위소득의 100%

여기서 만약 NIT 세율이 40%에서 50%로 

증가하게 되면, 손익분기점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에서 중위소득의 80%로 감소한다

중위소득의 80%=중위소득의 40%+(1- 

0.5)×중위소득의 80%; 

(0, 중위소득의 40%)와 (중위소득의 80%, 

중위소득의 80%)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0.5).

기본소득과 NIT의 경제학적 동등성 조
건과 그것의 위배 조건

Van Parijs and Vanderborght(2017: 36-

37)는 기본소득과 NIT가 경제학적으로 동등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열거한다. 첫째, 재원 조달 방

안이 개인소득세로 국한되어야 한다. 둘째, 급여

와 납세가 모두 개인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

째, NIT의 양의 과세 구간과 NIT 지급 구간에서 

동일한 소득표준이 채택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

력이나 노동의사 유무에 대한 노동 심사가 없어

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①소

득이 0인 사람이 얻게 되는 최소보장소득과 소득

구간별 한계세율이 서로 일치하고, ②NIT 제도가 

연 단위의 사후 지급 방식이 아니라 기본소득의 

경우와 같이 주나 월 단위의 사전 지급 방식을 마

련한다면, 두 제도는 적어도 경제학적으로 동등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제도의 경제학적 동등성 조건을 살펴봄으

로써, 우리는 그것이 위배될 조건들도 쉽게 확인

해볼 수 있다. 첫째, 기본소득 편에서 개인소득세 

이외의 재원이 추가될 경우에는 기본소득과 NIT 

간 경제학적 동등성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NIT 제도에서의 급여와 납세 중 어느 하나

라도 가구 단위로 이루어질 경우, 두 제도 간 경

제학적 동등성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NIT 제도는 빈곤 완화에 정향될 경우 NIT 지급

구간에서의 소득을 ‘소득인정액’ 개념으로 설정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Tobin, Pechman and 

Mieszkowski, 1967; Tobin, 1968), 이렇게 될 경

우에는 두 제도 간 경제학적 동등성은 더 이상 성

립되지 않는다. 넷째, 닉슨 대통령의 가족부조계

획Family Assistance Plan이나 줄리엣 라이스-윌리

엄스의 제안(Rhys-Williams, 1943)과 같이 노

동의사나 노동능력을 갖추어야만 지급되는 형

태의 NIT 제안도 제출된 바가 있는데(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p.37, Ch.4; 안효상, 

2018), 만약 NIT 제도에서 노동력이나 노동의사 

유무에 대한 노동 심사 조건이 추가로 도입될 경

우, 두 제도 간 경제학적 동등성은 더 이상 성립하

지 않는다.

참고로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NIT의 

경제학적 동등성 조건을 위에서 살펴본 두 제도

를 특징짓는 핵심 모수들을 이용하여 정식화하

면 다음과 같다. 만약 두 제도의 소득 표준이 동

일한 상황에서  = 이고(여기서 는 평균소

득)  = 이며 순기여층(순부담층)이 직면하는 

한계세율도 라면, 이러한 형태의 NIT 모형은 

% UBI-FIT 모형과 경제학적으로 동등하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두 제도가 경제학적으

로 동등할 경우에 두 제도에서 같은 것은 바로 

명목 이전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순 이전소득의 

크기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Chang, H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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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21)은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전 소득구간

에 걸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소득세-기

본소득 모형과 NIT 모형의 명목 이전소득의 크기

를 비교하고 있는데, 전자는 GDP의 15%, 후자는 

GDP의 3.8%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명목 이전소득의 크기만을 놓고 보았을 때

에는, 기본소득의 소요재원은 NIT의 소요재원의 

약 4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경제학적

으로 동등한 두 모형에서 순 이전소득의 크기는 

GDP의 3.8%로 서로 동일하다. 우리는 국내의 많

은 논자들(박기성, 변양규, 2017; 박기성, 2020; 

박기성, 조경엽, 2021; 이우진, 2021c)이 의도적

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명목 이전소득의 크기로만 

기본소득과 NIT를 비교함으로써 NIT가 기본소득

보다 빈곤이나 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

론을 도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경제학적으로 동등한 두 제도에서 일치하는 것

은 바로 순 이전소득이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재

원) 기본소득과 NIT의 빈곤 및 불평등 개선 효과

를 비교하는 맥락에서 독립변수로 비교되어야 하

는 것은 바로 명목 이전소득이 아니라 순 이전소

득이다.

프레이밍 효과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은 과세와 급여를 

사회 성원 모두에게 적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

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과세 측면과 급여 측

면을 각각 따로 고찰하게 되었을 때, 재정환상에 

쉽게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성이나 정치

적 수용가능성에 대한 일정한 직관적인 감각을 불

러일으키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

컨대 과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왜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본

소득을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급여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과세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역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비례

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이나 누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에 비해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1)

과세와 급여를 사회 성원 모두에게 적용하는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는 달리, NIT 제도는 

NIT 지급구간에서는 급여만을 적용하고 양의 소

득세 구간에서는 과세만을 적용한다는 특징을 갖

고 있다. 따라서 NIT 수급층 역시 일정한 최소소

득을 보장받는 대신에 NIT 세율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는 점이 가려

지는 반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순이전(순수혜)

과 순기여(순부담)의 규모는 더 투명하게 드러난

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정

당성이나 정치적 수용가능성 면에서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는 다른 직관적인 감각을 불러일

으키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실제로는 소득의 크기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

이, 즉 양의 소득세 과세 구간의 사람들조차 (그들 

역시 전체 제도의 틀 내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일

정 정도의 최소소득을 보장받게 된다는 사실이 가

려지기 때문에, ‘왜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최

소소득을 보장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

지는 않는다. 또한 실제로는 일종의 역진소득세-

기본소득 모형과 경제학적으로 동등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형태의 NIT 제도는 소득

이 더 낮은 계층에게 소득이 더 높은 계층에 비해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함에도 불구하고, NIT 제도에

서는 NIT 수급층에 대한 급여만이 전면에 부각되

기 때문에 역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보다 정당성

1)  하지만 과세와 급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심지어 역진
소득세-기본소득 모형조차 빈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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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정치적 수용가능성이 높을 개연성이 크다.

만약 두 제도가 현실에서 도입된다면, 
각각 어떠한 모습일까

만약 기본소득이나 NIT가 우리나라에서 도

입된다면, 각각 어떠한 모습을 취할까? 재원으로

서 개인소득세의 비중과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 혹

은 급여 조정의 정도,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개

인소득세율, 순수혜층의 비율, 시간이 지남에 따

른 급여액의 상향 조정 가능성 등을 놓고 비교해

보자.

첫째, 재원으로서 개인소득세의 비중과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 혹은 급여 조정의 정도를 비교해

보자. 현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은 결코 개인소득세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토보

유세, 탄소세 등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제 주체의 유인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정과

제로서 제안되었으며, 데이터세, 부유세, 생애누

적수증세제, 부가가치세, 공유지분권 설정, 주권

화폐 개혁 등도 함께 제시되었다(양, 2019; 기본

소득한국네트워크, 2021; 유영성 외, 2021). 따라

서 우리나라에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 모형의 

전체 소요재원에서 개인소득세가 담당할 비율은 

약 38.4~66.7%(소득세 세제 개혁까지 포함할 경

우, 약 62.8~75%)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강남

훈, 2019: 제13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 

제14장). 전체 소요재원 규모와 견주어보았을 때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 혹은 급여 조정의 정도는 

미미하며, 기본소득 제도 도입으로 인해 특히나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제도 로드맵도 마련되었다(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2021). 반면 NIT의 경우, 제도 도

입을 위한 재원은 개인소득세(양의 소득세 구간

에서의 추가 과세)와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 혹은 

급여 하향 조정에 국한된다.2) 후자에 크게 의존할

수록 (최소보장소득이 매우 관대하지 않은 이상) 

NIT의 빈곤 개선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

부라도 전자에 의존할 경우 양의 소득세 구간에서

의 추가 과세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데, 특히나 안심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는 추가 소요재원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최근 복

지재정의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향후 소요 (복지)

재정의 자연 증가분을 활용함으로써 재원을 마련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박기성, 변양규, 2017; 박기

성, 2020; 박기성, 조경엽, 2021).3) 다만 여기서는 

NIT가 개인소득세와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 혹은 

급여 조정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면, 기본

소득은 그렇지 않으며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특히

나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 혹은 급여 조정으로 인

하여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기본소

득한국네트워크, 2021)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

하다.

둘째,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

을 비교해보자. 기본소득 제도의 경우, 기존 소득

세 체계 위에 추가로 얹는 형태로 전 소득구간에 

걸쳐 5% 또는 10%를 부과하는 방식이 제안되

었다(강남훈, 2019: 제13장;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2021: 제14장; 유영성 외, 2021). 반면 국내

의 NIT 제안들에서는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게 

2) 김낙회 외(2021)의 경우에는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국가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한 NIT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보
수적인 의미에서 지나치게 급진적인 제안으로 평가될 수 있으
며, 이러한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설령 이러한 방식으로 NIT 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도입되는 NIT 제도와 빈곤 및 
불평등 개선 효과의 비교 대상은 ‘현행 제도’가 아니라 ‘현행 제
도를 기본으로 하되, NIT 제도 도입을 위하여 향한 일부 복지
재정이 그렇지 않고 다른 복지제도에 쓰였을 경우를 반영하는 
가상의 시나리오’임이 명확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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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나 50%의 한계암묵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박기성, 변양규, 2017; 박기성, 2020; 김낙회 외, 

2021; 박기성, 조경엽, 2021; 오건호, 2021; 임미

나, 2021; 탁지영, 2021).4) 따라서 NIT 제도에서

보다 기본소득 제도에서 저소득층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추가 소득의 더 많은 비율을 

자신의 몫으로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제도 도입으로 인한 순수혜층의 비율

을 비교해보자. 개별 기본소득 정책이 되었든 전

체 기본소득 정책패키지가 되었든, 기본소득 도입

으로 인한 순수혜층의 비율은 50%를 크게 상회

하며 대개 70~8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기업 외, 2017; 전강수, 강남훈, 2017; 유종성, 

2018; 이원재 외, 2019), 반면 국내의 NIT 제안

들에서 손익분기점 소득은 중위소득의 60%(김

낙회 외, 2021), 중위소득의 100% 미만(박기

성, 변양규, 2017; 박기성, 2020; 박기성, 조경엽, 

2021),5) 중위소득의 100%(오건호, 2021; 탁지

영, 2021) 수준으로, (순수혜층의 비율을 더 낮출 

것을 예상되는 기존 세금과 복지제도와의 상호작

용까지 감안하기도 전에) 이것만 고려했을 때에

4) 그렇다고 해서 NIT 제도에서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NIT 세율
을 마냥 낮추기는 어렵다. 최소보장소득과 손익분기점 소득의 
수준을 상당히 높이지 않는 이상 낮은 수준의 NIT 세율을 가진 
NIT 제도는 빈곤 완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최소보장소득과 손익분기점 소득, 낮은 수준의 NIT 세율을 가
진 NIT 제도 역시 답이 되기 어려운데, 이 경우 순재원과 급여
대상층의 규모가 상당히 크며 양의 소득세 구간에 속한 소수
의 고소득층에게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
다.

5)  박기성(박기성, 변양규, 2017; 박기성, 2020; 박기성, 조경엽, 
2021)의 제안에서 손익분기점 소득을 ‘중위소득의 100%’가 아
니라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라고 평가한 것은, 그의 제안
들은 가구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혹은 박기성, 변
양규, 2017)의 경우에는 이에 조금 미달하는 수준)를 기준으로 
그것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을 가구원수별 안심소득제 인정소
득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박기성, 조경엽(2021)의 안
심소득제 제안에서 손익분기점 소득으로 삼은 2019년 4인 가
구 기준 연소득 55,362,432원은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
득의 100%이지만, 이 값을 가구원수로 나누어서 구한 1인 가
구, 2인 가구, 3인 가구의 안심소득 기준소득은 각각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67.6%, 79.4%, 92.0%에 불과하다(e-나라지표, 
2021).

도 순수혜층의 비율은 50% 이하에 불과하다. 순

수혜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NIT보다는 기본소득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나 

장기동태적 확장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시간이 지남에 따른 급여액의 상향 조

정 가능성을 비교해보자. 단순히 도입 단계만을 

비교해보자면, 소득이 0인 사람이 급여로 받게 

되는 소득을 뜻하는 최소보장소득 면에서 NIT

는 기본소득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

유로 사태를 정태적으로만 바라볼 때에는 오건

호(2021)나 최근의 정의당과 같이 기본소득보

다 NIT를 선호할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이를 반

대로 생각해보면, 비록 낮은 액수라 할지라도 기

존 복지제도와의 큰 충돌 없이 더 유연하게 도입

될 수 있다는 것이 NIT에 비한 기본소득의 장점이

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도입 단계에서는 비교

적 낮은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지급액수를 상향시키는 것이 NIT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망하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정책

적으로 고려되는) NIT에 비해 기본소득은 순수혜

층의 비율이 높고, 이러한 이유로 제도의 수혜 경

험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더 확장시

키기 쉬우며, 개인소득세나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 

내지 급여 축소 조정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NIT와는 달리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록 이론적으

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NIT는 빈곤 완

화에 정향되는 방식으로 도입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며, 그러할 경우 순자산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

액 개념, 수급 대상이나 손익분기점 소득의 크기 

결정에서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에 대한 고려

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Tobin, Pechman and 

Mieszkowski, 1967; Tobin, 1968). 이는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 자체로 NIT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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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전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뿐만 아니라, NIT가 빈곤 완화에 정향되는 순간 

최소보장소득이나 손익분기점 소득이라고 하는 

핵심 모수의 상향 가능성 자체가 제약된다. 비교

적 관대한 NIT라 하더라도 그것이 빈곤 완화에 정

향되는 순간, 가령 정의당의 ‘시민평생소득’ 공약

과 같이 최소보장소득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그리고/또는 손익

분기점 소득을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수

준으로 상향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

울러 개인소득세와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 내지 급

여 축소 조정에만 의존한다는 재원의 특성상 NIT

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급여액의 상향 조정 가능

성이 근본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

본소득 지급액수가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

는 반면(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 NIT 지지

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는 당연히 그들 각자가 갖

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입장, 바람직하다

고 생각하는 사회상에서의 차이도 반영하는 것이

지만, 위에서 식별한 기본소득과 NIT의 다양한 차

이도 함께 반영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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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대 대선에서의 복지국가 재편의 
중요성

한국 복지국가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을 시작으로 공공부조 중심의 잔여적 복지국가이

자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 30년 이상 지속되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사회보험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로 확장해왔다. 

2022년 현재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일부 보편수

당(아동수당은 보편수당, 장애수당과 기초연금은 

보편수당이 아닌 자산조사 방식으로 존재)의 체

계를 갖추면서 복지국가의 형식적 틀을 갖추었다

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부의 편중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가 한계에 부딪치면서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

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21년 『기본소득이 있

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박종철 출판사)에서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본주의의 거시적 변화로

서 산업자본주의에서의 복지국가, 금융자본주의

와 노동의 균열, 플랫폼 자본주의와 사회보장제도

의 부정합의 심화를 제시하고, 동시에 일의 형태

와 작동방식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을 

설명한다. 지난 계간 《기본소득》(제10호, 2021년 

가을호)에서도 기획주제에서 이를 요약하여 다룬 

바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 구조 변화는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할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확대와 자

본주의 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더욱 어려움에 처

해 있다. 복지국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의 불평등은 9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Chancel et al., 2021), 플랫폼 자본주의 및 

지식경제로의 전환은 GDP 대비 노동소득분배율 

하향으로 나타나고, 기업 규모별 노동소득분배율

의 격차는 확대되었다(오지윤, 엄상민, 2019). 

제20대 대선은 한국 복지국가 재편에서 그리

고 한국 사회의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국면이다. 

이번 대선을 지나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5년에서 10년의 시간은 한국 사회의 매

우 중요한 역사적 시기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한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의 대응 방

식은 그 사회의 이중화를 강화하느냐, 축소하느냐

를 결정한다(Emmenegger et al., 2012). 현재의 

급속한 변화 국면에서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제도

의 변화가 어떤 경로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후 한

국 사회의 이중화의 경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백승호(2021)가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복지국가의 체제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

고 이와 관련한 관심과 담론이 상당함에도 불구

하고, “실제 ‘복지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제20대 대선 후보들의 소득보장 공약 평가

서정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이 글은 2022년 1월 14일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이 주관한 『소득보장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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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여러 토론회에서조차 

‘실현가능성’에 포획된 채”, “프로그램 수준의 미

시적 조정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

국에서의 진보적 영역에서조차 실현가능성에 대

한 자기검열,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환적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운명론

적이며 냉소적인 전망이 지배”하고 있다(백승호, 

2021: 61~62).

실현 가능성을 제1원리로 설정하는 순간, 아

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

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환의 시기에 실현 가

능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전략은 가장 무익한 

전략이다.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

가를 정하고, 이러한 정책을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순서여야 맞다. 

중요한 시기의 이번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후

보들이 내어놓은 복지국가 소득보장 공약을 살펴

보고, 이를 몇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보자. 

2. 주요 정당의 후보들의 복지국가 소득
보장 공약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 소득보장 공약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소득보장 공약은 대표적으로 기본소득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크게 두 가지 축

으로 구성된다(이재명, 2021).

• 전국민 기본소득 연 100만 원

•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추가 (청년 총 

200만 원: 전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 + 청년 기본

소득 100만 원). 

전국민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

으로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이

고, 청년 기본소득은 19세부터 29세 청년(약 700

만 명)에게 전국민 기본소득에 추가적으로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공약 이외에 몇 가지 사회보험과 소

득보장 공약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 모든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상병수당 도입,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기초연금 조정,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 

폐지와 일하는 노인의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등

이 제시되었다. 

2) 재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그 재원으로서 차

기 정부에서는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

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하고, 

차차기 정부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으로 기본

소득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게 될 것이라 언급한다

(이재명, 2021). 

• 기본소득 토지세 

• 기본소득 탄소세

• 일반조세

• 조세감면분

구체적으로 첫째,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

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로 25조 원 이상, 둘째, 연

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

조 원 이상, 셋째, 긴급한 교정과세분으로서 기본

소득 토지세 약 50조 원, 기본소득 탄소세 64조 

원, 넷째, 일반 기본소득목적세는 차기 임기내 시

행은 쉽지 않겠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

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 기본소

득 목적세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한다(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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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2021). 

3) 증세에 대한 입장

이재명 후보는 증세를 동반한 기본소득 개혁

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다만 세원 관리 및 예

산 절감, 긴급한 교정과세를 통한 증세는 차기 정

부에서 할 것임을 명확하게 언급하지만, 일반조세

로서의 기본소득 목적세에 대해서는 차차기 정부

에서 시작하되,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도입의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다(이재명, 

2021). 

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1) 소득보장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

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라고 선언

하면서,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되

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한다

(윤석열, 2021).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세 가지를 발표하는데, ①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

대, ②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③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

로 확대 개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민기초생활보

장 생계급여 확대안은 현행 생계급여 지급기준 중

위소득 30%에서 35% 확대하고, 재산 컷오프제,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추가급여를 통해 생계급

여 대상자를 늘린다는 것이고, 둘째, 근로장려세

제EITC 확대안은 근로장려세제 소득 기준을 최대 

20%로 상향하고,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국민기

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은 긴급복지지원선정 시 ‘위기사유’를 확

대하여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충

분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는 것으로, 지원액 선정 기준이 되는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해 기존 

제도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액수를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 후 40%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신속한 지원

을 위해 선지원・후심사 원칙을 견지하고, 복지 

담당 현장 공무원들의 재량권과 면책을 확대한다. 

단, 2년에 1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후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음에 다시 제도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하여 도덕적 

해이도 대비했다고 밝히고 있다. 

2) 재원

  없음

3) 증세에 대한 입장

  없음

3.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1) 소득보장 공약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의 소득보장 공약 

제1호는 전국민 월 65만 원 기본소득이다. 특정 

연령의 사람들에게 제한된 범주형 기본소득이 아

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 생계를 국가 공동체

가 보장하는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만인의 실질적 

자유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의 생계급여 수준을 충분한 기본소득의 잠정 

기준으로 설정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기본소득 급

여 수준을 2022년 40만 원에서 시작하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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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시하였다(오준호, 

2021). 

오준호 후보는 2022년 1월 17일에 돌봄 공

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고용보험을 소득보

험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고용

된 노동자와 그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는 고용보험

을,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가입하

는 소득보험으로 전환하여 소득 상실이 발생하면 

실업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으로, “이 소득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

해, 노동시장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안심하고 육

아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2) 재원

오준호 후보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구체

적인 세원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5가지 재원을 

제시하고 있다.

• 기본소득 탄소세

• 기본소득 토지세

• 시민세

• 비과세 및 감면 정비

• 기존 복지지출 조정

3) 증세에 대한 입장

• 증세 입장 명확

4. 정의당 심상정 후보

1) 소득보장 공약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2021년 12월 22일

에 ‘21세기 신복지국가 비전’의 첫번째 공약으로 

‘시민평생소득’을 발표하였다(심상정, 2021). 시

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 전국민 소득보험, 범

주형 기본소득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소득보장 
정책

• 전국민 기본소득 
  연 100만 원
•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급여 확대

•  근로장려세제 (EITC) 확
대

•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
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  전국민 월 65만 원 기본
소득

•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
로 전환

시민평생소득
• 시민최저소득
• 전국민 소득보험
• 범주형 기본소득

재원

• 기본소득 토지세 
• 기본소득 탄소세
• 일반조세
• 조세감면분

없음

• 기본소득 탄소세
• 기본소득 토지세
• 시민세
• 비과세 및 감면 정비
• 기존 복지지출 조정

없음

증세에 대한 
입장

• 증세를 동반한 
  기본소득 개혁
• 일반 조세에 대해서는 
국민 동의 절차를 거쳐 
증세

없음 증세 입장 명확 없음

<표 2>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소득보장 공약



Basic Incom
e M

agazine  Issue N
o. 11

56

‘시민최저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

구에 1인 가구 기준으로 무소득자에게 100만원

을 보장하는 부의 소득세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

여 “현행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 빈곤해소 소득보장 방안”이자,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

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으로 설명한다(심상정, 

2021: 46).

‘전국민 소득보험’은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고용 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

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의미

한다(심상정, 2021: 47). 

‘범주형 기본소득’은 “시민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

는 아동청소년 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저

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

고, 공동체 돌봄, 농어업, 지역참여, 공익활동 등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수당

을 지급하는 것이다(심상정, 2021: 48).

2) 재원

  없음

3) 증세에 대한 입장

  없음

3. 평가

1. 부의 불평등의 근원적 해결

1) 부의 불평등과 그 원인

많은 사람들이 현 시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부의 불평등을 지적한다. 2021년 12월 피

케티, 주크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불평등연

구소에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Chancel et 

al., 2021)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이 보고서가 정치권 및 학계에서 상당

히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

면, 한국의 PPP 환산 성인 인구의 평균 소득은 3

만3,000유로(한화 38,426,130원)로 서유럽의 잘

사는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소득 불

평등은 서유럽보다 높고, 미국과 비슷한데, 하위 

50%가 전체 소득의 16%를 차지하고, 상위 10%

가 46%를 차지하여 평균 소득 기준으로 소득 상

위 10%가 소득 하위 50%의 14배에 이르는 부를 

점유하고 있다(Chancel et al., 2021: 229). 세계

불평등보고서는 한국이 빠른 속도의 산업화와 경

제적 발전을 이룬 아시아 4룡의 하나임에도 불구

하고, 약한 사회보장 환경에서 자유화와 탈규제 

경제 정책을 동반한 결과 상위 10%의 소득 점유

율이 35%에서 45%로 증가했고, 하위 50%의 점

유율은 21%에서 16%로 떨어졌다고 분석한다.

소득분배율의 격차 확대는 노동소득분배율

의 하락과 실질 시간당 임금의 하락과 관련이 있

다. 전체 부에서 자본소득 분배율과 노동소득 분

배율 간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은 197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자본소득 분배율은 

상승하였다(서스킨드, 2020). 이러한 문제는 사

회적인 부가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

배되기보다 자산 소유자에게 점점 더 많이 분배되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의 생산성 

향상의 성과가 1970년대 이전에는 임금의 형태

로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비례적으로 분

배되고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자본을 소

유한 사람에게 비대칭적으로 분배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 수준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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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로 환산했을 때 1972년 이래로 거의 나아지

지 않았다는 것이다(서스킨드, 2020).

특히 한국의 경우 소득불평등은 토지 불평등

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백승호, 2021). 2019

년 토지에서 실현된 자본이득(부동산 판매에 의

한 양도소득)은 213조8천억 원이고, 임대소득은 

139조 1천억 원, 이 둘을 합친 부동산 소득은 352

조 9천억 원으로 한국의 GDP의 18.4%에 이른다

(남기업, 2021). 토지를 소유한 세대의 상위 10분

위가 전체 토지가액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고, 

지니계수로 계산하면 0.8111로 극단적인 불평등

이 확인된다(남기업, 2021). 특히 토지에 의한 불

평등은 소득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부동

산 소득은 전체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에 33.5%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남기업, 2021: 

50).

소득과 자산의 격차 확대로 인한 불평등 심화

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유의 독점과 불공정한 분배

에서 시작된다(백승호, 2021: 72). “토지를 개간

한 사람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켰을지라도 토지 

그 자체를 창조하지는 않았다. 건물을 지은 사람

이 땅을 창조하지는 않았을뿐더러, 부동산 가격의 

등락은 건물 가격보다는 토지의 위치, 사회경제적 

입지 조건에 좌우된다. 천연자원 또는 생태환경

은 원래 인류 모두에 속한 자연적 기초이고 인류 

모두의 것이다. 천연자원을 채굴한 사람은 채굴을 

통하여 천연자원의 가치를 증대시켰을지라도 천

연자원 그 자체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2021: 36). 생산과 부의 사회적 성

격, 개인의 기여뿐만 아니라 공동의 기여로 생산

된 부의 상당 부분이 자본 소유자에게 독점적으로 

분배되는 현실에서의 불평등은 해당 사회가 공동

으로 생산한 부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으

로의 분배가 요구된다.

기본소득은 그 정당성과 원천을 공유부에서 

찾는다. 공유부common wealth는 해당 사회가 공

동으로 생산한 부를 말한다. 이는 다시 자연적 공

유부와 인공적 공유부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공

유부는 인류 모두의 것인 자연적 기초에서 나온 

생산물이며, 인공적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

<그림 1> 1990-2021년 한국에서의 소득 상위 10%와 소득 하위 50%의 소득분배율

출처: Chancel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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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지를 측정할 수 없고 따라서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할 수 없는 생산물이다. 이는 다른 말로 역사

적, 사회적 효과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공유부가 

이런 것이라 한다면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

적으로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정의로

운 방식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금민, 2020). 

2) 대선 공약 평가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근본적

인 해결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는 이재명 후보, 오준호 후보가 그 인식의 궤를 같

이 한다.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심상정 후보

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으로서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윤석열 후보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적이 없다. 각 정당 후보별로 살펴

보자.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부의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토지 불평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를 기본소득으

로 지급해야 함을 제시한다.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

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합

니다.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 가량인

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수

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

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

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

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망

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

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

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 국토에 대

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 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합니다”(이재명, 2021: 6).

(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적이 없고, 그간 ‘주 120시간 노동’(2021년 7월 

19일 『매일경제』 인터뷰)이나 ‘손발 노동은 아프

리카나 하는 것’(2021년 9월 13일 안동대학교 학

생들과의 간담회), ‘해고를 자유롭게’(2021년 9월 

13일 안동대학교 학생들과의 간담회)라는 발언으

로 미루어보면, 시장에서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문

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3)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오준호 후보는 부의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서 토지 불평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것을 제시한다. 

오준호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를 주장하면

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토지의 가치로 

인한 지대경제의 타파와 주로 자산소득, 특히 부

동산 불로소득에 의해 추동되는 소득 불평등의 양

상에 비춰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지가 안정

은 불평등 해소에 중심적 위치를 점”한다고 언급

하고,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토지세 및 토지배

당에 관한 법률」의 기본세율대로 과세할 경우 종

부세 대체 토지세로 인해 부동산 보유세 약 30조 

원 순증 효과”가 발생하는데, “토지배당이 없을 

경우 토지 무소유 가구 40%를 제외한 전체 가구 

60%가 순부담 계층”이 되고, 토지세와 토지배당

을 연동시킬 경우 “지방세 토지분은 차감한 토지

세수 약 43조 원을 토지배당할 경우 전체 가구의 

약 88%가 부담하는 토지세액보다 수령하는 토지

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가 됨을 주장한다(오

준호, 202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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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부의 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주

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세계 불평등보고서 2022 를 인용하여, “대

한민국은 상위 10%에 속한 사람은 연평균 1억

8천만 원을 벌고, 하위 50%에 속한 사람은 평균 

연 1천2백만 원을 법니다. 두 집단 사이 소득 차이

가 14배나 많습니다. 극심한 불평등은 우리 사회

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인식한다(심상정, 

2021: 45). 

심상정 후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에서

의 노동권 강화와 국가 소득보장을 제시한다.

“불평등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시장

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시민

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발표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신노동법>은 

시민의 교섭력을 높여 분배를 재조정할 것

입니다. 이는 거대 양당의 소득 정책과 저

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는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입니다. 이는 정

부가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해 불평등과 빈

곤에 대응하는 정치적 대응입니다”(심상

정, 2021: 45-46).

이와 관련한 재원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부

의 독점, 자본주의 전환 속에서의 부의 불평등 심

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하고자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본안전망으로서의 소득보장을 시민최저

소득 100만 원으로 공약함으로써 기존의 공공부

조보다 진일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산조

사에 근거한 공공부조 확대에 머무르고 있다. 

2. 삶의 안정성을 위한 사전적 분배

1) 삶의 안정성 보장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조건들과 부의 불평등

은 사람들의 삶 자체를 위협한다. 전환적 복지국

가에서 이러한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

후적 조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전적인 방식의 제

도가 필수적이다. 

몇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공공부조 정책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공부조는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하

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형성한다. 공공부조 수급

자는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게

으름뱅이로 취급되거나,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의

심받음으로써 시민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을 누리

기 어렵다(백승호, 2021: 68). 경제활동인구에 속

하는 사람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무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신체와 관련한 질환은 2개월 분의 진료기록지를,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은 3개월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박정훈, 2020: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2021: 97에서 재인용). 또한 공공부조는 빈

곤층만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빈곤층과 나머지 인

구 간의 강력한 이중구조를 만듦으로써 복지국가

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기본소득한국

네트워크, 2021: 98). 공공부조는 사회정책의 이

중화dualization를 강화하고, 이러한 사회정책의 

이중화는 사회적 분할의 심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Emmenegger et al., 2012).

둘째, 공공부조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기본소

득을 제도화한다고 할 때, 급여 수준의 충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2016

년 총회에서 격렬한 충분성 논쟁을 통해 충분성 

요건은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의 측

면에서 기본소득의 ‘기본’이란 기본적인 경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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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이러한 수준이 보장되어야 

기본소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김교성 

외, 2018). 기본소득의 효과로 기대되는 노동시장

에서의 협상력 강화나 임금과 근로조건 보호 등

의 노동시장 효과(Offe, 2008; 스탠딩, 2018), 노

동시장이나 가정 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 강화

(Wright, 2005; 스탠딩, 2018; 카사사스, 2020),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닌 자유롭고 유의미한 활동

의 선택(Forget et al., 2016; 스탠딩, 2018; 카사

사스, 2020) 등은 모두 기본소득의 충분성을 전제

로 한다(서정희ㆍ이지은, 2021: 7). 이 점에서 낮

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과를 

야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카사사스, 

2020).

셋째,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

본소득 도입은 범주형 기본소득 방식보다는 부분 

기본소득 방식이 더 적절하다(서정희ㆍ안효상, 

2021). 기본소득의 이행 경로로 범주형 기본소득

을 설정하게 될 경우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

성 및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난점이 있

다(안효상 외, 2020: 27~32). 첫째, 특정 집단에게 

기본소득을 먼저 시작하게 될 때 특정 집단의 어

려움이 부각되기 때문에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원

리는 뒷전으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안효상, 

2019: 8). 둘째, 범주형 기본소득은 대상의 특정

화 단계에서 대상 간 차별성을 강조하는 데 힘을 

싣기 때문에 차별성에 대한 강조가 완전 기본소득

으로의 확장성 획득에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들

의 서사 속에는 청년기본소득을 경험하면서 기본

소득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수준이 높아

졌지만, 이러한 공감의 기저에 ‘청년’ 세대의 어려

움으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정당화하는 경향

들을 드러내었다(서정희ㆍ이지은, 2021: 34~35). 

범주형 기본소득이 진행되고 확대되었을 때 그 집

단에 속한 사람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와 체감

은 상향되나, 다른 집단과의 연대와 지지보다는 

자기 집단에 대한 정당화와 내부 결속의 강화가 

상향된다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서정희ㆍ이

지은, 2021: 3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편성

과 충분성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모두에

게 제공되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 기본소득이 낮은 

수준이지만 모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의 

측면에서 급여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대선 공약 평가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전 국민 기본

소득 100만 원과 청년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 100

만 원이 추가되어 200만 원의 기본소득이다. 

조건을 수반하지 않는 기본소득 공약으로 제

시되어 공공부조에서 벗어난 무조건성 원칙을 충

족한다.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범주형 기본

소득이 아닌 부분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청

년 기본소득이 추가되었으나, 청년 기본소득만 제

시된 범주형 기본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범주형 

기본소득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

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기본소득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은 한

계로 보인다. 

(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식의 제도 공약이 전혀 없고, 공공부

조의 일부 개선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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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오준호 후보는 “충분 기본소득 실현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첫째,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기존 복지급여의 총 수준이 후퇴하

지 않도록 설계, 둘째, 공유부 기본소득론에 따라 

주요 재원을 목적세 증세를 통해 마련, 셋째, 다양

한 기본소득 재원 발굴의 적극적 모색을 제시한다

(오준호, 2021: 9).

특히 오준호 후보는 월 65만 원 기본소득의 

의미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 생계를 국가 공

동체가 보장하는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만인의 실

질적 자유를 구현”을 제시하고, ‘충분’ 기분소득

의 잠정 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의 

2026년 추계액 64만 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오준

호, 2021: 9).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유일한 공약이다. 

(4)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삶의 안정성 보장으로

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이 아니라 공공부조 확대 공약

이라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충분한 수준의 공

공부조는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도입

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코르피와 팔메

(Korpi and Palme, 1998)는 빈곤층을 선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선별적인 정책을 시행한 국가보

다 보편적인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서 재분배 효과

가 크다는 ‘재분배의 역설paradox of redistribution’

을 증명하는데, 이 재분배의 역설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예산 증가(증세)를 위한 정치적 동맹의 가

능성이었다. 보편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 증세를 

위한 정치적 동맹이 가능했고, 선별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국가에서는 선별적 정책에 대한 정치적 

동맹이나 연합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 공약은 

생계급여 수급이 전체 국민의 2.5%를 차지하는

데 반해, 시민최저소득은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심상정, 2021: 46)이라고 제시한다. 이

러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증세 연

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강력하고도 광범위

한 증세 연대는 공공부조를 위한 증세 동맹으로는 

어렵다.

둘째, 시민평생소득의 세 번째 공약인 ‘범주

형 기본소득’은 사회수당의 확대인데, 이는 기존 

사회수당(아동수당, 기초연금)의 확대와 새로운 

사회수당(참여소득) 도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약은 부분 기본소득이 아니라 범주형 기본소득

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위계적 구성에서 낮

은 단계의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서정

희ㆍ안효상, 2021)에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비

해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참여소득을 기본소득으

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심

상정 후보는 “시민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는 <

범주형 기본소득>”이라 명명하고, 그 내용으로 

“공동체 돌봄, 농어업, 지역참여, 공익활동 등 사

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 설

명한다. 

“<범주형 기본소득>은 아담 스미스의 ‘보

이지 않는 손’이 놓친 ‘보이지 않는 노동’에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넘

어선 지금,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결

정하고 평가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과 공

동체에 대한 기여가 존재합니다. 이를 평가

하고 소득으로 환산되도록 하자는 것입니

다.

이른바 ‘노동의 종말’이 아닌 ‘노동의 확장’

에 근거한 정의당의 <범주형 기본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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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는 참여와 공익의 가치를 되살리

고,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며, 기후 위

기에 대응하는 정책입니다. 생활 공간에서 

탈탄소 전환 위해 지역사회 그린리모델링

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회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 스스로 제안

하고 선정한 다양한 참여활동에 지급하는 

일자리보장수당,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해 제공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포괄될 것입니다”(심상정, 

2021: 48).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참여소득이다. 참여소득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아니고(서정희ㆍ안

효상, 2021), 주로 기본소득에 대해 유보적 입장

을 견지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다. 참여소득

이 갖는 유의미성이 있고, 기본소득과의 차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제도를 범주형 기본소

득이라고 명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일자리 보장 수당, 청년기초자산제를 

모두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포괄한다는 설명 역

시 이해하기 어렵다. 

3. 사회보험의 전환: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
로의 전환 및 유급 고용 중심성 완화

복지국가의 일차적 소득 안전망으로서 공유

부 배당의 기본소득이 필요했다면, 이차적 소득 

안전망은 사회보험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을 

기반으로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고, 사회적 위험으

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축소에 대응하는 사회보험

은 자본주의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있

는 제도이다. 금융자본주의로의 전환 속에서 발생

한 일터의 균열과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완

전고용과 표준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사회

보험의 전제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제

도적 확대와 수정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의 확대

와 배제의 확산으로 나타난다.

현 시점에서 사회보험 개혁은 종속 노동에 기

반한 사회보험에서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의 개

혁이 요구된다(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 현

재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서 전국민고용보험이

라는 제도적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고용보험

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와 더불어 몇 가지 주

요한 쟁점들이 예상된다(백승호 외, 2021). 첫째, 

현행 제도들은 고용형태(현 제도에서는 노동자

냐 자영업자냐로 구분)에 따라 보험료율이 차등

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소득 기반 사회보험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2020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경

우 산재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없으며, 고용보험

료는 0.8%(사업주 부담 0.8%), 국민연금보험료

는 4.5%(사업주부담 4.5%), 국민건강보험료는 

3.335%(사업주 부담 3.335%)를 부담하는데 반

해,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9%와 국민

건강보험 보험료 6.67%,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

험료 2%와 임금근로자는 부담하지 않는 고용안

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0.25%를 합한 

2.25%, 산재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이다(백승호 

외, 2021: 161). 임금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보험

료는 임금의 약 8.635%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17.92% 수준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두 배 이상

의 보험료를 부담한다(백승호 외, 2021: 161). 둘

째, 비표준적 고용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부정기적이며 월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보

험료 납부 주기와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을 어떻

게 통일할지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 가입

절차, 수급요건과 관련된 행정 절차의 복잡성 문

제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넷째,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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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인 ‘실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다섯째, 

소득 기준과 관련된 쟁점도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2) 대선 공약 평가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소득보험으로의 전환에 대한 

공약이 없다. 

(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 역시 소득보험 공약이 없다.

(3)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오준호 후보의 경우 사회보험의 일부를 소득

보험으로의 전환한다는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다

만 소득보험으로의 전환을 고용보험으로 특정하

여 밝히고 있어, 연금에서의 소득보험 문제 등이 

남아있다.

(4)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전

국민소득보험’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앞에서 제

기한 소득 기반 사회보험에서 제시되는 쟁점들을 

풀어야 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기는 하지만, 사회

보험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4. 결론

앞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의 복지국가 역사에

서 이번 대선은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서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

된다. 결론을 대신하여 앞에서 논의한 소득보장 

공약의 세 측면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부의 불평등에 대한 근
원적 조치

원인에 대한 인식 ○ × ○ △

공유부 배당 ○ × ○ ×

삶의 안정성 보장

탈 공공부조 ○ × ○ ×

급여의 충분성 × × ○ ○

부분 기본소득 ○ × ○ ×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 × △ ○

<표 4> 주요 대선 후보들의 소득보장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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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다. 시대가 기본소득을 부르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이슈가 되었고, 정파를 막론한 대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응당 대통령 후보라면, 시대의 부름에 답해야 하는 법. 대선레이스 시작 전 기

본소득은 각 당별로 치열한 이슈거리였다. 하지만 막상 대선이 시작되자 정책경쟁보다, 가족을 둘

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바쁘고 언론은 그를 뒤쫓는다. 기본소득의 ‘기’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점이

다. 역대급 비호감이라 불리는 대선, 점차 길을 잃고 있다는 평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가. 그 구멍을 스스로 만들고, 키워내는 후보가 있다. 기

본소득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다. 기본소득 일타강사, 기본소득 작가로 

알려진 그가 익숙한 이들도 있으리라. 그는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그깟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해방으로 이끄는 길이라서다. 지난 

11월 11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그는 ‘당신이 주인공인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첫 번

째 공약으로 ‘전 국민 65만 원 기본소득’을 내걸었다. 탄소세, 토지세, 데이터세, 공유지분권 등을 활

용해 혁신과 전환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것. 그는 과거 향수만 가득한 후보, 기본

소득을 주저하는 후보가 아닌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본인에게 소중한 한 표를 맡겨달라고 말

했다. 

국민 여러분 누리호가 긴 불길을 끌며 지금껏 대한민국에 허락되지 않던 창공으로 날

았습니다. 3단 엔진이 46초 일찍 꺼져 위성 궤도 안착에 실패했지만, 그것은 위대한 실

패였습니다. 우리는 누리호가 향하는 창공을 바라보며 가야 할 우주를 상상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번 대선,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이 가야 할 창공을 올려다

보고 싶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그것이 저 창공의 이름입니다. 좋아하는 한 문장으

로 제 다짐을 갈음하겠습니다.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 출마선언문 중)

그가 그리는 별은 무엇일까? 그가 말하는 별이 지금의 역경을 견딜 만큼 소중한가? 우선 그와의 인

터뷰를 기획하며, 그의 모든 글과 영상을 살폈다. 소위 경계에 서 있는 ‘인간’이었다. 이끄는 운동이 

아니라, 함께 가는 운동을 하고 싶었다. 해방사회에 대해 늘 고민했다. 와닿지 않는 운동을 할 수 없

어 정당 일을 그만두기도 했다.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 삶의 희노애락을 그려갔다. 작가로서 ‘삶’을 

움직이는 동력들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 과정 중 기본소득을 만났고, 기본소득이 그의 ‘별’이 됐다.  

삶에서 찾아낸 기본소득이라니. 그가 더욱 궁금해졌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기대됐다. 후보측에 

계간지 취재를 위해 시간을 내달라 부탁했다. 실상 후보와의 인터뷰는 지면으로 질의응답을 주고

받지만 해방의 이야기다. 눈을 마주친 이야기속의 시간을 담아내야 한다. 다행히 소중한(!) 계간 《기

본소득》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꼭 내겠단 답신이 왔다. 바쁜 대선후보 일정 중 쉽지 않은 결정이었

을 테다. 지면을 빌어 다시금 감사를 전한다. 후보의 모든 걸 꼼꼼히 묻고 기록해 전달하겠다 약속

했다. 인간 오준호부터 기본소득과 만난 오준호, 그가 그리는 기본소득 대한민국까지. 그의 세계 속

으로 걸어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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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려고 했어요. 듣기로는 ‘주노포터’

니 ‘기본소득 일타강사’ 등으로 불리시던데… 어렸을 때부

터 불리는, 또는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별명이 있으신가요?

- 블로그 이름이 있긴 해요. ‘초원의 바람’이라고. 2004

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최근엔 선거 때문에 옛

날 글을 비공개로 바꿨어요. 혹시 글 중에 위험한 게 있을 수

도 있다고 해서. (웃음)

어떤 위험한 글일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웃음) 그럼 왜 

‘초원의 바람’으로 정하셨어요?

- 그냥 떠올랐어요.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시원하

고, 뭔가 광활한 느낌이랄까요. 나의 생각과 말을 펼쳐보이

는데 거침없고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20

년 전쯤 시작한 거라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좋네요. 광활, 자유. 이런 단어들이 후보님의 특성을 잘 드러

내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후보님 블로그에서 ‘느슨한 공동

체’라는 표현도 봤어요. 자유로운 공동체 느낌이랄까요 보

통은 공동체라고 하면 보수성이 느껴지는데 말이죠. 멀리 

가지도 않되,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런 선을 지키

는 느낌이랄까요

- 맞아요. 혼자의 시간도 꼭 필요하죠. 

평범한 사람을 선과 악으로 이끄는 ‘제도’

혼자만의 시간에는 어떤 걸 하세요?

- 드라마를 봐요. 특별히 장르 구분은 없고. 남들 보는 

걸 봐요. 딸이 추천해주는 것도 잘 봐요. 딸이 드라마를 좋아

해서요. 

어떤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셨어요? 

- <나의 아저씨>를 정말 울면서 봤어요. 등장인물들이 

되게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가다가 

변질되기도 하고, 또 한 걸음 나은 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돕

고 헌신하려고 하기도 하고, 경계에서 고민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론 아주 위대한 인물보단 딜레마 속에서 갈등하고 

옳은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지옥>도 재미있게 봤어요.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저도 드라마 광입니다. <지옥>은 어떤 의미에

서 재미있게 보신  거예요?

- 불확실한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무언가를 정의내리고 

확정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권력과 결합했을 

때 인간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주제의식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놀랍고 무서웠죠. 

역시 후보님이라는 존칭보단 작가님이라는 존칭이 더 잘 어

울리시네요. 사회학적 개념을 드라마에서 읽으시다니. 사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약력

1975년 6월 20일 서울 출생

대구 대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작가

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비서관

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전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전 민주열사 박종철기념사업회 운영위원

전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주요 저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개마고원, 2017)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풀빛, 2019)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혁

명』 (공저, 미지북스, 2020)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공저, 이학사, 2020)
『세월호를 기록하다』 (미지북스, 2015)
『노동자의 변호사들』 (미지북스, 2013)
『평등, 헤아리는 마음의 이름』 (생각과느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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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쓰신 책 중에 『세월호를 기록하다』라는 책을 흥미롭게 

읽었어요.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이 엄청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고. 악이나 선으로 쉽게 미

끄러지는 구조가 있다고 말이에요. 책에서 그런 걸 정말 세

밀히 그려내기도 하셨고요. 그런 관찰들을 원래 좋아하셨나

요? 국문학과를 나오셨던데 그런 것과 연결이 되려나요. 

‘글’로 세상을 보던 소년, 자연스레 접어든 학생운동

- 사실 법학과를 가려고 했어요. 뭐 90년대 대구라는 약

간 보수적인 고장에서 성장한 사람이었고, 또 당시에 부모

님들이 판사, 의사, 기자 등등 몇 가지 좋은 직업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공부 되게 잘하셨나보다 

- 다 어릴 때 신동 소리 듣고 그러지 않았나요? (웃음) 장

난이고요. 사실 되게 다이나믹해요. 개인적으로 글 쓰는 재

능이 있던 건 맞아요. 시 같은 거 쓰면 학교 축제에 걸리기도 

했고 교지에 뭘 쓰는 것도 좋아하고. 

예를 들면요?

- 에세이나 수필 같은거요. 교지에 쓴 글이 떠오르네요. 

‘봄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이런 것. 지금 생각하니깐 참 아

찔하네요. 질풍노도의 시기였나봐요. (웃음) 글로 나를 표현

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그런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

도 그걸 진로로 정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당연히 법이나 

이런 걸로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야지 글로 무슨 사회적 기여

를 하겠어, 당시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막상 법대나 사

회과학계열에 들어갈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인문계통 

중에서 그나마 내가 좋아하고 재능이 있었던 글쓰기, 국문

과로 진학했죠. 사실 처음에는 과에 대한 관심보단 그냥 부

모님이 전과를 하라는 식으로 권유해주셨죠. 

일단 서울대니깐 

- 그땐 그랬죠. 빨리 고시를 보면 된다. 부모님도 국문과 

가는 걸 탐탁치 않게 여기셨는데 서울대니까 봐주신 거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학생운동,  두둥... 그렇게 엮인 거잖아요 

-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사실 서울대 인문계통은 

학생회가 되게 튼튼했어요. 학생회, 학회, 동아리, 내부소모

임 등이 있었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선배들이 여기 들어

와라, 저거 같이 하자, 어디 같이 가자, 그런 제안을 하셨고 

또 제가 당시에 자취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대구에서 떨어

져서 서울에 혼자 올라오니 이전처럼 꽉 짜인 틀에는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운동판에 

대한 관심보단, 뭔가 이전과 다른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

런 느낌이었죠. 뭐 당시 고향에 여학생에게 고백했다가 차

이기도 했던 배경도 있어서 다른 내가 되고 싶었단 마음이 

컸어요. (웃음)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렇게 학생회에 들어가

고 이리저리 흘러서… 

그럼 학생회에 들어갔다가 이후 노동운동 이렇게 연결되신 

거네요. 왜 쭉 하셨어요?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 사실 처음부터 엄청난 소신과 신념이 있었기보단, 계

속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틈에 있었고. 또 나 스스로도 자

긍심을 갖는 그런 활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재능이 

있기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란 건 현대 사회에선 

별로 쓸모없는 거긴 한데 사람들에게 간단명료하게 뭔가를 

잘 설득하고, 설명해내고 또 그런 것을 어떤 메시지로 표현

해내고 글 쓰고 그런 거요. 

대자보 잘 쓰시는 스타일이구나. 꼭, 꼭 필요한 스타일이네요

- 맞아요. 그러다가 주목도 받고, 역할과 지위도 받고, 

학번 대표도 했다가 과 학생회장도 했다가 총학도 했다가 그

리고 당시 제가 있던 학생운동이 전국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시점이었거든요. 또 학생운동에서 연령이 차면, 중앙에 가

는 그런 패턴도 있었고요.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전국학생

협의회를 창립하고, 집행위원장을 1년 정도 했죠.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학생운동은 다 한때야 현실을 살아야

지. 취업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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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특별한 건 아닌데 그놈의 정말 ‘너밖에 없다’라는 말 

때문에요. 제가 4학년 때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서 한 3개

월 살다가 나왔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이놈 이거 제대로 큰

일 났다고 하시면서 독일에 이모님 댁에 유학을 보내시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때 갔으면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네

요. 그때 마침 활동하던 학내 조직이 공안탄압으로 열 명이 

넘게 구속되고 그래서 거의 파괴될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

대로 두면 다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깐 출마를 해서 운동을 

재건해야 한다. 이런 요청이 있던 거죠. 그 ‘너밖에 없다’라

는 이야기에. 제가 K-장남이기도 하고. (웃음) 내가 그간 말 

한 게 있는데 그런 책임감으로 한 거죠. 

아무도 안 하면 나라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셨던 거네요 

- 그렇죠. 그렇게 학생운동 끝나고 나서도 노동운동하고 

또 군대갔다와서 사회당 활동도 하고요. 당시 학생운동 선배

들이 사회당에 계셔서 인적으로 네트워크가 있었거든요. 

소위 운동권이신데. 그럼 생계는 어떻게 이어가신  거예요?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 저도 그게 신기해요. 학생 때는 용돈도 받고 부족한 건 

과외도 하고 그랬는데 졸업하고 나선 부족하나마 상근활동

비가 나오긴 했어요. 거의 뭐 이슬만 먹고 살았던 것 같긴 해

요. 무리 속에 살고 있으니깐.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사람

들도 있었고요. 그래도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또 

아무래도 내 자발적인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나와 함께 하

는 동료들이나 나와 함께하는 집단의 요구가 자꾸 온단 말이

에요. 그러다보니 어떤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안정된 삶이라고 불리는 것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그

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도 당시엔 운동이 성장을 하던 추

세였고 발전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민주노동당 붐이 불었고, 사회당에서 대선후보 출마

시키고 그랬던 시점인가 보네요. 

- 맞아요. 그때 금민 후보가 현재 저보다 한 살 젊었거든

요. 물론 그때 제가 봤던 금민 후보는 중장년 아저씨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어느새 그렇네요. (웃음) 

벗어날 수 없는 현실, 대안 없는 운동 
기본소득을 만나다

그럼 당 활동하면서 기본소득 의제를 접하신  거예요? 

- 처음엔 금민 선생님이 공화주의 이야기하면서 기본소

득 이야기도 하셨는데 당시 전 기본소득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보단 그게 뭐든 좌파운동

의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 맘이 컸죠. 너무 갑갑한  거예요. 

이론체계나 구호나 이런 걸로는 한계가 명확한데 뭔가 앞길

이 안 보이고. 그런데 금민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엄청 했고, 

천재라고 하던데 유럽에서 최신의 뭔가를 가져온다더라고

요. 그래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그게 기본소득이었고. 

그럼 처음엔 기본소득이 인생을 바꿀 어떤 것은 아니었다는 

건데, 그런 거죠? 

- 그땐 별거 아니었어요. 국민기본소득제를 해서 복지

를 개혁한다는 그 정도? 복지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도 했

고요. 그리고는 제가 2008년도에 사회당을 떠났어요. 논술

학원에서 강사를 했죠. 작가를 해보고 싶어서요. 당시 번역

도 하고, 대필작가도 했죠. 

죄송한데. 혹시 그때 결혼을 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생계문

제가 커지니까요 

- 결혼은 2003년에 했어요. 당시엔 이미 둘째도 생겼고. 

근데 당을 떠난 건 생계문제라기보다는 운동 자체에 대해서 

고민이 컸어요. 내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없다는 느낌이랄

까요. 또 구호는 선명한데 동조해주는 사람도 점점 제한적

으로 변해가고요. 그래서 지친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구호같은 거 있으세요?

- 재벌해체, 토지를 농민에게, 노동자에게 권력을 이런 

류의 것들이었는데 뭐 더 플러스 하면 빈곤층에게 더 많은 

복지를, 탈핵, 평화 이런 것들인데. 막상 운동이 축소되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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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확인하니까 답답했었죠. 맑스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랄까요. 

 그럼 기본소득은 달랐나요?

- 당 밖에서 보니깐 기본소득이 어떤 정책이나 구호보

다도 다양한 이념과 배경을 가진 사람을 묶어내고 교류할 수 

있는 판이 열리더라고요. 그걸 되게 흥미롭게 봤죠. 그러면

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복지가 빈곤층을 도

와주는 것이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노동윤리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게 낡은 이야기일 수 있겠

다. 내가 모르는 게 있겠구나. 나를 봐라. 내 현실을 봐도 내

가 작가로서 이게 참 배고픈 일이구나. 기본소득이라도 있

어야 먹고 살겠는데 내가 필요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

기도 했고요. 

더 나아진 ‘지금’으로 보답하는 기본소득, 
더 나은 사회로의 지렛대

정말 그렇네요. 작가로 먹고 산다는 게 어렵잖아요. 돈벌이

가 되긴 어려운 직업이고 그렇다고 수급자 선정이 되기도 어

렵고. 그렇다고 꿈을 좇자니 먹고살기에도 빠듯하고 

- 그걸 절실히 느낀 게 2014년에 논술학원을 그만뒀을 

때에요. 세월호 기록단 하려고요. 그때 경제적으로 정말 힘

들었어요. 아무래도 1년 동안 현장만 따라다니는 일인데. 그

러다보니 다른 일도 받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알바

를 할 수도 없죠. 집중해야 하니깐. 그러다보니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후보님의 『세월호를 기록하다』라는 책 중에 이런 표현이 있

더라고요. ‘지붕이 무너진 것은 마지막에 떨어진 눈송이 때

문만은 아니다’라는 말이 와닿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소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동체 활동을 하려 

했는데 그게 당장 내 생계를 위협한다면 어떻게 견뎌 나가겠

어요. 그렇게 점점 포기한 눈송이들이 쌓인 세상이 되겠죠 

- 맞아요. 개인의 무력함이나 비겁함 같은 요소도 있지

만, 한 개인을 ‘악’과 ‘선’으로 이끄는 데는 오롯이 그것만 있

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어떤 사태에서 ‘그 선택’을 하도록  

한 배경을 너무 등한시 해온 것 같아요. 영웅신화만 내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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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배경은 부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요. 그런 상호작용이 오히려 ‘생존’에 유리하니까요. 세월호

가 그 부정적 상호작용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셈이

죠. 

그럼 기본소득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신  거예요? 

긍정적인 배경 역할을 하는 건가요?

- 그렇죠. 기본소득은 개개인에게 지금 더 나아지는 무

언가를 갖게 해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회 전체의 공익, 공

공선의 증진과 연동시키는 거죠.

그건 소위 기존의 운동판이라고 불리는 진보의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죠? 

- 그러니까 이전의 진보운동이란 건 기본적으로 이런 구

조에요. 모순이 있고, 모순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국유화나 진보정당이 집권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개인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전까지는 어떻게 하죠? 

 상위구조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네요 

- 바로 그 거예요. 근본구조가 완전히 역전되는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개인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다보니 개인

은 그 논리체계에서 구조변화의 도구인 셈이죠. 하지만 그

런 고민들에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

만 계속 고민이 깊어졌죠. 개인이 당장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걸 전부 포기한 채 구조의 변혁에 매달려야 하나. 이

런 식이면, 그 개인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당장 그런 의문이 

제 삶을 되돌아보게 했죠. 그러다가 생계의 어려움도 심해

졌고, 개인적으로 글을 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기도 

했고. 그러다 실무자로서의 ‘운동판’을 떠난 거죠

그럼 기본소득은 다른가요? 혹시 소확행처럼. 소소한 행복

에 빠져 살다가 구조적 변혁을 놓쳐버리면요?

- 기본소득은 다르다고 봐요. 당장 내 소득이 늘어나고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게 되어서 설레고, 기쁘고. 그런데 사

람들이 과연 멈출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런 변화의 씨앗

을 각자 경험하고, 품고 자라나겠죠. 그렇게 연대를 인식하

고 경험한 사람들이 뭉치면, 현재의 부의 재분배나 사회구

조의 점진적 변화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

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본 기본소득

은 내가 당장 좋아지면서, 사회도 함께 나아질 수 있다고 하

는 그런 통로이자 지렛대인 셈이죠. 

나의 대안이 된 ‘기본소득’, 모두의 대안으로 

지렛대로서의 기본소득, 마중물로서의 기본소득. 2만 퍼센

트 동감합니다. 아무리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도 내가 

너무 목이 마른 상태로 우물을 파기란 쉽지 않죠. 그 어려움

을 평생 감당하라고 하면 너무 삶이 지치는 것 같아요. 영웅

이 되기도 싫고요. 그럼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운동판을 잠

시 떠났고,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컴백하신 거네요 

- 뭐 사회운동의 컴백, 복귀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기본소득 운동을 하고 있지만, 소위 운동권이라고 생

각해 본 적은 없어요. 기본소득 책을 쓰고, 홍보를 하고, 입

법활동도 하면서 기본소득이 당장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

했고, 세상의 수많은 요구들을 외면하기 힘들기도 하고요. 

또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 우선 제가 헌신, 희생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으려나.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그걸 재미있어하는 

사람인 거죠. 또 기본소득처럼 우리 공동체를 더 낫게 만드

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발전시켜서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또 호응이 일어나면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거죠. 

호응을 받는다라. 누군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셈이네

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본  거

예요? 

- 작가 활동의 영향이 컸어요. 진보정당 활동할 때는 만

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책을 

쓰니깐 노동변호사도 만나고, 노동자도 만나고, 세월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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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만나고, 최근에는 블록체인처럼 신기술을 지닌 사람들

도 만나고. 그러니깐 작가 활동하면서 정말 제가 평생 못 만

날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취재하고, 쓰면서 매력을 느꼈거든

요. 그러면서 그 대화가 재미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카데

믹한 학술 분야에 있었다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요. 행운이었던 셈이죠.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세상

의 변화는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시작

이 ‘구호’, ‘희생’만으론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절실해졌

죠. 

누군가는 가야 할 ‘기본소득 대선’의 길, 내가 간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시간과 닿은 고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

보 오준호로서 말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대

통령후보가 되셨는데,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 우선 아내가 많이 걱정했고, 반대도 했었어요. 다시 불

안한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한 거죠. 작가 생활 초기엔 불

안했지만 기본적인 인세나 이런 걸로 안정되어가던 참이었

거든요. 그러다 국회를 갔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월급은 

잘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나와서 후보를 한다고 하니 실

질적으로 불안한 것도 있고, 또 선거판에서 표를 얻을 수 있

나 매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거고. 가족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관심이나 오픈

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대선후보의 딸로 

사는 건 삶이 무겁다고. 

정말 모든 고민은 다하셨겠어요. 아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그래서 이해

해주더라고요. 큰 애도 아빠가 하고 싶다면 하라고. 어차피 

선거기간이 겨울방학이고 신학기 되면 아는 사람 별로 없다

고. (웃음) 근데 그런 말은 해요. 안 되는 걸 왜 하냐고.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

시잖아요. 처음엔 어떠셨어요? 쉬운 결정은 아닌데.

- 저도 많이 불안했죠. 솔직히 말하면. 정당에 전면 등장

하는 것은 제 전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작가 활동을 하

거나 국회에 와서도 누군가를 보좌하고 그런 일을 해나갈 거

라고 생각했는데 후보가 된  거예요. 후보직을 승낙한 건 몇 

가지 이유에서였어요. 하나는 내가 그 동안 이야기하고 다

닌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나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절실히 

바라는데 이걸 ‘나 몰라’ 이렇게 못 하겠고. 또 뭐랄까요. 작

가적 호기심도 있어요. 참여관찰자처럼. 후보자로서의 나, 

그 주변의 사람들, 다른 대선 캠프, 선거운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

고 있나 그런 거요. 

만약 책으로 나오면 정말 재미있겠는데요. 동생(오찬호 작

가)분이나 친구들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 동생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나중에 전화

할게’ 그러고 끊더니 큰 결심 했다고 지지한다고 그랬죠. 친

구들은 의외로 생뚱맞아 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런 걸 해’

가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들은 제가 늘 그런 세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오

고 있던 걸로 봤나봐요. 제 동문 선배도 ‘네가 20년 동안 한 

실에 있더니 결국 이걸 하네’ 그러셨고요. 사실 전 20년 동안 

한자리에 있지 않았고, 다른 데 가서 나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왜 그러나 싶기도 했어요. 

물론 직업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직업의 지향은 비슷했으니

까요. 가수가 장르 바꿔 부른다고 가수가 아닌 건 아니잖아

요. (웃음)

-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 20년간 전혀 다른 세계로 가

는 건 아니었고 내 마음이 가는 세계에서 내 영역을 넓힘으

로써 이 세계도 확장되는 거라고 봤으니까요. 뭐 대부분 많

이 놀라기도 했지만, 지지해주시는 분이 다수였고. 그런데 

돈으로 지지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웃음)

몰래 해주실  거예요. 산타처럼.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출

마선언문에서 좋았던 말이 ‘그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그 부분이었어요. 역경과 별이라. 한참 몸을 키울 때 목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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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걸어두고 러닝을 할 때가 떠오르네요. 후보님은 왜 그

런 문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 이유를 물으면 사실 민망한데. 멋있지 않나요? ‘Per 

aradua ad astra’로 라틴어거든요. 발음이 낭랑해서 좋아

하는 편인데 선본에서 한국 출마선언문에 라틴어 쓰는 게 좀 

그렇지 않나 해서 바꿨죠. (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숭고한 목적이나 목

표가 있어야만 이 시련을 돌파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뜻이고요. 또 별 관련된 말을 좋아하기도 해요. 유사하게는 

루카치Lukacs가 했던 말도 좋아해요. ‘저 창공의 별이 우리

를 환하게 비추는 시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거고. 말 

자체는 염세적인데 돈키호테에 나오는 말도 좋아해요. ‘닿

을 수 없는 별을 향하여,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네이버에 ‘별과 관련 명언’ 이런 거 치면 주루룩 나올 것 같

아요. 

- (웃음) 많아요. 제가 수집해서 기록해놓고 그런 걸 좋

아하는데 ‘별’이라고 하면, 목표를 보여주잖아요. 개인적으

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목표를 수시로 보여줌으

로써 시련의 이유를 계속 환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진정한 리더십이네요. 

- 그렇죠. 사실 이번 대선을 보면 막막해요. 지금처럼 비

전이나 목표 제시 없이 서로 물고, 뜯기만 하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어요. 각자도생 사회

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전 이 선거판에 우리 공동체가 나

아가야 할 이상을 선언하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

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현재와 다른 구조 속에서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이겨나가자 그런 제안을 한 셈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겨나가야 할 ‘역경’은 어떤 것이 있다

고 보세요? 

-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난제는 몇 가지로 짚어볼 수 있

을 것 같아요. 우선 코로나19 극복이죠. 단순히 감염을 극복

하는 걸 넘어서 점점 커지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할 필

요성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신, 자

동화, 디지털화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구조가 노동시장

의 양극화를 견인하고 취약층을 더 힘들게 만드는 방식이 아

닌 기술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선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그 난제들

의 공통점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삶의 기본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해요. 

당신이 누구건 ‘나답게’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

1호 공약을 기본소득으로 내건 이유에 대해선 그간 충분히 

설명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눈에 띄는 건 65만 원이라는 금

1호 공약. 2026년까지 전국민 월 65만 원

▲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 생계를 국가 공동체가 

보장하는 충분(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한 기본

소득으로 만인의 실질적 자유를 구현

▲ 충분 기본소득 실현의 기본원칙

△ 기본소득 지급으로 기존 복지급여의 총 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설계

△ 공유부 기본소득론에 따라 주요 재원을 목적세 

증세(탄소세, 토지세, 지식공유부 목적세 도입을 위

해 소득세, 상속증여세 개혁 등)

△ 기본소득 재원 발굴의 적극적 모색(데이터세, 공

유부기금, 기본소득 재원 다원화 등)

▲ 재원모델 

△ 교정조세형 목적세로서 탄소세와 토지세

△ 지식공유부 목적세 신설 소득세 등 개혁

△ 기본소득 수급액의 과세소득화

△ 기존 복지지출의 조정

△ 공유지분권 수익

△ 주권화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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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인데요. 이재명 후보도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었지만, 임

기내 연 100만 원, 월 8만 원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이재명은 한강 물로 빨래

하고, 오준호는 큰 배 띄워 바다로 가자고 한다’라고. 

- 뒷조사를 하셨군요. (웃음) 광주에서 했던 말인데. 사

실 그 말은 제 출마의 배경이기도 해요. 그간 사람들이 기본

소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정책이 되고 

실현도 되면서 오히려 기본소득이 별게 아니네 그런 반대도 

늘어났다고 해요. 기본소득의 매력이나 장점이 너무 현실에 

천착해서 그래요. 아주 소액으로서 하다 보니 그 상상도 제

한된 거죠. 사실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고, ‘누구든’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그런 

해방적 단어거든요. 근데 현실에선 5만 원, 8만 원 이러니. 

굳이 그럴 거면 뭐하러 기본소득 하냐, 기존 복지를 강화하

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기본소득이 이런 ‘해

방력’ 있는 단어다,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도 가능하고 그 

재원을 마련할 계획 역시 있다는 걸 밝히고 싶었어요. 국민

들에게 기본소득의 매력, 설렘을 근본적으로 되살리고 싶은 

거죠. 

출마선언문에 나왔던 ‘별’의 상상을 다시 그려주시는 거네

요. 그럼에도 이런 비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어

디서 날 거고, 몰아주는 게 좋지 않냐, 기존 복지로도 충분하

지 않나. 식상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기본소득 일타강

사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하네요. 

- 일단 안경부터 추켜세우고요. (웃음) 우선 몰아주기를 

주장하는 분들은 재원을 보따리라고 보세요. 한정된 보따

리에서 돈을 꺼내쓰려고 하니 어려운 사람에게 몰아줘야 한

다는 거죠. 근데 저는 재원을 ‘우물’이라고 봐요. 깊게 파려

면 깊게 팔 수 있죠. 우물이 다 말라버린다고 말씀하시는 분

들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과 달라요. 이 사회의 부는 이 어려

운 시절에도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분배구조의 문제

인 셈이에요. 지하수는 넉넉한데 누군가는 목이 말라 죽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아이러니 아닌가요. 우물에 물이 넉넉하

면 싸울 일이 없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누가 덜 목마르고 

더 목마른지’를 판단하는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과정이 

상당히 ‘모욕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우물을 파는 거

에 동의하겠어요. 그까짓 우물 안 먹는다고 버티는 거죠. 그

게 인간이에요. 저는 방향을 온전히 틀어야 한다고 봐요. 우

물을 모두의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우물을 파는 것에 더 많

은 사람이 동의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우물은 목 마른 사

람들이 ‘누구건’ 갈증을 해결시켜 줄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우물에서 물만 먹진 않겠죠. 처음에야 갈증이 있겠지

만 결국 언제고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인식만 잡히면 더 나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삶을 ‘삶’답게 살겠죠. 좋지 않나요? 

그런 상상. 

언제든 넉넉한 우물이 있는 삶이라. 목마름을 서류로 증명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 참 좋네요. 복지계에서 일하면서 

우물 앞에서 엎드려 물을 구하고, 겨우 몇 방울의 물을 주는 

그런 비극적 시스템을 본 저로선 공감이 가네요. 얼른 권리

로서의 ‘우물’을 팠으면 좋겠어요. 역시 일타강사는 달라도 

다르네요. 그럼 기본소득이 지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

향은 무엇일까요? 

- 사실 그간 노동의 형태가 급변하면서 노동자 개념을 

넓혀가는 식으로 보호를 해왔어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너무 

커요. 변화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보니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하고 일터에서 죽어도 보상 못 받고. 그런데 기본

소득은 당신의 노동이 ‘어떤 형태’건 모두 다 보장한다고 던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한 기본값이 주어진 곳에서 투

쟁을 하는거죠. 훨씬 안전한 투쟁이 가능해져요. 작업장에

서 협상력과 발언권이 강해지는 거기도 하고요. 또 임금노

동을 벗어난 다양한 활동이 인정받기 때문에 삶에서의 다양

한 선택지가 존중받게 되죠.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그런 

세계관을 지향하기도 하고요. 

튼튼한 노동사회의 기반이자, 자유로운 활동의 영역을 확장

하는 기본소득을 말씀하신 거네요. 그럼 ‘누가 소를 키우냐’ 

다 자유로운 활동을 할 텐데.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돈을 버

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비판이죠. 지금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을 내놓으셨는데 어떠세요? 기본소득의 임계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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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약에서 기본소득을 65만 원을 잡은 이유는 중

위소득의 30%에요. 차차기 대선에선 중위소득 50%인 100

만 원을 예상하죠. 100만 원이면, 빈곤이 사라지고 삶의 기

반을 만드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목표라고 해도 임

노동으로 얻는 소득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

존의 노동과 병행해서 다른 안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렇다면 기본소득 65만 원, 혹은 100만 원 그 이상의 소득

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분명 임금노동시장 내에선 차이

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 전 김도균 교수님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교

수님은 정의를 △성과분배 △기여분배 △필요분배 △균등

분배로 나눠요. 분배정의를 획일화할 수 없단 거죠. 즉, 자원

의 특성, 자원의 분배맥락, 자원을 나눠 가져야 하는 이들 간

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합의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측면

에서 보면 ‘능력주의’란 소위 성과분배원칙을 과도하게 신

뢰하고 맹신하면서 모든 형태의 분배에 적용하는 폐단이에

요. 그래서 전 이런 분배의 원칙들이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선 ‘기본소득’은 균등분배의 몫이고 교육이

나 의료 등 사회서비스 영역은 필요분배, 사회적으로 유용

한 활동에 대한 보상 등은 기여분배, 그 외에 시장 속에서 일

어나는 건 성과분배에 맞춘다든가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회에서 ‘능력’이라는 위상은 조금 줄어들 것 같

긴 하네요. 그렇다면 후보님이 상상하는 사회에서 ‘시장’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저는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지닌 ‘공익적’ 공간

이라고 봐요. 하지만 현재 시장은 온전히 능력있는 자가 모

든 걸 독점하고 있어요. 만약 전체주의 사회라면 권력집단

이 모든 분배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요. 기본소득이 있는 사

회는 둘 다 아니에요. 독점이 없죠. 물론 여러 가지 컨트롤 

장치들은 필요하겠지만, 개개인이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평등적 기반을 갖춘 상태에선 비슷한 협상력과 발언력을 가

지고 있고, 그 사회에서 시장이란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원

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되겠죠. 

모두의 ‘지구’, 탄소배당과 토지배당

이번에는 3, 4호 공약인 토지배당, 탄소배당으로 넘어가볼

게요. 교정과세로서의 성향이 뚜렷해 보이는데요. 공약이 

실천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우선 탄소세 같은 경우는 탄소를 만드는 기업에 부과

를 하는데, 그 기업이 상품에 비용을 전가할 확률이 높거든

요. 그래서 기본소득 형태로 시민들에게 돌려줘요. 물론 동

시에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어

야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요. 사람들은 저절

로 착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토지배당은요?

- 우선 토지불로소득 자체를 차단하니까 부동산을 가지

고 있을 때 나에게 돌아올 기대이익이 없어요. 부동산을 사

느니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간 집값

이 높아질 거란 기대 때문에 무리해서도 플렉스를 하는 거잖

아요. 또 토지임대부주택 등으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다면 사람들은 ‘실주거’를 위한 집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해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 보통 개발을 한다고 하면 공영/민간 개발이 나뉘잖아

요. 그런데 결국 개인에게 땅을 사서 개인에게 분양해주는 

것은 같은 이치에요. 다만 개발이익을 누가 가지냐 차이겠

3호 공약. 기후정의 실현

△ 기본소득 탄소세 

△ 500조 규모 공유지분 배당형 그린뉴딜’

4호 공약. 토지정의 실현

△ 토지세 기본소득 도입

△ 한국토지은행 설립, 부동산 임대수익 

     국민주주 배당

△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공급으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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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근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봐야 하는 건 파는 사람이나 사

는 사람이나 모두 다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두를 

투기꾼으로 만드는 거죠.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들이 감당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토지임대부 주택은 아예 분양 당

시 집만 분양하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에요. 결국 

토지를 ‘임대’해주는 거죠. 정해진 기한도 있고요. 그렇게 되

면, 집은 사용할수록 가치가 하락하고. 토지는 반납해야 하

므로 집에 ‘투기’를 해도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몇 채씩 사둘 필요가 없죠. 

‘영끌’해서 집 살 이유는 없어지겠네요. 그렇다면, 교정될 것

이 탄소, 토지밖에 없을까요? 기후위기 시대에 또 교정되어

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 플라스틱세를 만들었으면 하기는 해요. 플라스틱 만

드는 데 있어서 세금을 붙이고,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바꾸

고. 플라스틱이 아닌 재질을 만드는 기업을 양산하고 소비

자들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들자 이런 거죠. 

플라스틱세는 빨리 신설되면 좋겠어요. 분리배출로 힘들고 

그럼에도 플라스틱이 싸니깐, 쉽게 이용하게 되고. 오히려 

재활용되는 제품들은 공정이 두 번 들어가니깐 더 비싸요. 

진짜 착한소비가 어렵거든요. 꼭 만들어주세요. 

- 네. 현재로선 탄소세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주요한 공약으론 ‘공유부 배당’이 눈에 띄는데요. 매우 중

요한 공약으로 보여요. 상대적인 관심을 받진 못하지만요. 

우선 정부기금 투자를 공유지분권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린뉴딜, 녹색산업의 투자기준 등이 궁금하거든요. 

- 우선 작금의 정부지원방식이 불평등을 강화시킨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지금의 R&D나 국가지원, 신기술 투자 

등에 대해 돈은 국가가 내고, 수익은 기업이 가져가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이 있는 지역과 기

업이 없는 지역, 가계와 기업 간의 양극화가 커져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투자를 한다면 지분을 획득해서 

국가의 공유부가 커지는 방식으로 해야 해요. 그게 공유지

분권 기본소득이에요. 국가가 투자하고, 그 과실을 국민이 

함께 나누는 거죠. 물론 여기서 혁신의 방향이 중요해요. 저

는 그린뉴딜이라는 말을 썼는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는 게 목표인 거죠. 태양광, 풍력 등을 

혁신하고 배터리나 전기차 기술의 효율을 높인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재생에너지 생산의 단위는 어느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대규

모로 지어지면 결국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더라도 지역 간 불

균형은 지속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업들은 계속 땅 값이 

싼 곳에 가서 에너지 대단지를 만들거고 그 지역은 황폐화되

겠죠. 태양광과 사람만 남으니까요. 

-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농민대회갔을 때 농민분이 

목에다가 태양광을 상징하는 칼을 차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다시 보게 됐어요. 과연 태양광이라

고 하는 재생에너지가 도시인이 갖는 낭만적인 이미지와 달

리 농촌사람들에겐 들판을 뒤덮는 검은 장막이겠구나. 그러

고 보니 재생에너지가 속도전으로 펼쳐졌고, 결국 산과 들

을 황폐화시킨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간 에너지 

개발, 지속가능성이 없는 에너지 개발이 된 거죠. 제 독창적

인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도심내 모든 빌딩들의 

옥상을 태양광으로 만들거나, 창문과 외벽 사이에 얇은 태

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해요. 터널, 고속도

로의 외곽을 태양광으로 한다던가요. 그런 식으로 지속가능

성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기술혁신을 위해서, 양극

화를 만드는 건 어불성설이니까요. 중요한 고려의 기준이라 

봅니다. 

‘재생에너지 다 좋아’가 아닌, ‘어떤’ 재생에너지를 ‘어디에’

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네요.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법안도 

발의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 함께 바꿔야 할 법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저희들이 기

본소득 탄소세법을 만들 때도, 탄소세법 하나 만드는 게 아

니라, 배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세트로 묶어야 하거

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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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함께, ‘2030 청년 여성 공약’, 
‘생활동반자법’ 도입  

수 차례 차별금지법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계신데요. 어떠

셨어요?

- 제 공약 중에 ‘생활동반자법 도입’이 있거든요. 차별금

지법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제도가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

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봐요. 점점 미래가 전형적인 가족

에 의존할 수 없어요.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사

회의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 꼭 정형가족을 중심으로 지원

하는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봐요. 

그런 동반자로서의 의미로, 최근 비질Vigil 전시전에 다녀오

신걸로 알아요. 비인간동물, 자연도 동반자로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니까요. 

- 중요한 전시였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기본소득당 내엔 어스링스라고 동물권생태의제기구가 마

련되어 있어요. 거기서 채식권 보장이나 동물권, 기후위기 

등과 관련된 공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곧 발표될 예정이에

요. 

네. 또 다른 공약 중에 ‘2030 청년 여성 공약’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여가부 폐지냐 존속이냐를 둘러싸고 논의가 일어나

고 있는데. 

-  폐지냐 존속이냐를 둘러싸고 논쟁할 게 아니에요. 물

론 조직개편은 할 수 있어요. 저희도 기재부 해체를 이야기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론을 의식해서 떠밀리기 식으

로 개편하는건 반대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부부처가 여론에 떠밀려서 생기고, 사라지면 안되죠. 하

지만 17개 부서 중에 대상 이름을 거론하는 게 그거 하나밖

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대상을 특정한 여성, 가족이 아

닌 젠더평등이나 성평등 이런 부서로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부총리를 세울 수 있겠죠. 차별금지 혹은 성평등 부

총리를 만들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도 있겠죠. 

‘나답게’ 사는 별을 향하여 

쉽지 않은 출마 선언이었고, 길이라 생각이 들어요. 군소정

당후보로서 토론회에 초청도 되지 않고, 심지어 토론을 요

청해도 답이 없고요. 앞으로의 선거전략은 어떻게 되시나

요? 

- 어떤 결과가 나오건 간에 전 기본소득이 있는 해방사

회에 대한 상상력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다

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기본소득으로 출발

할 수 있고, 기본소득이 있는 해방적 사회로 갈 수 있으니까

요. 물론 낮은 지지율에 안타깝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기회

가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선거라는 기간이 길진 않지만 매

일매일 컨텐츠를 만들고,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발로 뛰

고 있어요. 

그 중 ‘기본소득 다 만나’ 프로젝트는 아주 눈에 띄는 것 같

아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불러주는 모든 곳

에 가서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함께 토론하는 거잖아요. 최

근엔 청소노동자들을 만나고 오신 걸로 알아요. 

- 맞아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죠. 각종 정당, 기업인, 노

동자, 활동단체 등등에도 다 요청을 드렸는데 답이 별로 없

어요. 지금은 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환경시설노조, 녹색당, 

장애인차별철폐 등등 여러 곳을 방문했어요. 직접 만나니깐 

이슈들이 더 절실히 와닿더라고요. 환경시설노조는 정말 인

상적이었어요. 최근에 이재명 캠프에서 환경미화원을 ‘환경

공무원’이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하던데, 실상 현실은 공적

고용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등이 먼저이기

도 하고요.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기본소득과 직결된 문제

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공유지인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

람들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너무 중요한 프로젝

트라고 봐요. 

사실 모두의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모두의 일을 누군가가 대

신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시민들에

게 기본소득당 후보 오준호의 ‘별’을 이야기해주세요. 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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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딛고, 후보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요. 

- 제가 ‘2050 미래보고서’를 썼는데 거기에 미래를 상상

할 땐 비교값이 있어야 한다고 썼어요. 상상해보시면 좋겠

어요. 지금 상태에서 시간이 그래도 연장된다면, 미래는 지

옥이에요. 부는 더 불평등해지고, 서울에는 부유층과 빈곤

층이 사는 곳이 담장으로 구획될 거고. 일자리는 정말 소수

의 전문직과 부자들에게 봉사하는 다수의 저임금 서비스직

으로 나뉘고, 기후재앙은 심해질 거고요. 그래서 변화가 필

요해요. 이런 사회는 어떨까요? 푸른 하늘 아래 기본소득이 

있어 ‘하나의 존엄한 주체’로서 누구건 비교당하지 않는 곳. 

전체에 묻혀서 나를 삭제하지 않아도 되고, 나 개인의 존엄

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나다운’ 나라 말이에요. 어떤 존재건 

자유롭게 교류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요. 문

제는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사이의 간극이에요. 그 간극을 

넘어서는데 상당한 부담과 용기가 필요해요. 세금을 올려야 

하고 에너지를 전환해야 해요. 때론 탄소배출적인 일자리를 

없애면서 공동체친화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상에 역경,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건 누구든 어색

하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디스토피아행 열차에서 내려야 하

는 건 확실해요. 전 그 미래를 여는데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저 오준호는 그런 사회를 열어

가는데, 제일 먼저 디스토피아행 열차에서 뛰어내려 새로운 

사회의 상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그 길을 안내하겠습니

다.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연설문 느낌이에요. (웃음) 저도 얼른 디스토피아행 열차에

서 뛰어내릴게요. 오늘 후보님 들으면서 확실한 별을 봤으

니까요. 앞으로도 남은 선거기간 유세 잘 이어나가시길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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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쓰러졌기에 나는 일어서졌다. ‘섰다’가 아니라 ‘서졌

다’인 데는 분명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라임인 것이다. 

라임, 그건 빌어먹을 운이거나 끝장까지 피어버리는 꽃의 무릎

뼈. 일단은 둥근 것이다. 청이 든 유리병의 뚜껑을 열어 설탕에 

절여져 있는 라임을 밥숟갈로 크게 한 술 뜨다 말고 당신이 쓰러

졌기에 나는 일어서졌다. 모로 눕혀져 생긴 당신만의 방향. 올려

다본 벽 위로 비뚜름히 걸려 있던 박제된 푸른바다거북. 누가 쟤

를 여기에 못질한 거니, 개야. 인도네시아에서 도착한 그날 당신

이 박았고, 일요일마다 당신은 쟤를 끄집어내려 연주자가 앨범 

재킷 사진을 찍을 때 그 꼴의 바이올린이듯 품에 꼭 안았는데, 쟤 

몸 구석구석을 가구용 광택제로 닦을 때의 표정에서 신선한 땀

냄새가 나곤 했다. ‘시큼’이 아니라 ‘신선’인 데는 분명 여러 이유

가 있겠지만 여전히 뜬 눈인 것이다. 뜬 눈, 그건 죽어서도 죽을 

수가 없는 플라스틱 내장이거나 그건 살아서도 살 수가 없는 반

질반질한 등껍질의 미지근한 온도. 여전히 집왕거미의 그림자

인 것이다. 올려다본 벽 위에 수처럼 놓여 있던 쓰디쓴 털투성이 

너 집왕거미. 몰은 알겠는데 생은 알 수가 없는 집왕거미의 그림

자를 물티슈로 지우다 채 다 못 지운 채 당신이 쓰러졌기에 나는 

일어서졌다. 예수 흉내에 귀의한 것도 아니면서 사십여 년을 매

달려 사는 기분에 대해 어린인 내가 물었을 때 어른인 당신은 답

해주지도 못했으면서 지금은 차갑게 식어가기나 하는 것이다. 

고장난 토스터를 자빠뜨리면서까지 부리나케 현관을 향해 뛰어

가는 너는 문밖의 무슨 소리를 들은 거니, 개야. 네 헐떡임과 네 

짖음으로 슬그머니 열리는 문이 있다 할 적에 살짝 덜 굳은 당신

은 말이지, 그 틈을 지향하게 될까, 그 거리를 지양하고 말까 스

스로가 스스로를 내동댕이친 걸 ‘의지’라고 단정하기에 그 어떤 

단서는 없다. 다만 ‘사지’가 이에 어울리는 상황이라는 나름의 

가늠은 좀 있다.

문
학

의자

김민정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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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장전

김애란

소설가

지난 해 제주에 작업실을 얻어 일 년 가까이 머물렀다. 아는 사

람도 없고 전염병 시기라 외출을 거의 않다 비 오는 어느 저녁 버스

를 타고 시내에 나갔다. 당시 한창 화제였던 <미나리>를 보기 위해

서였다. 세계에 전염병이 퍼진 뒤 극장에 간 건 거의 일 년 만이었

다.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지금만큼 높지 않고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아 일상적인 불안과 긴장을 유지하던 때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타

인과 두 시간 남짓 함께 한다는 건 약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비 오는 평일 저녁,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무척 한산했다. 제주 

시내 나름 번화한 데 위치한 곳이었는데도 그랬다. 건물 안에 사람

이 별로 보이지 않았고, 매표소 근처에서 간식을 파는 직원들마저 

조용하기만 했다. 예약한 표를 자동기계로 뽑고 어두운 상영관에 

들어가 더듬더듬 내 자리를 찾았다. 그러곤 얼굴에 마스크를 단단

히 고정시킨 채 스크린을 한참 주시하다 영화가 막 시작할 즈음에

서야 그 회 차 관객이 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조조 또는 독립

영화를 보며 한두 명의 관객과 동석한 적은 있으나 극장에 오직 나

뿐인 건 처음이었다. 나는 좀 당황하다 ‘오히려 잘 된 일’이라며 자

세를 편히 고쳐 앉았다. 상영관 하나를 통째로 독점하니 귀족이 된 

것 같고, 그 어느 때보다 영화를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였다. 과연 주위는 놀랍도록 조용했고, 흔히 말하는 ‘민폐 관객’- 끊

임없이 부스럭거리고, 시야를 가리고, 다리를 떨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이는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혼자라는 기쁨도 잠

시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이상하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그 

캄캄한 곳에 누군가 불쑥 들어와 나를 해한다 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안다 한들 이미 손쓸 시간이 지나버리리란 망상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나는 그간 내가 혀를 차며 고개 저은 인간들, 그 

여러 유형의 다양한 관객이 ‘실은 서로의 목격자이자 보호자, 심리

적 의존처가 돼주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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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숙소에서 설거지를 하며 휴대전화로 영화 관련 팟캐스트를 들었다. 내가 택한 에피소드는 

당연히 <미나리>였는데,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 전 세 명의 진행자가 본인들도 오랜만에 목격한 극

장 풍경을 청취자들에게 전했다. 먼저 김혜리 기자가 “언론 시사회 후 <미나리>를 일반 극장에서 한 번 

더 봤는데, 꽤 많은 관객들이 작정하고 보러 오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자 옆에 최다은 피디가 

바로 호응했다. 

최 : 저도 개봉 날 평일 여섯 시에 봤는데 극장에 꽤 자리가 찼고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많이 

울고, 많이 웃고, 다 같이. 뭐 데이빗이 한약을 버리는 장면에서는 다들 막 깊은 탄식을. 

김 : 아깝다고?

최 : 어. (웃음) 

개수대에서 그릇을 헹구다 위 대목을 듣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일었다. 오랜 시간 섬에 고립된 것

도 한몫했을 테지만 이 시기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말 사람들을 많이 못 봤다는 실감이 밀려왔다. 평

소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외출을 자주 하지 않는 성격인데도 그랬다. 그런데 저 먼 데서 누군가는 <미

나리>를 여러 사람과 함께 보며 울고, 웃었다 하니, 같은 시기, 같은 영상을 접했어도 그들의 영화적 경

험과 내 경험은 전혀 다른 것이었겠구나 싶었다. 영화관을 나선 뒤 가슴에 남은 감상도, 여운도, 기억도 

나와 달랐겠구나 하는. 그러자 나도 거기, 저들과 같이 있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었다. 그들이 결코 

이상적이거나 완벽한 이웃이 아니더라도 다채로운 인간들이 모인 어느 장소에 앉아 감정소모가 큰 영

화를 보고 싶었다. 그 안에서 청결하고 방어적인 방역 주체가 아니라(방역 기준을 안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문명화된 규칙을 의식하는 한 마리 감정적 동물로 앉아 액체성 감정을 분출하고 싶었다. 입을 

벌려 웃고, 탄식하고, 소리쳐온 오랜 장소에서. 동시대인들과 일회적이고 독점적인 교감을 나누고 충만

하되 금방 사라지는 ‘상호작용’을 하고 싶었다. 오랜 시간 인류가 극장에서, 교실에서, 시장과 광장에서 

당연한 듯 행해 왔으나 이제는 정말 사치가 돼버린 그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싶었다.  

그리고 생각나는 또 다른 일화. 

최근 한국 작가 K선배와 일본 작가 H씨의 온라인 대담 행사가 있었다. 추후 따로 영상이 업로드 되

지 않는 유료 행사였고, 두 작가는 각각 일산과 도쿄에서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 접속했다. 나 역시 제주

에서 줌 링크를 받아 행사 막바지에 깜짝 손님으로 잠깐 등장했다. 대담 도중 K선배가 ‘오랜 시간 젊은 

상상력을 유지하는 비결’을 묻자, H작가는 멋쩍은 듯 겸손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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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쓰기 전 소파에 누워 가능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생

각이 떠올라요. 왜 저 작가보다 글을 못 쓸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멍하게 

있으려고 합니다. 

H씨의 말에 사회자가 “영업비밀인가보군요” 농담했고 K선배도 “우선 소파부터 사야겠군요”라며 

거들었다. 나는 세 분 대화에 귀 기울이며 제주에서 조용히 혼자 웃었다. 대담 끝에 K선배가 “이렇게 영

상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니 실제로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한 말에 가만 고개를 끄덕이

면서. 그 자체로는 물론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행사 내내 하나의 극장이 아닌 각자의 무대에서 외따로 

연기를 하는 기분이 들어서였다. 

그 뒤 우연찮게 H작가의 영상을 몇 개 더 접할 수 있었다. 그 중 H작가가 한국에서 출간된 단편집을 

두고 한국 독자들과 줌으로 대화한 영상이 있었다. H작가는 병아리 색 카디건을 입고 자택으로 짐작되

는 거실에 앉아 차분히 말을 이었다. 작가 뒤로 얼핏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검은색 가죽 소파가 보였

다. 그걸 보자 ‘아, 그때 말씀하신 소파가 바로 저 소파구나’ 하는 반가움이 일었다. 화면 하단에선 어느 

중년 여성분이 수어 통역을 맡아주고 계셨는데, H작가는 한국 독자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전한 뒤 그 통

역사 분에게도 안부를 건넸다. 

-E선생님, 항상 수어 통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목은 좀 회복되셨는지요?

뜻밖의 질문에 수어통역사 분이 대답 대신 짧게 미소 지었다. 그러곤 자연스레 다음 화제로 넘어갔

는데 저 장면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랜 시간 소설 쓰며 나름 ‘인간’을 그려왔는데, 내게 인간은 

여전히, 그리고 자주, ‘추상’이구나 싶었다. 물론 어떤 인물을 열심히 잘 형상화할 때도 있지만 나는 ‘얼

마나 쉽게 옆에 있는 사람의 실존과 구체성에 무감해지곤 하는가’ 반성이 들었다. 살면서 수어통역사를 

자주 보고, 그 분들 존재 의미에 곧잘 동의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직업적 특징이라 할까, 통증에 대해서

는 잘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였다. 그래서 내게는 H작가의 저 섬세하고 간결한 안부, ‘손목은 좀 회복되

셨는지요?’가 이제는 다소 문학적 상투어가 돼버린 ‘타인에 대한 상상력’에 진실하게 부합하는 말처럼 

다가왔다. 전염병 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또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 사람을 통해, 여러 방

식으로 배우는구나 하고. 그것이 비록 한 극장이 아닌 각자의 무대에서, 저마다의 스크린 앞에서 깨치

는 다소 고독한 배움이라 하더라도. 그거라도 있어 다행이다 싶었다. 다만 어느 하나를 꼭 선택하는 문

제가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능성이 조금 더 공평하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 둘 모두를 자연스

레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과 함께.

전염병 시기 3년 째. 이 길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며 요즘 부쩍 고립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언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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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인터뷰어가 내게 코로나시기를 묻기에 ‘노년을 예습하는’ 기분이라 답한 적 있다. 갈 곳이 줄고, 

만나는 사람이 줄고, 수입이 줄고, 일상 자극이 주는 경험을 우리 모두 대부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하지

만 그게 비단 노년기만의 문제일까. ‘코로나시기’가 끝나도 여전히 ‘코로나시기’를 살게 될 사람들, 실은 

이 시기 전에도 이미 ‘코로나시대’를 살아온 이들이 적지 않은 이곳에서, 이동권 또는 이동 자원이 제한

돼 자기만의 빈 극장에 홀로 앉아 스크린을 마주할 이들을 그려본다. 어둡고 텅 빈 극장 한가운데 앉아 

지난 시절과 잃어버린 관계를 복기하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질 이들을. 물론 그 중에는 나도 포함될 거

다. 우리 모두 언젠가 (혹은 이미)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약자가 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본 H작가의 영상에서 그는 본인 또한 코로나시기를 건너는 어려움을 고백하며 “자립이란 복

수의 의존처를 갖는 것”이라는 일본 의사 쿠마가이 신이치로의 말을 인용했다. H작가는 “자립과 의존

은 얼핏 반대로 보이나 사실 분리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수의 의존처가 필요하다”라

고 했다. 그 어느 곳보다 누군가에게 신세지는 걸 꺼리고, 폐 끼치는 걸 금기시하는 나라에서 H작가가 

하는 말은 내게 묘한 위안이 됐다. 왠지 그 말만은 닫힌 내 모니터 화면을 찢고, 마치 옆 관객의 기척처

럼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혼자일 때 분명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민폐 관객’은 없을 테지만 동시에 

우리를 도울 이들 또한 사라진다는 걸 깨달은 지난 봄 어느 저녁처럼 그랬다. 

타인에게 실망하고, 타인을 지겨워하면서도, 타인을 그리워하는 요즘. 오랜만에 타인을 만나 ‘고작 

이런 거였나?’ 허무해 하고, 다시 타인 덕에 일어서고, 타인에게 배워나가는 날들. 혼자라는 말, 독립이

라는 말, 연결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처음에는 그저 대면, 비대면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긴 전염병 시기

를 겪으며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과 만나는 나날이다. 한 장소에 모여 다 같이 웃고 울었다는 사람들 바

깥에 서서, 마치 전생처럼 그들 삶을 구경하다 이 시기의 끝이 어떨지, 그때 또 우린 어떤 질문과 만나게 

될지 궁금해 한다. 그러곤 어둠 속에서 주저하며 그러나 본능적으로 잎과 뿌리를 내미는 미나리처럼 여

러 생각을 두서없이 뻗어본다. 타인에게로, 또 세상에게로. 실은 거기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먼 

데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동시대인들의 기척 쪽으로.     

<끝>



Basic Incom
e M

agazine  Issue N
o. 11

84

“어떤 식으로든 교류를 해보자.” 이야기를 꺼낸 지는 벌써 오래다. 잊고 지내다시피 했는데, 과학

책방 갈다(대표 이명현)에서 연락이 온다. 묵은 과제를 털어서 좋고, 문송으로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과 ‘알못’으로서 경외의 마음도 없지 않아 일단 맞장구부터 친다. 알고 보니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회’의 ‘2021년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과학과 기본소득의 대화를 주제로 갈다가 신청한 

것이 채택된 것이다.

과학책방 갈다는 단순한 서점이 아니다. 과학(저)자들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많은 과학(저)자들이 갈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저)자들은 왜 모이고,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갈다의 누리집을 검색한

다. ‘갈다GalDar’라는 이름은 갈릴레이Galilei와 다윈Darwin의 첫 자를 딴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우리

말 ‘갈다’라는 동사를 통해 자신들이 하려는 일을 밝히고 있다.

먼저 ‘Galilei + Darwin’의 합성어가 지니는 의미이다.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저자(저술가)’ 집단

이다. 과학자이자 저자로서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첫째 Cultivating (과학문화의 밭을 경작하다), 둘째 

Sharpening (과학의 edge를 만들다), 셋째 Grinding (딱딱한 과학을 부드럽게) 넷째 Disrupting (지

식의 판을 교체하다)이다.

과학탐구와 저술을 통한 공유, 과학문화를 경작하고 벼리고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잘 갈아서 전달

함으로써 기성질서를 균열·전복시키고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갈다가 지향하는 일이다. 사실facts 탐구

로 자신의 책무를 한정함으로써 유식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무반성적이라는 과학(자)에 대한 항

간의 선입견과는 거리가 있다. 과학계의 아방가르드라고나 할까?

아무튼 이런 곳에서 공동작업을 제안했으니, 환영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공

동으로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잘 알려진 대로 근대는 분열의 시대이다. 분업(경제, 사회)과 분권(정치)에 기반하여 학문도 분과학

동
향 

:
 

국
내
동
향

기본소득이 과학에 묻다

이관형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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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과학화)한다. 근대의 이상은 사회의 제반 영역들이 각자의 논리와 목적에 맞는 최고의 합리성에 

따라 조직·운영되는 데 있다(하버마스). 분열은 영역들 간에서도 영역 내에서 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학문은 사실 탐구와 의미 탐구로 대별된다. 전자에는 주로 자연과학이, 후자에는 대부분의 인문·사회과

학이 해당한다. 이 분열은 희극이자 비극이다. 

칸트는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라고 한다. 이를 차용하자면 “사실

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의미탐구는 공허하며 의미연관을 상실한 사실탐구는 맹목이다Believings without 

Seeings are empty, Seeings without Believings are blind.” 사실과 의미는 불가분리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가 분리된, 웃픈 현실에서 살고 있다. 진실truth은 없고 자기 진실성self-truthfulness만 있다(태극기 

부대를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의미의 통합은 오늘날 이념(당위; Sollen)이지 현실(존재; Sein)이 아니

다. 사실과 의미의 분리 이후 양자의 통합은 과제가 된다. 기본소득과 과학의 만남 기획자들은 매우 제

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양자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니 통합은 언감생심이고 양

자의 공유지점이 과연 있는지, 없다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획을 진행

한다. 갈다 측에서는 이명현 대표(천문학)와 이미영 매니저(산업공학, 정보사회학)가 기본소득 진영에

서는 이관형(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철학/미학), 윤형중(전 한겨레신문 IT담당기자, 산업공학)이 기획에 

참여한다. 윤형중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갈다에서도 일한 ‘배트’맨

이다.

양자 간 대화 프로그램의 제목은 <기본소득이 과학에게 묻다>로 정한다. 2021년 11월 11일과 12

일 양일에 걸쳐 폐쇄 유튜브로 중계된다. 1차는 녹화로, 2차는 줌 회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1차는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과 정지훈(DGIST 겸직교수, 의사, 의공학자, IT저술가)이 

발표자로 나선다. 2차는 전중환(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진화심리학)이 발표자로 송민령(뇌과

학자)은 준(sub) 발표자(?)로 참여한다. 두 차례 모두 사회는 이명현이, 패널은 이관형, 윤형중이 맡는

다. 

1차 토론회 발표자인 금민과 정지훈은 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공히 ‘디지털 전환’으로 본다. 금

민은 자신의 글 “인공지능시대 인간의 노동”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특유의 정연한 논리로 풀어낸

다. 그는 디지털 전환

에서 핵심을 ‘인공지

능’의 발전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사회·윤

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아울러 문제를 해결할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

기한다.

인공지능의 사회·

윤리적 문제란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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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목표와 인간의 관심사와의 불합치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의 목표와 발전 방향에 

대한 통제의 문제다. 여기서 인공지능의 사회적 차원, 즉 인공지능과 자본주의사회의 관계에 대한 고찰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민은 인공지능이 자본의 인공지능이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최종목표는 자본

의 이윤 극대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공지능이 편향bias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이

런 편향에 입각하여 스스로의 목적 내지 목표를 추구하도록 방임하는 대신에 사회적으로 올바른 목적

을 추구하는 유익한 인공지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는 인공지능 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탈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그와 정반대인 플랫폼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현실에 주목한다. 데이터는 지식과 정보의 디지털 기록물이며 플랫폼은 데이터의 추출기구

이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계급적 배치는 플랫폼 소유를 기준으로 

1차 분할되며, 개별 생산수단의 소유를 기준으로 2차 분할된다. 플랫폼 자본은 사회적 삶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며, 여기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역사상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현실 진단 위에 그는 이를 지양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전환의 이중적 전

환을 내놓는다. 그리고 이중적 전환의 목표를 혁신적 과학기술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과 이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의 가속화로 본다.

그는 사회적 전환과 관련하여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소득보장체계의 재구성 필요성을 제기한다. 

디지털 전환은 국가 간, 기업 간, 사회구성원 간 대격차를 야기한다. 국가 간 격차를 넘어서기 위한 정

부의 주도적 투자와 사회 내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결합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공공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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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지분획득과 연결시키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지분 수익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의 형식으로 배

당한다면 디지털 전환의 역진적 성격은 완화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며, 재원은 조세를 기

반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공공투자의 확대로 수익이 전 국민에게 배당되는 공유

지분을 늘려가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그 원인인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노동이 혹은 삶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

를 이룰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 짓는다.

정지훈은 “IT기술의 진화와 기본소득”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의미’보

다는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IT기술의 진화과정을 ‘사실’에 충실하게 전달한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인에게 보편기본소득을 전달하려는 일군의 시도들이 있음을 알린다. 

기존의 기본소득운동은 각급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비정부기구에 의한 

사회실험이 다수 있었으나 말 그대로 실험이었기 때문에 규모도 적고 실험 기간 이후 지속성을 담보할 

수도 없었다. 정부기구를 배제하고 민간에서 IT기술을 기반으로 전지구인에게 지급함을 목표로 삼는, 

보편기본소득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강연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IT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그는 IT기술의 발

전이 크게 20년 주기로 변화했음을 지적한다. 

첫 번째 사이클은 “PC, 윈도우, 인터넷”이 주도한다. 1974년 PC가 출현하고 1980년대 후반 전 세

계적으로 보급된다. 1990년대 중반 월드 와이드 웹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이 보급되고, 1995년 MS의 윈

95가 출현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2007년경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이 보급된다. 즉 1980년대 후반 

PC 보급부터, 2000년대 후반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까지의 시기이다. 소위 ‘윈텔(MS의 운영체계인 윈

도우와 PC의 칩을 공급하는 인텔의 합성어)’제국의 시대로서 종이가 없어지고 사무환경이 급속히 변화

한다. 이 변화를 받아들인 기업과 아닌 기업 간에 의사결정 구조와 속도가 달려져서 격차가 벌어진다. 

이런 변화를 ‘지식혁명’으로 규정한, 빌 게이츠의 책 『생각의 속도』가 대유행한다. 1차 사이클은 주로 기

업의 변화가 핵심이다. 산업의 주도권이 전통적인 제조업, 에너지솔루션, 금융 등에서 윈텔과 같은 기

업으로 넘어간다. 이 시기 후반에 구글, 네이버 등이 출현한다.

두 번째 사이클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모바일’이 주도한다.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되고 2012년 

1억 대가 보급된다. 무선이 핵심이며 1인 1핸드폰 시대로서 1차 사이클과는 달리 ‘개인(삶의 변화)’이 

변화의 중심이다. 무선 커넥션에 기반하여 개인들이 미디어의 생산, 유통, 소비의 주체가 된다. 애플, 구

글(첫 번째 사이클 당시에도 기존하던 기업이었으나), 퀄컴(인텔 꺾음, 오픈 소스기반이라 오래가지는 

못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이 부상하며, 국내에서는 네이버를 젖히고 카카오가 올라서는 시기

다.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서 향후 5년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사이클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클은 

먼저 하드웨어가 보급되고 이에 기반하여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뒤따르는 방식이었다. 반면 세 번째 사

이클은 그 양상이 다르다. 사용자가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즉 통상적으로는 유저 이노베이션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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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것인데, 이게 먼저 일어나고 있다. 아직 관련 하드웨어가 보급되지도 않았는데, 발전이 되고 있다. 

정상적 시작은 2025, 2030년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즉 진화의 

속도가 기존의 20년 주기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의 시대라는 특징을 지닌다. 코로나 19 

이후 가장 중요한 10대 기술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챗봇, VR/AR(메타버스), 3D프린팅, 드론, 로봇, 비

디오 컨퍼런싱, 소셜미디어, 5G”이다. 

IT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부의 정책집행은 어려움에 처한다. 

산업별 효율화, 최적화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어서, 일괄적인 산업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정부의 대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ESG에 대한 관심 고조는 기업의 가치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한성장에서 지속가능성

과 혁신으로, 이익 최고의 가치에서 이익과 삶의 질, 사회적 안녕의 균형으로, 기술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술 수용의 중요성 증대로, 소유에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제어에서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

으로 변화 요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적·가치관적 변화에 따라 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보편기본소득 운동이 나타나

고 있다. Hedge for Humanity를 표방하는 Manna 프로젝트와 Proof of Humanity의  The Internet 

of Humans 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증명’(이것을 

조건 부여라고, 즉 무조건성 위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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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자 모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크롭토커런시(가상화폐)에만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기술 자체

의 목적이 왜곡된 측면이 크다. NFT(대체 불가 토큰) 기반의 창조경제에서는 모두가 디지털 창조의 자

산가가 될 수 있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너무 크다.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

되나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항기술로서 블록체인은 

탈중심화 기술이며, 중앙집중화 없이 사용자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나 정부기구에 의한 기본소득 지급은 정치적 합의 문제가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기본

소득 지급은 이 문제를 비껴갈 수 있다. 정부의 참여 없이 민간의 거대한 협동조합을 가능케 한다. 플랫

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나아가려는, 일종의 디지털 좌파(?)운동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부

문에서 기본소득을 이루려는 위로부터의 움직임과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한, 아래로부터의 기본소

득 실현 움직임이 쌍끌이로 진행되는 것은 나쁜 움직임은 아닐 것이다.

2차 토론은 인간의 본성과 기본소득의 실현방안을 다룬다. 1차 토론이 우리를 둘러싼 ‘외부’ 조건

(IT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의 변화에 방점이 놓여 있었다면, 2차 토론은 우리 자신의 ‘내부’ 조건(진화

심리학과 뇌과학을 통해 본 인간)에 초점을 맞춘다.

전중환은 “보편기본소득과 보편인간본성”을 발표한다. 인간이 침팬지와 분화한 것이 대략 5백만 

년 전이라 할 때, 인간은 499만 년 동안 수렵·채집 생활을 한다. 정주를 의미하는 농업사회의 출현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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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년 전이다. 인간의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하면 농업과 목축은 12월 31일 오전 6시에야 비로소 시작

된다. 오후 3시경에 도시가 성립하며 산업화는 밤 11시 40분경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의 진화는 여전히 수렵·채집 생활 당시에 맞춰져 있다. 

전중환은 인간의 진화 결과가 편견 혹은 오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의 경제학적 믿음Folk Economic 

Beliefs’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거대한 시장경제의 매커니즘을 직접 체험하기란 불가능하다. 오늘날 일

반인들은 전해들은 말, 그리고 자신이 상상한 바에 기대어 경제현상에 대한 믿음을 지닌다. 민간경제학

적 믿음을 경제학 이론으로부터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심리적 적응

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현대인은 어떤 쟁점의 발생 시에 아직도 수렵·채집 시절 

유리했던 행동을 선택하며 ‘민간의 경제학적 믿음’이 그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선택된 행동들은 우선 ‘직접상호성’의 특징을 지닌다. 그 예로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고, 그 급부

로서 때밀이를 받는 것을 든다. 목욕탕의 두 사람은 상대의 때를 밀어주는 행위로 인한 수고보다 때밀

이를 받을 때 얻는 이득이 높다고 여기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 합의를 어기는 사람, 즉 ‘직접

상호성’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겪으면서 인간은 ‘사기꾼 탐지’를 본성으로 장착한다. 복지정책에서 현대

인은 ‘본능적으로’ 수혜자의 ‘자격’을 따진다. 수혜자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가린다는 것이다. 즉 수혜

자가 ‘불운한 개미’인지, 아니면 ‘게으른 베짱이’인지를 가린다고 한다.

복지학과 경제학적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에서 말하는 보편복지가 선별복지보다 부의 재분배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민간의 경제학적 믿음’

에 따라 선별복지에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런데 이 믿음은 경제학적 무지나 인지적 편향

에 의한 것만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오랜 채집·수렵시대에서 비롯한 진화의 결과이다. 

민간의 경제학적 믿음은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재정 소요가 너무 크다는) 감당 불가능성’, ‘노동기

피의 위험성’, ‘(상호직접성에 위배되게도) 소수가 다수를 부양’한다는 오해를 만들어 낸다. “먼 과거의 

소규모 사회에서 사회적 믿음을 담당했던 심리적 적응이 현대의 경제학적 이슈들에 대한 일반인의 믿

음을 만든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기본소득은 이러한 인간의 진화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공감

을 끌어내야 할 과제를 지게 된다고 한다.

송민령은 “인지역량이 잘 발휘되는 맥락”이라는 짧은 발표를 통해, 기본소득이 인지역량의 발휘 

및 증진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는다.

먼저 같은 사람이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인지 능력이 올라간다. 가난한 사람은 삶을 유지하

기 위해 자기통제를 해야 할 것이 많다. 이런 통제는 한계치가 있으며 과도한 자기통제는 인지능력을 

떨어뜨린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의 뇌 사진을 통해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 

두 번째로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기억력과 인지력을 저하시키는데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

는 삶의 (경제적) 토대의 불안정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 목표 달성이 어려우면 포기를 해버린다. 이것이 헝그리 정신의 실체라는 것이다. 헝그리 

정신으로 도전하라는 것은 쥐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런데 그 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지만 죽음을 의미하는 빠른 포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인지역량 발휘와 관련하여 ‘우려에 대한 대비: 무엇이 보상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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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돈 이외에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저지를 수 있어야 한다. 생존을 위한 돈벌이에 급급하다면 재미

있는 일을 저지를 수가 없다.

다섯 번째로 인지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도전과 위험 추구는 중요하다. 그런데 근래 들어 ‘철

밥통’만을 추구한다. 실패하면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로 고정수입과 계획의 가능성이 인지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혹은 못한다.

뇌과학의 연구성과들은 인간이 ‘이성적’이라기보다 ‘감성적’임을 말해준다. 다른 동물보다 조금 

‘이성적’일 뿐이다. 인간에게는 감성을 움직일 ‘비전’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돈

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기본소득과는 배치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소위 ‘히키코모리’화된 젊은이들이 많다. 집안에서 생

활하면서 게임 등에 몰두하는 삶의 사이클이 일단 내재화·생활방식화하면 벗어나기 힘들다. 우리나라

에서 이런 젊은이들이 30만이 넘는다고 한다. 기본소득을 주되, 이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장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서두에서 근대는 분열의 시대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근대는 분열된 원자적 개인의 이기성, 욕구의 무

한성을 기본전제로 한다. 욕구의 무한성은 재화의 희소성과 동전의 양면이다. 욕구가 무한하다면, 욕망

의 충족수단인 재화는 희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의 과학적 성과인 진화심리학은 근대의 기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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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해 회의해 볼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이기적 유전자’는 삶의 환경에 적응하여 유전자를 보전·확산하려는 방향으로 인간이 진화해 왔음

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인간의 이기성’으로 오독된다. 유전자가 자기를 보전·확

산하려는 한다는 차원에서 ‘유전자의 이기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전자의 

자기보전과 확산은 타자와의 상호성, 환경과의 조화·적응을 요한다. 이는 ‘인간’이 말 그대로 ‘관계’로

서만 존재 가능함을 뜻한다. 다시 말하지만 유전자의 보전과 확산은 타자(다른 사람과 환경)와의 상생

과 적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소 기계적인 분류이긴 하지만 의미의 영역인 기본소득과 사실의 영역인 과학의 첫 대화는 당초

의 우려보다는 훨씬 크게 ‘통섭’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명현은 기본소득이 과학적 성과를 수용한

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와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의 뇌 크기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여러 과학적 사실들 가운데 하나일 뿐일 

수 있다. ‘그게 뭔 대수야?’라고 반응할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가난이 심리적 불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신체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의 확인·확증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는가? 

충격을 받았다고 해도 과학적 사실로부터 어떤 사회정책의 필연성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다른 방

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다른 방도도 필연성을 증명할 수는 없다. 사회와 사회정책은 

과학과는 달리 사실과 필연의 영역은 아니다. 사실과 의미, 진리과 가치 간의 상호 연관을 부인할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사실과 성과의 수용은 사회정책의 방향과 관련한 시사점을 줄 수는 있

을 것이다. 이 대화가 이명현 대표의 바람이자 우리의 바람처럼 기본소득의 채택과 관련하여 긍정적 계

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럴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본다. 적어도 갈다의 과학자들과 연대할 수는 있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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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7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이 첫 발을 내딛었

다. 10여 차례의 준비회의 등을 거쳐 각 교단의 목사, 신학자, 장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과 창

립기념포럼을 가진 것. 이 날 행사에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농어촌기

본소득예장연대 등 10개가 넘는 단체들도 함께 참여해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의 창립을 축하했다.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은 단체의 정식명칭은 ‘하나님의 공의실현을 위한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이라

고 밝혔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이 도

입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인류가 쌓아온 자산에 대해 모

든 인간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장에 맡겨진 채 정치적으로 조종되는 생존 현실을 거부한

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단체 구성원은 선언문을 공동낭독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장 혁명적인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창립기념식 참여 후기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동
향 

:
 

국
내
동
향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이 창립됐다. 한국에만 기독교 인구가 1/3이상,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이 

기본소득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열린 기독교기본소득

포럼 창립기념식 및 창립기념포럼에 참석하고, 박정인 운영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약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곤, 인터뷰 끝에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회비를 송금했다. 근본적 연결고리

를 명쾌하게 풀어내는 기독교기본소득포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다. 이번 코

너는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창립총회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담아냈으며, 향후 진행된 박정인 목사

와의 인터뷰는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보았다. 가독성을 위해 인터뷰는 구어체로 표현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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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위한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창립선언문

▲  우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생존경쟁의 밀림에서 해방된 인류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계를 협박

해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강제노동의 시대가 가고, 휴식과 일이 조화로운 진정한 자아실

현의 수단인 아름다운 노동의 시대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  우리는 기본소득이 보장된 세상을 상상합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간 삶

의 기본을 사회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간을 동물의 삶에서 해방시키는 첫 출발이 될 것이

라 믿습니다. 극단적 가난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이유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  우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누구라도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 아픈 몸을 이끌고 일자리로 

내몰리지 않고, 경쟁에 내몰려 좌절하고 자살하는 이들이 없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  우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소멸의 시대가 끝나길 희망합니다. 특정직업군에만 집중되어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되고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가고, 필수노동이 대접받는 시대

가 열리길 희망합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내 아이의 장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저출산의 문제

조차 해결되는 실마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  우리는 생계의 위협에서 해방된 인류가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며 이웃에 봉사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므로 진정한 삶의 행복을 만끽하는,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희망합

니다. 

▲  우리는 기본소득의 전면적 실시 이전에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 수준을 찾고, 기본소

득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조직화하고 선교적 영역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  우리는 기본소득을 위한 폭넓은 연대를 구하고 사회운동으로 승화하는 데 앞장섬으로서, 야

훼의 평등주 창조세계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선교적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우리는 기본소득을 사회에 요구함과 함께 교회공동체에서 먼저 실천할 것을 선언하며, 기본

소득이 우리 시대의 가장 혁명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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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상황에 따라 발견된 성서 속 기본소득, 지금이 적기” 

칭립기념식 이후 진행된 포럼은 백승호(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와 차정식(한일장신대학

교 신학부)교수의 발제로 이어졌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한 백승

호 교수는 한국복지국가의 체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주장했다. 안정적인 표준적 고용관계를 지닌 산업

자본주의와 달리, 금융자본주의, 플랫폼자본주의는 일터를 균열시키고 불안정한 노동을 양산하고 있

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불안정성이 비단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관

계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과 밀접하게 움직임으로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전반적인 삶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백 교수는 기본소득을 사회보장의 대안적 제도 중 하나로 내세우며, 모든 것을 사적소유로 귀결시

키는 현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했다. 공유부를 기반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등을 내재한 기본소

득정책이야말로 큰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전환적 사회정책이라는 것. 백 교수는 “완벽한 제도란 존

재하지 않는다. 특정 역사,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변형이 필수불가결하다”라며 “기본소득을 하나의 

주요대안으로 놓고, 기존제도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차정식 교수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성서신학적 기초와 제안을 주제로 발제

를 진행했다. 그는 성경 속의 예를 들며 하나님의 공의 안의 기본소득 의미를 짚어나갔다. 예를 들어 출

애굽 시절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집단 탈출한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식량공급원이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균등하게 분배됐다는 점이다. 이는 광야

에 머물렀던 이들의 기본생계를 뒷받침한 생존의 기반이었다는 것. 이 외에도 △기본소득의 원천으로

서 십일조 경제 △ 신명기의 약자보호법 △예수의 포도원 품꾼 비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공동체 △

기독교기본소득포럼에 각 교단의 목사, 장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독교기본소득포럼에 모인 이들은 향후 기독교기본소득포럼 
확장에 힘을 쓰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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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의 이방인교회공동체 모금캠페인 등 성경 속 다양한 예시들이 성경 속 기본소득의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따라서, 차 교수는 성서신학적 원칙에 비추어볼 때, 기본소득이 타당성을 인정받는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제어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기 위한 명분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차 교

수는 “성서는 하나님 아래 ‘나’와 ‘너’의 개념이 아닌 ‘우리’라는 개념을 말해주고 있다”라며 “그 안에서 

우린 함께 생산하고, 분배하는 존재다. 기본소득은 성서 속에서 너무도 당연한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

어 “다만, 기본소득이 실현되기 위해선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좌

절과 궁핍한 현실을 직시하며, 교회공동체에서라도 먼저 기본소득을 실행하고 한국사회에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두 명의 발제자 발표 이후에도 수 명의 참여자들이 기본소득의 성서적 정당성에 대한 공감 섞인 말

을 보탰다.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의 순항이 예정되는 상황. 기독교기본소득포럼 강경민 상임고문은 “창

조주 하나님의 진리는 정의와 자유의 양면을 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그러하다”라며 “앞으로 하나님

의 소원이자, 명령인 기본소득을 시대적 과제로 감당해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해 1월25일을 기준으로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의 회원은 92명, 단체(교회 등)로서는 6곳이 

참석하고 있다. 창립총회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토론회와 가입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기독교기본소득

포럼에 대해 관심이 생긴 독자는 홈페이지 cbif.kr 또는 페이스북 ‘기독교기본소득포럼’ 그룹을 참고하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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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인 목사 :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제안자이자 운영위원장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Q.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현장에서 혼란스러웠다. 복지의 신청주의 때문이다. 빈곤과 

무능력을 입증해야만, 복지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현실에 복지가 오히려 한 인간을 파괴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회의가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기본소득을 접했다. 존엄성이 짓밟히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시선을 끌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근원이 공유부에서 발현된

다는 철학적 배경도 공부하게 됐다. 머리를 딱 쳤다. 공유부야말로,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적 세상을 뜻

한다.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적 세상에서 모두가 평화롭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공유한다. 어떤 조건도 

없이(?!). 평소 하고 있던 고민과 신앙적 기반이 만나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내가 서 있는 위치부터라도 변화를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2018년 말 다음 연도의 

교회사업을 계획하던 중이었다. 교인들에게 ‘한 달에 1만 원 전교인 기본소득’을 실시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사는 시점에서, 어린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매달 ‘눈에 보이는’ 하

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랑을 느껴보자는 의도였다. 다행히 교인들이 기쁘게 동참의사를 밝혔고, 그 제도

는 ‘하늘선물(기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2021년에는 매달 2만 

원의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반응이 상당히 좋다. 특히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 성인에게 2만 원

은 점심값 정도 수준이었지만, 학생들에게 월 2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인 성

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모두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실험은 상당히 흥미롭고도, 즐거

운 실험이었다. 2022년에는 교회재정의 50%를 기본소득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논의중인데 현재 논의 

정도를 보면 대략 1/3 수준으로 결정될 것 같다.

Q. 개인적 동기에서 출발해, 교회 내부에 변화를 일으켰다. 하지만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은 보다 큰 단체

다. 어떤 고민들이 합해진 건가. 

기본소득은 결과다. 원인은 ‘공유부’다. 공유부가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

렇다면, 공유부는 어디에서 왔나.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어느 기독교인이나 고백하는 창

세기 1장 1절(천지창조)의 이야기다. 기본소득은 창세기 1장 1절 신앙고백의 당연한 결과다. 즉, 하나

님의 말씀을 삶의 언어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소득이 되는 셈이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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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회는 ‘교회공동체’라는 말을 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공동체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돈

이 섞여야 한다. 온전히 평평해질 순 없더라도, 수입의 일정 부분을 공동체에 헌납해 평등한 부분을 만

들어야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 다만, 이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헌납한다는 것은 부자인 내가 가난한 저 

사람에게 베푼다는 식의 시혜적 관점과 차원이 다르다. 우리의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상징적이다. 사생아로, 사람이 없을 법한 가장 낮은 곳에서 탄생

하셨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웃들과 함께 사셨다. 저 왕가에 태어나서 빈자를 도우신 게 아니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의미다. 나와 너의, 빈자와 부자의 경계가 없다. 그 공동체

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자리잡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것은 사랑하고, 어떤 

것은 덜 사랑하고 미워했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모든 것이 풍성하길 원하신다. 그것이 공유부를 창

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공동체다. 기본소득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

는 기본값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하나님 창조하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창조된 모든 것 중 하

나로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기본소득을 진보 보수로 나누는 프레임에서 벗어난다. 거기서 벗어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한다면, 기본소득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논

리의 귀결에 도달한다. 실제로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그 공유부를 어떻게든 잘 관리하고 

함께 행복하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들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 동의하고 있고, 기독교

기본소득포럼에도 관심을 표현하셨다. 그래서 그 마음과 뜻이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

랑을 모두에게 알리자는 의미로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을 창립하게 된 것이다. 

Q.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은 기독교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일부에서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이라고 하니깐 헌금을 이용해,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거나, 목사를 지

원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전도운동으로 본다. 크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목적은 

아니다.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은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인 탐구와 교회공동체의 실천 그리고 기본소득

이 사회정책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싣는 단체다.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공유부로부터 비

롯된)을 전파하자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이 모인 데는 배경이 있다. 현재 사회에 비춰진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믿으면 사랑, 믿지 않으면 배척 이런 식이다. 이는 올바르지 않다. 성경을 살펴보

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다.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 사랑이 와닿는다. 기독교기본소

득포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모두가 기본권은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기본소득이 정책화되도

록 지원할 것이다. 

Q.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어떤 사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생존을 위한 노동이 자아실현을 위한 ‘일’로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삶이 즐겁고 효율성도 올

라갈 것이다. 적게 일하고도 제대로 된 생산물이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둘째는 마이스터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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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닌다. 이번에 졸업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적이 있다. 얼마 전 면접 본 회사

에 기술직으로 입사원서를 냈는데, 재고관리부서에서 입사 권유가 왔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우선 아이

에게 그 일을 진정 원하는지부터 물어봤다. 사실 아이가 공기업에서 떨어지고, 본인이 꼭 가고 싶어 했

던 기업도 잘되지 않아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기가 3년 동안 이러려고 공부했나 하는 생

각이 든다며 답변을 주저했고, 난 이렇게 답했다. “넌 대학도 안 갈 거고, 기숙사비, 학비도 그동안 안 들

지 않았느냐. 네가 1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밀어줄 테니,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라”라고. 아

이는 결국 그 직장을 가지 않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이후 좋은 기회가 생겨, 다른 회사로 

가게 됐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가능한 곳도 있다. 북유럽이다. 마치 내가 아들을 위한 뒷배가 됐듯, 국가가 한 

개인의 뒷배가 된다. 내가 봤던 북유럽의 한 사람은 40살 가장인데, 뒤늦은 학업을 시작했다. 아픈 아버

지의 의료비, 어린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라면 가능했을까? 한국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

을 ‘온전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하지만 북유럽식 모델이 들어맞는 시대적 환경이 아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새로운 대안이다. 100%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언제고 행복을 추구

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Q. 현재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진단과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경선과정에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막상 대선에 돌입해선 조용하다. 안타깝다. 기

본소득을 쟁점화시키는 게 관건이다. 불을 지피면, 여러 의견들이 튀어나올 것이다. 그것이 찬성이건 

반대건, 어렵더라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몇몇 엘리트가 밀고 나가는 식은 불가능하다. 나는 기본소

득이 상상놀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선 상상력이 필수다. 꿈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그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계속 꿈이 이뤄진다고 외치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나. 결국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답이다. 거기에 너무 많은 조건을 걸어둘 필요는 없

다. 왜 청년만 주냐? 왜 경기도만 주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다. 무조

건 일보 전진하는 것에 힘을 두고, 재평가하고 토론하면서 그 합의들을 쌓아나가야 한다. 

Q. 현 논의구도에서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이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업무는 무엇인가.

우리도 기본소득의 공론화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기본소득의 신앙고백을 몇몇 목사님을 설득해

서 교회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평신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초야 목사

가 제공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해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광

주, 부산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인천, 대전, 충청 등 지역에서 기독교기본소득 토론회를 열려고 한다. 향

후 교회 내에서 세대별 기본소득 토론회도 기획하려 한다. 교회는 남녀노소, 다양한 직업군이 몰려있는 

작은 사회로 기본소득의 상상을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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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독교기본소득포럼에 다양한 교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의 기독교 사회운동

을 기장, 감리, 예장통합 등 에큐메니칼한 곳들이 진행해왔다면, 기본소득은 창조질서를 인정하는 모든 

기독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상임공동대표님 중 한 분은 성

결교회 장로님이시며, 부산포럼에서는 보수신학이라고 불리는 고신대 교수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기도 

했다.

조금 더 나아가선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 베이스를 연구해야 한다. 지금은 기본소득 신앙고백을 

설교하는 수준, 설명하는 수준이 가능한데 향후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성서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Q.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과제다. 건승을 빈다. 함께 잘하자. 마지막으로 포부 및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

진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은 중요한 과제이자, 꼭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하고 있다.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

기에 재정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 것은 맞다. 그럼에도 이 길이 맞다면, 어려움은 걸림돌이 아니다. 언

젠가 이 어려움은 디딤돌이 되어 한 단계 올라가는 도약의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독교기본소득

포럼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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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1천억 명의 삶이다. 매년 살해당하는 우리의 숫자다. 가늠조차 어려운가? 

우리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잉태되고, 감금당하고, 강간당하고, 고문당하며, 잔인하게 도륙당한다. 끔

찍한가? 당신은 이 폭력을 모른다 하겠는가? 사실 이조차도 추정치에 불과하다. 보이지 않는 비극은 더

욱 매섭다. 기후위기로 매년 100만 종이 멸종당한다. 이 지구에서 존재의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셈이다. 

인간이라는 종이 사라져버리는 지구가 상상이 가는가. 비극이다. 비극에도 종말이 있다. 팬데믹과 같은 

모두의 재앙이다. 그야말로, ‘절멸’이다.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텐가? 파국으로 치닫는 길에도 삶은 지속된다. 비명은 떠나지 않는

다. 그렇기에. 단말마의 비명조차 뱉지 못하고 떠나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순 없다. 우린 그 고통의 생

‘절멸의 지구에서, 
지구생명체를 대변하는 정치를 시작하다’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

정리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동
향 

:
 

국
내
동
향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문구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품는 이

들이 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는 ‘모두의 것’을 과연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려 하는가. 소외

된 존재가 있진 않은가. 어쩌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수탈은 없는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본소득당 동물권 · 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가 바로 그런 공간이다. 이들은 기본소득의 근본철학

인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행동하고, 정책으로 만들어간다. 모두의 것이 진

정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의 지평을 모든 존재에게 넓혀나가는 셈이다. 필자 역시 비

슷한 고민을 품었던 1인으로서, 인터뷰와 활동이 기대됐다. 과연, 어스링스는 어떤 고민을 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세상을 꿈꿀까? 어스링스 위원장 홍순영(냉수)의 이야기와 관련 자료들을 

총합해, 어스링스에 관한 ‘모든 것’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가독성을 위해 어스링스가 직접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독자들의 양해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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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이자 목격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 살아있음이 죽음보다 비극임을 외치는 이 지구에서 함께 ‘잘’ 살

아남자고 외친다. 물론 쉬운 길이 아니다. 아니 어려운 길이며, 늪과 같은 길이다. 유사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바위를 치는 심정을 고백할 때도 있다. 나무를 심고 있으면 한쪽에서 숲이 불타는 느낌이랄까. 

어차피 삶은 다 그래. 서로 물고 뜯는 게 삶이야. 온전한 평화는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며, 운동을 폄하하

는 이들과의 격론도 지쳐갈 따름이다.

파멸을 멈출 유일한 아이디어, 기본소득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만났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려준단다. 변혁의 언어. ‘모두의 것’. 그래, 이거다. 

바로 지구를 의미한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시공간을 의미한다.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 그렇다면, 

모두에게는?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의미한다. 늘 누군가의 ‘것’으로 소유화된 비인간존재들

이 부지불식간의 인간과 동등한 위치로 올라온다. 그 철학은 종차별을 넘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다. 모

두의 것 안에서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소득의 철학은 비단 인간에게뿐 아니라, 

지구를 공유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될 구원의 메시지다. 

이제 곧 희망의 사회가 도래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기본소득 사회가 되면, 속박과 감금은 논리적으

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소득 담론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너의 것과 나의 것을 나누

는 사회에서 ‘우리’의 사회로 넘어갈 해방적 아이디어로서의 기본소득은 ‘10만 원’을 줄지, ‘20만 원’을 

줄지의 수준에 정체되어 있었다. 그저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지구를 모두의 것으로 정의하는 아이디

어로서의 기본소득을 이야기해야 했다. 지류를 바꿔내야 했다. 필요한 건 행동이었다.

기본소득을 해방의 언어로 바꿔내는 일, ‘어스링스’

2020년 12월 서울기본소득당 내 동물권위원회로 첫발을 내딛었다. 마음을 나눌 동료들이 모였다. 

동물권정책 TF가 구성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동물권 관련 각종 정책의제를 던졌다. 기자회견도 진

행했다. 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어스링스Earthlings프로젝트다. 지구생명체프로젝트

라 불리는 ‘어스링스’는 지구생명체의 현실을 마주하고, 착취관계를 바꾸기 위한 고민을 글과 사진, 영

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책 『고기로 태어나서』, 다큐멘터리 <씨스파라시>, <우리의 지구를 

위하여>를 함께 읽고 보며 동물원, 실험동물연구원 인터뷰, 탐조, 비질Vigil 등을 수행했다. 비질은 고요

해지는 시간이란 뜻으로 동물들의 일상적인 학대와 살해현장인 도살장 등을 방문해 가려진 폭력을 직

면하고 기록하는 활동이다. 

우린 그 활동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 감춰진 폭력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것, 

누리는 모든 것들이 폭력의 과실이었다. 내가 그리고 당신이 일상의 가해자였고, 또 방관자였다. 최소

한 나부터라도 폭력의 수레바퀴 속 가해자로서의 정체성, 방관자로서의 정체성을 내려놓기로 했다.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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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입지 않고, 즐기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인 폭력이 방조되고 조장되는 행위를 멈춰내기

로 했다. 회원들은 프로젝트형 사업이었던 어스링스는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의제기구 준비위원회

로 이어내자는 공감대를 세워냈고, 지난해 11월 7일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가 출

범했다.  

모두가 ‘나답게’ 사는 사회  

“우리는 인간을 비롯해 모든 존재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시도를 할 것이다.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 구금, 학대, 착취 행위 등을 철폐하고 모든 존재가 고유한 삶과 습성, 감각을 존중받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종공동체 속에서 모든 비인간 존재의 삶을 정치

화한다. 우리의 존재를 인간 정치영역에서 드러내는 건,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인간 사회의 정치

구조, 제도, 정책 등 비인간 존재들에게서 영향을 받는 동시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어

스링스 출범선언문 중)

어스링스의 첫 번째 활동은 ‘멸종대선’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동물권·생태관련 공약을 모니

터링하고 우리의 공약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 길에는 비단 화폐로서의 기본소득 지급뿐 아니라, 삶터

에서 모두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일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돼지, 

소, 토끼, 쥐, 구상나무, 개나리, 비자림, 도요새, 반딧불이, 산호초, 도마뱀, 딱정벌레, 닭, 물살이 등 모든 

지구생명체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온전히 그 존재가 될 순 없겠지만, 존재에 닿기 위한 노력을 한 

셈이다. 그 노력 속에서 각 존재들이 지구라는 공유지에서 어떤 폭력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구석구석 

살피고,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를 살폈다. 그리곤 그 존재가 되어서 글도 써보고, 정치적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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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어스링스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만든 공약은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에게 전달됐다. 2월 9

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동물권 5대 공약이 그 결실이다. 어스링스는 멈추지 않는다. 유사한 의제를 

공유하는 단체들과 연대투쟁을 진행한다. 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대선 이후에도 기본소득을 기반

으로 비건, 생태주의, 동물권 등의 의제를 함께 공부하며 행동해나갈 것이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

리는 사회, 모두가 ‘나답게’ 사는 사회에 관심이 있는 동료를 넓혀나간다. 기본소득을 기본소득답게 만

드는 일이다. 더 이상 폭력에 일조하지 않겠다는 결심 하나면 충분하다. 함께 할 당신을 기다린다. 

<누구도 멸종하지 않는 나라: 사고, 팔고, 먹어도 되는 동물은 없다>

1호.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법체계에 명시
△ 동물보호법을 동물기본법으로 개정
△ 정규교육과정에 생명윤리, 생태교육 포함
△ 헌법개정을 통해 다종성의 책무를 국가원칙으로 명시

2호. 공장식 축산업을 점진적으로 폐지
△ 축산과정에서 배터리케이지, 감금틀 사용 금지
△ 공장식축산업 유지·장려보조금 폐지
△ 공장식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채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마련(공공기관 공공조달정책 시행)

3호. 반려동물의 상업적 거래 금지
△ 동물 번식에 대한 엄격한 규정 마련을 통해 상업적 번식 규제
△ 유기동물, 구조가 필요한 동물 입양문화 장려

4호. 동물을 전시·오락·실험에 이용하는 산업 규제
△ 동물전시사업 금지
△ 동물을 오락과 유흥에 사용하는 지역축제 지원 중단
△ 동물실험의 윤리기준 강화 및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지원

5호. 동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생추어리(쉼터) 설립 지원
△ 야생동물 보호구역 확대
△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형개발사업 전면재검토
△ 공영동물원을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로 전환
△ 구조된 동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추어리(쉼터) 설립 지원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동물권 5대 공약 발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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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것을 모두의 자리로 돌려내는 일, 어스링스가 합니다”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 위원장 홍순영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 의제기구 위원장 홍순영(냉수)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 

전, 이 세상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한참을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먹어왔던 음

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밥상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후부터 모든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

다. 내가 어떤 폭력과 착취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

지는 일들이 만약 광화문, 여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대량학살이 벌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벌이고 있는 폭력을 철저하게 가리고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비단 축산업 문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분별한 벌목, 개간, 간척 등 개발로 인해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손손 자손을 이

어가던 존재들은 삶터를 빼앗겨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어딘가로 내몰렸습니다. 대도시에서 에너

지를 사용하기 위해 잘 보이지 않는 농촌에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세우며 농촌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구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도적으로 보려 하지 않아도, 가리려 해봐도 이제는 가릴 수 없습니다. 인류가 끊임

없이 다른 존재를 착취한 결과는 ‘기후위기’라는 이름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동안 특정한 누군가가 소유해왔던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되돌린다는 기본소득의 철학에 

동의하여 기본소득당을 함께 만들고 활동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빼앗은 몫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곳, 가려진 곳, 내몰린 곳으로 찾아가 다른 언어로, 다른 생명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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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투쟁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간만의 것으로 여겨졌던 ‘정치’에 인간 외의 수많은 동물들, 생명들의 동물권이, 생명권이 대변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 의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국회와 법원 등에서 동

물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도록 만들 것이며,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바다와 숲, 삼림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싶다”라고 외치는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옆에 있을 것입니

다. 

누군가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존재를 대변하냐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느냐

고 반문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순 없겠지만 우리는 타인에 공감할 수 있듯이 동물이라는 이유로, 생

명이라는 이유로 다른 존재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인간만이 우월하다고 여기며, 다양한 존

재들의 목숨, 삶터, 생태환경을 파괴했던 지난 역사를 중단하고,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정치’를 통

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어스링스가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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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대선 공약, 심상정 후보의 음의 소득세(“시민평생소득”) 대선 공약, 서

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계획 등이 발표되면서,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들어 이 둘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나 기고도 많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글들 중 다수는 두 제도 간 공통점과 차이점

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거나 오히려 오해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

하고 있는 실정이다(대표적인 예로, 강성진, 2021a; 2021b; 2021c; 2021d; 2021e; 2021f; 박기성, 조

경엽, 2021).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 기본소득과 NIT를 비교한 최근의 두 가지 사례를 비판적으로 평가

하고 각 글의 주장과 논거에 응답함으로써, 기본소득과 NIT 제도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

다.1) 

  본고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인 

남상호(2021)이다. 이 글은 기본소득과 NIT의 비교 및 NIT 제도의 이해 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

고 있으며,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두 제도 각각의 이해와 두 제도 간 비교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여 평가 대상으로 정하였다. 둘째, 『경향신문』에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NIT와 기본소득을 비교하

는 글을 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형중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윤형중, 2021a)과 논쟁도 펼

쳤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기고문이다(이우진, 2021a; 2021b). 이 글들은 다양한 수치 예와 

모형 소개를 통해 NIT와 기본소득을 비교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 면에서 NIT가 우월함을 주장하고 있

1)　기본소득과 NIT 제도 특성에 관한 자세한 비교는 본지 이번 호에 실린 필자의 다른 글을 참고하라.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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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비교에 대한 
비판적 평가  
두 가지 사례에 대한 응답

이건민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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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NIT 제도를 특징짓는 핵심 모수들 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의 논리를 정확하게 비판하기

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기본소득과 NIT를 특징짓는 핵심 모수와 

두 제도의 다양한 모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2. 남상호(2021)에 대한 비판적 평가

 남상호(2021)는 2020년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과 2018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총지출액을 

이용하여 소득 10분위별 가처분소득 자료를 구축한 후 총 세 가지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1은 전체 소득분위를 대상으로 가계소득에 대하여 정률로 과세하여 월 10만 원

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고, 시나리오 2는 소득 6분위 이상의 가계에 정률로 과세한 것을 바탕으로 

소득 5분위 이하 가계에 현재 소득에 반비례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며, 시나리오 3은 전체 

소득분위를 대상으로 가계소득에 대하여 정률로 과세하여 소득 7분위 이하의 가계에 현재 소득에 반비

례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부분균형 분석 결과,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순으

로 빈곤갭과 저소득층 내 불평등을 더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기본소득과 NIT의 비교 및 NIT 제도의 이해 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여준다.

  첫째,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에서 급여를 받는 저소득 분위들을 대상으로 현재 소득에 반비례

하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

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현실에서 도입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가구의 실

제 소득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소득이 0에 가까울수록 수급대상층이 직면하게 되는 급여감소율 역

시 급격하게 증가하며, 소득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후술할 바와 같

이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은 손익분기점 소득을 중심으로 현재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

는 NIT 제도와는 설계가 완전히 다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남상호(2021)의 시나리오 2를 요약해서 나타낸 <표 1>과 시나리오 2를 단

일 NIT 세율 적용으로 재구성한 <표 2>를 비교해보자.

  <표 1>의 제일 오른쪽 열은 시나리오 2에서 ‘기본소득 급여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시나리오 2에서는 소득 1~5분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설정하고 있는데, 전체 ‘기본소득’ 지급액은 60조로 정해진 상황에서 5분위까지의 각 소득분위에 당초 

가처분소득에 반비례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초 가처분소득×기본소득 급여액’

의 값은 소득 1~5분위 모두 약 721.4로 같다. 즉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소득구간을 정하더라도 모든 가

구의 소득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가 추가되어야만 각 가구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기본소득’ 액수가 정해

지는 방식인 것이다. 이는 손익분기점 소득, NIT 세율, 최소보장소득을 정하면 각 개인이나 가구에게 지

급되는 급여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NIT와는 제도 설계가 완전히 다름을 뜻한다.

다음으로 <표 2>는 시나리오 2를 단일 NIT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재구성한 것과 시나리오 2

를 비교한 것이다. 시나리오 2에서 소득 5분위의 최종 가처분소득이 약 116.45656이 되며 당초 가

처분소득이 116.7806인 소득 6분위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6분위 소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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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806을 손익분기점 소득이라고 가정하였다. ‘6분위 소득과의 격차’ 열은 손익분기점 소득인 6분

위 소득과 소득 1~5분위의 당초 가처분소득과의 차이를 표시한 것이다. 그것을 모두 더하면 약 217

소득 분위 
당초 

가처분소득 
(A)

소득세 
추가부담분

(B)

기본소득
급여액 

(C)

순이전소득 
(D=C-B)

최종 
가처분소득 
(E=A+C-B)

당초 가처분소
득×기본소득 

급여액

1 30.4818 0 23.6661 23.6661 54.1478 721.4

2 59.0272 0 12.2212 12.2212 71.2484 721.4

3 73.8905 0 9.7629 9.7629 83.6534 721.4

4 92.6582 0 7.7854 7.7854 100.4436 721.4

5 109.892 0 6.5645 6.5645 116.4565 721.4

6 116.7806 3.8424 0 -3.8424 112.9382 -

7 143.1684 5.5764 0 -5.5764 137.592 -

8 156.4586 8.2608 0 -8.2608 148.1978 -

9 211.3174 13.2912 0 -13.2912 198.0262 -

10 352.5316 29.0292 0 -29.0292 323.5024 -

합계 1346.2062 60.0000 60.0000 0 1346.2062 -

주: 남상호(2021: 표 3). ‘당초 가처분소득×기본소득 급여액’ 열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며, 소수점 아래 여섯자리에서 반올림한 두 숫자
를 곱한 값이라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어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 방식이라 보기 어렵지만, 저
자의 표현을 존중하여 C열의 ‘기본소득 급여액’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

소득 분위 
당초 

가처분소득 
NIT 

급여액 
6분위 소득과의 

격차

6분위 소득과의 격
차×단일 NIT 세율

(약 27.5%) 

시나리오 2의 
기본소득 급여액

시나리오 2의 기본
소득 급여액-NIT 급

여액

1 30.4818 23.7571 86.2988 23.7571 23.6661 -0.091

2 59.0272 15.8988 57.7534 15.8988 12.2212 -3.6776

3 73.8905 11.8071 42.8901 11.8071 9.7629 -2.0442

4 92.6582 6.6406 24.1224 6.6406 7.7854 1.1448

5 109.892 1.8964 6.8886 1.8964 6.5645 4.6681

6 116.7806 - - - - -

7 143.1684 - - - - -

8 156.4586 - - - - -

9 211.3174 - - - - -

10 352.5316 - - - - -

합계 1346.2062 60.0000 217.9533 60.0000 60.0000 0

주: 남상호(2021: 표 3)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2를 단일 NIT 세율 적용으로 재구성한 열과 시나리오 2의 내용을 비교함.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 방식이라 보기 어렵지만, 저자의 표현을 존중하여 ‘기본소득 급여액’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 소득 6~10분위의 경우, 급
여를 지급받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가처분소득만을 수치로 표현함.

<표 2 > 시나리오 2를 단일 NIT 세율 적용으로 재구성한 것과 시나리오 2의 비교

<표 1 > 남상호(2021)의 시나리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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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9533억원이 되고, NIT 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총 액수는 60조로 정해져 있으므로, 단일한 NIT 세율

을 가정할 경우 그 값은 약 27.5%로 계산된다(=60/217.9533×100(%)). 소득 1~5분위에게 지급되는 

NIT 급여액은 ‘6분위 소득과의 격차×단일 NIT 세율’로 계산되며, 그러므로 ‘NIT 급여액’ 열과 ‘6분위 

소득과의 격차×단일 NIT 세율’ 열의 값은 동일하다. 이를 시나리오 2의 ‘기본소득 급여액’과 비교해보

면, 소득 1~3분위의 경우에는 시나리오 2의 ‘기본소득 급여액’이 NIT 급여액보다 적은 반면, 소득 4~5

분위는 시나리오 2에서 NIT에서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에서 소

득 6~10분위의 최종 가처분소득이 동일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해볼 때, 단일 NIT 세율을 가진 NIT 모형

이 시나리오 2보다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실제로 단

일 NIT 세율을 가진 NIT 모형에서 최종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약 0.276으로 계산되어, 시나리오 2

에서의 약 0.278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NIT 지급구간에서의 NIT 세율을 반드시 단일세율

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구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모형도 이론적으로, 정

책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여기서는 다만 가장 단순한 형태의 NIT 설계조차 복잡한 설계의 시나

리오 2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사실만을 확인해두기로 하자.

<표 3> NIT 모형과 시나리오 2의 소득분위별 급여감소율 비교

  NIT 제도를 설계할 때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얼마만큼 보장해주느냐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노동 유인이다. 적절한 소득의 보장(곧 손익분기점 소득과의 소득 차이를 일정 비율로 보전해준다는 차

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세율은 곤란함)과 노동 유인의 제고(곧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곤란함)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NIT 세율은 대개 33  ~50%로 제안된 것이다(Friedman, 1962; Klein, 1966; 

Green and Lampman, 1967; Tobin, 1966; 1968; Tobin, Pechman and Mieszkowski, 1967; 

Diamond, 1968). 이어지는 <표 3>은 단일 NIT 세율을 적용한 NIT 모형과 시나리오 2에서 소득 1~5

분위의 급여감소율을 나타낸 것이다.2) NIT 모형에서 급여감소율을 뜻하는 NIT 세율은 소득 1~5분위

2)　시나리오 2에서 각 가구가 직면하는 급여감소율은 소득이 약간 증가했을 때의 ‘한계(marginal)’(미분)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 정확
하지만, 10개의 소득분위로 요약한 집계 자료에 대한 분석에서 이것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두 소득분위 간 기울기(선형 보간) 개
념을 반영하는 ‘(다음 소득분위와의 순이전소득 차이)/(다음 소득분위와의 가처분소득 차이)×100(%)’로 대리하였음을 밝힌다. 다만 

주: 남상호(2021: 표 3)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함. NIT 세율과 급여감소율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소득 6분위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가처분소득과 시나리오 2의 순이전소득만을 수치로 표현함.

소득 분위 
당초 

가처분소득 

NIT 모형 시나리오 2

NIT 
급여액 

NIT 세율
(급여감소율)

시나리오 2의 
순이전소득

다음 소득분위
와의 가처분소

득 차이

다음 소득분위
와의 순이전소

득 차이
급여감소율

1 30.4818 23.7571

27.5

23.6661 28.5454 11.4449 40.1

2 59.0272 15.8988 12.2212 14.8633 2.4583 16.5

3 73.8905 11.8071 9.7629 18.7677 1.9775 10.5

4 92.6582 6.6406 7.7854 17.2338 1.2209 7.1

5 109.892 1.8964 6.5645 6.8886 10.4069 151.1

6 116.7806 - - -3.84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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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약 27.5%로 단일한 반면에, 시나리오 2에서 소득 1~5분위가 직면하는 급여감소율은 소득 1

분위(약 40.1%)에서 4분위(약 7.1%)까지는 감소하다가 소득 5분위에서 갑자기 100%를 상회하는 약 

151.1%를 기록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적절한 소득의 보장과 노동 유인의 제고 간 균형을 이룰 필

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해하기 쉽고 예측가능한 제도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

려해볼 때, 수급층 내에서 급여감소율 차이가 매우 큰 것은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시나리오 2에서 

이전소득을 지급받는 5분위와 소득세를 납부하는 6분위 간 소득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표 1>에서 5분위와 6분위의 최종 가처분소득 참조). 시나리오 2에서 소득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한

다는 사실은 소득 순위보존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된 NIT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

한 요소는 제도 구상안의 현실 도입가능성과 정당성을 더욱 낮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명목 이전액이 동일한 세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있는데,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

소득과 NIT의 비교 맥락에서는 명목 이전액이 동일한 모형이 아니라 순 이전액이 동일한 모형 내지 시

나리오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세 시나리오에서 명목 이전액은 모두 60조  

원이지만, 순 이전액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시나리오 1의 순 이전액은 약 27조 1560억 원, 시나리오 2

의 순 이전액은 60조 원, 시나리오 3의 순 이전액은 약 45조 8897억 원이었다(남상호(2021)의 <표 2> 

~ <표 4> 참조).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순으로 빈곤갭과 저소득층 내 불평등을 더 많이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부분균형 분석 결과는 거의 대부분 순 이전액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세 시나리오에서 순 이전액과 지니계수 감소분 간 상관계수와 순 이전액과 지니계수 감소율 간 상관계

수는 모두 약 0.9912으로, 1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끝으로 기본소득과 NIT의 비교 및 NIT 제도의 이해와 관련된 것 외에도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가처분소득에 대한 과세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혹은 유사 NIT 

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가처분소득에는 이미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부분과 

공적 이전소득이 지급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정에는 문제가 있다. 둘째, 

시나리오 1과 3은 전체 소득분위를 대상으로, 시나리오 2는 소득 6~10분위를 대상으로 가계소득에 대

하여 정률로 과세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 남상호(2021)의 <표 2> ~ <표 4>의 수치 예에서는 세 시

나리오 모두 정률과세가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이우진(2021a; 2021b)에 대한 비판적 평가

고려대 경제학과 이우진 교수(이우진, 2021b)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안심소득과 이재명 후

보(당시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칼럼의 제목과 같이, 아마도 두 제도

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했던 모양인데,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달리 오

히려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오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보론에서는 안심소득 또는 음의 소득세, 

이러한 대리지표의 활용이 시나리오 2에서 저소득 구간 내에서도 급여감소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 손익분기점 소득보다 약간 
아래인 소득자와 약간 위인 소득자 사이에 100%를 상회하는 급여감소율 구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소득 순위역전 현상
이 발생한다는 점을 논의하는 데에는 충분하며, 이러한 사실은 ‘한계’(미분) 개념으로 제대로 측정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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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이우진 교수의 설명 내지 주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이우진(2021b)은 갑, 을, 병 세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하면서 수치 예를 제시하고 있다. 먼

저 세 사람의 시장소득이 각각 <0, 100, 500>일 경우, 최소보장소득으로 중위소득의 50%를 보장하는 

안심소득제에서는 세 사람의 소득이 <50, 100, 450>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시장소득이 

0인 사람에게 안심소득제에서와 같이 50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면서 소득이 100 이하인 

구간에서는 50% 세율로, 100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12.5%의 세율로 과세하는 형태의 역진소득세

(그의 표현으로는 “누감소득세”)-기본소득제에서도 세 사람의 소득이 <50, 100, 450>으로 바뀌어 정

책을 도입한 후의 최종소득의 분포 면에서 동일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제에는 추가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고(이건민, 2018; 김찬

휘, 2021; 윤형중, 2021a), 이 수치 예에서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여기

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위의 ‘안심소득제’를 ‘음의 소득제’로 고치기만 하면 된다). 위의 수치 예에서 보

자면, 순이전소득 면에서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은 50으로 일치하는 반면, 명목재원 면에서 안심소득

제는 50, 기본소득제는 150으로 차이가 난다. 여기서는 모두가 과세 대상이자 급여 대상인 기본소득이 

손익분기점 소득을 기준으로 그 미만의 소득자에게는 급여(음의 소득세)를 제공하는 대신 그것을 초과

하는 소득자에게는 양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음의 소득세보다 명목재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문제는 이우진(2021b)이 비례세 방식을 가정한 두 가지 기본소득 방식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안

심소득제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는 모든 소득구간에 12.5% 세율로 과세하여 모두에게 25

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1안의 경우 최종 소득분포가 <25, 112.5, 462.5>, 25% 세율로 과세하여 모두

에게 50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2안의 경우 최종 소득분포가 <50, 125, 425>가 됨을 보여준다. 그러면

서 1안의 경우 명목재원이 75로 50이었던 위의 안심소득세의 예(<50, 100, 450>)보다 더 많은데도 불

평등 개선 효과가 더 낮으며, 2안의 경우 명목재원이 150으로 안심소득세 경우의 3배인데도 불평등은 

미미하게 개선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근거로 그는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소득불평등 개선 효

과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선 이우진(2021b)이 처음으로 제시한 수치 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가 경제학적으로 동등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제도 간 경제학적 동등성이란 소득이 0인 사람이 받게 되는 최소보장소득과 

소득구간별 (한계)세율이 양 제도에서 서로 일치하기에 경제 주체들이 동일한 경제적 유인에 직면한다

는 의미이다. 둘째, 경제학적으로 동등한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에서 같은 것은 순이

전소득(순재원)이지 명목이전소득(명목재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재

원)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모형의 분배 효과를 비교할 때에는 명목재원이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것보

다는 순이전소득이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우진(2021b)이 두 가지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과 안심소득 모형을 비교한 

것을 재평가해보자. 세 사람의 최초의 시장소득 분포는 <0, 100, 500>로 지니계수는 약 0.556이다. 모

든 소득구간에 12.5% 세율로 과세하여 모두에게 25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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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1을 적용할 경우, 순이전소득은 37.5, 지니계수는 약 0.468, 지니계수 개선분은 약 0.069, 지니계수 

개선율은 12.5%가 된다. 모든 소득구간에 25% 세율로 과세하여 모두에게 50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2를 적용할 경우, 순이전소득은 75, 지니계수는 약 0.417, 지니계수 개선분

은 약 0.139, 지니계수 개선율은 25%가 된다. 안심소득 모형을 적용할 경우, 순이전소득은 50, 지니계

수는 약 0.444, 지니계수 개선분은 약 0.111, 지니계수 개선율은 20%가 된다. 세율이 25%인 비례소득

세-기본소득 모형 2에서의 지니계수 개선분과 개선율이 세율이 12.5%인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1

에서의 값들의 정확히 2배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3)  또한 순이전소득과 지니계수 개선분 및 개선

율 모두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2(75/약 0.139/25%), 안심소득 모형(50/약 0.111/20%), 비례소득

세-기본소득 모형 1(25/약 0.069/12.5%) 순으로 크기가 크다는 것이 확인된다. 참고로 세 모형에서 순 

이전액과 지니계수 개선분 간 상관계수와 순 이전액과 지니계수 개선율 간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모두 

약 0.9538로,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준다.

  이어서 순이전소득 면에서 안심소득 모형과 동일한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을 찾아서 안심소

득 모형의 분배효과와 비교해보자. 순이전소득이 50인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이 모형을 비례소득

세-기본소득 모형 3이라 부르자)이 되기 위해서는 세율이 16 %여야 한다. 이 모형을 적용해보면, 최

종 소득분포는 <33  , 116  , 450>, 지니계수는 약 0.462, 지니계수 개선분은 약 0.092, 지니계수 개

선율은 16%가 된다. 여기서 안심소득 모형이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3보다 지니계수 개선율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일종의 역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과 경제학적으로 동등한 안심소득 모형이 순이전

소득 면에서 동일한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과세 측면만 따

져보자면, 역진소득세보다 비례소득세가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해야 할 텐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

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NIT와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의 제도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NIT 제도

를 특징짓는 핵심 모수는 바로 최소보장소득의 액수, NIT 세율, 손익분기소득의 크기이며, 이들 간에는 

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Henderson, 1971; Sommer, 2016: Ch.3). 따라서 

셋 중 어느 둘이 정해지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셋 중 어느 하나를 고정시킨 상황에서 다

른 하나를 변화시키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으로 변화되는 관계이다. 이우진(2021b)이 들고 있는 예에

서는 안심소득 모형 하 손익분기소득이 중위소득인 10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러할 경우 NIT를 지

급 받는 저소득구간에서 적용되는 NIT 세율이 높을수록 (적어도 과세와 급여의 직접효과만 따졌을 때

에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며 빈곤 및 불평등 개선 효과도 높게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만약 최소보장

소득이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NIT 세율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

며 손익분기소득의 크기도 커져서 NIT 지원대상층의 규모도 커지게 된다. 참고로 t% 비례소득세-기본

소득 모형 적용 시 각 개인의 소득격차가 모두 t% 줄어든다는 Yi(2021)의 결과를 역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 누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 NIT 모형 일반으로 확장하여 사고해보면, t%라고 하는 동일한 세율

을 적용받는 소득구간 내 개인 간 소득격차는 (직접효과만 고려했을 때에는) 정확히 t% 감소한다는 사

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우진(2021b)의 예에서, 0과 100 사이의 소득구간에 50%의 세율을 적

용한 안심소득세 모형이 0과 100 사이의 소득구간에 16 %의 세율을 적용한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

3)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이 갖는 다양한 특성들과 이에 대한 수학적 증명으로는 Yi(2021)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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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3보다 최소보장소득이 큰 것(전자는 손익분기소득인 중위소득의 50%인 50 vs. 후자는 평균소득의 

16 %인 33  )과 그런 의미에서 빈곤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온 것은 분배 개선 효과 면에서 기본소득

에 비한 안심소득 내지 음의 소득세의 우월성을 입증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소득세-기본소득 모형과 

NIT 모형의 일반적인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우진(2021b)의 예에서 들고 있는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1, 2, 그리고 필자가 추가

로 제시한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3이 안심소득 모형( 및 중위소득 100% 이하로 손익분기소득을 

설정한 대부분의 NIT 모형들)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평균소득(200) 미만인 소득자, 즉 이 예에서는 소

득이 100인 중위소득자도 평균소득과의 격차를 세율에 비례하여 줄인다는 점이며(모형 1의 경우 100

에서 87.5로 12.5% 감소, 모형 2의 경우 100에서 75로 25% 감소, 모형 3의 경우 100에서 83  로 

16 % 감소), 이는 기본소득이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한 배에 태우는 아이디어”(윤형중, 2021b)라는 

주장의 근거를 이룬다(Yi, 2021). 이는 현실에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NIT 간 중요한 차이 중 하나

이며, 복지정치를 고려했을 때 기본소득이 NIT보다 제도 도입 후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장기동태적 확

장가능성이 더 높다는 예상을 가능케 하는 요소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소보장소득과 NIT 세율을 

가진 특정한 NIT 모형(예컨대 중위소득의 50%인 최소보장소득과 50%의 NIT 세율(그러므로 손익분

기소득은 중위소득의 100%)을 가진 모형)이 빈곤 개선에는 확실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기존 세제와 

복지급여와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했을 때) 제도의 순수혜층의 규모를 전 인구의 50% 이하가 되게끔 함

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나 장기동태적 확장가능성은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개

인소득세-기본소득 모형 또는 그것을 포함한 전체 기본소득 정책패키지는 순수혜층의 규모가 적어도 

70~80% 이상이 되게끔 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장기동태적 확장가능성은 훨씬 높을 것으로 기

대된다.4)  특히나 최근에 국내에서 기본소득 대신 NIT나 유사 NIT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직관적으로 감지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된다(예컨대 박기성(2017)을 보라).5)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추가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윤형중(2021a)을 반박하기 위한 기고문인 

이우진(2021a)에서 그는 “윤씨가 얘기하는 ‘순비용’은 ‘순조세’를 말한다. 즉 납부한 세금에서 받은 소

득보조액을 차감한 액수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경우 순조세의 합은 항상 0이다.”라고 주장한

다. 하지만 윤형중(2021a)의 비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위에서의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1, 2와 안심소득 모형은 ‘순 이전액수=순 부담액수’라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우진(2021a)의 표현대로 세 모형은 모두 ‘재정중립성’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세 모형의 순 이전액수는 37.5, 75, 50으로 각각 다르다. 이우진(2021a)은 세 모형 간 이러한 차이를 무

시한 채, 재정중립성을 만족하는 모든 모형에서 ‘순 이전액수=순 부담액수’가 성립하므로 “모든 경우 

순조세의 합은 항상 0이다.”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로,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NIT는 

4)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자면, 필자가 특정 제도의 선호가 전적으로 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이해관계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5)　박기성(2017)은 ‘한국형 기본소득제 검토방안’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의 광풍”, “눈덩이”, “기하급수” 등의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였
다. 그는 한 번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나면 기본소득의 지급액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증하게 될 것을 크게 경계하였으며, 이것이 
그가 안심소득제를 제안하게 된 주요한 배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이건민, 2018: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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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이전액수 측면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윤형중(2021a)의 정당한 지적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둘째, 박

기성, 변양규(2017)의 안심소득제 제안에서 손익분기점 소득으로 삼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은 201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94.9%,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1,250만원은 2016년 기준 중

위소득의 약 64.1%에 상응한다는 것이다(e-나라지표, 2021).6)  따라서 실제로 박기성, 변양규(2017)

의 안심소득제에서의 최소보장소득인 1인당 연 500만 원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보자면 중위소득의 약 

25.6%(=1인 가구 중위소득 64.1%(손익분기점 소득)×안심소득세율 40%(NIT 세율)÷100)에 불과

하다. 하지만 이우진(2021b)은 이러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안심소득

세율을 박기성, 변양규(2017)에서의 40%가 아니라 최근의 제안인 박기성(2020)이나 박기성, 조경엽

(2021)에서와 같이 안심소득세율 50%를 적용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32%에 불과해, 이우

진(2021b)이 들고 있는 중위소득 50%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반영한다면, 

최초 시장소득 <0, 100, 500>에서 안심소득제를 적용했을 때의 최종 소득분포는 이우진(2021b)에서

와 같이 <50, 100, 450>이 아니라 <약 32, 100, 약 468>이 되어,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3의 최종 

소득분포인 <33  , 116  , 450>에 비해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빈곤 개선 효과도 더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기본소득과 NIT를 비교한 최근의 두 사례, 즉 남상호(2021)와 이우진(2021a; 2021b)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각 글의 주장과 논거에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

과 음의 소득세 모형의 분배 효과를 비교할 때에는 명목이전소득이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것보다는 순

이전소득이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둘째, 언뜻 보면 NIT인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

면 NIT가 아닌 제안들이 제출되고 있다는 것, 셋째, NIT 제도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NIT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 넷째, NIT 모형과 개인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을 하나

의 통합적인 틀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다섯째, 현실에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NIT가 복지정치

적 차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 글이 기본소득과 NIT 제도

의 이해, 그리고 두 제도와 관련한 향후 토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6)　박기성, 변양규(2017)와 박기성, 조경엽(2021)에서는 가구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않은 반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
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는 가구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이성희, 2021). 이러한 
차이는 안심소득 지원대상이 전자에서는 중위소득의 100%인 반면 후자에서는 중위소득의 85%라는 점과 더불어 특별히 주목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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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
2021 한국기본소득포럼 후기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최근 몇 년 사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위기를 맞이

하며 실시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재난 기본소득은 국민 전반이 보편적, 무조건적 지급이라는 기본소

득의 특성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기

본소득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런 배경에서 기본소득의 현실성,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이 발발했다. 

혹자는 묻는다. 과연 기본소득이 생태적·사회적 위기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냐고 말이다.

이러한 논쟁에 응답하듯, 지난 8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1년 반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한

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월3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출발

해 중위소득 50%(2021년 기준, 월 91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이 우리 모두를 제대로 된 삶으로 이끄는 

‘기본’이 될 것이라는, 간명한 원칙과 목표를 제시한 셈이다. 특히 이 로드맵은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효

과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의 재편방안 및 기본소득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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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계획까지 포함했다. 이 로드맵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박종철출

판사(2021)로 출판되었다. 

다만 이제 막 출발한 기본소득 로드맵은 ‘가안’에 불과하다. 집필진들이 스스로를 ‘리얼리스트’라

고 자평한 까닭은 향후 기본소득 정책이 연구자의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

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기존의 정책, 수많은 아이디어와의 경합 속에서 해체, 결합, 재탄생의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복기하고, 기본소득과 여타의 복지정책 및 사회운동과

의 만남을 주선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철학을 공유하는 이들이 머리

를 맞대고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해야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복지축소의 대안이 아닌 ‘우리 모두를 해방

의 저 너머’로 이끄는 변혁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기본소득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 ‘리얼유토피

아를 위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연구팀은 2021년 한국기본소득포럼을 공동주최하며,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골자로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 시민들을 초청했다. 11월 25, 26일 양일간 청년문화

공간 JU동교동에서 진행된 포럼에서는 기본소득의 △ 정당성(철학): 토지배당, 생태배당 △ 현실성(세

력) 복지국가·사회운동과의 관계설정 △ 구체성(정책): 경기도 기본소득 사례를 중심으로(의의, 증세와

의 관계) 등이 치열하게 논의됐다. 한국사회의 전환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본지

를 통해 내용을 세세히 적고 공유하는 것이 향후 기본소득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될 듯하여 본 후기를 

공유하였다. 이보다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은 독자들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누리집 내 포럼 자료

집을 참고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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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자연적 공유부로서의 토지·생태배당 

1) 부동산 불평등, 90%가 넘는 국민에게 이익되는 ‘토지세’가 해법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으로서의 공유부’ 토론회의 포문을 연 발표자는 남기업(토지+자유연

구소) 소장이었다. 남 소장은 토지 소유가 극도로 불평등(지니계수, 0.811)하다며, 이는 해방 직후인 

1945년(0.73)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이는 끊임없는 부동산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심지어 그 규모는 2019년 기준 445.5조 원으로, GDP 대비 연평균 16.8% 수

준이다. 

남 소장은 특히 이러한 경제가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지

대)’가 토지소유자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프라 형성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는 엄연히 소유자의 노동으로부터 발생한 이득이 아닌 셈. 따라서 부동산소득으로 명

명된 GDP 대비 연 평균 16.8%는 ‘불로소득’으로 재명명되며, 비생산적인 경제를 양산하고 있는 주범

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남 소장은 비생산적 경제를 생산적 경제로 바꿔내기 위해선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이 시급

하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세와 기본소득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조세저항’이라는 난제를 극복하고, 국

민 93.9%를 순수혜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남 소장은 “토지세가 도입되어야 투기용 부동산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화 해 부동산 불평등을 잠재울 수 있다”라며 “또한 지가 안정은 중

소기업, 신규기업 위주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라고 전망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실의 장흥배 정책보좌관은 동일한 맥락에서 ‘개발이익’에 주목했다. 최근 전국민

의 지탄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태가 개발이익을 노리는 민간업자들이 소위 ‘대박’을 친 대표적 사례라



계
간

  《기
본

소
득
》 2022. 봄

121

는 이야기다. 장 보좌관은 개발이익에는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동 등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

득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사회적 공유부’로서 자유주의 재산권 수립의 기초인 노동과 무관히 주어

진 것으로 사회의 몫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 보좌관은 현존하는 ‘개발이익환수’ 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 한다

고 꼬집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가치상승분은 개발이익으로 포착하지 못하며, 관련 기본법이 존재

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 따른 개별 환수로 인해 지자체와 국가 사이의 개발이익 귀속 및 배분의 원칙 역

시 부재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현 시점에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개발이익의 절대 크기를 줄이려는 접근이 부재하고, 개발된 주택을 분양받는 이

들에 대한 불로소득 환수에 있어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 보좌관은 ‘기본소득 토지세법(용혜인 의원실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21.11.16)’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책(종부세 

대비 약 30조 원의 순증 효과)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보유 토지에 공시가격을 기준한 토지세를 부

과하며, 이를 토지용도에 대한 구분 없이 적용한다. 또한 토지세 세수는 전액 토지배당으로 연계되며, 

이는 전체가구의 88%를 순수혜가구로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장 보좌관은 개발에 있어 토지임대부 공공

임대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과정에서 지가안정을 1순위에 두고 정책을 진행해야, 개

발붐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장 보좌관은 “토지배당은 월 7만 원 수준”이라며 “토지배당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임대료가 인하할 것이고,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토지

임대부 공공임대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공공개발의 1순위 목표가 무주

택자의 주거권 확보, 지가안정이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선 처음부터 토지임대부 공공임대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위해선 ‘탄소세-탄소배당’ 한 배 타야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장 많이 논의되는 현안은 COP26(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

회)의 충격적 결과다. 각 국가에서 203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NDC(국

가 온실가수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지구의 온도가 2.4도가 상승

하는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각 국가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 급진적 변

화의 대안으로서 탄소세 논의가 부상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헌석(정의당 기후·에너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세 관련 논의를 이어나갔

다. 그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세 도입이 필

수 과제라고 언급했다. 원칙적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매년 15조 원에 달하는 세목을 교통에너

지환경세로 시행해야 하지만, 현실상으로는 석탄, 천연가스 과세, 비수송연료 탄소세를 시행을 시발점

으로 삼아 향후 탄소세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지역사회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세워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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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탄소세를 통해 모인 세수를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모아내고, 이를 탄

소배당 및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사회적 약자들의 연료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사업에 사용하는 대안

을 제시했다.

김찬휘(녹색당 공동대표)대표는 탄소세-탄소배당에 적극 동의하지만, 탄소세와 같은 ‘시장적 해결

방식’ 외에도 공급의 직접적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연기관 자동차금지, 석탄 발전금지, 에

너지 낭비 신규건물 금지 등이 그 예시다. 나아가 기후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선 ‘탈성장’ 논

의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나갔다. 실상 불평등한 파이를 내재한 현 체제에선, 그나마 파

이 자체를 키우려는 성장주의의 유혹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 파이를 키우는 경제는 생태적 

임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 평등하게 분배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기후위기는 물론, 그 시

발점인 성장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김 공동대표는 일부 생태주의자들로부터 기본소득이 또 다른 ‘경기회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는 우려가 있다는 말도 전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해방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선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

득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자발적 활동 등의 확대와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소득이라는 

소득보장 정책만으론 불충분하기에 보건의료, 교육,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필수적이

라고 말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기본소득이 사회전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다만, 기본소득이 

생태적인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노동시간 단축, 충분한 수준의 공공서비스, 자율적 영역에 대한 제도

적 뒷받침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을 맡은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소장은 탄소세와 더불어 그린뉴딜도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양적완화를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가 들어가야 하며, 혁신기술의 사

회적 전면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이 과정에서 말 그대로 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분권’ 형태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본소득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이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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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후 탄소중립사회에서의 기업들로부터 발생할 수익을 미리 지분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청석에선 지역별 에너지 수립에 관련한 질문도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설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농촌/어촌지역으로 몰리게 되어 있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도권에선 이득을 보지

만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헌석 위원장은 “지금은 자급

률 12%인 서울이 당인리(합정)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전까지는 자급률이 불과 3% 수준이었다”라

며 “실상 지역별로 에너지 계획 수립은 물론, 지역-수도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쓸 에

너지는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미니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방청석에선 탄소배출 산업을 다른 국가로 이전시키고, 그로부터 역수입해오는 행태를 지

적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김찬휘 공동위원장은 “일부 유럽국가들이 에너지를 줄이면서 성장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건 탄소배출 사업을 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로 이전시킨 덕분”이라며 “사실상 

다른 나라에 탄소배출을 전가시킨 꼴이다. 전국가적 합의를 통해 대신 배출해주는 시스템이 횡행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2.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사회서비스, 사회운동과의 조우 

1) 기본소득과 보편적사회서비스의 관계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 결합방안은 이번 포럼에서 이목을 끄는 분야 중 하나였다. 기본소득 도입

이 기존의 전통적 복지국가를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 복지국가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겠다고 선언한 기본소득 로드맵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발

제자로 나선 장애복지 분야의 이선우(인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그간 장애복지계에서는 장애인을 대

상으로 한 기본소득인 장애인연금의 소득 기준, 장애 정도(경,중)의 기준을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주로 

나왔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현 장애 인구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이 미등록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칫하면 장애 

등록이 ‘특권’이 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만큼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WHO

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르면 인구의 약 15%가 장애 등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장애 

인구가 5%에 불과하다. 그는 그 과정에서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장애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무능력

을 판정을 받고, 빈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본소득

은 빈곤을 입증할 필요도, 근로무능력을 판정받을 필요도 없이 최저수준 이상으로 모든 시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경계’를 허무는 ‘무조건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교수는 “근로능력입증은 16세기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부터 영속하는 제도다. 지금은 

21세기이고, 소위 선진국에서 근로무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비인간적 과정을 참아내야 하는 모순

이 쓸쓸하다”라며 “기본소득이 엄청 높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경계에 있는 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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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여성고용과 돌봄분야의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기본소득이 보편적 사회서비스와 

한 배를 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돌봄, 의료, 교육 등 집합적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의복이나 음식 등은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 자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이 교수는 OECD 복지지출을 기준으로 

한국의 현금성 복지지출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고 봤다. 사실상 노령연금을 제외하곤, 근로연령대에

게 지출되는 현금성 복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 그는 일자리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일

하지 않을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것 으로서, ‘원하

는 직업이 없다면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희 교수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좌파들은 노동을 굉장히 중시하고, 왜 일하지 않게 내버려 두

냐고 묻는다”라며 “하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활동할 자유를 무궁무진하게 누리고 있

다”라고 답했다. 이어 “취약계층에게 기본소득은 놀고 먹을 자유가 아니라, 나쁜 일을 거부할 수 있는 자

유”라며 “지금은 기본소득이 없어서 사용자가 부당한 대우를 해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기본

소득이 있다면 나쁜 노동을 거부하고 더 나은 노동을 찾아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한인임 소장은 이주희 교수의 말에 공감을 표했다. 연구소를 찾는 산재노동

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이유 역시 산업현장을 떠나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선진국 노동자처럼 산재보험에 목매지 않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있다면, 그 싸움의 처절함이 보다 덜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나마도 불안정노동, 실업자의 증가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

재보험 등 한국의 4대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 결국 고용경험조차 없는 청년실업자, 

1년의 퇴직금을 위해 괴롭힘 속에서도 버티다가 자살을 선택하는 사회초년생, 임금차이가 노년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계급적 기능 등을 고려했을 때,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이

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안전한 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결합에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던 이들이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본

소득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중론을 모았다. 돌봄, 노인, 장애인, 적극적 노동시장 등 여전히 보

편적 사회서비스의 확장이 필요한 영역이 남겨져 있다는 것. 또한 이선우 교수는 우파기본소득론에선 

현 사회복지제도를 모두 통합해서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

게 된다면 모든 것을 시장에 의존하게 되어 실상 소득보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서비스영역의 축

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기본소득 로드맵의 집필진이자 토론의 사회를 맡은 백승호(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로드맵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근간으로 한다”라며 “다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처럼 서비스

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을 세세히 담아내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사회서비스 전문가

들과 만나며 이 부분을 세밀하게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 현장의 목소리: 사회운동가와 만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좋은 이상과 구체적 정책조합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인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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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렵고 자리잡기 어렵다. 때문에 사회운동가와 만나는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는 노동, 동물권, 복지 등 각 분야의 일선활동가들이 바라보는 기본소득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김미정 팀장은 유자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

움과 기본소득을 연결해서 이야기했다. 김 팀장은 최근에 만난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로 운을 띄웠다. 퇴

사가 두려워 임신을 숨기고 일을 하다가 임신을 알리니 본래 업무에서 벗어나 바닥에 껌을 떼는 일을 하

라고 했다는 것. 그는 기본소득의 철학적 근거인 공유부가 각종 휴가의 권리로 깔려 있다면, 노동자들

이 그 권리를 사용하는데 이만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유급노동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미치지 않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니

까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부가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라며 “출산과 육아가 없이 이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준 기본소득이 내겐 너무 소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은 무언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생존하게 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단축된 노동시간에 돌봄노동에 참여한다면,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성장중심주의가 아닌 돌

봄중심주의로 나아가는 데 공감을 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 홍순영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공유부 개념

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나누는 말 그대로 ‘현금정치’가 아닌, 공유자들이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존재정치’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치가 인간의 것만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

다.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생명종과 상호의존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정치적 결정이 다른 종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종의 위기가 기후위기, 펜데믹으로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존재

의 몫은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며 이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의 돌봄, 돈, 시간 등은 기본

소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송도에서 도요새의 습지를 방문한 경험을 공유한 홍순영 위원장은 “지구에는 인간 말고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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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구주민이 있다”라며 “그들은 모두 지구라는 공유지의 공유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도 옆 

도요새 습지를 방문했다. 아마 사람들이 보면 노는 땅이었을 것”이라며 “알고보니 람사르습지로 지정

된 곳이었다. 이처럼 그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해 온 가치로 볼 수 없는 수많은 가치가 숨겨져 있는 곳이 

지구다. 기본소득의 철학은 그 가치를 그대로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데 있어 기본소득의 가치가 매

우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신청주의, 가족주의에 기초한 기존 복지시스템이 아니라 모

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기본소득이 긍정적이었다고 표현했다. 다만, 최근 기본소득이 정치인의 공

약으로 등극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표현했

다. 그는 소득보장보다 보편적 사회적서비스가 먼저 깔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빈곤할수록 주거

비 지출이 소득의 50~60%에 육박하기 때문에, 토지세 등을 걷어서 주거환경개선, 주거급여를 제공하

는 게 더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간사는 “사실 기본소득이 가치적으로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저변을 확장해나가는 면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생각은 든다”라며 “다만, 조금 더 현장에 

밀접한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다. 좀 더 전환의 씨앗이라는 생생한 이야기가 퍼진다면 현장활동가들의 

공감을 얻기가 쉬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의 권리문제를 찾기 위해 애쓰

고 있지만, 실상 일자리 없는 성장, 질 나쁜 일자리만 남은 현실에서 어떤 대안을 요구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보장도 매력적이지 않지만, 기본소득을 첫 번째 대안으로 내놓기에는 너무 보편적인 정

책이라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본소득이 파업기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을 

표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이들 대부분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경제력’ 때문이라는 것. 또한 

수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어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만약 이들에게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수급권 여하에 관계없이 경

제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급권 박탈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기본소득 운동을 하자고 하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

다며 정치행동 중 기본소득을 언급하는 것이 유리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

득 도입 시 자본의 힘이 센 상황에서 임금보조의 성격을 띌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

는 투쟁들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노동조합도 여유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며 “기본소득이 있다면, 일정 

수준의 파업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본소득이 처음부터 시민에 의해 

강렬한 경험 끝에 탄생한 게 아니므로, 향후 그런 힘이 발휘되길 바란다”라며 “기본소득의 금액을 상승

시키는 과정에서 강렬한 경험을 한다면 보다 기본소득이 자본을 견제할 성격을 띌 것”이라고 말했다.

3.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증세태도, 범주형 기본소득 실험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인 실험, 설문조사, 인터뷰를 통해 재고하는 토론회도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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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최광은 전문연구원은 경기연구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 1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는 눔프 현상의 비판적 

해부에 기반하고 있었다. 눔프NOOMP현상이란, ‘Not Of My Pocket’(내 주머니는 아니야)이라는 내용

으로 세금영역의 님비현상으로 규정되며, 본인 세부담보다 부자 증세 선호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이

데올로기다. 지난 6월 양재진 외 2명의 교수가 발표한 “한국인의 복지·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 연구”

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본인이 받고 싶은 금액의 10%란 세금을 추가 부담하겠다는 내용과 유사한 맥락

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조금은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기본소득 적정금액 대비 추가부담 소득세

액 평균비율은 이전조사에서 나왔던 10%에서 33.3%로 올라갔으며, 특히 조사 인원 중 22%는 추가부

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물론 저소득층일수록 기본소득 적정금액 대비 추가부담 의사액이 낮은 것은 

사실이었다. 다만 저소득층은 그 이유로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최광은 연구원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소득세 추가부담 의향이 증가했다”며 “눔프현상이 반박된 것”이라

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눔프현상 반박에 이어 기본소득의 적절한 재원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

는 경기연구원의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전국 17개 시도(2021)’에 따라 기본소득 재원으로 가장 각광

받는 건 △ 빅데이터 공공화, 공공플랫폼 조성 △ 환경피해에 대한 탄소세나 환경세 부과 △ 현 세출 예

산 조정 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은(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연구자와 서정희(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는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이들의 기본소득 수령경험

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내용은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들이 기본소득의 특성과 가치를 경험

하는가와 ‘청년’이라는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행경로가 될 수 있는지였

다.  

연구진은 모든 것을 제한적, 경쟁적으로 받아왔던 청년들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경험하며 파격적

이고, 제한에 걸리지 않았던 편안한 경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종 선별기준으로 인해 아무 혜택

도 받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가구단위로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돈을 청년기본소득은 ‘내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표현했

다. 선택의 자유를 경험한 셈이다.  다만 경기도기본소득이 4차례, 분기별 25만 원씩 들어가면서 한시

적으로 끝났다는 점은 청년들의 소비, 생활계획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차피 1년 밖에 못 받

는 것,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의 재발견을 한 

경우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결과 청년들은 앞으로 꾸준히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보다 ‘숨통이 트이는 삶’, ‘결혼을 생각하

는 삶’, ‘여러번의 도전을 하는 삶’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 답했다. 또한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주말만 기

다리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꿈꾼다는 답도 나왔다. 

다만, 연구진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한계로 지적했다. 많은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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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년기본소득을 보편적기본소득의 이행경로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특성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서정희 교수는 “대상별(범주형) 기본소

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제로 작동하기엔 어려워 보인다”라며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

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라도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토론이 진행된 2021 한국기본소득포럼을 주최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본소득의 의미와 지향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기본소득 포럼은 2018년부터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기본소득 논의의 장으로서, 학술적 

성과, 정책적 제안, 실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 의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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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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서  위스콘신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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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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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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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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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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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신교회의 장로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선배가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 통화는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창립에 제가 참여했으면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

었습니다. 기본소득에 기독교를 앞에 붙인 그 명칭에 순간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

니다. 신앙과 기본소득, 교회와 정치 그리고 이상과 현실 등등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결합이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이 결합이 정당할까?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의 질문과 그에 토대한 답변이 그 출발점이어야 하는 것은 자명했습니다. 이후 몇 

가지의 자기질문과 답변들이 이어지며 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는 신앙에 기초한 ‘자율적 의

무’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이루시며 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시/공간입니다. 하나님

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

하는 것’이 그 뿌리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강령을 몸소 온전히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인에게 신앙의 자율적 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드러내셨을까?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자 속제물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노인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육신

의 고통과 심리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배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인간적 삶이 가

능한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나아가 대다수 인간에게 인간적 삶을 불가능하게 하

는 합법화된 제도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사랑도 구체적으로 행하셨습니

다. 이 구체적인 사랑은 인간의 부정적인 행위로 생기는 비인간화를 만드는 원인

신의 인간애와 시민권의 보편적 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

양순철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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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하는 방식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구체적인 일은 굶주린 사람에게는 빵을, 

소외당한 사람에게는 사회에 합류를 그리고 좌절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줍

니다. 이 행위들은 사회에서 ‘인간을 인간으로 살게 하는 가치’를 지향합니다. 이 

가치에서 솟구치는 사랑하는 일의 구체성이 또한 현실적합성을 갖을 때, 그 사랑

은 문제해결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습니다. 

 이 예수님이 추구하신 가치와 사회의 복지적 가치는 그 발원의 뿌리가 다르

나 실천의 친화성은 매우 강합니다. 이 두 가치는 뿐만 아니라 ‘신의 인간애’가 드

러나는 두 양상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교적 신앙에 의한 인간애와 시민권

을 보장하는 정부정책이 서로 포옹할 때, 그 추진력이 강해지고 결실이 풍성해진

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신앙은 마음을 잡아주고 정책은 실천의 손/발이 되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제도화’는 실업율의 급격한 증가를 넘어 잉여인간

의 출현이라는 현실 앞에서 신의 인간애와 시민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는 두 기둥

이 하나의 실천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신앙은 마음의 뿌리를 개인적 삶으로, 신앙적 가치를 사회적 제도로도 실천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정책의 협력은 한 사회에서 인

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기둥으

로 나뉩니다. 이는 인간죄의 용서와 구원, 고아와 과부, 노인에 대한 구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해체와 재구축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사랑하신 일을 

뒤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소득의 제도화’는 개인적인 구제를 넘어 

그 사랑의 지속가능성으로 비인간화의 문제해결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라 

확신했습니다. ‘기본소득의 제도화’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해지길 

바라며 작지만 발걸음을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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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본소득에 처음 접한 것은 2005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아들은 

함부르크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여름방학이 되면 서울에 와서 

4주간을 머물렀습니다. 그해 여름 아들의 김나지움 동기인 율리안이 아들을 보겠

다며 서울에 왔습니다. 그는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어렸

을 적부터 지켜보며 대견하게 여겨왔고, 율리안도 저에게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독일에서 경제윤리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당시 독일의 사회복지 개혁 논쟁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

한 뒤에 자신은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저에게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2004년에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연계

복지workfare에 바탕을 두고서 하르츠 IV가 제도화된 것을 검토하기는 했지만, 사

회복지 개혁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기본소득 구상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율리안이 설명을 꽤 잘했는지 저는 기본소득 구상을 처음 듣

고서도 그 구상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상이 제 관심을 끄니 그 구

상을 검토해 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본소득을 처음 접했을 때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노동사회 이후의 대안적 노동세계, 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

에서 노동 문제 등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급진

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정책과 소득분배 정책을 어떻게 구상할 것

인가에 관심을 두고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와 시장이 일자리를 충분하

게 제공하지 못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도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

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나눌 수 없다면, 누구에게나 삶의 기회를 보장할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소득

강원돈

길마루글방지기/민중신학과 사회윤리/한신대학교 신학부 은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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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여름에 교육부의 지원금을 받아 독일의 국가복지와 민간복지의 연계 모

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독일에 6주간 연구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도서관과 관련 기관의 문서고에서 수집하는 동시에 

서점에 들러서는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야닉 판데르보흐트Yannik 

Vanderborgt, 만프레드 휠작Manfred Füllsack, 미하엘 오필카Michael Opielka, 게오르

크 보브루바Georg Vobruba, 괴츠 베르너Götz W. Werner 등 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서

로 다른 의견을 밝힌 저자들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독일의 국가복지와 민간복지의 연계 모델에 관한 연구를 2년 동안에 걸

쳐 마무리한 뒤에 2008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구상을 연구하기 시작했

습니다. 아들의 친구 율리안에게 한 말을 3년 정도 지나서 지키게 된 셈이지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과학계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

었습니다. 중요한 저술들만을 몇 가지 꼽는다면, 김교성 박사와 이명현 박사가 해

외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논문을 썼고, 박홍규 박사가 법학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검토하는 논문을 발표했고, 서정희 박사와 조광자 선생이 기

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에 관한 논쟁을 정리하는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했습니

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09년 강남훈 박사와 곽노완 박사가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팸플릿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의 대안을 말한다』였습니다. 그 팸플릿은 한국 사회과학계를 넘어서 사회단체

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도록 큰 자극을 주었고,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를 결성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에 관한 한국 학계와 사회단체

들의 논의를 빠짐없이 살피며 기본소득에 관한 첫 논문을 썼습니다.

저는 『신학사상』 제150집(2010)에 실린 “기본소득 구상의 기독교 윤리적 평

가”에서 기본소득 구상이 케인스주의적 복지 레짐이나 신자유주의적 복지 레짐의 

소득재분배 모델을 넘어서는 소득분배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평

가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다른 이전소득과 구별하는 다섯 가지 지표들과 기본소득

의 정당성 논거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소득과 노동의 분리를 신학적-윤리적 관점에

서 뒷받침하고,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정의론적 관점에서 논증하고자 했습니다. 저

는 최소수혜자 최대이익의 원칙을 앞세운 존 롤즈로부터 판 파레이스로 이어지는 

정의 담론보다는 인간이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재화의 무조건적 

보장을 정의의 원칙으로 내세우는 앙엘리카 크렙스 등의 휴머니즘적 정의 담론이 

기본소득 구상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가 출애굽 사건에서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와 수탈로부터 해방하는 데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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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뿐만 아니라, 출애굽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과 배제 없이 일용할 양

식을 허락하는 데서 구현된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는 “기본소득 구상의 기독교 윤리적 평가”에서 아직 다루

어지지 않았고, 차후의 과제로 넘겼습니다. 그 뒤에 쓴 여러 논문에서 저는 국민경제 

수준의 소득분배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고, 마

르크스의 재생산 도식을 재해석하면서 생산과 소비의 거시 균형을 이루는 조건 아래

서 잉여가치의 배분을 중심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모델을 정교하게 가다듬고자 했습

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교란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저는 생태

학적 정의와 사회정의가 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한다는 관점을 갖고서 생태학적

이고 사회적인 경제민주주의의 틀에서 국민소득의 분배를 기획하고자 했습니다. 그

러한 소득분배 기획에서 국민소득은 생태계 보전 기금, 미래를 위한 투자 기금, 자본

의 실체보전 기금, 가계소득 기금으로 배분되고, 가계소득 기금은 시장을 통한 노동

소득과 기본소득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기본소득에 관한 논문을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기본소득은 시민사회와 

교계에서 퍽 낯선 주제였습니다. 제가 기회를 얻어 기본소득에 관한 강연을 하면 사

람들은 어리둥절해 하거나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하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한

번은 보수적인 목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의욕을 갖고서 기본소득 구

상을 소개하고 기본소득의 신학적 근거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 한 목사가 강연에 끼어들면서 무슨 공산주의 강연을 하느냐고 항의를 했고, 

자신은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면서 제가 기본소득 강연을 하는 것을 막겠다고 호언장

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도 저는 기본소득에 관한 강연을 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신학 교수로서 특히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 채플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2013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를 준비하면서 한국기

독교교회협의회NCCK 차원에서 여러 모임이 조직되었을 때, 저는 한국 교회가 WCC 

총회에 제출하는 의제로서 기본소득을 채택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제안은 

2012년과 2013년 어간에 NCCK 차원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 제안을 접

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본소득과 기초생활보장을 제대로 구별하지도 못했습니다.

2020년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면서 기독교계에서도 기본

소득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을 제도화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논

문을 쓰는 분들이 요즈음 부쩍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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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소득 구상을 제도화하는 데 기독교인들이 나름대로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

화를 아무 조건 없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님이 지으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고

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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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배상우입니다. 저는 2009년 사고

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된 후 자연스럽게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8년 사회복지대학

원에 입학 후 공부를 하면서 기본소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유급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부 이해관계자가 공유부를 독점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공평한 

분배를 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철학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의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장애운

동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기본소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 석사학위논문 주제로 

기본소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석사학위논문은 ‘범주형 기본소득에 관한 비교연구’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에서 기본소득

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고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정책들을 비교해보는 연

구였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기 시작한 2020년 1월에는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들을 중

심으로 다양한 소득보장정책이 추진되고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정책들은 OO수당, OO기본소득, 

OO형 기본소득 등으로 명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에 맞춰 각 정책을 기본소득과 비교하

여 분석하고, 기본소득 전환 가능성 모색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 논문의 분석대상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이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각 지역 상황에 맞춰 청년, 농어민, 아동, 해녀 등과 같은 특정 인구집단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2020년 기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 중이거나 지급 예정 중인 

정책인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제주도 해녀수당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각 정책은 이념상 기본소득

보다는 사회수당에 가깝지만, 논문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표현한 이유는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를 

유지하며 도입된 사회수당들이 완전 기본소득의 이행경로에서 전환적 기본소득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한국의 범주형 기본소득

배상우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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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48개월간 월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범주

형 기본소득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과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강원도에서 출산 후 출생신고만 하면 소득과 근로조건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0~1세 자녀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정부의 영아수당이 강원도와 같이 48개월로 확대되고 나아가 아동수당 연령까지 통합하여 

지급한다면 향후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 시 충분히 전환적 기본소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근로가능연령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했

지만 정책의 성격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6년 도입되어 매년 점진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2020년 기준 만 19세 ~ 만 34세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급

여수급 시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

게 1년간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2019년 도입되었습니다. 정책 명칭에 기

본소득을 사용한 만큼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는 거주요건을 제외하면 급여 수급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

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구직활동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른 구직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만, 청년기본소득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급 조건에 구직활동과 관

련된 조건이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참여소득에 가깝지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가능연령인 청년을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근로 연령인 아동, 

노인 등에게 지급되던 기존 사회수당과는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매년 60만 원을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전라북도는 매년 6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두 정책 모두 

실제 농(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지급 대상으로 하며 지역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

한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급여 수급에 유익한 활동을 전제하는 참여소득과 가까운 정책으로 볼 수 있

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소득 보전 이외에도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의 목적도 있지만, 개인이 아

닌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는 점과 실제 경작자가 아닌 지주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점, 농(어)업에 직접 참

여하지 않는 다른 농(어)촌 구성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한계로 남습니다. 2022년 도입되

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

며, 시범사업 준비 중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지역 간 격차 완화뿐 아니라 많은 인구에게 기본소득을 경험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도 해녀수당은 지역 특색이 매우 강한 정책입니다. 제주도 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무

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는데, 해녀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문화유산 보전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해녀수당에는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에게 매월 1~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

는 고령해녀수당, 80세 이상 은퇴해녀에게 36개월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고령해녀은퇴수당, 40

세 미만 신규해녀에게 36개월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신규해녀정착지원금이 있습니다. 고령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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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하며 고령해녀수당과 신규해녀 정착지원금은 참여소득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해녀가 아닌 일부 해녀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범주형 기본소득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

려운 정책입니다.

  분석결과 제 연구에서 분석한 광역자치단체의 6가지 소득보장정책은 모두 기본소득 원칙의 일부

만을 충족하는 형태이며,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석결과에 따라 기본소득 확대를 위

해 재원확보, 지급 조건 완화, 지급 대상과 규모의 확대, 다양한 실험 확대, 활발한 토론, 로드맵 구축 등

의 필요성을 제언하였습니다. 재원의 경우 기존 조세나 지방세에만 의존할 경우 일부 인구집단을 대상

으로 하는 낮은 수준의 급여 지급에만 머무를 수 있어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공유부 

분배 관점에서 기본소득 토지세, 탄소세 등의 신설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각 정책의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과 규모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과 토론 또한 기본소득 실현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제가 논문을 제

출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은 대선정국과 맞물려 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여

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서울시에서는 부의소득세 형태

인 안심소득제 실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당의 대선경선에 참여한 김두관 의원은 기본자산을 주장

했고, 이낙연 전 의원은 최저소득보장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도 관련된 실험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각 지역에서는 최저소득보장형태의 보

장기본소득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의 기본소득 실험, 스페인의 최저소득보장Ingreso Mínimo Vital 

도입, 스코틀랜드의 최저소득보장 도입 추진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기존 사회보

장제도의 한계를 경험한 각 국가들의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활동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다양한 실험과 논의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바로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 기본소득 논의를 보면 기본소득의 이념인 공유부 분배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 채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유부 분배 기능이 포함

된 기본소득 실현 로드맵 구축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

만 저는 누군가가 공유부를 독점하는 구조가 아닌 이를 분배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활동과 연구 등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계간 《기본소득》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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