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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1)

－게으른 자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정의로운가?－

￭ 곽 노 완 ￭

요약문

분배정의는 흔히 결과의 평등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런데  빠 이스

는 분배정의를 실질 인 기회의 평등으로 정식화한다. 그리고 실질 인 기

회의 평등을 각자의 노력을 넘어서서 주어지는 내외 천부, 사회 이고 역사

인 선물, 운 등에 한 평등한 권리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자

원과 운에 한 평등한 권리를 구체화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최 의 기

본소득을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기본소득론에 따를 때, 게으른 자도 기본소

득에 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기본소득론에  빠 이스와 유사하게 기

회의 평등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롤스는 명시 으로 반 한다. 그러나 

 빠 이스의 지 처럼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롤스의 차등의 원칙도 기본소득에 동

조 인 정의론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주  제 : 분배정의, 기회의 평등, 기본소득, 판 빠레이스, 차등의 원칙, 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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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경제민주화와 분배정의

지난해 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복지의 확충과 경제민주화를 내

세웠다.

시장만능주의의 표세력인 새 리당의 박근혜 후보조차 경제민

주화를 주요공약으로 제시하 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제시하는 경제

민주화란 “경제  약자의 보호와 균형성장”을 뜻한다(http://www.park 

2013.com/policy/pledge.html).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패러다임에서 

그의 복지모형은 “국민 심의 한국형 고용복지”로 요약된다(http://www.park 

2013.com/policy/pledge_view.html?idx=135&bid=IIX001).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역시 경제민주화를 주요공약으로 제시하 다. 

그에게 경제민주화란 “한마디로 공정경제”라 할 수 있다(http://www. 

moonjaein.com/new_policy03). 이와 더불어 그는 과거 민주정부

의 소득보장  공공복지 인 라를 확 하는 나름의 “복지국가” 패

러다임을 제시하 다(http://www.moonjaein.com/new_policy02).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복지모형은 원리 으로 고용 내지 

노동과 연계된 기존의 노동연계형 선별  복지모델이라는 에서 큰 

차이가 없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아동수당 등의 보편복지를 좀 더 

확 하려 한다는 에서 박근혜 후보와 다소 질 인 차별성을 보여주

기도 하지만 노동연계복지(workfare) 패러다임을 기본으로 한다는 

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달리 지지율은 미미했지만 좌 의 기치를 내건 무소속의 김

순자 후보는 “모두가 리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보편복지”를 경제민

주화를 실 할 핵심 복지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노동연계복지 패러다

임을 벗어나려고 하 다(http://www.soonja.net/xe/policyList). 

그런데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수사들은 모두 나름 로의 ‘공정성’

을 근거로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 진 의 “공정경제”는 물론이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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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후보 진 의 “약자의 보호와 균형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도 나름의 “공정한 분배” 개념에 기 하고 있었다(http://www. 

park2013.com/policy/pledge_view.html?idx=289&bid=IIX001). 

문제는 “공정성”의 논거와 개념이 정치세력마다 각기 다르며 이

에 따라 경제민주화라는 동일한 용어로 각각 차별 인 경제정책 모형

을 제시한다는 이다. 이는 각각의 정치세력이 각기 다른 정의 을 

갖고 있고, 각기 다른 경제정의 패러다임에 서 있는 경제 문가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민주화 내지 복지 개념은 ‘경제정

의’에 한 다양한 경제철학의 패러다임 내지 각 사회의 역사 ⋅문

화 인 특수성과 직결되어 있다.1) 여기서는 역사 이고 문화 인 특

1) 를 들어 문화인류학자인 퍼거슨(Ferguson) 교수가 밝히고 있듯이, 19세
기에 서구에서 유기체로서의 사회에 한 인식이 팽배하면서 부랑생활, 
게으름, 도, 매춘 등이 단순히 개인 이며 도덕 인 실패가 아니라 ‘사회

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질병과 수명도 개인 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인 문제로 간주되었다. 한 사회에서 가족은 가장 요한 심 으

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나 사회보험은 정규직 남성노동자를 심

으로 하고 이들의 배우자와 자식들은 피부양자의 신분으로 남성노동자 

심의 가족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이에 비해 당시 남아공

과 같은 식민지에서는 농 의 확 가족이 사회안 망의 역할을 담당하

기 때문에, 유럽식의 핵가족 심의 노동연계 사회복지가 일반화되기보다

는 거지, 장애인, 강도, 매춘부 등을 농 의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는 방

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 에 들어 남아공에서도 농 이 속히 황폐화되고 도시의 실업률이 

40%에 육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이후 남아공에서는, 통 인 

농 의 가족주의에도 서구 인 도시 핵가족주의에도 연계되지 않은 

채 결혼유무를 묻지 않고 수 자가 아이를 가장 극 으로 돌보는 사람

인지만을 조사하는 새로운 방식의 복지시스템이 으로 시행되고 있

다(Ferguson, 2012: ‘What comes after the Social? Neoliberal Crisis and the 
New Welfare States’, p. 20). 이처럼 남아공에서 복지가족주의와 결별과 새

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부상은, 최근에 모든 국민들에게 매월 15달러를 지

하자는 기본소득 운동이 활성화되는 데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97-98년도의 외환 기 시 , 규모의 실업자들이 복지시스

템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상 으로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족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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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보다는 정치철학과 사회윤리학 분야에서 다양한 학 의 장이

기도 한 ‘분배정의’의 개념들과 논거들을  빠 이스의 기본소득론

과 연계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기회의 평등으로서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경제철학을 가장 체계 으로 제시한 실질  자유지상

주의의 주창자  빠 이스(Van Parijs)는 로머(Roemer), 롤스

(Rawls), 드워킨(Dworkin), 노직(Nozick)을 부분 으로 수용하고 

부분 으로는 비 하고 결하면서 기본소득과 보편복지를 정당화하

는 분배정의 개념을 재구성한다. 

그는 “사회정의란 스스로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 할 수 

있는 실질 인 자유의 평등한 분배”라고 정식화한다(Ackerman/ 

Alstott/Van Parijs, 2006: 39). 여기서 실질 인 자유는 자유를 

실 할 수단과 기회를 포함한다. 달리 말하면 가장 불리한 사람의 

입장에서 각자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 할 실질 인 수

단과 기회를 최 한으로 갖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는 것

이다. 그는 이를 기회의 최소극 화(leximin)라고 부른다(Van Parijs, 

통해,  높은 인구 도로 가능했을 요식업자로의 환을 통해 생계를 유

지하는 특수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요식업의 과잉으로 인해, 지
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시기에 안 망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에 한 국민들의 요구는 증하여, 신자유주

의 정치세력조차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서양의 

복지국가에서도 아직 일반화되지 못한 보편  무상 식이 진 으로 실

될 수 있었다. 복지 후진국인 한국이, 핀란드와 스웨덴  러시아와 더

불어 보편 인 무상 식에서만큼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최
찬, 2010: 4). 여기에는 한국에서 물과 먹거리에 해서는 유달리 나눔 

문화가 강했던 문화  통도 한몫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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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5). 최소극 화는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빠 이스가 시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

라 기회의 평등이다. 그는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노

력차이에서 유래하는 것이라면 정의에 어 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에 수단과 기회의 불평등  이로부터 유래하는 결과의 차이는 정의

롭지 못한 착취라고 본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수단과 기회의 불평등

에서 유래하는 결과의 차이는 최 한 환수되어 모두에게 실질 인 기

회를 최 한 평등하게 보장하도록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빠 이스는 이러한 실질 인 수단과 기회를 찾아 나선다. 이 과정

에서 그는 로머의 착취 개념을 수정 변형하여 착취의 외연을 확장한

다. 로머에 따르면, 양도가능한 자원뿐만 아니라 기술과 같이 신체에 

체화되어 양도불가능한 자원의 불평등에서 생겨나는 소득의 불평등

도 착취에 해당한다.  빠 이스는 이러한 로머보다 더 나아가 특정 

모국어, 인종, 국  등 지구화 시 의 특정한 사회 계가 낳는 모든 

특권 인 추가 소득도 착취이며(Van Parijs, 2003: 204-205; Van 

Parijs, 2010: 9 참조), 따라서 지속가능한 수 에서 최 한 환수하

여 사회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함으로써 각자의 실질  기회를 최

한 충분하고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실업이 확 되고 좋은 일자리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오

늘날에는, 좋은 일자리 자체가 특권 인 생산자원이 되어 높은 직업만

족도나 특권 인 고소득을 낳는데, 그는 이를 고용지 (employment 

rent)라고 부른다(Van Parijs, 1995: 119-124). 그에게 이 고용지

는 사회 으로 환수되어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 한, 착

취에 해당한다. 좋은 일자리 자체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기 보다

는 사회 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좋은 일자리를 얻기까지는 좋은 지

능이나 타고난 체력, 부모의 경제 인 후원 등이 함께 작용하 고 각

자의 노력을 벗어난 이러한 우연 인 내⋅외부 천부자원의 불평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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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래하는 특권 인 고소득과 직업 인 특권은 스스로의 노력의 결

과를 과하는 한에서는 기회의 불평등에서 유래한 착취라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포함한 생산자원과 기회에 해 모든 사회

성원들이 최 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해도 이를 평등하게 분배할 

수는 없다. 를 들어 통령직을 국민의 수만큼 늘릴 수는 없다. 그

래서 그는, 좋은 일자리를 포함하여 한정된 생산자원과 기회를 사회

성원의 수만큼 균등분할하기보다는 이로부터 유래하는 특권 인 추

가소득을 사회 으로 최 한 환수하여 하나로 합친 다음 이를 모든 

사회성원의 실질 인 기회를 최 한 평등하게 보장하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는다면 그걸로 분배정의는 충분히 달성된다고 본다. 

이처럼  빠 이스에게, 모두에게 지 되는 기본소득은 생산자

원에 한 모든 사회성원들이 평등한 권리에 입각하여 리는 실질

인 기회의 평등이고 정당한 분배정의이지 정부나 타인의 시혜가 아니

다. 헨리 조지(Henry George)를 시한 지공주의(earth share- geonomics)

도 토지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생산자원에 해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

는 에서는  빠 이스의 실질 인 자유지상주의와 많은 공통집합

을 갖고 있으며(Füllsack, 2002; 171-174), 맑스를 확장하여 자연

자원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역사 으로 승된 기술에 한 사회성

원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로머와 호워드(Howard)도  빠 이

스의 실질 인 자유지상주의와 거의 합치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Roemer, 1989, 257ff.; Howard, 2002: 127-134). 

 빠 이스가 기회의 평등과 특정한 분배정의 곧 보편 인 기

본소득을 연결시키는 은 독창 이다. 그리고 부분 인 결과의 평

등이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다시 기회의 실질 인 평등을 보장한

다는 을 해명함으로써, 분배정의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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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로머의 말 로, 기회의 평등이 자동 으로 특정한 분배정의로 

이어질 수는 없다. 기회의 평등에 해서는 공감하더라도 분배정의에 

해서는 다른 개념틀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문이다(Roemer, 

1998: 3). 그런데 로머에 따르면, 우선 기회의 평등에 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 겹치면서도 상이한 개념틀로 갈라진다. 

첫째는, ‘경기장 편평하게 만들기(level the playing field)’로 불

리는 개념틀이다. 이는 좋은 지 를 해 경쟁하는 개인들에게 양육

과 교육시기부터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함의한다(앞의 곳). 

둘째는, ‘무차별의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으로 불리

는 개념틀이다. 이는 좋은 지 에 한 근이, 를 들면 성과 인종

과 같이 이 지 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상 이 없는 이유 때문에 차

별 이어서는 정당하지 않다는 걸 뜻한다(앞의 곳). 

를 들어 지능은 좋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여

성과 같이 지능이 좋고 집안도 부유하여 많은 교육을 받은 남성이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좋은 지 를 놓고 경쟁할 경우, ‘무차별의 원

칙’에 따르면 기회의 평등이 훼손되지 않았지만 ‘경기장 편평하게 만

들기’에 따르면 기회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경기장 편평하게 만들기’가 ‘무차별의 원칙’보다 더 포 이고 

진 인 기회의 평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로머는 기술  건

강과 같이 신체와 결합되어 양도불가능한 자원조차 기회의 평등을 해

치고 특권 인 이익과 착취를 낳는 기회의 불평등의 한 요소라고 간

주할 만큼(Van Parijs, 1995: 174-175), ‘경기장 편평하게 만들기’

의 개념틀을 크게 확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Roemer, 1998: 

33-83에서 로머는 이 개념틀을 인센티  속성, 생산, 복지, 건강, 교

육, 실업보험 등과 련하여 입체 으로 보여주고 있다). 

 빠 이스는 ‘실질 인 기회의 평등’ 개념을 통해, 그리고 기회

의 불평등을 낳는 요소를 로머가 지 한 내외 천부2)에 한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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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넘어서서 연고 계, 주거지, 국 , 특정 모국어 등 지구화와 

지식기반경제 시 에 특징 인 모든 요소로 확장하고 있다. 그는 ‘기

회의 평등’ 개념을 ‘경기장 편평하게 만들기’의 방향으로 로머보다 더

욱 진화시키는 셈이다(Van Parijs, 2003: 204-205; Van Parijs, 

2010: 9 참조). 

이처럼 기회의 평등을 진화시킨  빠 이스는 이를 기본소득

이라는 특정 분배정의 개념틀과 연계시키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각자

의 노력을 벗어나는 모든 내외 천부  국 과 모국어 등 국가 간 천

부의 차이가 낳은 기회의 불평등을 다시 최 한의 기회평등을 보장하

는 형태로 환하기 해서는 그러한 기회의 불평등이 래한 특권

인 추가소득을 조세 등으로 환수하여 지속가능한 최 한의 물3)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지 하는 것이 최 의 해법이다(Van 

Parijs, 2010: 17). 스스로의 노고를 넘어서는 불로소득에 한 조세

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최 한의 기본소득이 결과의 평등을 획기

으로 증진시키는 분배정의의 한 형태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

데 얼핏 보면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단지 결과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데 불과한 보편 인 기본소득이 어째서 기회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

2) 내외 천부란 자신의 노력과 무 하게 얻게 된 천부에 유산 등 외 인 자원

과 신체 으로 타고난 지능/재능/외모 등을 합친 개념이다. 
3)  빠 이스는 보편 인 물 여를 물 기본소득(in-kind basic income)

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물 심으로 지 되어야 할 지 아니면 

 심으로 지 되어야 할 지 논의한다. 그의 답변은, 교육과 건강 보

험처럼 다소 온정 인 고려에서 모두가 근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해서

는 무상의 물로 지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Van 
Parijs, 1995: 43; Van Parijs, 2010: 17 참조).  빠 이스는 이 외에도 맑은 

공기, 깨끗이 청소된 거리, 보행자 용길, 공원 등도 물 기본소득으로 

간주하며(Van Parijs, 1995: 44), 무상의 식수⋅생필품⋅주택⋅공공서비스 

등도 물 기본소득에 포함시킨다(Van Parijs, 2005: 37-38). 몇 년 부터 

국내에서 확  실시되고 있는 고생 무상 식은  빠 이스의 용어로

는 부분 인 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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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앞에서 보았지만  빠 이스의 답을 순차 으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 실질 인 삶의 기회를 지속가능한 수 에서 최 한 평등하게 

만들려면, 실질 인 기회의 수단 내지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

되어야 한다. 

2) 그리고 그러한 자원에는 각자의 노력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로머나 드워킨이 제시한 개별 인 외부 천부(자연

자원, 유산  증여, 그리고 기술)  내부 천부(건강, 소질, 외

모)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이고 시 이며 나아가 국제

으로 특권 인 선물(gift),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우연 인 선

물(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친구 내지 이웃과의 만남)과 사랑도 

포함된다.  무엇보다 고용지 (employment rent)를 낳는 

좋은 일자리가 포함된다.4) 

3) 그런데, 이처럼 각자의 노력을 넘어서서 무상이나 우연 으로 

주어지는 기회 내지 자원 에는. 분할할 수 없는 것들이 많

다. 를 들어 신체나 인격체에 결부되어 있는 기술, 소질, 건

강, 외모, 인종, 성, 특정 모국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

터 받는 사랑 등이 그 다. 

4) 그래서 안으로 그처럼 각자의 노력을 벗어나는 특권 인 자

원의 독 인 소유와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권 인 불로

4)  빠 이스는, 기회비용 내지 시장청산가격을 넘어서는 고용지 의 발생

원인을 스티 리츠(Stiglitz), 아커로 (Akerlof), 볼스(Bowles)의 ‘효율성-임
이론’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임 이 이념 인 시장청산

가격(실제의 시장가격이 아니라 가상 으로 완 경쟁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할 때 노동생산성이 상승되어 고용주의 이윤이 극 화된다. 
따라서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시장청산가격을 과하는 임 을 보장하는 

경향이 생겨다는 것이다(Van Parijs, 2010: 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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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조세 등을 통해 최 한 환수하여5) 롤스의 차등의 원칙

(Difference Principle) 로 최소수혜자에게 돌아갈 사회경

제 인 기회를 최 화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을 최 로 보장하

는 분배정의라 할 수 있다. 

5) 이 때 자원의 독 에서 유래하는 추가소득에 한 과세는 일

시 인 최 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최 치가 되어야 하며, 

6) 이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실질 인 기

회의 평등은 지속가능한6) 최 치에 도달한다(Van Parijs, 

5)  빠 이스에 따르면, 우연한 선물 에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한 선물 의 하나이지만 이에 해 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사랑이 

추가 인 소득을 얻는 지 에 오르는 주요 수단도 아니므로 과세할 필요

까지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이러한 사랑의 불평등까지 해소

할 분배정의는 아니긴 하지만 시장의 약자에게 힘을 보태주는 데 큰 역할

을 하며, 역설 으로 우리의 삶을 괴 인 지구화와 시장의 횡포로부터 

보호해 주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한다(Van Parijs, 2010: 20). 
6)  빠 이스의 답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문제는, ‘최 한의 기본소

득’에 연계된 ‘지속가능성’의 함의이다. 그가 지향하는 기본소득은 우리의 

삶의 기회를 최 한 평등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라야 한다. 곧 정치

이고 경제 인 상황에 따라, 기본소득이 액이 비록 게 는 부분 으

로 시작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상 으로는 가능한 한 최 치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최 치는 정태 인 것이 아니라 동

학 인 것이다. 그에 따르면 특권 인 추가소득의 100% 는 그 이상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환수한다면 정태 으로는 최 한의 기본소득이 달

성되지만, 경제활동을 축시켜 결국 기본소득의 재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는다. 지속가능한 최 한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는 조세를 

일시 으로가 아니라 지속 으로 최 화하기 해 경제활동에 해 과도

한 과세를 피해야 한다는 개념 인 요청이다(Van Parijs, 2010: 17). 이런 

에서  빠 이스는 진 인 기회의 평등주의자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칭

하듯이 한 평등주의자이다(앞의 : 16).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수

에서 최 가 되려면 얼마만큼 되어야 하는지에 해서는 하 가

(Hamminga)가 경제철학 인 사유실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최 한의 기본

소득의 내부 동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정수 을 

넘어가면 사회 으로 노동유인이 어들어 경제활동의 축과 재원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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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4-17 참조). 

1)에서 5)까지는 진 인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많은 논자들

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테제일 것이다. 그런데 최소수혜자의 실질

인 기회를 지속 으로 최 화하는 방안이, 왜 하필이면 모두에게 보

편 으로 지 되는 기본소득인가에 해서는 몇 가지 논거가 더 제시

될 필요가 있다. 1)부터 5)까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기본소득과는 

다른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빠 이스도 지 하듯이 기본소득과 경쟁하는 다른 방안으로는 

토마스 페인(Paine)을 이어 받아 최근에 액커만(Ackerman)과 알스

톳(Alstott)이 정교화한 사회  지분(Social Stakeholding)이 있다

(Ackerman/Alstott/Van Parijs, 2006: 79-110 참조). 액커만과 

알스톳은, 부자에게 2%의 부유세를 부과하여 시민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범죄경력이 없다면 성인이 되는 21세에 정부로부터 80,000 

달러의 사회  지분을 받는 것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앞의 

책: 82).  빠 이스는 이들의 주장이 기본소득과 비슷하게 기회의 

평등을 극 화하는 방안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부드러운 온정주의

인 이유로, 일시 으로 거 을 지 받는 사회  지분보다는 평생에 

걸쳐 주기 으로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지 받는 기본소득을 

선호한다(Van Parijs, 2010: 17). 온정주의 인 이유란, 도박이나 

사업실패 내지 불운으로 거 의 자본을 일시에 탕진해서 삶의 기회를 

지속 으로 상실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 등을 뜻한다. 기본소득이나 

사회  지분이 모두 개인의 노력을 벗어나는 자연 이며 사회 인 자

이 래된다. 그리하여 기본소득이 어들 수밖에 없고, 이 게 되면 기본

소득 외에 노동소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비 이 늘어나서 경제활동이 확

되고 기본소득의 재원과 각자에게 돌아가는 기본소득도 다시 증가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최 한의 기본소득이 동학 인 균형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Füllsack, 2002: 147-14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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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한 모두의 보편 인 권리와 보편 인 수혜에 기 한다는 에

서 거의 유사한 분배정의 개념에 기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진 인 기회의 평등에 동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편

인 권리와 보편 인 수 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진 인 기회

의 평등을 옹호하면서도 최소수혜자에게 선별 으로 부족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롤스 내지 드워킨처럼 진 인 기회의 평등에 해  빠 이스

와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면서도 기본소득에 해서는 원리 으로 반

하는 논자들도 있다. 

특히 드워킨의 경우, 조난 당해 무인도에 정박한 사람들에게 동일

한 구매수단을 분배하여 경매를 매개로 각자 선택에 따라 자원에 

해 선망부재(envy-freeness)의 강한 평등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

는 분배정의 개념을 제시한 에서, 기회의 평등 개념뿐만 아니라 분

배정의 개념틀에서도  빠 이스와 거의 유사한 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워킨은 1987년에  빠 이스와의 화 

에 기본소득에 명시 으로 반 하 다(Van Parijs, 2010: 2에서 

재인용).  빠 이스가 지 하듯이 기본소득에 한 드워킨의 반

는 의외라 할 수 있다(앞의 곳). 그는 창기에 외부 천부에 해서는 

강한 평등을 옹호하는 경매이론  내부 천부에 해서는 약한 평등

을 옹호하는 보험이론을 이원론 으로 제시했었다. 그런데 당시 그는 

자신의 느슨한 평등을 옹호하는 보험이론에서조차 일자리를 회피하

는 사람에게도 다소의 원조는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Dworkin, 1983: 208). 이런 주장들을 감안할 때, 창기 드워킨은 

최소한 은 규모의 기본소득을 옹호하리라고 기 할 수 있다. 그런

데 이런 기 와는 반 로 그가 1987년에는 기본소득에 해 명시

으로 반 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드워킨은 창기 자신의 이원 인 

분배정의 이론을 약한 평등을 지향하는 보험 심의 일원론 인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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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론으로 각색하면서 기본소득에 해 명시 으로  강하게 

반  주장을 개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간 계 을 희생시키면서 

게으른 자들에게 비생산 인 삶을 살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단언

하면서(Dworkin, 2000: 330-331), 롤스가 해변가에서 죽치는 자

들에 해 부당하게 했다고 비 한다(Dworkin, 2006: 104). 이

러한 드워킨에 해서  빠 이스는 색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드워킨의 명시 인 반 에도 불구하고 후기 드워킨의 입장변화와 논

거를 일 되게 재구성하면, 드워킨은 원리 으로 은 규모의 기본소

득을 찬성해야만 했다는 것이다(Van Parijs, 2010: 13-14). 드워킨

에 한  빠 이스의 재해석에 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드워킨의 비 로, 롤스는 해변가에서 죽치는 자들에게 

한가? 롤스도 드워킨과 마찬가지로 1987년  빠 이스와의 

화 에 기본소득에 해 반 를 천명한 바 있다(앞의 : 1-2). 더

구나 롤스는 정의론  출간 이후 얼마 되지 않은 1974년부터 

를 사회경제 인 수혜 목록에 포함시켰다(Rawls, 1974: 253). 

애 에 정의론에서 주창한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을 통

해 롤스는 최소수혜의 지 를 가진 자에게 최 의 수혜가 돌아가는 

한에서만 불평등을 인정하 고, 이 수혜의 목록에 소득, 재산, 사회  

지 에 결부된 권력과 특권을 포함시켰다(Rawls, 1971: 61, 93). 

그런데 이 목록에 를 포함시키면서 게으름뱅이에 한 소득보조

를 정의에 원리 으로 어 나는 것으로 명시하게 되었다. 그에 따르

면, 만 즐기는 자는 종일노동의 최소임 에 상응하는 가상 인 

소득을 얻는 셈이다. 곧 종일 말리부에서 서핑만 하는 자들은 더 이

상 다른 사회 성원들을 희생시키면서 실질소득을 얻게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Rawls, 1988: 257; Rawls, 2001: 179). 드워킨의 비

과는 정반 로 롤스는 를 사회경제 인 수혜의 목록에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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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면서 말리부의 서퍼와 같은 게으름뱅이에게서 재분배의 자격을 명

시 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빠 이스는, 롤스가 

를 사회경제 인 수혜의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오히려 기본소득을 

원리 으로 허용하는 논리로 가까이 간다고 재해석한다(Van Parijs, 

2010: 14). 

3. 게으름뱅이에게도 기본소득을? 

기본소득을 왜 부자에게도 주는가에 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이

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코르피와 팔메(Korpi & 

Palme)가 정식화했듯이 부자에게도  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받

게 된다는 ‘재분배의 역설’ 때문이고(백승호, 2010: 294에서 재인용), 

둘째는 모두가 받기 때문에 사각지 가 완 히 사라지고 료제의 폐

해와 낙인효과를 완 히 없앨 수 있다는  때문이다. 이는 국내에서 

역지자체 단 의 무상 식 논쟁에서도 제기된 논 이다. 서울과 경

기도에서 이 의 선별 인 무상 식제도에서는 가난한 학생 에서도 

무상 식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범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지 처럼 보편 인 무상 식이 실시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아  

발생할 수 없으며, 식 때문에 가난한 학생이 교사나 동료 학생들로

부터 낙인 히는 일도 생겨날 수 없다. 그리고 몇몇 학년에서 시작한 

보편  무상 식은 빠른 속도로  학년으로 확 되는 력을 갖고 

있다. 무상 식을 통한 학습효과 때문에 수혜자가 모두인 보편복지에 

한 반  논거에 한 답변은 쉽게 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론 으로나 실천 으로 더욱 한 논 은 왜 일하지 

않는 게으름뱅이에게도 주는가라는 문제이다. 이에 해서는  빠

이스와 비슷한 정의 개념을 제안했던 롤스도 명시 으로 반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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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맑스주의자들 에도 찬반 논쟁이 뜨겁다.  최근에는  돈

젤라(Van Donselaar, 2009)처럼 게으름뱅이에게도 지 되는 기본

소득은 착취를 극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에 한 게으

름뱅이의 착취를 확 하는 것이라는 반론을 체계 으로 제기하는 논

자들도 있다. 

물론 경제 인 차원에서 이에 한 재반론도 어렵지 않게 제시될 

수 있다. 1) 소수의 게으름뱅이가 두려워  다수의 열심히 일하려

는 사람들의 잠재력과 기회를 확장하는 기본소득을 포기하는 것은 경

제 으로도 손해라는 , 2)  우리나라의 국민기 생활보장처럼 실

업의 함정을 낳거나 게으름뱅이를 조장하는 기존의 사회부조제도에 

비해, 추가 인 노동소득을 온 히 보장하는 기본소득은 실업의 함

정7)을 래하지 않아 게으름뱅이를 덜 조장하고 사회 으로 경제활

동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등은 경제 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비용 

비 편익이 선별복지의 비용 비 편익보다 더 크다는 답이다

(Van Parijs, 2001: 25-26). 

이러한 경제 인 차원의 문제와 달리 호혜성(reciprocity) 내지

는 게으름뱅이에 한 기본소득의 정당화 문제는 분배정의  기회의 

평등에 한 철학 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우선분배정의의 개념틀 그

리고 기회의 평등과 련하여 기본소득 반 논거에 한 롤스의 논의

에 한  빠 이스의 재해석은 다음과 같다: 

원래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서 최소수혜자가 리는 수혜(Advantage)

에는 소득, 부, 그리고 사회 인 지 에 수반되는 권력  특권이 들

어간다(Rawls, 1971: 62, 93). 그래서  빠 이스는 소득이 없는 

베짱이는 최소수혜자에 속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보

7) 실업의 함정이란 임 이 사회부조나 실업수당 이하이고 임 소득이 있으

면 사회부조나 실업수당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람들이 노동보다는 실

업을 선택하는 상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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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게 차등의 원칙에 합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Van Parijs, 

1986: 166-171). 그런데 롤스는 이후에 를 사회경제 인 수혜

에 포함시켰고, 따라서 베짱이는 이미 많은 수혜를 리므로 베짱이

에 한 사회로부터의 추가 인 소득 보 을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정식화했다(앞의 : 4-5).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 이스는 만약에 

의 수혜를 아주 크지 않게 평가한다면, 롤스의 논리에 따를 때도 

베짱이에게 지 되는 기본소득이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면서, 

차등의 원칙에서 기 이 되는 사회경제 인 수혜에 를 포함시키

면 오히려 기본소득에 한 찬성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앞

의 : 19; Van Parijs, 2005: 93). 

이러한 주장은 차등의 원칙에 한 재해석에 따른 것이다.  빠

이스에 따르면,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흔히 해석되듯이 결과의 평

등을 지향하는 원칙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원칙이다

(Van Parijs, 2010: 6).  빠 이스는, 말리부의 서퍼에 해 부정

인 답변을 할 때 롤스 스스로 차등의 원칙이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

는 원칙이라는 을 놓치고 있다고 본다.  빠 이스에 따를 때, 차

등의 원칙이 요청하는 것은 최악의 상태에 있는 개인이 결과 인 사

회경제 인 수혜들 에서 가능한 한 최 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사회  지 를 가진 사람이 일생동안 이 수혜 목록에서 성취

할 평균 가치를 최 화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 화해야 할 것은 개인의 수혜 성취도가 아니라 사회 으로 최소

수혜자의 지 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혜 성취도라는 것이다. 그리

고 이 사회 인 지 는 직업 인 범주이다. 그래서 최소수혜자는 결

과 으로 가장 게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균 으로 소득이 낮

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을 뜻한다. 롤스의 에 따르면 비숙련노동

자 등이 최소수혜자에 속한다(Rawls, 1971: 96; Van Parijs, 2010: 

6에서 재인용). 동일한 최소수혜자 지 에 속하는 사람들 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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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실제 인 평생 소득이나 재산, 권력이나 특권은 매우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헤아릴 수 없는 기회와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고 운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Van Parijs, 2010: 6). 그리고 바

로 이런 이유로 차등의 원칙은 결과－평등주의의 원칙이라기보다

는 기회－평등주의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Van Parijs, 2010: 5). 

그런데 차등의 원칙을 결과－평등주의의 원칙으로 해석하지 않

고 이 듯 기회－평등주의의 원칙으로 해석하면, 최소수혜자에게 돌

아갈 사회경제 인 수혜( 를 포함하는)의 최 화를 요청하는 차등

의 원칙은 기본소득을 배제하기보다는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먼  결과－평등주의 인 해석에 입각하면, 서퍼는 가 사회

경제 인 수혜로 간주되지 않았을 때라면 최소수혜자로 인정되어 사

회부조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될 것이지만, 가 사회경제 인 수혜

로 간주되면 이미 가상의 소득을 이미 받는 셈이므로 추가 인 사회

부조를 받을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Van Parijs, 2010: 6). 

그러나 반 로 기회－평등주의의 원칙을 채택하면, 오히려 

가 사회경제  수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서퍼는 최소소득을 기 하

기 힘들다. 왜냐하면 가 사회경제  수혜로 간주되는 않는 상황

에서 차등의 원칙이 용되면, 노동의지에 한 검증이 없는 기본소

득보다는 노동의지를 갖는 사람들에게만 최소소득과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가능성이 크며, 온종일 서핑만 하는 말리부의 서퍼는 자기선

택에 한 책임을 강조하는 롤스의 정의론을 감안할 때 자기의 선택

에 따라 최소소득 내지 기회의 평등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이다. 그런데 기회－평등주의의 원칙 아래 가 사회경제  수혜

에 포함될 경우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때 소득과 재산, 그리고 권력 

 특권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소득과 는 불가피하게 트

이드 오 (trade off) 계에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차등의 원

칙에 따를 때 어떤 조합이 최 일 지는 소득과 에 할당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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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비 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회－평등

주의의 해석에서는 가 사회경제 인 수혜로 포함될 때 말리부의 

서퍼에게 최소소득 내지 기본소득이 지 될 가능성이 다소나마 높아

진다는 이다(앞의 : 6-7). 역설 이지만, 롤스 스스로 무조건

인 기본소득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에서 채택한 변경( 를 사회경제

 수혜에 편입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의 정의론을 기본소득에 좀 더 동

조 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빠 이스의 진단이다(앞의 곳).

차등의 원칙을 결과－평등주의 방향이 아니라 기회－평등주의의 

방향으로 해석하는  빠 이스의 통찰은 롤스학 도 수 할 만한 설

득력이 있다. 하지만,  빠 이스도 인정하듯이 이 게 해석된 롤스

조차도 후한 기본소득에 해서는 부정 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롤스

의 정의론이 책임은 강조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넘어서는 자연 /역사

/사회 /우연  자원과 기회에 한 보편 이며 평등한 권리의 확장

에 해서는 소극 이기 때문이다. 그가 가정하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

서는 기회의 평등에 한 사회 인 평균 기 치가 보험의 체계와 비슷

하게 최악의 상태를 면하는 수 으로 하방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

다. 이런 을 감안할 때, 롤스의 정의론이 무조건 인 기본소득을 지

지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최 생계비 수 을 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빠 이스처럼 각자의 노력을 넘어서는 모든 자연  

사회역사 으로 유증된 자원과 기회를 원리 으로 모두가 공유자원

으로 본다면, 공유자원의 범 는 확장되어 포착될 것이며 각자의 공

유지분에 한 무조건 인 권리를 정당화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구나 청구권을 갖는 지속가능한 최 한의 기본소득은 그의 기회의 평

등 개념과 분배정의론의 필연 인 결론이다. 이 이  빠 이스가 

롤스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선택에 한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기본소

득에 해서 상반되지는 않더라도 커다란 간극을 보여주는 핵심 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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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게으름뱅이에게도 지 되는 기본소득은 롤스의 직 로 분명 공

짜 심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공짜 심은 구의 몫을 빼앗은 착취

나 수탈이 아니라 자연과 인류가 역사 으로 사회 으로 우리에게 넘

겨  선물과 기회에 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이다. 게으름뱅이에게

도 기본소득이 지 되어야 할 까닭은, 그도 살아야 하니까,  그가 

얄 지만 불 하니까가 아니다. 그도 다른 사람처럼 각자의 노력을 

넘어서는 자원과 기회에 해 1/n의 청구권을 정당하게 갖기 때문이다. 

분배정의를 (부분 인)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으로, 

그것도 각자의 노력을 넘어서는 자원과 행운에 한 온 한 기회의 

평등으로 보는 한, 이에 한 1/n의 청구권=기본소득에 한 거부는 

이율배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롤스의 이율배반은 바로 이러한 사

정에 기인한다.  빠 이스가 지 했듯이 롤스의 정의론과 차등의 

원칙이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면, 무조건 인 기본소

득에 한 그의 명시 인 반 논거는 충이거나 자가당착으로 귀착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노력을 넘어서는 자원과 행운에 해 원리 으로 

공(共)유권을 주창하는  빠 이스가 생산수단과 자본의 사(私)유권

을 불가침의 역으로 남겨두고 그 수익  일부만을 조세로 환수한

다는 것은, 생산 축에 한 실 인 고려를 이유로 정당화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며 원리 인 충과 이율배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 비

과 재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자본의 불로소득이나 투기소득에 

한  빠 이스의 제한된 인식은 기본소득의 재원을 노동소득에 

한 과세에서 찾게 만드는 요인이다. 고용지 는 바로 이러한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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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포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는 정치 으로 기본소득에 한 지지

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기본소득의 경제  실 가능성과 

정치  실 가능성의 동시 인 극 화를 꾀하는  빠 이스의 

에서 볼 때도 이율배반일 것이다. 따라서  빠 이스의 기본소득론

에 한 비 은 기본소득의 옹호자 입장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 기본소득의 옹호자들에게 주류 철학의 정의론과 소통하고 결하

는 이론  논거와 자원을 선물로 남겨놓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에게 선물을 되돌려주는 일은, 그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

고 따르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의 이율배반과 충의 강  

 약 과 결하면서 기본소득의 정의론을 한 차원 높여 재구성하고 

진화시키는 것, 그것이 기본소득의 연구자에게 남는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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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ve Justice and Highest Sustainable 

Basic Income

Kwack, No Wan

Van Parijs formulates distributive justice as equality of real 

opportunity. And he proposes a highest sustainable basic income 

as a policy for the equality of real opportunity. According to his 

basic income, Malibu suffer has also the right to the basic 

income, what Rawls opposed. But when we interpretate Rawls’ 

difference principle as opportunity-egalitarian, his difference 

principle may be reconstructed as sympathetic for the at 

least modest basic income as Van Parijs reformulate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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